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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남미에서 온 낯선 작물

야콘은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야콘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페루산 땅 속의 과일’로

달달하고 시원한 과즙을 자랑한다. 생김새를 보면, 뿌리는 고구마, 꽃은 감국,

잎과 줄기는 해바라기를 닮았다.

2. 뿌리작물이냐 과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야콘의 뿌리는 고구마와 매우 닮았으나 고구마와 달리 전분이 거의 없는 

작물이다. 프락토올리고당이 다른 식물에 비해 많으며, 특히 주로 먹는 뿌리

(괴근)에 많아 건강 기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야콘은 고구마, 감자에 비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잎에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야콘재배면적은 ‘09년 현재 447농가, 166ha에 

불과한 소면적 작물이지만 ’14년 10a당 소득이 198만원으로 다른 작물이나 

채소에 비해 높다. 향후 농가에는 꾸준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구매

하기에도 매력적인 작물이 되기 위해서 야콘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친환경 재배가 용이하고 특정 수요층(변비,

당뇨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가 존재하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친환경 뿌리작물뿐만 아니라

과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확 시 인력 

조달의 어려움과 저장 등 수확후 관리 기술에 대한 농가간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당뇨·변비 환자 이외에 잠재적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 야콘즙, 동결건조칩, 분말 및 시럽 등이 

개발되고 있고, 떡, 한과, 조청 등의 한식 가공제품도 만들어지고 있어 소비자

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시사점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토속농산물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토종 및 고대작물을 발굴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개발

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기능성 작물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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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미에서 온 낯선 작물

남미에서 왔소이다

□ 야콘은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지역인 것으로 추정

○ 1751년 린네에 의해 국화과로 분류되었으며 2개의 종으로 나뉘는데,

보통 야콘이라 하면 Smallanthus종을 의미

○ 자생지는 볼리비아 북쪽 해발 1,000~2,300m 정도의 아열대지대

에서부터 페루 남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주로 고지대

- 선진국으로부터 우수한 농산물 종자들이 도입된 이후 재배지역은

감소하였으나 소규모 또는 가족용 간식으로 많이 재배

□ 야콘이라는 명칭은 안데스 원주민의 언어에서 유래하여 스페인의 

남미 정복 이후 현재의 이름이 된 것으로 추정

○ 아이마라족이 부르던 아리코마와 잉카제국의 공용어 케츄아어의

야콘, 야쿰, 야쿠마, 야쿠피 등이 스페인 정복이후 야콘으로 정리

- 원주민어로 야쿠는 물이라는 명사이기도 하고, 물이 많은 또는 

특별한 맛이 없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고 함(Fernández 등)

나라마다 다른 야콘의 명칭

▷ 야콘을 가리키는 단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남아메리카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심한 편

- 우리나라는 야콘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미국은 야콘, 야콘 스트로베리

(Yacon strawberry), 일본은 야꼰(ヤコン), 중국은 설연과(xuĕliánguŏ) 등으로 부르며

- 스페인어권에서는 El yacón, 에콰도르 jíicama, yacón, 볼리비아 liacon, 베네수엘라

jíquima, jikimilla, 콜롬비아 arboloco, jiquimilla, 페루 Aricuma, 아르헨티나 llacjon과

llagón 등으로 불리는데 결국 ‘물 많고 맛이 심심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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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물인데?

□ 야콘은 이름은 낯설지만 생김새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고루 닮아 친근해지기 쉬운 작물

○ 먹는 부위인 뿌리(괴근, tuberous root)는 미끈하게 잘 빠진

고구마를 닮았고 꽃은 흔히 볼 수 있는 감국과 비슷

○ 잎과 줄기는 해바라기와 비슷한 모양이며 1.5~2.5m정도로 크고,

해바라기, 다알리아와 같이 국화과 식물

야콘 뿌리(괴근) 야콘 관아(번식기관) 야콘 꽃 야콘 줄기

□ 친근해 보이기는 해도 야콘은 남아메리카 원산의 식물이기 때문에

독특한 외관으로 구분이 가능

○ 줄기는 관아(crown bud)로부터 5~15개 정도가 나오는데 1~2mm

정도의 짧은 털이 빽빽하게 자라며 속이 비었음

○ 잎은 삼각형의 창 모양으로 줄기처럼 미세한 털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날씨에 적응하여 수분 증발을 막는 목적

