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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우리 문화 속의 상추

과거에는 상치가 표준어였으나 1988년 상추가 표준어로 자리잡았으며, 사투리로는
부루, 부리, 불기, 상초, 생추, 생췌 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자
로는 와거(
), 천금채(
)라 한다. 상추는 야생종 식물의 분포로 보아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의 지중해 연안이 기원지일것으로 추정된다. 동양에는 페르시아를
경유하여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상추에는 결구상추, 버터
헤드, 로메인, 잎상추, 줄기상추, 라틴 상추 등의 6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추는
보름날 먹는 복쌈부터 시작하여 장( ), 밥, 고기나 생선을 싸서 먹는 쌈 채소의
대표일 정도로 친숙하다. 그리고 속담이나 민요뿐만 아니라 조선의 흉년을 넘기는
방법을 기록한 구황벽곡방, 구황촬요 등에도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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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대는 과학입니다, 상추도 과학이지요

3.

시사점

(상추 약학과 상추 식품학)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상추의 진통, 진정
효과를 언급하였으며 이 점은 현대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
(Lactucopicrin)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안정과 통증완화의 효과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군이 풍부하고, 철, 칼슘, 엽산의 함량도 높아 곁들여 먹는
채소로는 최고다. (상추 가정원예학) 파종에서 수확까지 대략 8주 내외 정도가 소요
되며, 다른 작물에 비해 가정에서도 쉽게 길러 먹을 수 있다. (상추 요리역사통론)
기원 후 50년경 로마인들은 상추의 씨앗을 활용해 오일 또는 식초 드레싱에 이용했고,
지금처럼 음식을 먹기전에 상추 샐러드가 제공된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때부터
이다. 이후 유럽에서 상추는 대부분 샐러드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에는
생잎을 먹는 문화가 없어, 줄기를 볶아 먹는 요리가 발달하였다. (상추 국제경제학)
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해 소비하는 것이 특징으로, 115만 ha에서 약
2,500만 톤이 생산되는 중요한 채소이다.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99%)을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다. 한편 과거 북유럽과 영국은 반결구,
지중해는 로메인, 이집트는 줄기상추로 선호 품종이 달랐으나, 지금은 양상추가 대세
이다. (상추 농업경제학) 우리나라에서 상추는 엽채류 재배면적의 8%, 생산량의
3.5%에 불과하나,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의 빠질 수 없는 친구이다. 또한 ‘14년
4,029ha에서 10만 8천 톤, 1,257억원의 생산액이 창출되고 있다.
상추는 우리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더욱 긴요해진 채소로, 그 활용성과 확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쌈 문화가 문화와 영양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소비가 한정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상추를 다양한 이야기와 GAP
등의 신뢰를 높이는 인증제를 엮어 소비를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상추
종자는 국내 종자회사가 개발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정책과 상품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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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속의 상추

상추일까요? 상치일까요?

□ 간혹 나이 드신 어르신 가운데 상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대 표준어로서는 상추가 정답

○ 영조 24년(1748)에 발간된 ‘동문유해(同文類解)’에 ’생채(生菜)‘라는
한자어가 음운변화를 거쳐 생채에서 상추(상치)로 변화

- 1870년에

출간된 ‘명물기략’에는 ‘상추는 날로 먹을 수 있다 하여

생채라 불렸다가 점차 상추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록
* ‘동문유해’는

현문항(玄文恒)이 편찬한 만주어 통역관 교육용 책자로 한자로

사물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한글을 적은 다음 만주어 독음을 한글로 표기

- 1800년대

말 발간된 ‘시의전서’에도 ‘상추를 정히 씻어 기름을

쳐서 재어담고 고추장에 황육을 다져놓고

○

과거에는 상치가 표준어였으나

1988년

…’라는 표현이 있음

개정되면서 상추가

표준어로 자리잡았으며 사투리로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
* 1988년

문교부 고시로 맞춤법이 개정되었으며 네이버의 한국언어지도에

따르면 상추의 사투리는 크게 2가지라고 함

상추 방언(사투리)의 큰 두 갈래(네이버 언어사전)

