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할 우리 전통의 맛”

슬로푸드는 좋은 음식의 즐거움을 그들의 지역사회와 환경에 헌신적으로 전
해주고 있는 150여개 국가의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국제 조직입니다. 슬로
푸드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생
물종다양성과 문화, 전통지식을 지켜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와 패스트라이프의 증가에 따라,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고,
어떤 맛이 나며,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사
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전통음식도 점차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철학

슬로푸드는 3가지 음식철학을 추구합니다.

Good 오랫동안 이어져온 음식 본래의 신선하고 순수한 맛을 되찾는 것
Clean 음식의 생산과 소비과정이 인간, 동물, 지구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연의 이치와 순환에 맞아야 함
Fair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는 음식

슬로푸드문화원은 슬로푸드의 한국위원회격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음식 교육과 미각 교육 : 어
 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슬로푸드 전문가 양성 : 슬로푸드매니저 양성과정, 지미교육 전문가 과정 등
- 생명다양성운동 : 토종종자와 전통음식 보존 운동(맛의 방주, 프레지디아)
- 음식, 먹거리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후원, 지부 설립 문의 | 031-576-1665
R

홈페이지 | www.slowfoodkorea.kr
블로그 | slowfoodkore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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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Food is

a global, grassroots organization with supporters i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are linking the pleasure of good food with a commitment to
their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Slow Food believes that everyone
has a fundamental right to the pleasure of good food and consequentl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heritage of biodiversity, culture and
knowledge that make this pleasure possible.
A non-profit member-supported association, Slow Food was founded in
1986 to counter the rise of fast food and fast life, the disappearance of
local food traditions and people’s dwindling interest in the food they eat,
where it comes from, how it tastes and how our food choices affect the
rest of the world.

Our Philosophy
Slow Food's approach to agriculture, food production and gastronomy
is based on a concept of food quality defined by three interconnected
principles:
GOOD

a fresh and flavorsome seasonal diet that satisfies the senses
and is part of our local culture;
CLEAN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at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animal welfare or our health;
FAIR accessible prices for consumers and fair conditions and pay for
small-scale producers.

Slow Food Culture Center is doing following activity.

- Food and Taste Education : Managing variety of training and experience
programs for children, youth, and adults
- Training Slow Food specialist : Slow Food manager course and “Jimi”
specialist course
- Defend Food Biodiversity : Protecting traditional food at risk of extinction
(Ark of Taste, Presidia)
- Consulting and research service related with food

R

Contact | 031-576-1665
Home | www.slowfoodkorea.kr
Blog | slowfoodkore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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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방주

Ark of Taste

슬로푸드운동에서는 소멸위기에 놓인 토종 종자와 전통음식이 지속적으로 생산
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를 지원하는 생물종(種) 다양성 운동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
습니다.
맛의 방주(Ark of Taste)는 잊혀져가는 음식의 맛을 재발견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종자나 품목 등을 찾아서, 기록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기 위한 프
로젝트입니다.
현재 76개국의 1250개 이상의 품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 8
월, 최초로 5개 품목이 등재되었습니다. 올해 총 10개 품목의 등재를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맛의방주 선정 기준
1. 국내의 종(식물종, 토착 동물 등)이거나 전통적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는 야생 품
종, 또는 가공된 음식이어야 한다.
2. 맛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특정 집단의 기억과 정체성, 지역의 전통 지식과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4. 농민이나 소규모 가공업체에 의해 제한된 양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5. 현재 또는 미래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야 한다.

4

Ark of Taste
Protecting biodiversity has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Slow Food
strategies. We support groups of small-scale producers who sustain
quality production at risk of extinction
The Ark of Taste is an online catalogue of foods at risk of disappearing
that are a part of the cultures and traditions of the entire world.
The Ark was created to point out the existence of these products,
draw attention to the risk of their extinction and invite everyone to
take action to help protect them: by seeking them out, buying and
consuming them; telling their story; supporting their producers; and,
in some cases (such as the case of endangered wild species at risk of
extinction) promoting their conservation and reproduction.
Today the Ark lists more than 1,250 unique foods from 76 countries. In
Korea, the first five items were listed in August, 2013.

