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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음식 창의도시:

외스테르순드 

이선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작지만 큰 도시 외스테르순드,  

음식에서 가능성을 찾다

상하이, 서울, 멜버른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규모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

의도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네트워크에 가입한 29개 도시 중에는 

인구 10만 미만 규모의 작은 도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음식분야의 외스

테르순드(Ostersund)는 인구 6만의 작은 도시로 도시가 가진 환경, 전통, 자산

을 충분히 활용해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낸 창의도시이다. 

천혜의 자연조건,  독특한 문화 환경

스웨덴 북부 산림지역에 위치한 도시 외스테르순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

소하지만, 자연환경과 문화 전통의 장점을 잘 살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

룬 북구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스웨덴 북부 옘틀란드(Jamtland)주의 주도(州

都)인 외스테르순드는 무역의 중심지로 1786년 설립되었다. 노르웨이 국경과 

접해있는 옘틀란드주는 스토르(Storsjoon)호를 비롯해 17,000개의 호수가 있

어 관광의 중심지를 이루며, 철도 분기점으로 도로가 집중하는 교통의 요지이

기도 하다. 전체 면적의 49%가 숲으로, 9%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옘틀란드주

의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은 좋은 식자재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주변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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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숲과 물이 풍성한 천혜의 자연조건은 이 지역에 ‘유럽의 폐(the lungs of Europe)’라는 

명성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를 선사하였다. 100여 년 전부터 소위 건강을 위한 ‘청정 관광’을 목적

으로 사람들이 찾았던 전통이 이어지며, 관광은 오늘날 농업과 산림 다음으로 이 지역의 가장 중

요한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스웨덴의 내륙산지를 이동하는 순록 유목민인 사미(Sami) 공동

체의 전통은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며 관광, 디자인, 공예 등 창의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저지방의 연한 순록고기 제조 방식 등 사미족의 고유한 음식 문화는 이 지역의 독특한 식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외스테르순드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서 난 지속 가능한 식

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생산된 무스, 사슴, 순록 등의 고기와 야생열매, 버섯 등의 재

료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요리 전통을 탄생시켰다. 지역 전반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최소화한 농

업방식을 쓰고 있으며 유럽연합(EU)지역 내에서 유기농 생산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도 잘 알

려져 있다. 8,200개의 농장, 95개의 순록 목축장이 산재한 이 지역은 고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생

산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음식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소 규 모  식 품 산 업 의  활 성 화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사례는 소규모 식품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센터

의 활동이다. 스웨덴 전통 요리에 사용되는 냄비의 이름에서 유래한 ‘Eldrimner’ 국립센터는 초기

출처: 외스테르순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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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옘틀란드주의 지역센터로 시작해 그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2005년 국립센터로 규모가 확장

되었다. 맛, 품질, 정체성 면에서 대량 생산 제품이 가질 수 없는 소규모 식품 장인들의 부가가치

는 국립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식품 생산업자들을 위한 식품개발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워크숍, 해외탐방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Eldrimner는 옘틀란드주 200여 개, 스웨덴 전역 900여 개 식품 생산업

자들의 식품생산과 개발 활동을 돕고 있다. 

국립센터는 목축, 낙농, 농업 등 전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상시

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 보관, 마케팅, 생산방법 등 특화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

여 생산업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의 우수 업체 방문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센터는 스웨덴 전역의 소규모 식품 장인 

및 주요 식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발간하여 스웨덴 최고의 혁신적인 도서로 인정

받기도 하였다. 소규모 식품생산 업체들의 비전, 기업가 정신, 식품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지

역의 원재료를 장인 정신과 접목하여 운영을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성공한 업체로 꼽히는 

Raftsjohojdens dairy farm(치즈), Food in Action(와인), Sav™(초콜렛) 등은 자체의 전통을 이어

가되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외부활동 및 식당의 경영 등을 통해 

소비자와 동료 생산 장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는 등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 습 과  교 류 의  장 ,  음 식 문 화 축 제   

스웨덴 최대의 음식문화축제는 Eldrimner 국립센터가 매년 주최하는 Særimner이다. 수만 명

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이 축제는 스웨덴 전역에서 식품 생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장인들이 모

여 세미나, 경연, 전시 등의 행사를 가지며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식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생산업자들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식품 

재배, 가공, 보존 분야의 혁신적인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슬로우푸드 등 식품

의 문화적, 사회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 북부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 지역 사람들의 잦은 왕래는 다양한 축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거리 음악 축제인 ‘Storsjoyran’, 천 년의 전통을 지닌 외스테

르순드의 동계 장터, 대규모 크리스마스 축제인 ‘Jamtli Julmarknad’ 등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굵

직한 축제들과 연중 개최되는 소규모 와인 마켓, 음식 경연대회 등은 이 지역의 음식문화를 소개

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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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문 화 의  확 대  

식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립센터가 역할을 했다면, 음식의 활발한 유통과 홍

보를 위한 기관으로 음식아카데미(The Academy of Food)가 있다. 음식아카데미는 지역 음식에 

대한 정보 보급과 지원, 전통 요리법 교육, 지역음식 식당 장려책 마련 등 지역의 독특한 요리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한다. 특히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지역 우수식당 

제도는 지역 음식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메

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외스테르순드의 식품과 음식문화 발전은 단지 지역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웨덴의 개발기구를 통해 몽골,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농법 등의 지식 전수

를 시도하는 등 도움을 받는 파트너쉽을 넘어 도움을 주는 파트너쉽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진제공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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