○ 뿌리부분은 크게 먹는 부위인 괴근, 잔뿌리인 세근, 붉은 구슬 

모양의 영양번식 기관인 관아로 나누는 것이 보통

- 괴근은 고구마나 감자와 같이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이며,

세근은 실질적인 뿌리, 관아는 다음 해 번식에 이용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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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에서 온 땅 속의 과일이라 불러다오 

□ 영어권에서 야콘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페루산 땅 속의 과일

(Peruvian ground apple)’로 달달하고 시원한 과즙이 특징

○ 프랑스에서 감자를 땅 속의 사과(Pomme de terre)라 일컬은 것과

비슷한 사례

○ 우리가 주로 먹는 부위인 괴근은 잘 생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고구마와 달리 주로 생과로 먹는다는 점이 차이

- 큰 차이점은 수확 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2주~2개월까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숙성시켜 먹으면 맛있다는 점

- 보관 시에는 감자나 고구마와 같이 상온 정도에서 말려 상처

부위를 스스로 치유시킨 후(큐어링)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

○ 수확 직후 바로 먹으면 약간 달달하고 물이 많은 무 맛 정도

였다가 보관할수록 점차 당도가 높아져 배처럼 달콤해짐

* 이런 특징 때문에 strawberry jicama(딸기 맛나는 덩굴성 얌) 또는 ground

pear (땅속의 배)라 불리기도 함

수확 직후 생과 큐어링 과정 말려서 깍은 생과 사과 갈변현상

□ 괴근 껍질을 깎으면 사과와 같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풍부한 폴리페놀 때문

○ 폴리페놀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식초, 레몬즙 등에 살짝 담가놓으면 갈변 방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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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콘의 천로역정(天路歷程)

□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서 태어난 야콘은 고향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럽에 알려진 후에도 타 작물에 비해 확산이 늦음

○ 안데스 산맥 동쪽 경사면의 고지대가 고향인 야콘이 본격 재배된

것은 페루의 나스카 문명 당시로 추정

* 기원전 100~기원후 800년까지 존속한 나스카 문명의 대표 유물인 직물과

채색도기에서 야콘의 모양이 확인

○ 유럽에 알려진 계기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원주민 통역사였던

구아만(Guaman Poma de ayala)이 스페인 왕에게 보낸 편지

* 동 시대의 스페인 성직자 베르나베 코보는 보고서에서 ‘건조에 잘 견디고
물이 많아 상쾌함을 더해주는 작물’이라 보고

식민지민이 쓴 불우한 편지,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 구아만 포마(Guaman Poma), 와만 포마(Waman Poma)로 알려진 펠리페 후아만드

아얄라(Pelipe Huaman Poma de Ayala)가 스페인왕에게 보냄

- 분량은 총 1,200페이지, 400페이지의 전면 삽화가 들어있는 문서로, 순수 안데스

원주민이 스페인 왕 펠리페 3세에게 페루의 반환을 요구한 서신

- 스페인 정복 이전에 안데스의 생활과 잉카의 통치, 1532년 스페인의 정복, 초기

식민통치, 식민지 지배자의 조직적인 억압 행위에 대한 원주민의 견해를 피력

* ’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덴마크 왕립도서관에 보관

○ 1900년 파리 세계엑스포(舊 만국박람회)에서 처음 유럽에 소개된 

이후 이탈리아에서 1930년 경 첫 재배가 시도

- 이탈리아에서 작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는 영하로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 때문에 월동하지 못함

* 유럽 중북부의 대부분 지역은 동절기가 길어 내한성이 약한 야콘의 재배가

어려웠고 재배적인 특징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

○ 식량으로서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해서, 한때 원산지에서도 재배

면적이 줄어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선포(’81)

* 1981년 유전자원국제협의회(ICFR)에서 야콘의 연구와 개발지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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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뉴질랜드에서 신 

작물로서 에콰도르산(産) 야콘을 도입한 것이 계기

○ 뉴질랜드에서 시험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후 체코,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에서도 생산성을 검토