Criteria for inclusion
1. Nominations for inclusion on the Ark must be food products and may
include: domestic species (plantvarieties, ecotypes, indigenous animal
breeds and populations), wild species (only if tied to methods of
harvesting, processing and traditional uses) and processed products.
2. Products must be of distinctive quality in terms of taste. ‘Taste quality',
in this context, is defined in the context of local traditions and uses.
3. Products must be linked to a specific area, to the memory and identity of a
group and to local traditions.
4. Products must be produced in limited quantities.
5. Products must be at risk of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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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맛의방주 위원회
맛의 방주(Ark of Taste) 접수 품목의 심사는 슬로푸드문화원 산하 “맛의 방주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맛의 방주 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토종 종자 운동가, 전통음식 연구가, 음식 전문 언론인
등 농촌/먹거리 관련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한국 맛의 방주 위원회 명단
위원장
안완식 : 토종연구가. 한국토종연구회 명예회장으로 우리 종자를 수집하고 보존, 보급하는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팀장을 맡으며 종자은행을 설립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
였다. 전국을 다니며 종자를 수집하는데에 앞장섰으며, 70대가 된 지금도 종자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현재 토종지킴이들의 모임 “씨드림”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위원
김병수 : 슬로푸드 국제본부 이사, 슬로푸드문화원 정책위원장으로 활동중. 유기농업으로 딸기,
유정란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부. 1987년부터 유기농업, 공동체운동을 해 왔으며, 1991년, 팔
당상수원 유기농업 운동본부(현, 팔당생명살림)을 창립하였다. 친환경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회사 팔당올가닉푸드의 대표이기도 하다.
김준 :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사회를 연구하고, 20년이 넘도록 갯벌과 섬을 다니면서
어민을 만나고 있다. 이들을 통해 바다와 인간의 오래도록 지속된 인연을 찾고 있다. 섬과 바다와
갯벌을 지키기 위하여 <바다맛 기행>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자 : 초대 슬로푸드문화원 사무총장겸 상임이사. 현재는 슬로푸드문화원 부이사장. 여성농민
운동가로서 40여년 동안 조직활동, 교육활동을 하였고,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초대 여성
정책담당관으로 농촌여성정책과 농촌복지정책을 담당하여,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였다.
박종숙 : 요리연구가. 경기음식연구원장으로 현재 전통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궁중음식연
구원, 한국의 맛 연구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연구하였고, 널리 알리
는 데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블로그 '박종숙 손맛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경식 :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
램 운영하고 있다. 한라산 멸종위기종 조사 및 동물다양성 분석·연구하였고, 제주도 환경영향평
가 대상지역 이행여부 조사 확인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생물들의 피해 최소화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윤성희 : 흙살림 토종연구소 소장. 유기농업연구가, 토종종자연구가로 20년간 한국의 유기농업
기술연구 및 보급운동을 해오고 있다. 흙살림의 유기농업 인증팀장을 맡아 한국내 유기농업 인증
이 정착되는데에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흙살림토종연구소에서 토종종자 1500여종을 수집, 조
사,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석영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자원관리팀 팀장.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유전자원 수집, 증
식, 특성평가, 보존 및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해 왔다. 토종종자의 수집, 보존 뿐만 아니라 해외 종
자의 안전한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관리 전문가를 길러내
는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욱정 : 음식, 요리 전문 PD.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7부작 다큐멘터리 <누들로드>를 통하여 세
계 각국의 면 요리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다뤘다. 요리를 알아야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런던의 르 코르동 블루에 입학하여 직접 요리를 배우고 돌아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요리 다큐 <요리 인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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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rk commissions
Nominated products will be reviewed by “Korean Ark commissions” before listing.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hn Wansik : A researcher of local species. As a senior advisor at Korean Academy
of Native Species, he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preserving, and
spreading native seeds in Korea. He served as a director of the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a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devoted himself to establishing gene
bank for the stable preservation of seed. Now, even in his 70s, he collects seeds from
around the country and raises various crops at his home.

Committee Members:

ByungSoo Kim : He is a director of Slow Food International and Chairperson of Slow Food
Policy Council and also a farmer producing organic strawberries and sperm eggs. From
1987 he started various activities through groups such as Christian Farmer's Association,
JongNongHoe (Right Farm Association), and Hansalim, which has now grown to be the
biggest food co-op in Korea. He also established Paldang Organic Food, which produces
eco-friendly food, in 2004, and has been the CEO of the company
Joon Kim : Researcher at JeonNam Research Institute. He studies fishing village
societies. Over 20 years, he has walked seashores and islands and met fishermen around
the country looking for a long-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ocean and humans. He
has a wide range of publications introducing islands, seas and mudflats and sharing
fishermen's wisdom with people.
SeongJa Park : After her involvement in the founding of Slow Food Korea, she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and executive director. Now, she works as a vice chairperson of
Slow Food Korea. For the past 40 years, she has dedicated her time to developing Korea's
farming villages, especially for women. She has also worked to make policies for women
and welfare policies at government.
JongSook Park : Head of the Food Research Institute of Gyeonggi Province and operates
a traditional soy source and soy paste academy. Through her various activities, such as
royal food researcher and working with the Korea Institute of Taste, she studies local and
traditional foods. She tries to spread the local cuisine through her blog "Jongsook Park's
Handmade Studio”, articles, TV cooking shows and college lectures.
GyeongSik Yang : Researcher at Jeju Biodiversity Researth Institute. He runs education
programs on biodiversity for student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He also studied
endangered species at Mt. Halla and analyzed animals' habitats. H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rvey has helped minimize the damage to creatures brought on by
the exploitation and destruction of the Jeju environment.
SungHee Yoon : Head of Heuksalim (Soil Saving) Native Seed Institute. He studied field
crops in graduate school and has been researching organic farming and local seeds
for over 20 years. He has educated over 30,000 farmers over the last 20 years. He also
took charge of organic certification. He works on a native seed project by collecting,
researching, and spreading over 1,500 kinds of seeds.
SukYeong Lee : Team leader of resource management at the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Since starting his career at RDA in
1993, he has been involved in the collecting, growing, and surveying of genetic resources,
and has also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Not only did he play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and preserving native seeds, h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stable preservation of seeds abroad, running training programs to raise professionals on
generic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WookJeong Lee : A program director of food and cooking. He directed the documentary
"Noodle Road," which captur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noodle dishes around the
world. Believing that, to create a program on cooking he should know how to cook, he
went to study at Le Cordon Bleu in London. Back in Korea, he opened a cooking studio
for a professional cooking program and now is preparing a cooking documentary titled
"Cooking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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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방주 Ark of Taste

