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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토종닭산업발전방안의모색

박 근 식
한국가금학회 고문

한국재래닭산업현황과전망

1973년 한국가금학회가 설립된 이래 한국

양계산업 발전에 산학연이 함께 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나 아직도 학문적으로나 제도적

으로미흡한부분이많다. 

그중에서도이땅에발을딛고살아가는우리들에게

귀중한것을잊고살고있는 우리들의현실이안타까운

일들이많이있는가운데우리민족과함께하여온귀

중한동물자원이외래종에의해서퇴색되고있는모습

을볼때에마음이불편해지기시작한다. 

그동안가금관련학계에서는양계산업분야를파트너

로하여협력하여오늘에이르 다. 이러한과정에서학

계에서도우리의주변을살피는가운데우리민족과함

께하여온재래닭에대하여관심을갖게하는것은 지

극히자연스러운일이다. 

저자는문화와환경이비슷한나라가재래닭의품종

보존과이들의닭을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를상호비

교함으로우리나라에서의보완해야할점을찾아정책

또는학술및연구분야나아가서는생산이용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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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한국재래종의 발전 기본 틀을 마련하

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

▣ 한·일·대만3개국의항목별현황비교

한·일·대만3개국의재래닭에대한항목별즉

재래닭의유래와연혁, 각나라별재래닭의장점과

단점, 품종보존, 생산과이용소비상황, 당면한과제

와향후재래닭의전망등여섯가지항목으로구분

하여발표자별로그요점을비교한바다음과같다.

표1에서보는바와같이닭의유래가비슷하고거

의가중국에서유래된것으로바탕이되고있으며

품종의보존은일본이잘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예로서장미계(長尾鷄)나장명계(長鳴鷄:聲良鷄)

는한국에서는이미멸종되고그흔적을찾아볼수

없으나일본에서는이들을특별천연기념물로지정

하여동물유전자원연구소나각지역에서아직까지

사양되고있을뿐만아니라시대에맞게관상(觀賞)

동물로서그소임을다할수있도록하고있다. 

1. 유래와연혁2. 품종보존3. 생산이용4. 재래

닭의특징 5. 과제와대책 6. 향후전망으로분류

정리하여분석한결과향후한국에서의우리나라

고유의재래닭산업에대한보급방안과사업추진

방안에반 할과제를다음과같이정리하 다.

① 재래닭에대한명칭이비슷하여모도가흙과

관계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즉일본에서는『地鷄(지

도리)』대만에서는『土鷄(투지)』한국에서는『土種닭』

통용되는명칭에대하여한국에서재래닭에대한명

칭을통일하는데참고가될것으로생각되어진다.

②토종닭에대하여거의비슷한장단점을갖고있으

며③생산이용면에서도상황이비슷하나일본과

대만에서의특색을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다.

1. 일본의 경우

①지계(地鷄)Brand 수요증가. 총수요 계육의

1.3~1.4% 점유

②품질, 맛, 안전성에대한 소비자의식고조.

③현(縣) 보유재래계종계육생

산체계구축.

④지계(地鷄)의 사육조건(일본

농림규격: 특정JAS에의거)

ㅇ사육기간: 80일

ㅇ사육 도: 10수이하/㎡

⑤Brand닭(銘柄: 메이가라)

ㅇ150종, 개발한사양방법(사

료내용·출하일령등)

ㅇ2종46 Brand 지계육생산.

맛과향미(니로닌함량이죄

우)특징 브랜드 육, 특산

Brand육으로전국각지에서

생산판매→판매계속증진

⑥생산조건

ㅇ품명, 원산지, 생산방식,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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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 대 만

1. 닭의기원은약2,000년전으로추
정.

2. 남래설(南來說 인도와 동남아), 중
국을통하여민족의이동과함께

3. 장미계(長尾鷄), 장명계(長鳴鷄)등
귀중한품종이상실.

4. 1920년대한국재래닭의일반적인
외모와 생리적 특징에 관한 조사
기록.

