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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햇밀이 익었습니다.  

갓 수확한 신선한 밀에는 각기 다른 땅과 

농부, 씨앗과 자연환경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맛과 향기가 납니다.  

덕분에 햇밀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풍요로운 맛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올해도 시장을 엽니다. 

벌써 다섯 번째 입니다. 

밀 농부와 밀 작업자, 작은 제분소와 밀을 

사랑하는 손님들이 함께

이 땅에서 자라는 밀을 응원하는 시장,

햇밀장에 함께 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르쉐 햇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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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 햇밀장 05 _ 프로그램 2020 햇밀상점

햇밀장이 끝나도 햇밀의 맛을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이어갑니다. 지역의 카페들이 작은 밀 농가들과 

함께 각자의 공간에서 올해의 밀로 만드는 빵과 

햇밀이야기를 담아 상점을 엽니다. 

열다섯 농가와 스무 팀의 작업자가 함께 다섯 번째 햇밀장을 

준비했습니다. 생산자와 작업자 못지않게 중요한 제분과 

제분소 이야기를 ‘햇밀 전시’에, 햇밀의 미래를 그리는 

베이커들과의 대화를 ‘햇밀 토크’에 담았습니다. 

햇밀장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자리인 ‘햇밀 대화 

모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밀농사와 밀작업에 대해 고민합니다.

카페 어니언은 수준 높은 스페셜티 커피와 

베이커리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16년 성수점을 시작으로 2018년 

미아점, 2019년 안국점을 열었습니다.

어니언
서울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잔 한잔의 커피를 통해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물론 커피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길 희망하며 커피를 나눕니다. 

모모스
부산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스페셜티 

커피브랜드입니다. 단순히 커피 1세대 브랜드로만 

남아있지 않고 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도모하는 

스페셜티 커피기업입니다. 대구의 3개 직영점이 

햇밀상점에 함께 합니다. 

커피명가
대구

Talk 1

농부가 된 베이커, 베이커가 된 농부 

그랑께롱 선강래, 제주밀팡 이명은

Talk 2

로컬빵집을 열어가는 베이커

브레드메밀 최효주, 목월빵집 장종근

햇밀 토크

Talk 1 _ 13:00

Talk 2 _ 14:00

1. 밀의 현재, 그리고 미래 

 국립식량과학원 _ 밀연구팀

2. 지역제빵공장에서 꾸는 밀의 미래

 더벨로 _ 반영재 대표

3. 우리밀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더베이킹랩 _ 이성규 대표

4. 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분소의 도전 

 대성팜 _ 신도현 대표

5. 밀전업농가를 꿈꾸는 농부의 밀농사 이야기

 농사짓는 목수 _ 임태희 농부 

6. 지역빵집이 바라는 우리밀 

 벨팡 _ 주자경 베이커

햇밀 대화 모임

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화모임

15:00 ~17:00

농부와 밀, 작업자를 잇는 제분소 햇밀 전시 

11: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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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종류

검은밀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이나 유래를 

확인하기 어렵다. 괴산의 농사짓는 목수는 

장흥 농가에서 씨앗을 얻어 몇 해째 이어가고 

있다. 키가 크고 줄기와 잎의 색이 검정빛을 

띠어 더 짙게 느껴진다. 

익어갈 때는 짙은 구릿빛을 띠고 수확한 

낟곡은 보라색을 띤다. 추위에 약하고 

만생종이라 이모작이 어렵고 장마에 피해가 

있어 조금 더 일찍 수확가능한 아리흑밀 

품종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다. 

금강밀

레드파이프

그루밀과 관동 75호 교배로 얻어진 

F1과 은파밀을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1997년부터 보급되었다. 낟알이 하얀 

백립계 경질밀로 익는 시기가 빠르며 밀가루 

수율이 높고 제면과 제빵에 모두 우수하다. 

생육재생기가 매우 빨라 이른 봄의 냉해를 

주의해야 한다. 산간고랭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 가능하며 동해안 지방은 봄파종을 

권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의 

80% 정도가 금강밀로 추정된다. 

캐나다 농부인 데이비드 파이프David Fife가 

1842년부터 기르기 시작한 밀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레드파이프라고 이름을 붙였다. 

19세기 후반, 캐나다 전역에 보급되었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밀은 

레드파이프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이라 할 수 

있다. 3개의 작은 까락이 특징이며, 토양에 

따라 0.9m에서 1.5m까지 키가 자란다. 제분이 

수월하고 제빵용 밀가루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백강밀 2005년 탑동밀과 클래식Klasic 품종을 

교배하여 만들어진 품종이다. 성장속도는 

금강밀과 유사하며 백색계통의 알곡은 

입자가 크고 많이 달린다. 붉은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다. 제빵성이 좋고 

부드러운 성질로  가공에 용이하다. 추위에 

약하므로 적기파종이 중요하고 수발아에서는 

조경밀보다는 강하나 장마전 제때에 수확해야 

한다. 금강밀과 조경밀을 대체하는 밀로 

보급되고 있다. 