•••푸른콩장

푸른콩장은 제주도의 지역 콩인 푸른독새기콩으로 만든 장이다. 푸른콩은 제
주도에서 푸린독새기콩, 푸른독새기콩 등 다양하게 불리우나 나이가 많은 노인
들은 푸린독새기콩이라고 가장 많이 부른다. 또한 푸른독새기콩을 제주도에서
는 장콩이라고 부른다. 이는 푸른독새기콩이 역사적 경험에 의해 장류 원료 적
정성이 가장 높았음을 말한다. 다른 콩에 비해 푸른독새기콩은 삶았을 경우 단
맛이 높고 찰진 편이다. 이런 맛 특성에 따라 푸른콩은 된장용, 콩 국수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잎도 은은한 단 맛이 돌아 쌈용, 절임용으로 이용된다.
제주 푸른콩된장·간장은 육지부에 비해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명칭처럼
푸른독새기콩이라는 특별한 콩으로 만들어졌고 제법도 일반 된장·간장 제법과
달라 맛도 차이가 난다. 푸른콩된장은 일반 전통된장에 비해 큼큼하지 않고 술
향 같은 향이 나며 약간 단맛이 돈다. 푸른콩간장도 향과 단맛이 다르다.
제주 푸른콩된장은 제조과정 중 고형분과 간장을 분리하는 단계에서 삶은 콩과
보리나 밀로 만든 누룩을 넣어 간장으로 빠진 맛과 영양을 보강하여 주는 것이
특이하다. 남은 액에도 누룩을 첨가하여 숙성하다 누룩을 빼고 숙성을 더하여 푸
른콩간장을 만든다.
산업화 이후로, 장을 담그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저렴한 수입 콩이나 노란콩
이 공장식 장의 재료로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재배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상기온, 태풍 등의 자연재해 또한 작황을 나쁘게 하거
나 종자보존을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다. 현재 서귀포시의 “한라산청정촌”에
서 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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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un Kong jang

(Purerun Kong soybean paste)

Pureun Kong jang is a soybean paste made from pureunkong, an
indigenous soybean from Jeju Island, off of South Korea's southwest
coast, and particularly in the island's Seogwipo region. The soybean is
planted in late June, and the relatively tall plant is harvested between
late October and early November. The leaves, which taste slightly
sweet, are also used for wraps and pickling. Farmers say this variety is
not adaptable to the mainland.The Jeju pureun kong soybean paste and
soy sauc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mainland thanks
to the soybean and a unique process. The size of the pureunkong seed
is smaller than the size of the common soybean. When boiled, it is
sweeter and stickier than other beans. The fermentation of boiled beans
only uses nuruk, a fermented grain made from barley or wheat, and the
boiled soybeans, malt powder and salt are used to make the paste.
This recipe is mainly used on Jeju and originates from a recipe in an old
culinary manuscript. The pureun kong soybean paste aroma is alcoholic
rather than dusty, and has a sweet taste. The pureun kong soy sauce
also has a different aroma and sweetness. The fermented soybeans can
be served roughly one year after being processed. They are separated
with the solid part becoming soybean paste and the liquid part used to
make soy sauce.
Thanks to the isolated geographical environment, the Jeju pureun
kongjang recipe has been preserved through today, but is at risk of
disappearing in the near future. Demand for the soybean paste is low,
and its cultivation has been rapidly decreasing. Natural disasters, such
as abnormal temperatures and typhoons, also make for poor harvests
and difficulty in preserving the soybean seeds. Most farming families
grow the soybeans for their own consumption, but when there is excess
they sell them on the market. Pureun kongjang is only sold in certain
stores and in small quantities at traditional markets called o-il jang (fiveda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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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방주 Ark of Taste

•••앉은뱅이밀

앉은뱅이밀은 진주 토종밀이라고도 하며, 개량종 보급밀에 비해 키가 작아
50~80cm 정도이다. 오랜 시간동안 한반도 기후풍토에 내성을 키워 왔기 때문
에 병충해에 강하다. 특히 가을철 습해 피해나 봄철 우기 피해에 가장 강한 특성
을 갖고 있다.
일반밀은 제빵 적성을 좋게하기 위해 글루텐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육종되어 왔
다. 그러나 앉은뱅이밀은 경질밀에 비해 빵의 부피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소화
불량이나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글루텐이 낮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적
합하다. 앉은뱅이밀은 단맛이 많이 나고, 특유의 향이 좋아 밀가루 반죽에 첨가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의 맛이 중요한 수제비, 칼국수, 부침개에 인기가 좋다.
1984년 정부의 밀 수매가 없어지면서, 정미소에 있던 토종밀 제분기도 대부
분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밀 생산은 큰 타격을 입었고, 1970년대 초
15~20%였던 국내 밀 자급률이 1990년에는 0.05%까지 떨어졌다. 1991년
전국적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공장에서 가공이 용이한 품종
인 개량종 “금강밀” 위주로만 재배가 되었고,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밀 수
매에서도 토종 앉은뱅이밀은 붉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금곡정미소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형제분기
몇 대를 계속 유지 운영해옴으로써 소량으로 재배하는 앉은뱅이밀을 제분해 주
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소비가 늘었고, 앉은뱅이밀가루의 제품 질
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다. 채종한 종자를 인근 농가
에 보급하여 수확한 밀을 전량 계약 재배함으로 꾸준히 앉은뱅이밀의 생산 기반
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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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unbaengi Wheat