▷ 상추에 대한 사투리는 크게 상추의 고어(古語)인 ‘부루’와 표준어인 상추와
비슷한 ‘상치’계의 2가지

- 고어인 ‘부루’는 순우리말로 이북에서는 표준어로 쓰이고 있으며 강원도 영동,
영동과 인접한 경북 산간 및 해안, 충남 서해안에서 ‘부루, 부리, 불기’라 불렸음
- 상추계의 사투리로는 ‘상치, 상초, 생추, 생초, 상채, 상췌, 상취, 송추, 부상추,
푸상추 등이 있는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강원 영서지방, 영서와 인접한 경기
동부 산간지역에서는 생추라고 불려 같은 강원지방에서도 명칭이 달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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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의 별명

□

상추는 사투리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재미있음

○

한자이름은 와거(

萵苣,

상추 와, 상추 거)라 하는데 처음 나온

北魏)의 가사협이 엮은 고대 농서 ‘제민요술’
○ 송대(宋代)의 문헌 ‘청이록’에 의하면 와국(萵國)에서 전해져서
와거(萵苣)라 한다고 이름의 유래를 전함
문헌은 북위(

-

상추의 효능, 재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식료본초’에는
백거(

白苣)라 하였는데 이는 흰 상추라는 뜻

* 조선증보구황촬요(1939년)에 ‘상추(萵苣)는 흰상추(白苣)와 보라상추(紫苣)가
있다’고 한 것을 보아 식료본초에서는 흰상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

다른 말로는 비싼 채소라 하여 천금채 (
하는데

2가지

千金菜)라고

불리기도

다른 이야기가 전해짐

○ 송나라 때의 ‘청이록(淸異錄)’과 ‘묵객휘서(墨客揮犀)’에는 수나라
상인이 외국 상인에게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기 때문이라 기록

○ 우리나라의 고서 ‘해동역사(1765)’에는 맛이 좋아 수, 당(唐)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이라 기록

고대부터 중국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우리의 농산물들

▷ 천금채에 대한 어원에서도 보듯이 옛날부터 중국사람 들이 최고급으로 여기던
우리 농산물들이 있었음

- 일부러 종자를 수입한 고구려의 상추를 비롯, 술, 오미자, 신라의 비단, 술, 미역,
백제의 인삼과 약재, 고려의 인삼, 비단 등이 대표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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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는 언제 어디서 나타났을까?

□

상추는 야생종 식물의 분포로 보아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의
지중해 연안이 기원지일 것으로 추정

○ 야생종과 친척뻘인 근연(近緣)종의 분포로 볼 때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보이며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전파

○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4,5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에서 상추로
보이는 식물이 발견되며 인근 그리스 등에는 기원전에 전파

-

기원전

430년

경 히포크라테스가 상추의 진통 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기원후

42년

코루멜라(Columella)는 여러 품종을 기록

* 북아프리카에 살던 베르베르인들은 상추를 많이 재배하여 품종을 만들어
낼 정도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품종들은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

□

동양권에 상추가 전해진 경로는 페르시아를 경유하여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남아 있는 문헌을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

2,600년

전에

중국으로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

隋), 당(唐)의

명칭 유래에서 언급한 수(

～7세기)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6

상추수확(이집트)

기록이 중요한 근거로

상추의 근연종

코루멜라(로마)

베르베르인

3

RDA

interr●bang

163호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다양한 상추들

□

농업에서 분류하는 상추는 보통 식물체 기준으로

6종

정도로

나누고 있음

○ 결구상추(crisp head), 버터헤드(butter head), 코스 또는 로메인
(cos or romaine),

①

잎상추(leaf), 줄기상추(stem), 라틴상추로 나뉨

결구상추는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부분 유럽종이며 다시
단단하게 결구하는 아이스버그와 바타비아종으로 나뉨