재배농가

농사짓는 목수(괴산)

딩켈언덕(홍성)

재배농가

고진두농가 _ 버들방앗간(공주) 

김봉열농가 _ 그랑께롱(고흥)

농사짓는 목수(괴산)

밀과노닐다(안동)

생명이 움트는 숲(보성)

순영농장(구례)

재배농가

밀과노닐다(안동)

성한농산(사천)

재배농가

농사짓는 목수(괴산)

목월빵집(구례)

뺑드빱바(순창)

재배농가

농사짓는 목수(괴산) 

버들방앗간(공주)

스펠트
딩켈

스펠트Spelt는 인기 있고 흔한 고대밀 중 

하나이다.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밀로 중부 유럽과 북부 스페인 

지역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릿빛을 

띠는게 특징이며 현대 밀에 비해 신축성과 

탄성이 떨어지나, 글루텐 성분을 충분하게 

함유하고 있어 제빵성이 무난하다. 미네랄이 

많고 소화가 용이한 연질밀로 대사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어권에서는 딩켈Dinkel로 불린다.  

아리흑밀 국내에서 개발된 첫 유색밀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이 육종했으며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건강 기능 성분이 많고 일반 밀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10배나 높은 밀이다. 

혼입 방지를 위해 식량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제품생산자와 계약한 농가만 재배 가능하다. 

피자도우, 제빵, 국수 등으로 제품화가 

시도되고 있다. 

재배농가

부지런한 농부(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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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종류

조경밀 1995년 영남 농업연구소에서 세리Seri82와 

금강밀을 교배하여 육종한 품종으로 

2004년 보급종이 되었다. 알곡의 색이 백색인 

백립계의 경질밀로 제분 수율이 높고 제빵성이 

우수한 밀이다. 출수 및 수확일도 금강밀보다 

조금 빠른 편이라 논 재배에 유리하다. 

봄가을 모두 파종이 가능하나 추위에 약하므로 

적기파종이 중요하고 동해안지역은 봄파종을 

권장한다. 

오프리밀

앉은뱅이밀
 빨간밀, 붉은밀

호라산밀
카무트

참밀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밀가루 알레르기와 

소화장애 유발물질인 글루텐을 제거한 

품종으로 개발했다. ‘오프리O-free’는 국내 

품종인 ‘금강’과 ‘올그루’의 인공교배로 

탄생했다. 알곡이 붉은 빛을 띠는 적립계이며 

금강밀보다 키가 작다. 빵과 과자를 만드는 

가공적성 실험에서도 일반 밀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리밀은 

농진청과 협약을 맺은 제품생산자와 계약한 

농가만 재배 가능하다. 

남해안 지역에서 이어오는 토종밀의 한 

종류다. 일본 농학자들이 이 밀의 유전자를 

활용하여 농림10호를 만들었고, 미국의 

노먼블로거가 농림10호를 활용하여 

소노라64호를 육종, 보급하여 인류의 

식량증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197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며, 붉은색을 띠는 낟알은 작고 찰기가 

있다. 2013년 국제슬로푸드협회의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의 호라산Khorasan은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은 1940년대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종자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1977년 몬태나 주에서 

카무트Kamut라는 브랜드로 상업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 낟알이 크고 무거우며 황금빛을 

띠고 있고, 영양소가 풍부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슈퍼 곡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 이영동 농부님이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남도 참밀로 토종밀의 한 

종류이다. 서양밀에 비해서는 키가 작지만, 

앉은뱅이밀보다는 키가 크다. 익어가면서 

밀대와 이삭이 모두 짙은 붉은 갈색을 띤다. 

까락이 많고 낟곡의 형태가 둥글고 작다. 

밀가루를 만들었을 때 달큰한 풍미가 있다. 

올해는 버들방앗간 황진웅 농부가 봉화 

불유구 농부의 씨앗을 이어받아 작은 밭에서 

종자밀을 얻었다.

재배농가

김철민 농가(동해)

성한농산(사천)

제주밀팡(서귀포)

재배농가

농사짓는 목수(괴산)

더불어농장(논산)

버들방앗간(공주)

봄이네 살림(하동)

순영농장(구례) 

지리산베리(구례) 

토지농원(하동) 

재배농가

버들방앗간(공주)

재배농가

국립식량과학원 

재배농가

부지런한 농부(고흥)

호밀 
곡우호밀 

대곡그린호밀

호밀은 영하 25도에서도 살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1995년에 육종된 

곡우호밀과 곡우호밀의 염색체를 배가시켜 

2016년 만들어진 대곡그린호밀이 대표적이다. 