1. 기원전3세기경도래추정
2. 8세기후반도입된계종이현재닭

의중요혈통형성.
3. 쇼고구(小國:天紀※),미장계(尾長

鷄:長尾鷄:天紀), 聲良鷄(長鳴鷄天
紀)샤모(軍鷄)나고야(名古屋) 등.

4. 명치시대나고야품종, 계속개량.
5. 지도리(地鷄): 일본토종의 혈통

50% 이상보유시인증.
6. 지도리 등의 특산Brand육 전국

각지에서판매.

1. 400年전중국이민자가반입.
2 야생계의가축화. 
3. Netherlands, Spain인→Europe

品種지참반입, 일제 강점기에 일
본에서도입.

4. 중국, 일본, 미국, 적게는 Europe
에서유래종(由來種)의후손.

표1. 재래 닭의 유래와 연혁

한 국 일 본 대 만

①외모와 체형을 중심으로 적갈색,
황갈색 계통, 흑색계통, 백색계통
4계통으로 분류보존.(축산연구소
중심)

②10여년간폐쇄계군육종법에의한
순종번식을수행→능력향상.

③한협(韓協) 토종닭 중 대표적인 한
협3호는대한양계협회등록품종.

①부계(父系)20품종(61系統)
모계(母系)14품종(58系統)

②현축시(縣畜試,養鷄試驗場)에보존
→국산Brand종계로활용. 

③각 현 시험장, 가금애호가에 의해
서보존.

①대만종4품종, 중국계1품종, 
일본계1품종
계6품종. 

②유전적다양성비교연구

표2. 품종보존

※天紀(천기) : 천연기념물지정호

표1. 재래 닭의 유래와 연혁

표2. 품종보존



기간, 생산자성명등표시.

ㅇ농림규칙지정: 특정JAS-Mark

⑦품종별전통요리소개특징적품미중심소비자

의다양한요망과관심고조→최대활용.

2. 대만의 경우

①육계 재래유전자원 의존도가 높고, 육계의50%

이상국내개발종으로충당.

ㅇ외래종→가공육생산에만 이용

ㅇ투지(土雛) →가정과전통요리에이용.

②최근Broiler 3%하락, 투지(土鷄) 2% 증가. 2005

년수입계육과부산물관세율할당폐지.

③소비자의선호에따라대응

ㅇ고가인 투지(土雛) 선호→교잡종→방추추(坊

雛鷄: 외형으로구분)→ 사·완전배합사료

급여→품질·가격면비인기→소형계종개발

(재래닭과유사)→유색계

ㅇ1990년신개발투지(土鷄) 등장→높은가격으

로 등장→방출추(放出鷄:free range

chicken) →소비자 선호〈紅羽·黑羽〉특기사

항으로서는대만의李淵百교수의France 재

래닭이성공한요인(差別化System)을요약

해서소개에의하면다음과같다.

3. France 재래 닭이 성공한 요인 (차별
화 System)요약

불란서는소비자들이각각 다른품질의양계산

물을구별할수있게하는좋은시스템을가지고

있다. 예를들면표준닭등닭고기는만숙성(晩熟

性)의 육질(肉質)이 좋은 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유전적으로이들은늦게자라는품종이어야한다.

(SYNALAF, 2003)

만숙성품종유래닭고기는슈퍼마켓에서도체육

판매(屠體肉販賣) 가격은Broiler의2 倍, 2002年

불란서계육소비량의40%를점유하고있다. 이러

한결과를초래하게된제도를요약하면다음과같

다.

1. AOC, Organic, Label Rouge(빨간라벨), 인증

제도의확립

2. Label Rouge 최소 사육기간이 81일 이상이

고, 선호하는체중은2.2kg 이하. 

3. 최근에육류소비에크게 양을미친, 소해면

성뇌증(광우병: BSE)이나고기내어취(漁臭: 비린

내) 발생을피하기위해동물이나어류로부터유래

된원료는사료에사용할수없다.

4. 동물복지적(動物福祉的)인사양관리, 닭들은

작은집단으로사육되고(最大4,400 首/群),충분한

계사면적(最大11 首/㎡)과운동장(草地, 最小2㎡/

首)이있어야한다.