Anjeunbaengi wheat, also known as Jinju native wheat, grows about
50 - 80 cm tall. It is mainly cultivated in southern South Korea. It is
resistant to blight and insects and is well adapted to its South Korean
environment. It is especially tolerant to flood damage. Anjeunbaengi
wheat is sown for 10 days from October 25 to November 5. In
Gyeongsangnam-do, farmers can double-crop rice and Anjeunbaengi
wheat in June. It can be harvested, on average, 5 - 10 earlier than most
other wheat varieties.
The Anjeunbaengi wheat berry is small and reddish brown. It is good for
milling, and its whole-wheat flour has a nice quality. Anjeunbaengi wheat
has less gluten than common wheat, making it quite suitabl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Its taste is sweet and has a nice aroma. It is well
used as a key ingredient of sujebi(clear soup with dumplings), kalguksu,
(handmade noodles) and buchimgae (Korean style pancakes).
Anjeunbaengi wheat and wheatberries are indigenous to Korea so the
variety is frequently used in traditional foods. The wheat is connected to
a custom called Millsari, in which children would burn wheat berries, rub
them between their hands and eat them as an alternative during poor
times. Recently, some regions that grow the wheat hold a Millsari festival
as a local event, usually at the end of May.
Although wheat consumption is increasing in South Korea, most of it
is imported. In 2011, the country imported 4,522,000 tons of wheat
and produced only 44,000 tons. However,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local government avoid purchasing
Anjeunbaengi wheat because of its red color. Therefore, it is only
purchasable directly from farmers. Many farmers cultivate and mill
Anjeunbaengi wheat mainly for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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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방주 Ark of Taste

•••연산오계

오계는 닭의 한 품종으로 뼈가 까마귀처럼 검은 닭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연
산 화악리의 오계는 뼈뿐만 아니라, 깃털, 피부, 발톱, 부리, 눈까지 몸 전체가
온통 검은 것이 특징으로, 흔히 비교되는 오골계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연산오계는 가축으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야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
닭처럼 가두어 놓고 집단적으로 사육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싸움을 하거나 쪼여 죽
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나뭇가지 위로 쉽게 날아오르기도 하고, 사료
를 먹기보다는 벌레를 잡아먹거나 풀을 뜯거나 모래를 주워 먹는 것을 좋아한다.
연산오계는 예로부터 보신용, 약용으로 많이 요리되었다. 연산오계와 잉어, 그
리고 더덕과 수삼을 함께 넣어 달인 “용봉탕”은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되었다
는 기록이 있다. 오계에 황기와 더덕, 대추, 마른 고추, 마늘, 생강을 넣어 만든
“오계 황기탕”도 보신용으로 끓여 먹었다. 한국 대표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연산오계 수탉과 암탉의 쓰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연산오계는 지역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 분양을 통한 사육기반 확대가 여의치 않
은 실정이다. 타 지역으로 나가면 점차 특성을 잃어간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
는 “계룡산 사방 30리를 벗어나면 연산오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학계에
따르면 연산오계가 다른 지방으로 나갈 경우 3대째(F2)부터 유전자 형질에 가시
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1980년만 해도 인근 지역에는 20여 농가들이 집집
마다 수십 마리 씩 연산오계를 키웠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산오계 사육을
포기하는 지역 농민들이 늘어갔다. 급기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 지산농
원의 대표인 이승숙 씨의 선친인 래진 씨만이 홀로 지역에서 연산오계를 길러야
했다. 지산농원에서는 집안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연산오계를 키워오고 있
으며, 거의 멸종위기였던 것을 되살려 천연기념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가업을
잇기 위하여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농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
으며, 2003년 이후로는 매년 연산오계문화제를 열고 있다.

12

•••Yeonsan Ogye

Yeonsan Ogye is a kind of chicken raised in western central South Korea
named for its color: it is completely black, including its feathers, skin,
claws, beak, bones and eyes. The Ogye has a smaller head than other
chickens with a crown shaped blackish-red comb. The hen's comb is in
the same shape as a rooster's but much smaller, and its color changes
with the seasons. Purebred Ogye chickens lay white eggs, have four
claws and a cockspur, and no hair around the legs. A mutant white
colored Ogye can be observed in 1 out of 2000 chickens. In general,
people raise the chickens for both eggs and meat. Ogye eggs are
considered higher in quality than many other eggs, with a richer taste
and texture.Yeonsan Ogye birds maintain a wild, untamed character. The
roosters are particularly hostile, and can injure other roosters, chickens,
themselves and even humans. Yeonsan Ogye can fly onto branches
easily and like to eat bugs, sand and grass rather than commercial feed
and grains. Historically, this breed has been said to give stamina to
those who eat them. Researchers have found a visible change in genetic
factors when the Ogye is raised in other regions outside of the Gyeryong
Mountains after just three generations.
These rare birds have been preserved due to the efforts of just a few.
Yeonsan Ogye were designated as a national monument in 1980 when
20 farms raised this breed; however, farmers gradually stopped due to
its difficult temperament, its susceptibility to diseases from other breeds
and its low profitability due to its slower growth. Yeonsan Ogye cannot
be raised in small cages and must be raised at least 6 months to reach
a sufficient size, while other chickens are fully grown in only 2-3 months.
In addition, the chickens only lay full size eggs after 8-12 months. Today,
and since 1990, there is only one farm that still raises this breed, which
has also held a Yeonsan Ogye cultural festival every year since 2003.
The current situation has created a problem of a prevalence of recessive
traits due to inbreeding. Today, annual production is limited to 2000-3000
birds a year, half of the amount produced 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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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소