②

버터헤드 상추는 보통 살라다나(saladana) 등으로도 불리는데
여름재배형과 겨울재배형의 2가지로 유럽, 미국에 흔함

③ 코스 또는 로메인으로 불리는 상추는 옛날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재배하던 종으로 터키의 코스(Kos)섬에서 이름이 유래

결구상추

버터헤드

코스
코스 또는
또는 로메인
로메인

줄기상추

④ 국내에서 흔히 보는 잎 상추는 커팅(cutting)상추라고도 하는데
잎 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주재배종

⑤

줄기상추는 다른 말로 아스파라거스 상추라고도 하는데 잎을
떼어낸 모양이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데 중국에서도 재배

⑥

라틴상추는 글라세(grasse)상추라고도 하는데 유럽 원종이지만
남미와 북미 일부에서 많이 재배되며 생김새는 코스상추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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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하면 역시 쌈!

□ 상추가 기원한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상추요리는 샐러드

○ 가열하지 않고 싱싱함을 그대로 살려 먹는 샐러드가 대부분이며
조금 다른 예가 있다면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들어가는 정도

-

상추 맛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삭한 식감으로
빵에 들어간 상추는 식감과 아삭하는 소리로 식욕을 자극
* 아스파라거스 상추는 줄기를 채쳐서 샐러드 소재로 쓰거나 직화로 구워서
먹기도 하며 스프를 끓여 먹기도 함

□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쌈을 빼놓을 수 없으며, 쌈하면 바로
상추를 의미할 정도

○ 보름날

먹는 복쌈부터 시작하여 장(

醬),

밥, 구운 고기나 조린

생선 등을 싸서 먹는데 쌈 채소 중 최고는 단연 상추

-

중국 고서에 보면 쌈을 싸먹는 풍경을 매우 진귀하다는 듯이
기록한 문헌이 대부분
* 원나라 때 고려의 옷, 고려의 무채, 쌈 등 음식 등을 먹는 풍속을 고려양
(高麗樣)이라 하여 매우 유행하였음

○ 그 외에는 서양의 샐러드와 비슷한 겉절이, 상추 동나물, 상추쑥갓 장아찌, 상추떡 등을 해먹기도 함

전라남도 빛고을의 별미, 상추튀김

▷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상추튀김’은 갓 튀긴 바삭한 각종 튀김을 싱싱한
상추에 싸서 먹는 음식

- 1978년 광주우체국 뒷골목에서 튀김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밥이
부족하여 튀김을 싸먹은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 곁들여 먹는 청양고추․ 파가
들어간 간장과의 하모니가 절로 술을 부른다 하니 광주에 가면 한번 들려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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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친숙한지 속담에도 ‘딱!’

□

우리나라 속담이나 민요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상추는 오랫
동안 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남 장흥지방의 ‘상추 씻는 처녀’라는 노동요에는 ‘상추 겉잎

…’라는 구절이 나옴

일랑 제쳐놓고 속잎일랑 뜯어

○ 가을 상추가 특히 맛있음을 강조한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가을 상추는 시어머니도 안 드린다’는 속담이 대표적

-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늘 의심을 받는다는 뜻의 ‘상추 밭에
똥 싼 개는 저 개 저 개 한다’

- ‘상추쌈에

고추장이 빠질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바늘 가는데 실 간다’와 일맥상통

-

눈치 없음을 이르는 말로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싸
먹는다’라는 말도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자주 쓰던 표현

○ 쌈 먹는 모습은 자칫 체통 없이 보이기 쉬워 조선시대의 예법서
‘사소절’에서

손을 대서 싸지 말고 젓가락을 쓸 것을 권고

북학파 실학자 이덕무의 ‘사소절’

▷ 정조 때의 실학자로서 청의 거유들로부터 ‘시, 서’의 재능을 인정받았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서얼출신으로 고통 받았던 비운의 천재
- 선비가 지킬 예법인 사소절(士小節)에 ‘상추를 싸 먹을 때 직접 손을 대서 싸서는
안된다. 먼저 수저로 밥을 떠 밥그릇 위에 가로놓고 젓가락으로 상추 2～3장을
들어 밥을 싼 후 입에 넣고서 그 다음 된장을 떠먹는다’
-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서 볼이 불거져 보기 싫게 하지 말라’라고
경구를 덧붙여 놓았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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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荒 에서 약용 藥用 까지 팔방미인
)

