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 홀로 남겨진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전공을 곱씹으며 두뇌를 풀가동하고, 그 결과 인류의 농업 역사가 화성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그가 재배하는 작물은 바로 감자다.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쑥쑥 자랐던 감자는, 화성에서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너무나 익숙한 감자,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글 이영경 

악마의 열매에서 
영혼의 작물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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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SA는 2030년 화성의 유인 착륙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영화 ‘마션’을 보면 NASA에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9가지 기술이 등장한다. 거주지 모듈, 식물재배, 물의 환원, 산소 공급, 화성 우주복, 

화성탐사차량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식물재배와 물의 재활용이다.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와트니는 온실을 만든 후 흙, 배설물 등을 이용해 감자를 키운다. 화성에서의 첫 감자다.

실제로 지구에서 감자가 경작된 것은 남미 원주민들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식물

학자인 헥터 플로어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감자의 원산지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페루 남부와 볼리비아 북

동부 지역 사이라고 한다. 티티카카 호수(Lake Titicaca) 주변에서 기원전 400년경 감자를 재배한 흔적이 발견

되었다. 1532년 금을 찾아 신세계로 진출한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이 페루에서 감자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고, 

감자가 스페인으로 전해진 것은 1570년경이다. 금은보화와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간 감자는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소개되었으며 영국에 전파된 시기는 16세기 말, 아일랜드에는 17세기 말경이다. 18세기 말에는 

독일과 영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되었다.

처음부터 감자가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다. ‘성서에 없는 작물’이라는 이유로 금기시되었다. 표면이 거칠고 홈이 

나 있으며 모양이 불규칙한 감자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대단한 성장력을 보여 불경스럽고 위험한 작물로 

여겨졌다. 심지어 사람들은 ‘악마의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악마의 열매로 여겨졌던 감자는 18세기 중요

한 식량작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국의 수탈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의 농민들에게 쉽게 자라고 생산량도 월등

히 많은 감자는 그야말로 축복이었다. 감자를 들여온 뒤 아일랜드의 인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지배했던 감자

영화 [마션 (The Martian, 2015)]의 주인공 와트니가 화성 기지안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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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감자에만 의존했는데, 감자 역병이 돌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이주하며 인구의 25 % 가량이 사라지게 되었다.

감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불과 18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감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 순조 24년인 1824년경

이다. 강원도에는 이보다 늦은 1847년(헌종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특히 평야보다 산이 

많아 밭농사가 발달한 강원도에서는 쌀을 대신하여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삶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이 되어왔다. 

밀레 그림의 비밀과 
‘감자 기네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

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이다. 농부의 일상이 그대로 표현돼 있는 고흐의 그림 ‘감자먹는 

사람들’에는 농민의 애환이 담겨 있다. 당시 고흐는 밀레처럼 농촌을 담는 ‘농민 화가’가 되고 싶었다. 밀레의 

그림 중 잘 알려진 ‘만종(The Angelus)’에도 감자가 등장한다. 

만종(The Angelus, 1857~1859) | 장 프랑수아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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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게 물들자 하루 일을 끝낸 부부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뒷이야기가 있다. 

부부는 지독한 배고픔을 참고 겨울을 지낸 후 씨감자를 심고 봄이 오기를 기다

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아기는 영양실조로 죽어버렸다. 죽은 아기를 위해 마

지막으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것이다. 그림을 보게 

된 밀레의 친구가 큰 우려를 보이며 만류했고, 밀레는 아기 대신 감자바구니를 그려 넣어 삶 가운데에서 일어

나는 노동과 경건 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완성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살바도르 달리는 알 수 없는 불안

감에 시달렸다. 억압된 성적 표현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땅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라 주장했

으며, 그 까닭을 알아내기 위해 글까지 썼다. 이후 루브르미술관이 자외선 투사작업을 통해 그 감자 자루가 

초벌 그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의 관처럼 보이는 상자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

인지, 아니면 구도를 잡기 위한 밑그림인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감자는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작물로, 재미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는 얼마일까. 1 kg에 500유로(약 80만 원)를 호가하는, 프랑스 누아르무티에(Noirmoutier) 섬에서 재배

한 감자다. 1년에 100톤 남짓 생산되는데, 근처 바다의 해초류만 비료로 주고 모든 수확작업은 수작업

으로 진행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자는 레바논의 농부가 재배한 11.3 kg의 감자가 차지했다. 또한, 2009년 

7월 뉴욕 시티필드 야구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감자칩 먹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2회 중간에 

33,756명의 관중이 입장 시에 제공받았던 23.2 g짜리 감자칩을 동시에 시식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감자먹는 사람들(The Potato Eaters, 1853) | 빈센트 반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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