곡우호밀은 꽃이 피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이며 

낟곡이 많이 달린다. 대곡그린호밀은 잎이 

크고 두텁고 알곡이 크고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다. 호밀은 원래 오랑캐의 밀이란 뜻으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밀로 만든 장의 원료로 

쓰는 식문화가 내려오고 있다.

재배농가

농사짓는 목수(괴산)

반유성 농가(음성) 

부지런한 농부(고흥)

목월빵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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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께롱 

선강래, 김혜진

전남 _ 장흥

facebook@

농부의 빵집 그랑께롱

전남 장흥에서 밀과 메밀을 기르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빵을 만듭니다. 

베이커이기도 한 선강래 농부는 홍성 장구지 

선생님의 스위스밀을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빵에 필요한 금강밀은 이웃 

농부의 도움을 받아 유기인증 논에서 이모작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1

금강밀 파종일 2019. 11. 5 ~ 10. 제분일 2020. 7. 20.

파종지 전남 장흥 용산 수확일 2020. 6. 10. 제분소 대성팜, 

오가그레인

스위스밀 파종일 2019. 11. 1. 제분일 -

파종지 전남 장흥 용산 수확일 2020. 6. 23. 제분소 -



햇밀 농가 2

조경밀 파종일 2020. 2. 20. 제분일 -

파종지 강원 동해 약천 수확일 2020. 6. 29. 제분소 자가제분

16 17

김철민 농가 

김철민

강원 _ 동해

kchm3636@naver.com

동해시에서 21년째 유기인증 방식으로 밀을 

기르고 있는 농가입니다. 3년째 이어가는 

조경밀은 추위를 피해 2월에 파종하고 

있습니다. 동해 유일의 정미소를 겸하고 있고, 

작은 분쇄기를 이용해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천천히 말려야 맛있다는 

생각으로 낮은 온도로 건조합니다.



햇밀 농가 3

검은밀 파종일 2019. 10. 16. 제분일 2020. 7. 14.

파종지 충북 괴산 사오랑이 수확일 2020. 6. 23.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레드파이프 파종일 2019. 10. 16. 제분일 2020. 7. 14.

파종지 충북 괴산 사오랑이 수확일 2020. 6. 22.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스펠트 딩켈 파종일 2019. 10. 16. 제분일 -

파종지 충북 괴산 사오랑이 수확일 2020. 6. 28. 제분소 한밀제분 

앉은뱅이밀 파종일 2019. 10. 14 ~ 15. 제분일 2020. 7. 10.

파종지 충북 괴산 사오랑이 수확일 2020. 6. 21~ 22.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호밀 곡우, 대곡그린 파종일 2019. 10. 15 경 제분일 2020. 7. 9.

파종지 충북 괴산 사오랑이 수확일 2020. 6. 23.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18 19

농사짓는 
목수 

임태희, 김수정

충북 _ 괴산

blog.naver.com/delpx

괴산 산골마을에서 9년째 유기방식으로 

다양한 밀을 재배합니다. 올해는 2월 파종 

방식으로 금강밀을 생산했습니다. 최대한 

산골마을 자연바람에 말리려 하는데 장마와 

겹칠 때는 일부 밀을 이웃의 건조기를 

빌려 말립니다. 대부분의 밀은 ‘지리산 

우리밀’에서 제분하고 있습니다. 소울브레드와 

두두베이커리, 레헴이 이 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4

새금강밀 파종일 2019. 11. 8. 제분일 2020. 7. 9.

파종지 충남 논산 상월면 수확일 2020. 6. 20. 제분소 대성팜

앉은뱅이밀 파종일 2019. 11. 8. 제분일 2020. 7. 3.

파종지 충남 논산 상월면 수확일 2020. 6. 20. 제분소 대성팜

20 21

더불어농원 

권태옥, 신두철

충남 _ 논산

tlsencjf4248.blog.me

탄소 중립 농장에서 4년째 앉은뱅이밀을 

유기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새금강밀을 

길렀습니다. 좋은 밀 생산을 위해서는 

배수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겨와 미생물들을 잘 발효시켜 논에 거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브레드메밀이 지속적으로 

이 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5

스펠트 딩켈 파종일 2019. 10. 19. 제분일 -

파종지 충남 홍성 수확일 2020. 6. 29. 제분소 자가제분

22 23

딩켈언덕 

장구지

충남 _ 홍성

rozzenkamp@

naver.com

홍성 홍동의 나즈막한 언덕에서 

생명역동농법을 지향하며 발도로프학교 

학생들과 함께 4년째 스펠트를 길러가는 

작은 농장입니다. 