칡소는 한국의 재래 한우의 일종이다. 가까이서 보면 누런 무늬와 검은무늬가 번갈아서 나
타난 것이 보인다. 줄무늬가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범소, 호반우라고도 하며 얼룩소(리우)
라고도 불려왔다. 칡소들은 일반 한우보다 덩치가 크고 호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우와
싸울 경우 한우가 진다고 한다. 경사진 비탈밭에서 쟁기를 끌기에 적합하도록 발톱과 어깨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성질은 다소 급하지만 사람에게는 매우 온순하고 각종 질병에
강하다. 특히 육질이 연하고 지방분 함량이 적어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기도
했다. 고기의 색깔은 일반 한우에 비해 조금 검붉다.
고구려 고분벽화(서기 357년 축조 : 안악 3호분)에는 검정소·누렁소·얼룩소가 외양간
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있다. 이렇듯 칡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왔
다. 삼국사기, 동의보감 등 다양한 역사 문헌에도 종종 등장해왔으며, 이중섭 화백의 그림,
시인 정지용의 ‘향수’에도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하는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
울려 살아왔다. 1928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우의 3% 정도가 칡소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20년대 일본의 모색통일(毛色統一) 정책(일본 소는 검정소, 한국 소는 누렁소)과,
일본화우 개량사업, 군수물자로의 활용으로 인하여 대량 반출되었다. 해방 후에도 일제강
점기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970년 개정된 ‘한우심사표준’ 에서도 황소만을 ‘한우’로 규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선택적 한우개량사업을 거치면서 칡소는 거의 사라졌다. 강
원도, 충북, 경북 등의 산골짜기 일부 농가들이 칡소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1990년대 후반부터 칡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에는 칡소가 사육이 용이하고,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정부의 전통
유전자원보존 정책으로 관심을 끌게되어 숫자가 다소 늘어나서 현재 전국에 1,500여두가
산재하고 있다. 그 중 울릉도에서는 400두 정도로 가장 많은 칡소가 사육되고 있다. 울릉
군에서는 전통한우인 칡소를 순종으로 보존하고자 60마리의 칡소 종축을 사육중이며, 우량
혈통의 칡소를 분양하고 혈통을 등록하여 순종 증식에 힘을 쏟고 있다. 자생야초를 많이 먹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우고 있어, 예전의 쇠꼴먹은 쇠고기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특히 울릉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축 즉시 생고기로 굽거나 요리를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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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so

The native Korean Chik-so are often called "Tiger Cattle" in English.
Their yellow and black stripes begin to develop on calves after about
three months. Chik-so are larger than other traditional Korean cattle,
and quite aggressive towards other cattle, but mild-mannered towards
people and resistant to disease. They have well-developed shoulder
muscles and hooves, suitable for plowing sloped fields. There are
many recipes for chik-so meat, including naejang stew (internal
organs), somuri stew (head), jangjorim (meat boiled down with soy
sauce),woosulzzim (steamed cow's tongue), and korigomtang(stew with
backbones) and woojoktang stew with cow's feet. Bulgogi is the most
typical Korean beef preparation, grilled beef marinated in soy sauce,
garlic and other herbs or spices. It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nomadic Maek people over two thousand years ago.
There are murals portraying black, yellow and striped cows in South
Korea dating back to 357 AD. The woo-e-bang, Korea's first veterinary
science manual published in 1399, also described the striped cow as
one of Korea's traditional cows. Chik-so were very common in the early
1900s, bu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a need for war supplies, the
majority of chik-so were exported out of the country. There are currently
1500 striped cows in the country, 400 of which are raised on Ulleung
Island in the East Sea where breeders are try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purebred striped cows. Ulleung Island farmers have traditionally raised
all their cows on wild plants, which give the beef a darker color, less fat
content and a lighter taste than other kinds of beef. These striped cattle
are often mistaken for crossbreeds, which lowered their market value and
the number of breeders. Today, farmers are coming to know the merits of
raising chik-so, and thanks to government support, the number of striped
cattle has slightly increased. However, this breed still requires continued
management, as their pedigrees have been disrupted over time from
crossbreeding with other common Korean c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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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말나리