(

)

조선시대에 흉년을 넘기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구황벽곡방 ’,

‘구황촬요’, ‘증보조선구황찰요’

등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작물

○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빨리 자라며, 배고픔을 잊게 할 뿐 아니라
영양분까지 갖추었기 때문

□

중국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의서에서도 약재로 써왔던
기능성을 가진 채소

○ 중국의 ‘본초강목’에 ‘가슴에 뭉쳐진 기를 풀어주며 막힌 경락을
뚫어준다’고 기록

○ ‘동의보감’에도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고 설명

두통이 일거나
열이 나는 것을 식혀 두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동의수세보원)

* 머리를

총명하게

각

잡

한다는 구절도 있는데 생 이 번 하여

○ ‘동의수세보원’에서는 ‘가슴이 답답하며 열이 뻗치는 증상(흉격
열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으로 꼽고 있음

상추만의 비방(祕方)

▷ 본초강목 이후의 중국문헌이나 북한의 연구자료, 우리나라의 민간처방 중
가장 공통되는 것을 골라 보면 아래와 같음
- 상추의 즙을 내어 마시면 술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이 빠르게 가라앉으며 생각이
많아 생기는 두통에도 좋음
- 스트레스가 심해서 뼈마디가 쑤시거나 혈액이 탁해졌을 때, 산후 스트레스로 모유
분비가 적고 젖몸살이 온 때에도 상추 생즙 0.5리터를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심
- 잎과 뿌리를 말린 가루를 치약과 함께 사용하면 치아가 희게 되며, 목구멍이 붓고
아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뿌리나 씨앗을 구워 가루를 먹으면 가라앉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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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는 과학입니다, 상추도 과학이지요

상추 약학과 상추 식품학

□

히포크라테스는 상추의 진통 , 진정효과를 발견하고 , 수술할 때
상추를 먹게하였으며 , 이 점은 현대과학에서도 증명

○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Lactucopicrin)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안정과 통증완화의 효과를 나타냄(‘06,

-

kg당 15mg, 30mg을 투약했을
30mg/kg과 유사한 효과가 증명
쥐에게

*

.

Wesolowsk a A

등)

때, 진통제 이부프로펜

락투세린(Lactucerin), 락투신(Lactucin), 락투신산(Lactucic acid)이 주성분으로
상추의 쓴 맛을 내는 성분이며 이부프로펜은 널리 쓰이는 진통제

□ 비타민 C를 제외한 A, B군이 풍부하고 철, 칼슘, 엽산의 함량도
높아 곁들여 먹는 채소로서는 최고

○ 비타민 C는 다른 채소에 비해 적으나 비타민 A와 루테인 함량
이 높아 눈 건강에 좋음(우리나라 녹황색 상추 기준)

g

* 한 주먹(약 100 )정도만 먹어도 1일

○

권장섭취량인 20mg을 충족

칼슘과 철분함량이 높은 편이라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여성들에게 참 좋은 채소

-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닭가슴살, 익힌 통곡물
등을 싸먹으면 영양과 포만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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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비름

□ 상추와 궁합이 맞는 식재료로는 족발, 쑥갓, 생강 등이 추천되며,
양상추의 경우는 팥 , 셀러리 , 닭간 등이 잘 맞는다고 함

○

족발과 상추, 민들레와 상추는 임산부의 젖을 잘 돌게 하며,
쑥갓은 신경안정 효과가 높아지고 몸이 차지는 것을 방지

-

생강과 같이 먹는 경우는 혹시 모를 식중독의 예방효과가 있고
오이와 함께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고 붓기가 빠진다고 함
*