마을과 학교의 미래세대에게 좋은 밀로 

만든 먹거리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데메타인증(생명역동농법 인증)을 받는 

농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6

금강밀 파종일 2019. 10. 28 ~ 29. 제분일 -

파종지 경북 안동 수확일 2020. 7. 2 ~ 4. 제분소 자가제분

백강밀 파종일 2019. 10. 25 ~ 27. 제분일 -

파종지 경북 안동 수확일 2020. 6. 27 ~ 28. 제분소 자가제분

24 25

밀과노닐다 

박성호

경북 _ 안동

instagram@

jinmack.soju

안동의 산골마을에서 20년째 우리밀을 

친환경방식으로 길러왔고 올해는 백강밀, 

금강밀을 재배합니다. 밀의 쓰임을 찾기위해 

노력하며 직접제분, 제빵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조리서 수운잡방에 나오는 진맥 

소주를 직접 기른 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7

곡우호밀 파종일 2019. 10. 22 ~ 23. 제분일 -

파종지 충북 음성 원난면 수확일 2020. 6. 23 ~ 25. 제분소 -

26 27

반유성 농가 

반유성, 반영재

충북 _ 음성

instagram@

thevelofactory

음성에서 호밀만 계속 길러 왔습니다. 

매년 재배면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으며 

곡우호밀 품종을 기릅니다. 더벨로, 벨팡, 

레헴 등이 이 호밀을 사용하여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이력과 수분함량을 표시하여 

저온 보관하며, 통곡으로만 유통하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8

스펠트 딩켈 파종일 2019. 10. 15 ~ 20. 제분일 -

파종지 충남 공주 계룡면 

충남 공주 상왕동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수확일 2020. 7. 9. 제분소 자가제분

앉은뱅이밀 파종일 2019. 10. 14 ~17. 제분일 2020. 7. 1.

파종지 충남 공주 계룡면 수확일 2020. 6. 16. 제분소 대성팜

참밀 파종일 2019. 10. 15. 제분일 -

파종지 충남 공주 계룡면

세종시 전동면

수확일 2020. 6. 12. 제분소 자가제분

28 29

버들방앗간 

황진웅

충남 _ 공주

facebook@

농부의 씨앗

6년째 공주에서 밀농사를 지으며 토종농가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밭에서 앉은뱅이밀과 참밀 

그리고 스펠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레드파이프와 보르도레드 등의 다양한 국내외 

원종밀 씨앗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9

앉은뱅이밀 빨간밀, 붉은밀 파종일 2019. 11. 7. 제분일 2020. 6. 17.

파종지 경남 하동 악양 수확일 2020. 6. 16. 제분소 나룻터방앗간

30 31

봄이네 
살림 

전광진

경남 _ 하동

haeumj.tistory.com

하동 악양에서 마을 할머니들의 앉은뱅이밀을 

이어갑니다. 벼와 이모작으로 밀단과 부엽토를 

넣어 유기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수확한 

밀을 마을 방앗간에서 제분하여 소량으로 

판매합니다. 



햇밀 농가 10

대곡그린호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

파종지 전남 고흥 수확일 2020. 6. 20. 제분소 -

백찰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

파종지 전남 고흥 수확일 2020. 6. 1 ~ 2. 제분소 -

씨드그린호밀 파종일 2019. 11. 15 ~ 30. 제분일 -

파종지 전남 고흥 수확일 2020. 6. 20. 제분소 -

아리흑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

파종지 전남 고흥 수확일 2020. 6. 10. 제분소 대성팜

호라산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

파종지 전남 고흥 수확일 2020. 6. 21 ~ 22. 제분소 -

32 33

부지런한 
농부 

정민준

전남 _ 고흥

instagram@

nongbustore

고흥의 해창지역 너른 벌에서 부모님과 함께 

20만 평에서 곡식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 종류의 밀과 기능성 곡물류를 다양하게 

경작합니다. 콤바인과 글라스 콤바인 등의 

장비, 건조설비와 저온 창고를 갖추고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해 가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11

백강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2020. 7. 24.

파종지 경남 사천 수확일 2020. 6. 8 ~ 17.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조경밀 파종일 2019. 11월 중순 제분일 2020. 7. 24.

파종지 경남 사천 수확일 2020. 6. 8 ~ 17.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34 35

성한농산 

박성한

경남 _ 사천

psh8857@yahoo.co.kr

올해는 백강밀을 대규모로 길렀습니다. 충분한 

부숙퇴비, 생산 규모 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기르면서 밀과 각종 보리류도 재배합니다. 

농기계 회사에 다니다 1997년 귀촌한 박성한 

농부가 밀농사에 주목한 이유는 겨울 작기라 

농약사용이 적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오메가5 글리아딘 성분이 수입밀에 비해 

20 ~ 30% 낮으며 풍미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천지역 밀 작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햇밀 농가 12

금강밀 파종일 2019. 12. 3. 제분일 2020. 7. 20.