섬말나리(hanson lily)는 학명으로 Lilium hansonii Leichtl이며, 백합과에 속
한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성인봉나리라 불리워왔다.
울릉도는 삼국시대(BC 1세기 ~ AD 7세기) "우산국" 때부터 사람이 살았으나 조선
시대(1392~1910)에 접어들면서 공도정책으로 인해 수백년간 비워졌다. 그러다가
고종 19년인, 1882년 개척령이 내려지면서 개척민들이 나리분지에 정착했다. 옛
날부터 정주한 사람들이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섬말나리 뿌리를 캐먹고 연명하
였다. 섬말나리의 어린 순을 삶아 나물로 먹으며 땅속의 비늘줄기를 어린 순과 함께
먹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이름이 나리골이라 붙여졌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금
도 섬말나리가 주로 자라는 곳이다. 나리마을은 개척 당시 93가구 500여명이 살았
으나, 현재 농가인구 감소로 인해 16가구 정도가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섬말나리는 백합과 식물 연구자들 사이에 유명한 꽃이 된 지 오래다. 울릉도에 자생
하는 섬말나리는 전 세계 백합과 100여종 식물의 원시 조상에 해당한다. 백합과 계
통도의 맨 아래에 섬말나리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섬말나리는 수십년 전부터 불법채취, 야생유해조수. 및 들쥐 등으로 자연감
소되어, 현재 나리분지에서조차 나리꽃을 찾아보기 힘들어져 마을 이름이 유명무실
해졌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1997년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제37호로 지정했다.
그 후, 이래 민,관,학 차원에서 섬말나리 복원 운동이 진행돼 왔다. 지난 2003년
8월 18일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회원들과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영남대학교 원예
학과 김규원 교수가 증식에 성공한 섬말나리(백합과) 400본을 심은데 이어, 이듬해
2,000여본을 심었다. 울릉군은 2004년 북면 나리동 나리분지에 500평 규모의 섬
말나리 꽃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 섬말나리 학술조사단(단장 임기병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울릉도 섬
말나리의 생태를 조사하고 염색체를 분석해 나리 육종의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다.
울릉군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조직배양실을 2013년 7월 현재 섬말나리 3만
주를 조직배양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섬말나리 종자를 파종하여 를 1만
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통음식 복원 차원에서 산채비빔밥에 섬말나리 뿌리나 어
린 순을 섞은 음식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6

•••Hanson's Lily

Lilium Hansonii, commonly referred as Hanson's Lily after Danish-American
landscape artist Peter Hanson, is also known as Seong-In Bong Nali in
Ulleung-do and is more commonly referred to as Seom-mal Nali. Hanson's
Lily can grow up to 50 - 100 cm tall and have many leaves along its stem.
Hanson's Lilies bloom earlier than other varieties, between June and July,
with six to seven downward-pointing flowers. The flowers are of a yellow
color with a reddish tint, and are sprinkled with dark amber freckles. In
September, the lilies bear fruit. The roots and stem are in oval shape with
a slightly red hue. These lilies grow naturally on Ulleung-do Island and are
perennial. They are found shaded by dense deciduous trees along slopes.
Ulleung-do Island, which had been vacant due to a government policy,
saw its first modern settlers arrive at the Nali Basin in 1882. Since this time,
people in the region have survived eating the roots of Hanson's lily. Young
sprouts can also be boiled and prepared as side dishes or can be ground
up and used with the roots for medicinal purposes. Today, the plant is
rarely consumed, but there is a push for a restoration of Ulleung-do Island's
traditional food culture and so the roots and sprouts of the lily can be found
in certain restaurants, usually in Bibimbap.
In 1997, the Korea Forest Service added Hanson's Lily to the rare and
endangered species list, and made its collection from the wild illegal. The
limited habitat of Hanson's Lily makes it even more crucial for a proper
conservation of both the lily and its habitat as things like overfishing may
speed its decline. This wild lily variety has a difficult reproductive cycle.
After seeds are sown it takes two to three years for germination, and it is
difficult for germinated seeds to reach the flowering cycle. In 2004, Ulleung
County designated approximately 1650 square meters specifically for the
restoration of Hanson's Lilies. Since 2007, the Kyungpook University Lilium
Hansonii Research Division has been studying the ecology of Hanson's
Lily and preparing the necessary framework for its breeding through the
mapping of chromosomes. Since 2010, Ulleunggun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s plant tissue culture laboratory has been and currently is cultivating
30,000 lilies, and in 2011 the lab planted an additional 10,000 lily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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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방주 Ark of Taste

•••자염

자염은 천일염이 생산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
다. 천일염이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에 말려 소금을 얻어내는 방식
인 반면, 자염은 바닷물을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염은 염전
갈이, 함수 모으기, 끓이기의 과정을 통하여 소금을 생산한다. 생산과정 중 바닷물의
염도를 높이는 ‘함수(함수, 鹹水)’ 제조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따
라 통조금방식, 섯등방식, 섯구덩이방식, 돌소금방식 등이 있다.
통조금방식과 섯구덩이 방식은 원리가 비슷하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매우 큰 넓은
갯벌에서, 바닷물이 들지 않는 시기에 갯벌의 흙을 소(牛)로 수차례 갈아서 햇볕에 말
린다. 물이 증발하면서 흙의 염도가 높아지는데, 이 흙을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채워
넣는다. 바닷물이 다시 들어왔을 때 흙을 통과한 바닷물은 12-17도 정도로 염도가
높아진다. 이 물을 가마솥에 붓고 10시간가량 은근한 불에 끓이면 소금을 얻을 수 있
다. 두 방식은 구덩이를 만드는 방법, 함수를 모으는 방법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자염생산방식은 “섯등”방식이었다. 소를 이용해 갯벌을 갈고 말리는
과정은 동일하다. 다만 사리(spring tide)에 바닷물이 들지 않는 곳에 화산의 분화
구처럼 펄을 쌓은 "섯등“을 만든다. 그 안에 나무와 잔가지 등을 넣고 소를 이용해 갈
아서 말린 흙을 집어 넣은 후 바닷물을 부어 함수를 만든다. 그리고 가마에 넣어 끓여
서 소금을 얻는다. 신안 섬지역, 곰소만, 경기만 일대에서 흔히 이용했던 자염생산방
식이며 최근 증도에서 이 생산과정을 복원하고 있다.
자염의 생산은 천일염의 유입과 생산에 따라 위축되었다. 1907년, 인천 주안에 국
내 최초의 천일염전이 만들어졌고,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천일염전의
본격적인 확산은 해방 이후, 1948년 개인에게 제염 허가를 준 후였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소금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천일염전의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자염을 만들던 노동력이 천일염전으로 이동하여 자염은 점차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자염은 최근 충남 태안 마금리와 전북 고창 사등리에서 복원되었다. 신안 하의면에
는 체험장이 조성되었으며, 증도면에도 복원과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제주에서
는 돌소금방식을 활용해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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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eom