쇠비름도 상추와 궁합이 좋아 여드름이 심한 증상을 완화시키며 같이 즙을
내어 밀가루, 우유와 섞어 팩을 하면 피부를 진정시켜 좋게 함

○ 양상추와 팥을 각각 달인 후. 섞어 마시면 오줌을 잘 나오게 하며,
양상추와 무를 같이 먹으면 열을 내리고 구취를 없애준다고 함

-

양상추와 파슬리를 먹으면 두 채소가 모두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좋다고 하며, 피부에도 좋은 조합

-

양상추와 셀러리는 신경안정과 불면증에 좋고, 닭간과 양상추는
최상의 조합으로 빈혈, 혈액순환, 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함

○ 반대로 궁합이 좋지 않은 식재료로는 상추에는 꿀이, 양상추에는
당근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
* 상추와

꿀은 복통이 생길 수 있으며, 양상추와 당근은 정력이 약해진다고 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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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의 가정원예학

□

상추는 가정에서도 쉽게 길러먹을 수 있으며 파종에서 수확까지
대략 8주 내외 정도가 소요

○ 잎이 4매 내외인 묘를 심거나, 씨를 뿌리는데 봄, 가을에 대략
20일

-

정도가 소요되며, 파종에서 수확까지 약 2달 정도 걸림

3～4개

한 구멍 당

정도를

1cm간격으로

심고 자라는 상태를

보아 건전한 것만 남기고 솎아내는 것이 좋음
*

-

씨를 넉넉히 뿌려 중간 중간 속아내어 새싹비빔밥을 해먹어도 좋음
15cm나 20cm정도가 좋고 잎의 길이가 15cm정도
장씩 뜯거나, 파종에서 두 달 내외 후 포기째 수확

포기 간격은
되면 한
* 인터

넷

등으로 구입

할

까

수 있는 간이 수경재배기를 사용하면 수확 지

걸리는 시간이 1～2주 정도 단축된다고 함.

상추 모종

파종

후 자란 싹

정식적기의

묘

가정용 수경재배기

○ 빛이 약하거나 온도가 높으면 웃자라므로 한 여름은 피하고, 광이
너무 강해 온도가 높아지면 적당히 차광해주는 것이 포인트

상추에 관련된 생활의 지혜

▷ 상추의 미백효과는 레몬, 바나나보다 강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많이 추천되는데
말려서 가루 낸 것을 매일 양치할 때 치약을 묻힌 채로 살짝 찍어 쓰면 됨
- 상추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는 것이 좋고, 시든 상추는 식초
한, 두 방울에 설탕 2 티스푼을 탄 물이나 얼음물에 담가두면 싱싱해진다고 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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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요리 역사통론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샐러드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중국
에서는 볶음용으로 먹는 것이 대세

○ 기원후 50년경 로마인들은 상추의 씨앗을 활용해 오일 또는 식초
드레싱 등에 이용(Wik ipedia.com)

-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81-96 AD)황제에

이르러, 음식을 먹기

전에 상추 샐러드가 제공되기 시작

○ 로마시대 이후 유럽인들의 요리는 크기가 큰 로메인(Romaine)
상추를 삶아 뜨거운 기름과 식초를 버무려 먹는 방식으로 변화

○ 현대에 이르러 상추는 대부분 다른 녹색 채소, 육류, 치즈 등과
함께 샐러드에 이용

-

인기 있는 샐러드 중 하나인 시저 샐러드(Caesar

salad)는

-

이파리는 각종 수프, 샌드위치, 랩(서양식 밀전병)에 쓰이며, 줄기는

양상

추와 구운 빵에 오일, 레몬주스, 달걀 등을 얻은 모습
날로 먹거나 요리에 쓰임(’03,

Katz

&

)

Weaver

○ 중국은 유달리 생잎을 먹는 문화가 없어, 줄기를 볶아 먹는 요리가
발달(’91,

씨 오일

상추

S imoons,

저

Frederick

시 샐러드

)

J.