○ 일본에서 1984년 뉴질랜드의 탑 라인(종묘회사)로부터 도입

- 건강식품과 신작물에 관심이 많던 일본에서는 여름에 서늘한 

지역이 재배에 적합하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

* 여름에 서늘한 고랭지에서 잘 자라며 괴근 수량이 많고, 품질도 우수함을

밝혔으며 프락토올리고당,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 등이 많음을 보고

○ 1990년대 초에는 브라질에서 천연 신약소재를 발굴하는 과정 

중 당뇨병에 좋은 소재로서 야콘을 도입하여 재배

○ 1994년에서는 체코에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재배기간이나 

온도보다는 강수량이 더 중요함을 보고

□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4월 농촌진흥청에서 일본으로부터 야콘 

3포기를 도입한 것이 최초

○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구 원예시험장)에서는 일본 다끼종묘를 통해 

도입하여 3년간 적응성 등을 연구해 강원, 충북, 경북 농가에 보급

- 유통 및 판로 등의 이유로 괴산, 상주, 강화 등에서 소량재배 

되다가 영양가치가 주목받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

‘김일성 냉면’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1주일에 1~2회 냉면을 먹을 정도로 매우 좋아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기능성을 갖춘 작물을 찾아 만든 것이 야콘 냉면

- 김일성 별장의 관리과장을 지낸 김동춘씨가 1987년 우리나라로 귀순하여 강화에서
야콘 재배에 성공하고 냉면과 만두를 만들면서 김일성과 얽힌 이야기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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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뿌리작물이냐 과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올리고당이 가장 풍부한 뿌리작물, 야콘

□ 야콘은 고구마와 모양이 매우 닮았음에도 고구마, 감자 등과 달리 

전분이 거의 없는 작물

○ 야콘과 고구마를 각각 갈아 물에 섞어 놔두면 고구마는 흰색 

전분이 가라앉으나 야콘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

○ 전분 대신 저장양분을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s, FOS)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

- 단맛이 설탕의 30~50%정도이며 다른 당과 달리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프락토올리고당은 포도당(glucose) 1개에 과당(fructose)이 2~10개

까지 합쳐져 만들어지며, 식이섬유와 비슷

건강기능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프락토올리고당(FOS)

▷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FOS의 장점은 단맛이 있으면서칼로리가낮고, 치아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

- 부수적으로는 발암확률을 낮추며 장내 개선효과가 있고, 미네랄의 흡수를 향상

시키면서,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 야콘은 프락토올리고당이 다른 식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주로 먹는 뿌리(괴근)에 많아 건강 기능성이 부각

○ 단 맛은 있으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당조절이 중요한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 맛의 공급원

○ 프락토올리고당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유사한 성질이 있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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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음식에 야콘 분말을 섞어 먹인 쥐의 실험에서 

체중감소, 지방조직 무게감소 등이 보고

* 야콘 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소인 이눌린과 프락토올리고당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 지방조직의 체지방 형성을 억제한 것(’10, Kim 등)
- 비만 쥐에게 먹이의 10%를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준 결과 16주 후

혈청의 중성지질은 25%, 콜레스테롤은 15% 감소(’95, Fiordaliso)

○ 프락토올리고당의 다른 특성은 장내 유해세균은 이용할 수 없으나 

장 활동을 돕는 비피더스균(유산균류)의 먹이가 된다는 것

- 유산균이 높아지고 유해 세균의 비율이 감소하여 장내 건강이 

개선되며 부수적으로 변비개선, 장내 부패물질 감소 등의 효과

- 치아에 발생하는 충치균도 프락토올리고당을 영양분으로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야콘발효액 야콘 건강보조식품 유산균 음료 야콘 다이어트식

○ 야콘의 100g당 칼로리는 22kcal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저칼로리(40kcal이하) 식품기준에 부합하는 다이어트식

- 칼로리는 낮으면서 식물성 식이섬유의 양은 매우 많아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실제 섭취 열량은 낮은 매우 이상적인 식품

* 적당한 단맛과 수분량이 많아 안데스 지역에서는 과일처럼 취급하고 있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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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리지 않는 영양분, 풍부한 폴리페놀 

□ 고구마나 감자에 비해, 칼륨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나트륨은 1/10에 불과

○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수한 식품

- 칼륨은 이뇨작용과 심장활동을 도와주고, 피로한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짐

○ 칼슘은 신호전달물질로서 중요하며 위염, 고혈압, 현기증 등 스트

레스성 질환에 효과적이며 마그네슘은 효소의 중요한 구성성분

□ 잎과 줄기에 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탄닌은 떪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이며, 그 외 아미노산도 풍부

○ 탄닌은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며 눈을

맑게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함

-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에나멜질 형성을 도와 충치예방 효과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약, 음식과는 맞지 않음

* 궁합이 맞지 않는 약으로는 빈혈치료제(철분제), 설사약, 변비약 등

○ 맛을 더해주는 글루탐산,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체력

회복을 돕는 류신 등이 많으며 필수아미노산 8종 중 7종을 함유

* 글루탐산, 아스파라긴산, 류신 이외에도 기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

지방연소를 돕는 호르몬대사에 관련된 알라닌, 프롤린 등이 풍부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나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식단의 구성에 중요