5. 육질을유지하기위해모든닭은냉장상태에

있어야한다. 냉동은금한다.

6. 믿을만한 추적(追跡) 시스템. 모든 닭은 고유

번호를갖는다. 소비자들은이번호를이용해서닭

들의 부화부터 매장(賣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정보를추적할수있다.(生産履歷制實施)

7. Label Rouge(빨간 라벨은 1970년 이전에 시

작되었으나BSE가발생한1990년전후까지는제

대로활용되지못했다. 

8. 재래 닭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별

한 장점들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9. 닭의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고 개인농장 이

나정부라할지라도경제적가치없이장기간동물

을보존하기는힘들다. 

10. 블란서인들은계육의부분육을신뢰하지않

는다.

11. 블란서 : 만숙성(晩熟性) 품종으로 슈퍼마켓

에서도체육판매가격은 Broiler의倍, 2002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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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서총소비량의40%점유.

12. 정립된거의모든생산, 가공공장, 유통테크닉

과시스템들은소수의국제대기업에서생산되는상

업적브로일러와산란계에맞춰진것. 수입품의막대

한판매수완속생존→고유동물자원의생산과마케

팅의모든각도에서보다많은연구가 요구된다. 

13. 대만의경험: 재래닭의이용을촉진하는것은

게놈(genome : 종을보존에필요한염색체)을보존

하는최선의길, 단생산성만을위한선발과교잡같

은상업적활동은일부유전자원멸종. 최근WTO시

장개방압력. 경쟁력이약한나라의수입되는것과

같은상품을생산할경우에는시장에서퇴출. 따라서

재래닭고기의 이들과의 철저한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한다.

4. 중국 야오린(遼寧)성 가축·가금유전자
원 보존이용센터

필자가 북방농업연구소에서 2004년도 중국 요

녕성의축산및가축위생방역현지조사차출장시

에 요령성 가축·가금유전자보존이용연구센타를

방문조사한일부를소개한다.

1) 비준승인

요령성 가축가금유전자원보존아용센터(이하 센

터로약칭)는2003년3월21일에요령성기구편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준 성립(처급) 전민사업단

위, 편제35명, 위치는요양시남주로11호요령성

축목수의과학연구소내에둔다.

2) 직책과 임무

중국요녕성의지방가축·가금품종의유전자원

에대하여현대동물번식육종기술과생물공정기

술로서의보존. 개발과이용을위한임무를수행한

다. 생체의보존, 냉동정액, 배아냉동보존, 원종번

식장과 종질자원고(種質資源庫)를 건설하여 지방

가축 가금 품종 유전자원 보존기지와 품종유전자

원개발이용시범기지, 전성축목업의수준높은

기술의신기지를만든다.

3) 주요기관 설치

가. 원종번식육성농장

생축의품종보존, 원종확대번식과널리홍보하

고개발이용, 소군을이용한교잡이용과중간시험,

대외개발발전기술자문복무, 품종보존을위한사

회와연합, 육종, 품종번식과보존체계건립.

나. 유전자원종질고(遺傳資源種質庫) 

생물품종보존이주임무로현대공정과세포공정

기술응용, 초저온냉동기술보존방법을채용, 가축

적정액과배태의제작과보존냉동: 가축에기인한

DNA 보존기술채용.

다. 실험실

현대분자생물학기술, 가축, 가금유전관계 연구

개발, 주요경제교잡유전력의개발, 유전거리측정,

경제성상지칭과DNA 유전표기

라. 기술과학활동등

4) 관리체제

요령성축목국직속하에두고실행주임책임제,

채용연합, 개방, 경쟁적관리방법. 사업목표를명

확하게하여책임과권리를명확하게한다. 

청년과기인(靑年科技人)을육성하는한편외국에

간 과학자를 귀국시켜 흡수하고 학자들을 참여시

켜사업의각항목에중심적으로참여하게한다. 매

년최소2~3명중청년과기인을외국혹은국내대

학원혹은연구기관에파견하여수학시키고국내

외우수인재를흡수한다.<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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