샌드위치

상추

볶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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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의 국제경제학

□ 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해 소비하는 것이 특징으로,
115만 ha에서

약

2,500만

톤이 생산되는 중요한 채소(’13,

FAO

)1)

○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량(99%)을 자국에서 소비

-

주요 품종은 줄기상추(Celtuce)이며, 이외에 반결구 상추(Butter

head),
*

양상추(Crisphead,

iceberg),

잎상추(Looseleaf) 등

뿐만 아니라 어리고 연한 잎을 먹는 가시상추(Lactuca serriola)도 인기

중국에서는 상추 잎을 버린다고?

▷ 중국사람들이 주로 먹는 줄기상추는 잎에 쓴 맛이 난다는
이유로, 주로 부드러운 줄기를 볶아서 요리
- 줄기를 익히면, 호박과 아티초크의 중간쯤 맛이 난다고 하며,
날로 먹으면 아삭하고 촉촉하며 순한 맛이 남
- 잎은 아주 연한 상태의 것만 먹음
- 중국어로는 ‘워즈(萵苣)’, 영문명은 셀터스(Celtuce), 아스파라거스
레터스(asparagus lettuce)라 부름

○ 과거 북유럽은 반결구, 지중해는 로메인, 이집트는 줄기상추로 선호
품종이 달랐으나, 지금은 양상추가 대세(’03,

-

미국은 세계 생산량의

14%를

생산하며(‘13),

Katz

73%

&

)

Weaver

이상(재배면적

기준)을 캘리포니아에서 재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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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상추의 57%는 양상추(iceberg lettuce)이며, 로메인
(Romaine)은 27%, 잎상추는 16%를 차지

세계 통계(FAO)에는 상추이외에도 치커리(chicory)가 포함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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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상추, 왜 ‘빙산’ 상추(iceberg lettuce)일까?

▷ 지금과 같은 진공(眞空)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에는 철도를 이용한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얼음을
산처럼 쌓아서 유통하는 방식이 대세
- 1958년까지만 해도, 온도의 급격한 차이로 발생하는 부패와
감모로 인해 유통물량의 25%가 폐기될 정도(’06, Petrick)
- 진공예냉(vacuum cooling) 방식의 도입으로 미국 서부의 끝
캘리포니아에서 동부까지도 유통이 가능하게 됨
-

스페인은 세계 상추 수출량의

3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로, 남

동부의 무르시아(Murcia)가 주산지(’15,

)

I CEX

토양과 물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도 낮은 뜨겁고 밤은 서늘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상추 생산에 최적지(’15, Javier Soto )

* 무르시아는

-

이외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시장의 인접성을 활용하여, 상당한
물량을 독일, 영국,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수출
*

-

네덜란드는 최근 LED 등의 인공광원과 관배수 시스템(gutter system)을
활용하는 재배방식으로 급격하게 전환(’15.12, Freshplaza.com)
이집트는

BC 2680년

경, 인류 최초로 상추를 재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줄기상추의 원산지(Wik ipedi.com)

량

천 톤 가량이 적은 9만 톤 수준(’13, FAO)

* 생산 은 우리나라보다 약 3

이집트 풍요의 신(神), 민(Min)은 ‘상추’의 신?

▷ 과거 상추는 이집트에서 정력제와 남근의 상징이었으며,
풍요의 상징인 민에게 바치던 재물(’15, Smithonian)
- 민(Min)은 고대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숭배하던 신
으로 곤두선 남근과 도리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짐
- 상추의 즙이 정액을 닮은 하얀 액체로 되어 있어, 이집트인들은
상추가 정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함
* 손에 들고 있는 도리깨는 왕권(王權)을 상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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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의 농업경제학

-

국내편

2)

□ 엽채류 재배면적의 8%, 생산량의 3.5%에 불과하나,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의 빠질 수 없는 친구(’14, 통계청)

○ (생산액) 전체 엽채류 대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14년 1,257억

원으로 엽채류의

10%

.2 전쟁과 ‘상추’가 무슨 관계?