파종지 전남 보성 회천면 수확일 2020. 6. 19. 제분소 대성팜

호밀 파종일 2019. 12. 3. 제분일 -

파종지 전남 보성 율어면 수확일 2020. 7. 17. 제분소 -

36 37

생명이 
움트는 숲 

유형수

전남 _ 보성

instagram@macfwr

밀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재배 밀을 생산하고, 밀누룩을 만듭니다. 

무투입 방식으로 자연에 가깝게 재배합니다. 

전남 보성 회천에서 금강밀과 다마금 벼를 

이모작하고 산 위의 밭인 율어면에 400평 

호밀을 키웁니다.



햇밀 농가 13

앉은뱅이밀 파종일 2019. 11. 11. 제분일 2020. 6. 24.

파종지 전남 구례 마산면 수확일 2020. 6. 9. 제분소 지리산 우리밀 

38 39

지리산베리 

조현덕

전남 _ 구례

instagram@

jirisanberry

전남 구례 광의지역에서 토종 앉은뱅이밀을 

무농약으로 이어가며 블랙커런트 등의 

베리류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유기방식으로 

논에서 이모작하는 밀을 지리산 우리밀에서 

제분하여 ‘우리밀 베이커리 해밀’과 평택의 

‘다린케이의 빵식탁’에서 사용합니다. 



햇밀 농가 14

조경밀 파종일 2019. 10. 28. 제분일 -

파종지 제주 서귀포 수확일 2020. 6. 9. 제분소 자가제분

40 41

제주밀팡 

이명은

제주 _ 서귀포

instagram@

jejumealpain

제주 서귀포지역에서 빵집을 준비하면서 

올해 처음 지역의 농부들과 조경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역의 메밀방앗간에서 정선하고 

가정용 소형 제분기를 통해 제분하여 직판할 

예정입니다. 



햇밀 농가 15

앉은뱅이밀 파종일 2019. 11. 5. 제분일 -

파종지 경남 하동 악양면 수확일 2020. 6. 13. 제분소 금곡정미소

42 43

토지농원 

강영수

경남 _ 하동

tojifarm@naver.com

하동 악양에서 20여 년간 앉은뱅이 밀을 

길러왔습니다. 진주 금곡정미소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종자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앉은뱅이밀의 혼입을 줄이는 것에 각별하게 

유의하여 생산하고 벼와 이모작하고 있습니다. 



44 45



46 47

금곡정미소  

백관실

경남 _ 진주

goldvalleymill.com

제분소 1

1917년 조부 백용안 옹이 경남 고성에 

설립했습니다. 1964년에는 부친이신 백정유 

옹이 진주시 금곡면으로 정미소를 옮겼으며 

현재는 3대인 백관실 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농가들의 밀방아 

보리방아를 도맡아 오면서 지역의 재래종 

밀의 하나인 진주 토종 앉은뱅이 밀을 ‘맛의 

방주’에 등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00여년 

전부터 사용해 온 방식 그대로 재래식 금속 

맷돌 제분을 하고 있습니다. 앉은뱅이밀을 

계약재배로 생산하고 앉은뱅이 밀가루, 국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분방식

건식 금속 맷돌 제분

생산품

앉은뱅이 우리밀 국수 

앉은뱅이밀 백밀가루 

앉은뱅이밀 통밀가루 

앉은뱅이밀 밀기울 

앉은뱅이밀 통곡



48 49

제분방식

습식 롤 제분

백밀140메쉬

생산품

농협 우리밀 백밀가루

농협 우리밀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통밀가루

농협 우리밀 통밀가루

농협 우리밀 통밀쌀 

대성팜

신도현

전북 _ 완주

dsf305@daum.net

제분소 2

1991년부터 구례의 우리밀 공장에서 제분일을 

배운 신도현 대표가 1999년 완주에 설립한 

소규모 제분 공장입니다. 

밀에 수분을 더하는 템퍼링 과정을 거치는 

롤제분 방식입니다. 연간 800톤 정도의 

우리밀과 보리를 OEM방식으로 제분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수매해서 직접 판매하는 

우리밀가루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이외에도 

버들방앗간, 더불어농장, 순영농장 등의 

농가밀을 제분도 맡고 있습니다.