Jayeom was the traditional Korean method of salt production before bay salt. While bay
salt is produced from drying salt sea water in wind and sunlight, jayeom is created from
heating sea water for a long time. Jayeom is produced through the stages of plowing
salt pond, gathering of salty water, and he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alty
water’ which enhances the salinity of sea water is different for each region. The difference
results in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Tongjogeum’ method, ‘Seotdeung’ method,
‘Seotgudeongi’ method, and ‘Rock salt’ method.
The ‘Tongjogeum’ method and ‘Seotgudeongi’ method utilizes similar principles. Muds
flats are dried in sunlight after plowing using cows. This process is conducted in large
mud flats with great differences in tides, in a period where seawater goes out. The salinity
of mud increases along with evaporation of water, and this mud is used to fill the hole
made before. As the seawater comes back in, the salinity of seawater going through
the mud increases to 12-17 degrees. The two methods display differences in ways of
creating holes and gathering salty water.
The most general method of jayeom production was the ‘Seotdeung’ method. The
process of plowing mud flats using cows is identical. However, a ‘Seotdeung’, resembling
a volcano crater is created. This hole is filled with mud in an area where spring tide does
not enter. Along with mud, wood and twigs are filled inside the hole, followed by the
addition of seawater to create salty water. The final step lies in heating this material to
gain salt. This method has been widely used in island areas of Shinan, Gomso Harbor,
and Gyeonggi Harbor areas, and has recently been restored in Jeungdo.
, The production of Jayeom decreased rapidly after the introduction of bay salt. In 1907,
the nation’s first ever bay salt pond was created in Juan Incheon, and spread nationwide.
The full-scale expansion of bay salt pond occurred after Korea’s liberation, where
individuals were given approval of salt manufacture in 1948. The government devoted
much time and energy in securing bay salt ponds for supplying the insufficient amount of
salt. This led to the near-extinction of jayeom production,.
Jayeom was restored in the Mageum-ri, Taean, Chungnam and Sadeung-ri, Gochang,
Jeonbuk region.. An experience hall has been established in Haeui-myeon, Shinan;
restoration and demonstrations are being prepared in the area of Jeungdo-myeon. In
addition, Jeju City is utilizing the rock salt method as a tourist attrac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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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차

돈차는 고형차(덩이차)의 한 종류이며, 우리 고유의 전통차로 삼국시대부터 근세
까지 장흥,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발효차이다. 장흥 지역에 자생적으
로 분포하고 있는 찻잎을 5월경에 채취하여 만든다. 한 사람이 종일 채취를 해도
1kg의 잎을 얻기 힘들기에, 생산량이 많지 않다. 채취한 찻잎은 하루정도 햇볕
에 건조시킨 후, 가마솥에 넣고 찐다. 쪄낸 찻잎은 절구에 넣어 빻은 후, 대나무
조각에 넣어 동그란 형태의 덩어리로 만든다. 이것을 햇볕에서 건조시켜 굳힌 후,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다. 덩어리 여러 개를 볏짚에 함께 꿰어 처마 밑이나 비가
들지 않는 야외에 걸어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건조시키면서 발효시킨다. 완성된
차는 항아리에 6개월이상 숙성시킨 후 음용하는데, 숙성기간이 길수록 깊은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진다. 길게는 20년동안 숙성을 시키기도 한다.
돈차는 장흥의 보림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보림사는 821년에 세워졌는데, 중
국으로부터 불교문화가 전파되면서, 차 문화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상류사회 뿐만 아니라 서민사회에까지 넓게 퍼져서 고려 때에는 진상품으로
오르기도 했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와 조선조 초기에 전국 다소(茶所) 19개소 중
13개소가, 장흥에 있었다고 한다. 다소란 다원(茶園)을 만들어서 채엽하여 차를
만든 후, 왕실 또는 절에 바치기도 하고 판매하는 한편, 다도를 수련하기도 하는
곳이다. 조선 초에는 불교 억제정책으로, 다소가 해체되고 절에서 가꾸던 차밭도
황폐해져 차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풍습은 보림사와 그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로 이어지고 발달해왔다. 선비들은 볏짚으로 만든 다낭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즐겼다고 한다.
돈차는 차문화 종주국인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을뿐더러, 일본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차이다. 1930년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돈차를 부르는 이름과
건조방법, 차를 우려내는 도구, 마시는 방법 등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매우 다양
하게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일본 문화의 유입과 함께 급격히 쇠퇴한
것으로 보이며, 보림사에서 맥을 이어오던 것을 장흥군 차원에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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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Tea