- 필수 아미노산 8종은 류신(leucine), 이소류신(Isoleucine), 리신(lysine), 메티오닌(methion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트레오닌(threonine), 트립토판(tryptophan), 발린(vali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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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콘 산업 이야기

□ 2009년 현재 166ha(447농가)에 불과한 소면적 작물이지만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단위당(10a당) 소득이 높아 농가에게 인기

○ (생산) 1999년 상주, 영주, 강릉, 강화 등에서만 일부(8ha) 재배

되던 것이 2009년까지 20배 이상 증가

- 병해충의 피해가 거의 없어 무농약 재배가 용이하고, 화학비료 

없이 퇴비만으로도 잘 자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도 다수

- 수확을 제외하고, 관리 노력이 적게 들고 수량이 많아 작목반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

한 눈에 보는 야콘 농사의 시작과 끝?!

▷ 야콘의 재배방법은 3월에 육묘하여 5월에 정식하고,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수확하는 것이 기본

- (육묘) 농사는 전년도에 재배했던 야콘에서 관아를 채취하여 3월에 파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 (정식) 묘상을 설치하여 파종을 한 뒤, 프러그 트레이에 육묘하여 5월 본밭에 정식

* 일부 농가에서는 육묘이식을 하지 않고 본밭에 직접 관아를 파종하기도 함

- (수확 전) 정식 후초기 2∼3회제초작업을하고나면 수확까지 거의 노동력이들지 않음

○ (저장 및 가공) 많은 농가들은 저장고를 갖추어 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선도농가에서는 가공시설로 다양한 용도의 상품을 생산 

- 저장 시설을 통해, 10월에 생산한 물량을 다음해 2~3월까지 

조절하는 농가들이 많음

*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7∼8월까지 저장을 하여 10kg당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경우도 존재

- 일부의 선도농가는 가공시설을 갖추어 야콘 즙에서부터 분말,

칩, 잎차, 잼, 주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도 존재 

* 초기에는 시설비의 절감을 위해 즙 등 단일품 위주로 위탁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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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대부분 농가는 인터넷,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며,

일부의 대농가는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을 선호

- 대부분의 직거래 농가들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10kg당 2만원

에서 4만 원 선에서 판매(‘14, 11~5월)

-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들의 경우, 직거래를 통한 물량 해소가

쉽지 않아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가락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은 12,000원(10kg당) 수준(’14)
○ (수익) 야콘 농가의 10a당 소득은 198만 원 수준으로 고구마,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노지채소에 비해서 높음(‘14, 생과 기준)

- 10a당 조수입은 3백 만원 수준이며, 조수입 대비 소득의 비중

(65.4%)이 높아 투입 대비 산출이 탁월

* 작목별 조수입 대비 소득의 비중(소득률)은 식량작물 52.3%, 노지채소 58.4%,

시설채소 49.6%, 노지과수 63.9% 등(’13, 농촌진흥청)
- 10a당 소득은 2013년산 고구마(156만 원), 봄감자(97만 원), 가을무

(136만 원), 가을배추(155만 원) 등의 작물에 비해 높은 수준

야콘의 수익성(’14, 농촌진흥청)
구 분 금액(원/10a) 비 고

조 수 입
수량(kg) 1,759kg

금액(원) 3,025,767

비 용

중간재비 623,928 종묘, 비료, 제재료비 등 비용

경영비 1,046,741
중간재비+ 고용노력 + 위탁영농

+ 토지임차료

생산비 1,673,545 경영비+ 자가노력비 + 자본용역비

수 익

부가가치 2,401,839 조수입 - 중간재비

소득 1,979,026 조수입 - 경영비

순수익 1,377,949 조수입 - 생산비

생 산 성
노동 생산성 24,276 부가가치 ÷ 노동시간

토지 생산성 2,369 부가가치 ÷ m2

* 가공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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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단 

□ 농가에게는 꾸준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도 매력적인 

작물이 되기 위해 장점, 기회도 있지만 단점 등도 존재

○ (강점: Strength)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고 특정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작목

- 잎에 쓴 성분이 있어서 멧돼지들이 먹지 않으며, 병해충에 비교적 

강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편

* 산지에 고구마를 심는 농가들이 멧돼지의 피해를 많이 받는 반면에 야콘

농가는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해 걱정을 덜 하게 됨

야콘은 왜 잡초와 벌레들이 싫어할까?!