50 51

제분방식

건식 맷돌 제분

백밀 120메쉬

통밀 60메쉬

생산품

우리밀 맷돌 강력밀가루 

우리밀 맷돌 통밀가루 

앉은뱅이밀가루  

 ＊ 주문생산방식으로 다양한 밀제분

오가그레인  

우기성

인천 _ 강화

cookbbang.co.kr

제분소 3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보다 온전한 

밀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 설비를 제작한 

맷돌 제분소입니다. 최근 지름 120cm의 

현무암 대형맷돌을 추가 제작하여 생산역량이 

커졌습니다. 2014년 강화에 터를 잡은 이후 

계약재배 방식으로 금강밀과 앉은뱅이밀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밀은 

강화의 로컬빵집에 공급됩니다. 밀 분석설비를 

제대로 갖추어 다양한 밀에 다양한 쓰임을 

찾아주고 싶은 우기성 대표는 현재 새로운 

공장설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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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방식

건식 핀밀 제분

건식 금속 맷돌 제분

백밀 150메쉬

통밀 90메쉬

생산품

산아래 토종우리밀가루 금강통밀 

산아래 토종우리밀가루 금강백밀 

초강력분 함양 조경밀 통밀 

초강력분 함양 조경밀 백밀 

앉은뱅이 통밀가루 

앉은뱅이 백밀가루  

지리산
우리밀

김경태

경남 _ 함양

jirisanare.com

제분소 4

1996년 작은 동네방앗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자 김길동님이 2009년 함양군 지곡면에 

옮겨와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는 

아들 김경태님이 제분소를 운영합니다. 연간 

250톤 정도의 우리가루를 핀밀제분방식으로 

생산하며, 찰기가 많은 앉은뱅이밀 제분을 

위한 금속 맷돌 제분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산아래우리밀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의 금강밀, 앉은뱅이밀, 

조경밀 등을 밀가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목수네, 성한농장 등의 소규모 

밀농가들의 밀을 오랫동안 제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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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밀 작업자 

더벨로

반영재, 박민우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길 

21, 1층 

www.thevelo.co.kr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에 

충실한 빵을 만듭니다. 발효 시간을 늘려 

소화하기 쉬운 건강한 빵을 추구하며, 

믿음직한 농부의 개성 있는 밀로 빵을 만드는 

실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음성 호밀빵 반유성 농가 호밀 

고흥 검은밀빵 부지런한 농부 검은밀

공주 참밀빵 버들방앗간 참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캉파뉴 그랑께롱 스위스밀

매생이빵 김복렬농부 금강밀

견과류빵 김복렬농부 금강밀

그랑께롱

선강래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읍 

용안로 409-71

facebook@ 

농부의 빵집 그랑께롱

전남 장흥에서 밀과 메밀을 기르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빵을 만듭니다. 베이커이기도 

한 선강래 농부는 홍성 장구지 선생님의 

스위스밀을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빵에 필요한 금강밀은 이웃 농부의 도움을 

받아 농가의 유기인증 논에서 이모작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앉은뱅이 통밀 스콘 _ 

감자, 크렌베리, 모카, 말차 

버들방앗간 앉은뱅이밀

통밀 당근 파운드 버들방앗간 앉은뱅이밀

앉은뱅이 레몬마들렌 지리산베리 앉은뱅이밀

로푸드팜

송재덕, 고자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길 10, 2층

rawfoodfarm.co.kr

로푸드팜은 로푸드raw food 생채식 레시피를 

개발하여 비건음식 문화을 가르치는 전문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통밀 100%를 사용한 

비건베이킹을 연구합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통밀 퀴시 그랑께롱

부지런한 농부

금강 백밀 70%

아리흑밀 통곡 30%

앉은뱅이 퀴시 지리산베리 앉은뱅이 백밀

꼭시넬

김수

blog.naver.com/sutable

요리하는 꼭시넬은 햇밀과 농부님들의 건강한 

식재료와 직접 키운 텃밭 채소로 속을 채운 

크레페와 샐러드를 만듭니다. 무당벌레라는 

이름처럼 농사에 이로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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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밀 작업자 

목월빵집

장종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85 

instagram@mogwolbread

자가재배하는 검은밀과 호밀, 구례지역밀 

그리고 구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로컬식재료로 식사용 빵을 굽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상생과 순환, 우리밀 빵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모티브로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구례밀 빵투어를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목월빵집을 준비 중입니다.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아버지흑밀빵 목월빵집 검은밀

아버지호밀빵 목월빵집 검은밀

앉은뱅이 통밀빵 금곡정미소 앉은뱅이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캉파뉴 버들방앗간

부지런한 농부

그랑께롱 

앉은뱅이 통밀 40%

호밀 10%

금강밀 50%

아리흑밀 통밀빵 부지런한 농부

그랑께롱

아리흑밀 60%

금강밀 40%

베이커리
빵과장미

서수민

광주 광산구 상도산길 54 

instagram@ 

bakery_breadnrose

베이커리 빵과장미는 “모든 이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도”라는 여성의 날 슬로건을 

마음에 담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빵을 굽습니다. 땅을 살리는 생태적 

빵집을 꿈꾸며 제로웨이스트, 비건 문화를 

지향합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통밀 스콘 제주밀팡 조경밀

모모스커피

전주연

부산시 금정구 

오시게로 20

www.momos.co.kr

매일 더 특별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잔 한잔의 커피를 통해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물론 커피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부와의 

관계를 담는 스페셜티 커피처럼 모모스 빵에도 

농부의 얼굴을 담고 싶습니다.

