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03분



2
3
3

목차

목차
귀농 성공사례

농촌이 희망 개미와 배짱이 초당옥수수



 > 귀농귀촌 귀농 성공사례

농촌이 희망 개미와 배짱이 초당옥수수
2021.07.22 조회수 425 등록자이명신

여름 제철 음식 중 하나인 ‘옥수수’가 별미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초당옥수수’는 당도가 과일만큼 높고 입맛과 더위 모두를 잡는

제철 여름 간식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맛과 향이 진하기 때문에 설탕 없이 찐 옥수수만 먹어도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옥수수 샐러드나 수프, 주스,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한끼 대용이나 간식, 캠핑 요리로도 안성맞춤이다.

나주에서 꾸준한 연구를 통한 차별화된 ‘초당옥수수’를 재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화제다. 

지난 2014년 귀농한 김경식 개미와배짱이 농장 대표는 ‘초당옥수수’를 기반으로 활발한 농업경영을 펼치고 있다.

◇순탄치 않은 귀농생활…꾸준한 연구 결실

김경식 대표는 귀농과 동시 옥수수 작물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옥수수는 85~100일 여름을 대표하는 작물이다. 

봄에 가까운 시기에 파종하면 100일, 여름에 가까운 시기에 파종하면 85일 수확이 가능하다. 

같은 밭이지만 파종시기를 달리하면 수확시기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수확은 적산온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김 대표의 귀농생활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야심차게 시작한 옥수수 농사는 제대로된 농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작하면서 소득이 원만하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은 김대표. 그는 귀농 3년차 초당옥수수를 주 소득작물 품목으로 선정하고 꾸준히 연구·공부를 시작했다.

수확 시기별 가격구조, 소비자가 선호하는 옥수수 품종, 조기재배 기술 등을 파악해 현장에 접목시켰다.

김경식 대표는 지난 2018년 농업경영인에 선정됐고, 앞서 2017년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농업기술 큐레이션 서비스 분야에 주력 품목인 옥수수 재배기술 및 현장 맞춤형 스마트 농업기술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김경식 대표는 “올해는 1만5천평에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며 “나주 옥수수생산자연구회를 기반으로 

초당옥수수를 재배를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면역력 UP ‘엘로우 푸드’
과일처럼 생으로도 먹는 초당옥수수는 천연당이 많은 초감미종 옥수수로 일반 찰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2~3배 이상 높고,

수박이나 멜론과 당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16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지녔다.

열량은 찰옥수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반면 섬유질과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효과가 뛰어난 

웰빙식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비타민 B도 풍부해 여름철 무기력증을 이기는데 효과가 크다. 

노화를 예방하는 폴리페놀과 비타민A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엘로우푸드’로 잘 알려져 있다. 옥수수 수염 역시 이뇨 작용을 해 옥수수 수염차로 마시면 신장질환, 부종, 당뇨개선, 변비 예방에

도 탁월하다.

◇초당옥수수는 현재 가공과 함께 사계절 유통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경영체·조직체 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농가 경

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소농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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