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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지계육(地鷄肉)
의 표시현황과 과제(日本
農林規格을 包含) 

근년에 와서 다양한 상품 정

보 등 가운데 정확하면서 적정

한 정보 수단의 확보와 정보의

선택이 보다 한층 중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식품의 유통형태

의 다양성이나 맛, 선도, 건강,

안전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

지는등을배경으로한식품표시의충실강화의필

요성, 재래닭(지계) 및유기농산물등을대표되는

생산방법을 포함한 상품구성 등 품질과 규격적인

것의표시가보다명확한표시가필요하게되었다.

2. 토종닭고기(地鷄肉)의 일본농림규격

1)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토

종닭고기(지계육)에있어서는「농림물자의규격

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이라고한다)에기초한「일본농림규격」

(이하「JAS규격」라고한다)으로서그의생산방법

에 대하여 기준을 내용(특별한

생산방법, 특색있는 원재료에

착안한 규격)으로 한「특정JAS

규격」이1999년에제정되었다.

2) 토종 닭고기(지계육)의 규격

은①생산방사방법에대한기준

(下記㉮항), ②생산공정에대한

관리기록, ③ 지계의 생산 공정

에대한검사방법, ④표시에대

한기준(지계육의표시기재예:

下記㉯항)으로구성되어있다.

※ 재래종이라 함은「明治시대까지 국내에서 성립
하거나, 도입정착 한 아래의 닭품종을 말한다」
(6항 국산 명병계(銘柄鷄):브랜드」의 정의 및 표
시 중 별표 참조) 

일본의재래닭이용활성화를위한
제도적장치와활용

박 근 식
한국가금학회 고문

구 분

병 아 리

사육기간
사육방법
사육 도

기 준

재래종 유래 혈액백분율이 50% 이상인 것으
로서 출생의 증명(재래종으로부터의 계보, 재
래종유래 혈액백분율 및 부화일의 증명)되는
것을사용한것. 
부화일로부터80일간이상사육한것
28일령이후평사에서사육한것
28일령이후1㎡당10수이하사육한것

㉮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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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생산표시방식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하여

는 지계(地鷄)로서의 생산방법, 특색이 있는 원

재료로서의계종(재래종)이규정되어있다. 이들

의표준을명확하게하는것이지계로서인증되

어격(格: Grading)을붙일수있다.

4) 다만지계로서인증·격(格)부치기를강제화되

어있지도않으나지계육으로표시하여판매하

는것도금지되어있는것은아니나표시에의하

여소비자의신뢰의확보와널리보급하기위해

서표시의적정화가바람직하다.

5) 그러나 계육에 있어서도 JAS법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를 위해 품질기준으로서 가공육에서는

명칭, 원료명, 내용량, 식용기간, 보존방법, 제조

업자명등의표시가, 신선계육에서는명칭, 원산

지, 내용량, 판매업자명, 산지등의표시가의무

화가되어있다. 이들중원산지표시는도도부현

명(都道府縣名) 또는 일반에 알려져 있는 지명

(飼養地)이라도상관이없다.

3. 상품등록

상품등록은많은상품중에서그상품으로서특

징의 명확화 등 상품의 차별화, 프런트화에 의한

상품어필과유사상품등으로부터의보호를목적으

로상품권의설정이법제화되여있다. 지계에있

어서도상품등록을실시하고있는것도있다. 다른

지계육과의 식별의 명확화, 유통단계에서의 신뢰

관계의구축에는유의한수단이된다.

4. 지계의 표시현황

1) 지계의 각 브랜드(銘柄 : 메이가라. Branded

Japanese chicken)에있어서표시에의한것은

적고계약행위에의한규약화(規約化)가바람직

하다. 

2) 표시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의 정확한 정

보 제공면에서도「명품(名品)」, 「조합(組合)」,「사

육기간」, 「사육방법」등의표시가중요하다. 유통

의각단계를표시하는것은신뢰향상에서도중

요하다.

3) 생산자, 처리장, 유통업자간관계의구축을위해

서도중요하다.

4) 표시방법은「라벨(Label), 실(Seal)의첨부」가많

으나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의제공이나이해

와동시에적극적인선전·보급효과로서의이

용도중요하다.

5) 표시로인하여동반되는경비부담은유통업자

가많이부담하나관계자들이함께대응하는것

이중요하다.

5. 표시(表示) 등의 효과

표시등의정보는생산자등에있어서의책임이

명확하게 되고 또 소비자에 있어서는 가격, 선도,

미각,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선택되기도

한다. 이러한정보는소비자의선택적구입행동과

상품이갖는특성(가격, 품질, 산지등)등이경쟁과

품 명

조 합

사육기간

사육방식

내용량

식용기간

보존방법

생산자

지계육(地鷄肉)

父 : 샤모x 母 : 名古屋種

80일

평사사육

300g

평성13년1월20일

4℃이하에서보존

○○지계생산조합◇◇현☆☆시△△정11

㉯ 지계육(地鷄肉)의 표시기제
예. 일반소비자에게대한표시(용기포장)[특정JAS마크

를표시한다]

주) 상세한것은농림수산성고시제 844호(平成 11년6월 21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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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결된다. 생산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의단계

에서의적정한품질, 정보의확보가상품등의신

뢰성을보다명확하게된다. 

6. 「국산 명병계(銘柄鷄) : 브랜드」의 정
의 및 표시

일본의 브랜드 닭의 정의에 있어서는 명병계중

앙위원회에서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1997년 3월

25일 (사)일본식조업협회 1996년도 제4회 이사회

에서승인되었다. 그후1999년7월에지계육의일

본농림규격(특정JAS)을시행하게됨에따라. 「地

鷄」에관해서는특정JAS규격에준하게되 다. 금

회 계육표시의 핸드북 작성에 앞서 국산브랜드에

대하여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정의

(1)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어 여러 가지의 명칭을

부쳐 유통되는 계육 중 다음에 열거하는 지계

및명병계(종계및채란계를제외)를총지칭하

여「국산명병계(銘柄 : Branded Japanese

chicken)」라한다.