The Don tea is a type of solid tea. As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tea, this
item stems from the age of three kingdoms to present, centering around
areas of Jangheung and southern coast of Korea. The leaves dispersed in
the Jangheung region are collected around May. It is difficult to collect more
than 1kg per person even based on all-day labor, and therefore the total
production amount is insufficient. The collected tea leaves are dried for one
day in sunlight, then steam in iron pots. The steam leaves are crushed and
grinded, formed into circular forms within bamboo sticks. These circular
shapes are made solid after sunlight drying, and a hole is created in the
middle. Multiple chunks are connected with rice straws, hung in areas free
from rain for 7~ 10 days. The hole in the middle contributes to reducing
drying period for up to 3 days. The completed tea is matured for over 6
months inside a pot, where the longevity of period results in enhanced, deep
taste and scent. Some leaves are matured for over 20 years.
The Don-tea started from Borim Temple in Jangheung. Established in 821,
the temple along with tea culture has its roots in the spread of Buddhism
from China. Tea products were also donated to the emperor in the Goryeo
Dynasty and spread among all classes. Among the 19 tea center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13 were located in Jangheung. A tea center is
a comprehensive place for collecting, gathering, manufacturing and selling
teas along with practice of tea ceremonies. Such centers were terminat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Joseon Dynasty based on the repression policy
of Buddhism. Although this led to a reduction of production, the practice of
drinking tea continued to succeed and develop. Classical scholars enjoyed
drinking tea along with their studies.
The Don Tea Culture is no longer in existence even in its root country China.
The exclusive tea culture is also unheard of in Japan. According to research
data in the 1930’s, various methods existed according to each village and
household concerning the name, drying method, tools, and drinking ways of
Don tea. Such tradition rapidly declined from the 1930’s, and the traditional
cultural spirit of Borim Temple is being restored in the area of Janghe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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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

제주흑우는 한국의 재래 한우의 일종이다. 제주흑우는 전신이 모두 검은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흑우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농경과 식육자원의 자급자족을 위함이다. 그리고 제주흑우는 무역품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우황과 소 뿔, 소가죽을 그리고 661년경 일본서
기에 의하면 말린 고기를 교역하였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온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제주흑우 고기는 고려시대 및 이조시대의 삼명일(임금생일,
정월초하루, 동지)에 정규 진상품으로 공출되기도 하였다고 하며, 숙종 때는 3개
의 흑우 목장에서 제주흑우를 사육했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흑우는 칡소나 한우처럼 외형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영리하
여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감을 준다. 특히 제주흑우는 해충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
성이 한우의 품종 중에서 가장 강한 특징을 지닌다. 제주흑우 고기의 특징으로서
는 지방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기의 맛과 관련된 올레인산 함량이 다른 한우 품
종보다도 높아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육질평가를 위한 패널
테스트에서도 향미, 다즙성, 기호성, 연도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흑우의 사육 역시 칡소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들어 모색통일
(毛色統一) 정책(일본 소는 검정소, 한국 소는 누렁소) 등의 이유로 크게 감소하였
다. 또한, 1957년부터 외국에서 육우 품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한우 역
시 육량과 육질 면에서 생산성이 높고 방목사육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품종들이 자연스럽게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1980년
대에 들어서는 흑우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도는 1992년부터 제주 흑우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관리를 통해서 흑우를 집
단 증식해 왔다. 이를 통해서 2004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를 지
역 재래가축으로 등재했다. 또한 흑우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많은 노력
을 하였으며, 2013년 7월 22일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었다. 1994
년 31두로 시작으로, 2013년 현재는 1,500두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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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Native Black Cattle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is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native cattle, with a characteristic
black fur that covers the entire body. The main purpose for breeding Jeju Native Black
Cattle is for self-sufficiency, similar to the reason for raising normal cattle.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has also been used for exports, and records show that dried meat, ox bezoar,
horn and skin have been traded with Japan around 661 during the Goryeo Dynasty.
According to the Sejong Chronicles,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has been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product of the three major days during the Goryeo and Lee-jo dynasty
(emperor’s birthday, lunar new year’s day, winter solstice). During King Sukjong’s era,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were raised in 3 different ranches.
Although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is not as large in size compared to land cattle and
striped ox, they are very calm and clever displaying friendliness to humans. In addition,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possesses the strongest immunity and resistibility of harmful insects
and diseases among Korean cattle. The content of olein is higher than normal Korean cattle,
providing a great clean and sweet meat taste.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has received
great results in panels’ tests for meat assessment including flavor, juice, and preference.
The reduction of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is main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38, the standard index for Korean cattle stated that “the fur color of Korean cattle is red”
which led to the bleaching of striped ox and black cattle; this act led to the designation of the
species above as endangered.
The second reason is the introduction of other species from overseas, starting from 1957. In
order to increase the amount of Korean cattle, various species from diverse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e 60’s and 70’s. As cattle with high productivity in meat amount
and quality became popular, black cattle slowly started to disappear.
Jeju-do has been increasing the group of Jeju Native Black Cattle through DNA collection
and pedigree management since 1992. Through such efforts,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has been registered as the regional traditional livestock by the FAO.
In particular, Jeju-do enacted the special law of Jeju Native Black Cattle protection,
cultivation in 2006, thus amending institution to protect native catt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cently notified that the Jeju Native Black Cattle has been designated a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natural monument no. 546 on July 22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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