벨팡

주자경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32 

instagram@ 

bakery.belpan

강화도에서 우리밀, 호밀과 통밀을 직접 

제분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드는 우리밀 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70% 호밀빵 반유성 농가 / 오가그레인 호밀 70% / 금강밀 30% 

햇호밀빵 반유성 농가 / 버들방앗간 호밀 90% / 앉은뱅이통밀 10% 

햇통밀빵 반유성 농가 / 버들방앗간 호밀 30% / 앉은뱅이통밀 70%

60% 호밀빵 반유성 농가 / 오가그레인 호밀 60% / 금강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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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100% 통밀빵 청보리영농조합 금강밀

우리밀 호두파이 빵맥 고소밀

우리밀 쿠키 빵맥 고소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검은밀 식빵 뺑드빱바 검은밀

우리밀 캉파뉴 뺑드빱바

오가그레인

검은밀 20%

금강밀 80%

햇밀 작업자 

뺑드빱바

이호영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 지하 1층 

착한식당촌

lhybaker@hanmail.net

빵맥

장윤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1

smartstore.naver.

com/1000nuri

밤꽃 향기가 코를 찌르는 때에 첫 밀 수확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파종부터 재배, 

수확, 제분까지를 직접 해보며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검은밀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농사와 함께하는 

제빵사라는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금강밀, 

고소밀, 앉은뱅이밀을 키우며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의 특색을 담은 빵부터 캉파뉴 

사워도우까지 30여 종의 빵을 만듭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무염 · 무설탕 · 

비건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햇밀장에는 

지역밀을 이용한 맥주작업도 선보입니다.

브레드메밀

최효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시장2길 11  

breadmemil.com

강원도 평창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빵을 굽고 

있는 로컬베이커리입니다. 이맘때 햇밀로 구운 

빵 냄새는 일 년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밀을 키워주는 농부님과 빵을 

굽는 베이커는 계절의 냄새와 바람, 햇살이 

켜켜이 쌓여 같이 익어갑니다.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건과일 식빵 더불어농원 앉은뱅이밀

세가지 토종콩 캉파뉴 성한농산 백강밀

토종흰들깨 캉파뉴 성한농산 백강밀

토종벼 베이글 성한농산 백강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기본사워도우 오가그레인 금강 백밀 90% 

금강 통밀 10%

통밀 100% 사워도우 오가그레인 금강 통밀

건자두 호밀 50% 사워도우 오가그레인 

반유성 농가

금강 백밀 50%

호밀 50%

수더분

박희건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52 

공덕파크자이 202동 7호

instagram@suderboon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밀로 발효종을 

이용해 수더분하게 빵을 굽고 있습니다. 

우리밀로도 풍부한 향과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가그레인에서 받은 밀가루와 음성 반유성 

농부님 호밀을 직접 제분하여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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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밀 작업자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뤼스틱 버들방앗간 / 동주농장 앉은뱅이밀 / 금강밀

씨앗호밀빵 반유성 농가 호밀

순통밀빵 버들방앗간 / 동주농장 앉은뱅이밀 / 금강밀

스펠트 통밀빵 버들방앗간 스펠트

아쥬드블레

이인교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6, 1층

facebook@agedeble

버들방앗간 밀을 중심으로 빵을 굽습니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곡물 본연의 맛과 

풍미가 살아있는 빵을 굽고, 여기에 장시간 

자연 발효로 발효의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곡물을 기르시는 농부님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빵을 구워가고 

있습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파스타 생면  (No Vegan) 봄이네 살림 앉은뱅이밀

그리시니 (Vegan) 제주밀팡 조경밀

아까h

이현승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5길 43

instagram@ 

accah_accah

농부님들의 건강한 제철재료로 이탈리안 

전통요리를 만듭니다. 앉은뱅이밀과 지역밀로 

생면파스타를 연구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당을 그만두고, 작은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공주밤빵 성한농산 백강밀

괴산밀 사워도우 농사짓는 목수 앉은뱅이밀 / 스펠트

백강탕종식빵 성한농산 백강밀

어니언
브레드05

강원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9길 8 어니언 2층

instagram@cafe.onion

카페 어니언은 수준 높은 스페셜티 커피와 

베이커리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16년 성수점을 시작으로 

2018년 미아점, 2019년 안국점을 열었습니다. 