(2) 「국산명병계」는 종계, 사료, 사육방법, 출하일

령등에있어서는일반의치킨과다른방법에

의하여차별화하여일본국내에서사육하여처

리 가공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의「地鷄」

와「銘柄鷄」로분류한다.

(3) 「지계」란재래종의순계에의한것, 또재래종

을 병아리생산의 양친이 편친(偏親)에 사용되

었던재래종유래의혈액백분율이50% 이상인

것을말한다. 생산방법에있어서는사육기간이

80일 이상으로서 28일령 이후에는 1㎡ 10수

이하로사육한다. 

(4) 「명병계」란양친이지계에비하여증체가뛰어

난고기전용종이라하는것으로서된원병아리

의우모의색깔은갈색계로서붉은닭이라고불

리어지는 것과 브로일러라고 통상적으로 치킨

(若鷄)이라하는것이라도어미종계＊와함께

일반적인사육방법(사료내용, 출하일령등)이다

르게연구를하여그내용을명확하게한다음의

표시를 식조처리장(도계장)의 출하단계의 출하

케이지등에표시한것을말한다. 소매단계에

있어서도이에준하여일정한표시를한다.
주(＊): 종계(적색계: 쉐바렛드브로, 렛드코니쉬, 렛드프리

마스록, 프레알등

브로일러: 화이트코니쉬, 화이트록등

2) 표시

(1) 국산명병계의명칭및품명(허벅지살, 가슴살

등의부위)

(2) 원산지(飼養地)

(3) 생산방법(①계종, 교배양식②출하일령③사료내용)

(4) 내용량

(5) 소비기한또는품질보증기한

(6) 생산자성명또는명칭및주소

3) 지계육의 일본농림규격 개요

지계육의일본농림규격(통칭특정JAS가1999년

7월21일부터시행)

용 어

재 래 종

평사 사육

방 사

재래종유
래 혈액백

분율

정 의

명치(明治)시대까지 국내에서 성립하거나 또
는도입정착된것으로서별표에게시된닭의
품종을말한다.
계사내또는옥외에서닭이바닥이나지면을
자유스럽게운동을할수있게사육하는방법
을말한다.
평사중하루종일옥외에서사육하는방법을
말한다.
재래종을100%, 재래종이아닌것이0%인것
으로서, 교배한품종에있어서는양친의것은
각각재래종유래혈액백분율의1/2의값을합
한것을말한다.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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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계육의 일본농림규격 개정안에 대한
의견ㆍ정보의 모집결과

1) 의견·정보 모집 문서

2005년7월29일

농림수산성

지계육의일본규격의개정에앞서2005년1월7

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기간, 그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을 통하여 널

리 국민 등으로부터의 의견·정보를 모집하는 파

브릭·컴멘드수속을실시하 다.

그결과, 모집기간사이에당해개정안에대하여

5건의 의견이 제안되었며, 제출된 의견의 일부에

대하여는개정안에반 하 을뿐만아니라규격

개정을하 다.

또제출된의견·정보는농림수상성소비·안전

국·규격과, 지방농정국(표시·규격과), 독립행정

법인농림수산소비센타에서열람이된다.

8. 맺는말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재래 닭의

품종보존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석학들을 한자리

에모여각나라의재래닭의보존과이용현황에

대한국제심포지엄을통해서발표된것을정리하

여우리나라재래닭의현위치를파악하고나아

가앞으로의한국토종닭의품종보존과이용을위

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삼기위해

서심포지엄에서발표된것을중심으로정리하고

심포지엄에서파악하고싶었던부족부분을발표

한 연자로 하여금 자료를 추가로 제공받아 여기

에게재하 다.

저자는 단순한 정통닭고기요리 식자재의 공급

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

여이나라에서살고있는한민족의얼을되찾는

차원에서 한국의 재래 닭의 보존과 이용되기를

바라며 가금학을 전공하는 학계나 연구 분야, 나

아가서는 생산산업분야 및 정부와 연관 단체에

종사하는 모두가 구국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

를소망하며이작은 이한국재래닭의보존과

활기찬 이용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구 분

병 아 리

사육기간

사육방법

사육 도

기 준

재래종유래 혈액백분율이 50%이상의 것으로서

출생의 증명 (재래종으로부터의 계보, 재래종유

래혈액백분율및부화일의증명을말한다.)이되

는것을사용해야한다.

부화일부터80일간이상사육한것

28일령이후평사에서사육하여야한다.

28일이후1㎡당10수이하로사육하여야한다.

< 지계육의 생산방법에 따른 기준 >

구 분

표시사항

기 준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①품명
②교배조합
③사육기간
④사육방법
⑤내용량
⑥소비기한
⑦보존방법
⑧생산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 지계육의 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 >

會津地鷄, 伊勢地鷄, 岩手地鷄, 인끼-계, 烏骨鷄, 에꼬구,
橫斑프리마스록, 沖繩히게地鷄. 長尾鷄. 河內奴鷄, 간鷄,
岐皐地鷄. 熊本種, 久蓮子鷄, 黑柏鷄, 고찡, 聲良鷄, 佐渡히
게地鷄, 地頭鷄, 芝鷄, 軍鷄, 小國鷄, 矮鷄, 東天紅鷄, 蜀鷄,
土佐九斤, 土佐地鷄, 對馬地鷄,名古屋種, 比內鷄, 三河種,
哀曳矮鷄, 哀曳鷄, 宮地鷄, 로드아이렌드

< 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