▷ 일본에서는 야콘이 독특한 성분을 분비하여 병원균과 곤충뿐만 아니라 잡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

- 식물정보물질연구센터(일본 홋카이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콘은 곤충이 갉아

먹으면 하이드록시신나믹산(hydroxycinnamic acid)라는 물질을 잎에서 분비

- 하시유카 교수팀은 야콘 잎이 곤충 등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분비하는 물질인

카페산(caffeic acid)를 발견

* 잎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 물질을 먹고 분비물을 내면 그 분비물이 곰팡이

발생을 억제

- 코타마 교수팀은 야콘 잎에 존재하는 항균물질이 잡초의 성장도 억제하는 것을

밝혀내 친환경적인 잡초 방제법의 개발도 기대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당뇨를 겪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 우리나라의 당뇨병 발병율(30세 이상)은 12%이며(’13, 국민건강통계), ’05년
현재 5,958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11, 강재헌)

- 만성적인 변비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는 농산물로  

앞으로도 소비 증가가 기대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변비 환자 수는 57만여 명으로 2007년 이후 33%

이상 늘어났으며, 변비약 시장은 연간 300억 원 규모(’14.6.27, 헬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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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Weakness) 수확 시 인력조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장 

등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농가간 편차가 존재

- 10a당 필요한 노동시간(97.6)은 다른 노지 작물에 비해서 많고,

특히 수확 작업에 상당 시간(40.5%)이 필요(’14, 농촌진흥청)

* 포크레인이나 경운기를 이용하여 수확을 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밭에

비탈이 진 경우에는 적용이 불리

- 저장시 온도는 4~10℃가 적당하나, 농가에 있는 저장고가 균일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장기 저장시 부패와 바람들이 현상을 막기 위한 기술이 필요

야콘의 연중 출하 필요, 마케팅에서 왜 중요한가?!

▷ 단순히 연중 출하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비자 요구 충족 이외에도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존재

-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단계인 ‘포지셔닝(고객의 마음속에 자리잡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되는 것
* 실패한 농산물 브랜드의 5가지 유형 중 하나는 ‘초기의 성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물량 및 품질 관리가 부족’한 것(인테러뱅 제31호 ‘농산물 브랜드’)
- 연중 꾸준한 물량이 출하된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제품을 시장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매년 수확기에 들어가는 홍보 비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생과(生果) 소비로부터

파생되는 가공식품의 충성고객을 만드는 지름길

○ (기회: Opportunity)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무농약 야콘뿐만 아니라 과일 시장 진출에 대한 여건 조성도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작물의 특성상 ‘뿌리작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야콘의 맛과 성분은 과일에 가까움

* 원산지에서는 채소 가게는 물론 과일 가게에서도 인기 품목(’08.10.14, 진도신문)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과일에 대한 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과일의 잔류 농약 걱정(’11, 농수산물유통공사): (’10)64.7% → (’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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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친환경 농산물의 현재와 미래?!

▷ 2012년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3조 809억원 수준이며, 2020년이 되면 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제외)은 약 118만 톤

이며, 이중 채소가 29%, 과일 28%, 곡류 24%, 특용작물 15%, 서류 3% 등의 순

- 관심을 가지는 과실류 시장은 2012년 현재 6,983억 원에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까지 3,569억 원 수준을 회복할 것

* 친환경 뿌리작물 시장은 2012년 1,06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년
3,421억원에 이를 것

○ (위협: Threat) 당뇨·변비 환자 이외에 잠재적 소비자군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여, 산업 성장에 걸림돌

- 1985년에 도입되었으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농산물로,

그간의 홍보는 농가들의 개별적 마케팅에 의존

- 잠재적 구매자들은 마트 등에 진열된 야콘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

한 권으로 야콘 요리를 총망라했다?!