올해의 햇밀과 함께하는 경험을 카페 어니언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카밀로

김낙영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2-14

instagram@ 

centopercento_seoul

서교동에 위치한 첸토페르첸토와 

카밀로라자네리아라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철 

식재료와 농가로부터 직접 공수하는 재료를 

선호하며 특히 자가제면으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딸리아뗄레 생면 금곡정미소 앉은뱅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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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밀 작업자 

함께 
풍요롭게

조유상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74 

blog.naver.com/lit_flower

카카오다다

고유림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10길 

15 대림 1차 아파트 

상가동 102호

dada@cacaodada.com

충남 홍성에서 25년을 살면서 쌀과 밀 등을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가족농입니다. 

유기농을 오래 해 온 밭에서 밀을 키우고 

국수를 만듭니다. 키도 작고 수량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만큼 단단한 내공을 

가진 밀을 기릅니다.

카카오빈을 직접 로스팅하고 갈아서 

빈투바Beanto-Bar 초콜릿과 음료,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햇밀이 날 때면 

카카오닙스를 넣어 만드는 ‘햇닙 쿠키’를 

만듭니다. 올해의 햇밀은 어떤 맛과 향이 날지 

무척 기대됩니다.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밀가루 함께 풍요롭게 금강밀

국수 함께 풍요롭게 금강밀

칼국수 함께 풍요롭게 금강밀

제품명 농가명 주요 재료

햇밀 브라우니 버들방앗간 앉은뱅이밀

햇밀 카카오닙스 쿠키 버들방앗간 앉은뱅이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앉은뱅이 캉파뉴 농사짓는 목수 앉은뱅이밀

오프리 캉파뉴 국립식량과학원 오프리밀

제품명 농가명 밀 종류

누룩 찹쌀 막걸리빵 김철민 농가 조경밀

생바질 올리브빵 김철민 농가 조경밀

해남쑥 사워도우 김철민 농가 조경밀

호조
Hozho

박문식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예촌길 15-24

facebook@hozhodream

콩플레

오해원

서울 강동구 고덕동 642

facebook@haeweonOh

순창 농부의부엌에서 우리밀 빵과 요리를 

하다가 구례 섬진강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호조Hozho 북스테이, 힐링스테이를 

운영합니다. 갓 구운 천연발효빵으로 브런치 

식탁을 차리고, 가끔 호조 꾸러미를 준비하며 

농부의 부엌의 음식철학과 소신을 지켜갑니다.

콩플레의 빵과 공간이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베이커입니다. 

몸에 좋은 먹거리도 좋지만, 몸에 좋지 

않은 먹거리를 안먹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자연에 가까운 빵을 만들려 합니다. 거름이나 

풀뽑기조차 되도록 하지 않는 자연농 

농부의 밀로 빵을 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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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_ 신영은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

www.marcheat.net
blog.naver.com/marcheat/   
www.instagram.com/marchefriends/
www.facebook.com/marchewithseoul/   
contact@marcheat.net

햇밀장 

01 _  2016/7/10/

햇밀 농부와 베이커, 요리사 총 11팀

참여 <‘산아래제분소’ 김경태님과

‘빵누리’ 권아름님의 농가밀 이야기>

워크숍 진행

02 _  2017/7/9/

햇밀 농부 7팀과 베이커 7팀과 

요리사 9팀 참여 <2017년산 햇밀 향, 

맛, 이야기> 워크숍 3개 진행

03 _  2018/7/8/

햇밀 농부 3팀과 베이커 10팀과

요리사 13팀 참여 <햇밀 빵 한 접시

플레이트> <밀 작업자들에게 듣는

햇밀의 맛, 향, 작업 이야기> 

<이 땅의 농부들의 햇밀 이야기> 

전시, <햇밀 사진관> 진행 ‘바스큘럼 

× 마을에빵 × 오흐부아흐’에서 

햇밀 주제 콜라보 전시 및 판매 자체 

진행

04 _  2019/7/14/

햇밀 농부 11팀과 베이커 12팀과

요리사 7팀 참여 햇밀 워크숍 4회 

<햇밀 _ 마을에빵 “밀밭에서 

식탁까지 -> <더베이킹랩과 공주 

황진웅농부의 다양한 토종밀맛 

워크숍> <콩플레와 보성 유형수 

농부의 자연재배 밀과 발효빵 

워크숍> <더벨로 반영재와 농부 

정준영의 지속가능한 밀과 빵 

이야기> <햇밀 작은 전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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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 햇밀장

05

2020. 8. 9. 일요일 

11:00 ~ 15:00

에스팩토리

(사) 농부시장 마르쉐

마르쉐친구들

서울시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에스팩토리

르프렌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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