6 5

▷ 상추는 미군의 식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였으나
미국 본토에서 직접 실어올수도 없었고, 전쟁이 한창인
한반도에서도 대량으로 재배해 보급하기 곤란
- 당시 미군은 일본의 도쿄와 교토에 대규모 수경재배농장을
만들어 상추를 재배해, 1950년에는 100만 kg, 이듬해에는
158만 kg을 생산해 전선에 공급
- 수확한 상추는 세척과 포장을 끝낸 후 공군기지를 출발해 다음날
아침 한국에 도착, 트럭으로 병영까지 배달(’14.6.25, 국방일보)

○

(재배면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면적은
흐른

‘88년 31%

시설재배의 비중이

80%를

수준이던 것이 이후

차지

‘88년 3,869ha에서 ‘95년 8,307ha까지

‘14년에는 4,029ha

쟁 기념관

한국전

증가하였으나

20년이

수준으로 후퇴

ha에서 16,304톤이 생산

* 양상추로 통용되는 결구상추는 591

-

주산지는 남양주와 하남시 일원을 중심으로, 비가림 하우스에서
연중 생산되는 것이 특징

잎상추) 노지상추는 평창군, 대구 북구, 횡성군, 기장군 등에서 많이 생산
되며, 시설상추는 주로 대도시 근교인 남양주, 강서구(부산),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고양시, 논산시, 하남시, 대구북구, 충주시 등에서 많이 생산
* (결 구상추 )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고르게 생산
* (

2)

14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잎상추(청치마, 청축면, 적축면, 적치마)를 중심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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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생산성의 상승에 힘입어,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

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감소가 상당 부분 상쇄

- ‘88년

‘04년 20만 4천톤까지

이후

10만 8천톤

량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선을 유지

4 까

승 까닭은 kg당 농가수취가격이 414원
(’89)에서 ’03년 1,795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였기 때문

* 생산 이 ’0 년 지 지속적으로 상 한

○ (유통) 유통기간이 매우 짧고, 배추나 양배추와 달리 산지수집상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이 큰 특징

-

유통기간은 여름 파종 재배는

4∼5일,

1~2일,

·

봄 가을 파종 재배의 경우

겨울은 1주일 등(’12,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집상이 거의 없는 까닭은 산지가 대부분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지보다는 시설재배에 의존하기 때문

○
-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은 2kg(‘13)으로
’98년 이후 연평균 2.1%씩 감소
품종별로, 잎상추는

1.6kg,

양상추는

배추의

394g으로

5.7%

수준이며,

잎상추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과거에 비해서 양상추의 비율이 증가 중

한 눈에 보는 ‘상추의 수출입 현황’?!

▷ ’14년 현재, 상추(잎상추 + 결구상추)의 수출량은 395톤, 72만 5천 달러(8억
5 천만 원) 어치이며, 수 입량 은 1만 9 21 톤 , 955 만 달러(112 억 5 천만 원)
- 수출의 경우, 잎상추는 주로 미국과 대만에, 결구상추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이나
해마다 물량과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큼
- 수입은 결구상추의 비율(물량)이 75% 수준으로 높으며, 대부분(물량 기준 71%,
수입액 기준 65.5%)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특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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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쌈 이외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

□ 상추는 우리 식단이 서구화 되면서 더욱 긴요해진 채소로, 활용성과
확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쌈 문화가 문화면과 영양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소비가 한정되는 문제도 야기

-

최근 인기가 높은 소위 ‘먹는 방송’,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스타
요리사들도 우리 잎상추를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음

○ 상추를

다양한 이야기와

GAP

등의 신뢰를 높이는 인증제를

엮어 소비를 더욱 늘려가야 함

종자시장과 식문화시장의 병행 지원 정책이 요구

□

상추종자는 국내 종자회사가 개발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정책과 상품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

○ 국가연구기관과 정책적으로 육성 중인 개인육종가를 엮어 종자
자급을 유도하고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함.

- 2010년

유럽, 미국을 강타한 식중독 사례를 보더라도 생산 뿐

아니라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커지고 있음

16

○

상추의 우수생산자와 생산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

역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복합된 형태의 새로운 놀이문화

주제로 관광, 먹거리 등을 지역에 특화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함
연구를 지역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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