▷ 생것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먹는 정도 이외에 다양한 방식

으로 야콘을 즐길 수 있는 책자

- 야콘을 주재료로 하는 밥류, 국류, 절임류 뿐만 아니라

- 김치, 튀김, 샐러드, 장류), 음료류 등을 소개

* 스마트폰용 어플(야콘을 요리하다)로도 개발되어 다운가능

- 향후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매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

*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소득이 높은 젊은 여성 층을 충성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

야콘 깁밥 야콘초밥 야콘육회 야콘구절판 야콘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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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 야콘은 영양분과 항산화 기능성을 가진 폴리페놀이 풍부하지만 

약리성분은 부족하여, 약이 아닌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추세

○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막 수확한 야콘을 

먹을 경우에는 음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생과로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로 잎채소만으로는 부족

하기 쉬운 식감에 단 맛이라는 포인트를 가진 좋은 재료

야콘을 이용한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

▷ 생과일때의식감은무나배와비슷하고숙성시키면단맛이강해지는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칼로리가 매우 낮아 양념재료로 개발 가치가 높음

- 절임음식과도 잘 어울려 부재료로 섞어주면 김치, 동치미 등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 닭, 돼지 등의 구이, 볶음에 같이 넣으면 기름을 흡수하며, 양념재료에 넣으면

천연의 단맛과 비린내를 잡아주는 일석이조

- 생선, 육류의 찌개에 넣으면 잡내를 잡아주고 식감을 살려주며, 즙을 반죽에

넣으면 칼국수, 수제비, 냉면 등에 독특한 맛과 탄력을 부여

○ 2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키면 단 맛이 강해져 과일처럼 먹을 수

있어 주스재료로 좋고, 특히 요구르트와는 찰떡 궁합

- 후식으로 과일 대신 내놓을 수 있으며 여성, 학생들의 간식이나

간단한 술안주로서도 좋음

*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속이 편해지고, 폴리페놀 등에 의한 숙취예방

효과도 있어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최고의 안주거리

□ 해외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는 동결건조칩,

분말, 농축 시럽 등이 개발되어 판매 중

○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은 천연 시럽으로 단기 다이어트 처방,

기존 설탕대용 등으로 판매되며 잼 형태로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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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에 높은 체중감량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

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야콘 시럽은 대체식으로 중요

- 커피, 홍차, 차 등에 첨가되는 설탕을 대신해 단 맛은 유지하고

칼로리를 낮춘 건강한 감미료로 인기

○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는 천연주스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동양권에서는 잎, 줄기를 이용한 차도 마시고 있음

- 순수한 야콘 주스, 과일 혼합주스, 과일채소 혼합주스를 만드는 

좋은 재료로 지역 특유의 농산물과 혼합한 음료개발도 가능

- 잎, 줄기를 녹차와 같이 덖어 만드는 잎차, 응달에서 충분히 

말린 후 가루내어 만드는 가루차로도 시판

○ 장기보존이 가능한 동결건조칩은 다이어트용 식사, 노인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판매 중

야콘 다이어트 중국의 야콘차 야콘 분말 야콘 식초

□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기술을 접목하면 독특한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떡, 발효액, 식초 등

○ 야콘을 재배하는 농가는 부가가치 향상, 저장성 증진 등을 목적

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매우 다양

- 떡 반죽과 섞은 인절미, 송편 등과 즙으로 만드는 녹즙, 농축액,

조청, 식초, 잎과 줄기를 이용하는 장아찌, 차(茶)류 등이 판매

*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향상은 국내외적으로 제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

가치가 높아져 생과 가격대비 40~9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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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세계의 전통작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세계의 전통식품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짐

○ 최근의 추세는 현재의 음식에서 과거의 음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유행이 아닌 중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 신선농산물에서 2010년 유기농산물을 거쳐 현재는

토속농산물로 소비패턴이 변화(‘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4년부터 일부에서는 원시인 식단이라하여 통곡물, 유기재배된 채소, 과일,
사라져가는 전통작물 등을 먹는 문화가 탄생

○ 국내의 토종 및 고대 작물을 발굴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개발

하는데서 더 나아가 세계의 특별한 작물을 선점하는 노력도 필요

지역의 차별화를 위한 발 빠른 연구가 관건

□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정부기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

○ 중앙연구기관은 세계 각국의 전통작물을 파악하고 교류와 협력 

관계를 통해 외국작물을 도입하고 기초 연구를 수행

- 최적지역 선정 및 재배방법 등을 연구하여 신속하게 전파하고 

농업인이 입수한 정보는 과학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 최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특산품화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시급

- 소홀하기 쉬운 기능성 포장, 등급화, 디자인, 유통 및 판매망 

구축 지원을 프로그램화하여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

* 프로그램화될 경우 작목이나 사업이 발굴되는 즉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므로 장기적으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 1. 12. 창간

발행인: 이양호

편집인: 최유림, 조우석, 이동현

발행처: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08 전송 063-238-1772

인쇄처: 전우용사촌(주) 02-426-4415

ISSN: 2233-5056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2866-0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