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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제주 제주시

돼지라고 다 같은 돼지는 아니지,  
제주 흑돼지

제주 흑돼지는 우리나라 재래 가축으로 제주도에서 사육되는 검은색 빛깔의 돼지

이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동작이 빠르며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점에서 행동이 둔한 

요즘 비만형 개량종 돼지와는 구분이 된다. 사람의 인기척이 나면 바로 집에서 뛰어 

나오고 인분도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내며 성격도 비교적 온순한 

편이다. 더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제주 풍토에 잘 적응하여 왔기 때문에 체질이 강건

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어치운다.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상, 제주흑돼지는 고유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제주 지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에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었다.

동물 68  제주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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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와�동고동락(同苦同樂)한�돼지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동고동락 해왔다. 제

주도에서 돼지 사육은 AD 0~400년경에 야생멧돼지를 사육하면서 시

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주 재래돼지는 대체로 소, 말과 함께 북

방으로부터 고구려 시대에 유입되어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285년에 기록된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제주섬을 주호

(州胡, 제주도의 별칭)라고 표기했고, 주호의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

고 소와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주호(州胡)가 있는데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다(정겸은 

州胡가 지금의 제주도가 틀림없다고 한다). 거기 사람들은 키가 작고, 

그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그 모양은 선비(鮮卑)와 같이 삭발하

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가죽으로 해 입으며, 또한 소와 돼지를 잘 

기른다. 그런데 그 옷차림은 상의만 있고 하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중한(中韓)과 왕래

하면서 장사를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 ▼�제주�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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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볼 때 약 2000~3000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돼지를 

많이 길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기록에서도 돼지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동

역사(海東繹史)』 제20권에는 ‘탐라는 개와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

어 입는다’고 적혀있고, 『성호사설(星湖僿說)』 제6권에는 돼지의 털색

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돼지가 다 검은빛을 띠며, 간혹 흰점

이 박힌 돼지가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제주흑돼지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재래돼지는 원래 검은 빛을 띠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에 돼지가 처음 들어온 것은 만주지역에 서식하던 돼

지가 한민족과 함께 유입되면서부터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고문헌

을 통해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제주흑돼지가 유서 

깊은 제주 전통 종임을 알 수 있다.

제주 흑돼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제주의 기후와 풍토 조건

에 잘 적응하여 자연 선발, 사육되어왔다. 또한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

의 지역적 여건상, 제주흑돼지는 고유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제주 지

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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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대로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돌담을 둘러 터를 잡고 변소

에 흑돼지를 함께 두어 길렀는데 이를 ‘돗통’이라고 부른다.

또한 토양이 척박해 농사를 짓기 힘든 화산섬 제주에서 농사의 일

등 공신은 ‘돗거름’이라 부르는 돼지거름이었다. 물이 귀해 논은 없고 

밭농사로 보리와 조를 주로 재배했는데, 통시에서 키운 돼지 분뇨와 

인분, 지푸라기를 섞은 돗거름을 썼다. 돗거름 양으로 한 집안의 농사 

규모를 가늠했을 정도다.

한편 돼지고기는 혼례, 상례 등에 항상 올렸고, ‘돗수애’(돼지순대), 

‘돔베고기’(돼지수육), ‘돗새끼회’(암퇘지 자궁 속의 새끼돼지로 만든 

회) 등이 제주 향토문화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굿이나 집안굿에서도 

공양물의 핵심은 돼지다.

그러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닌 제주흑돼지는 일제강점기 이래 외

국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배로 개체 수가 급감하여 절종 위기에 처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1986년

에 우도 등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를 확보해 순수 혈통의 제주흑돼지

를 사육, 관리해 왔다. 그 후 201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돼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는 260여 마

리에 한정된다.

� 꺼멍도새기,�맛조수다게!

육지에서 고기라고 하면 쇠고기를 가리키나, 제주에서는 돼지고기

를 가리킨다. 제주 의례식은 돼지에서 시작해서 돼지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족, 내장 등등 돼지의 모든 부분을 사용한다.

흑돼지를 활용한 대표적 전통요리로 ‘수애(순대)’가 있다. 제주도

에서는 돼지순대를 ‘돗수애’(=돼지, 수애=순대) 또는 ‘수웨’라고 

한다. 

몽골에서는 순대를 ‘게데스’라고 부르는데 양의 피에 메밀가루, 부

추, 야생 마늘과 소금을 혼합하여 양의 창자에 넣고 삶아낸다. 제주도

의 수애 제법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양의 장과 혈을 사용한다는 점 외

에 들어가는 재료는 동일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돗통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

리, 퇴비 생산이라는 생태순환적 원리

가 반영된 제주 특유의 시설이다.

•구좌읍 김녕마을의 괴네기굴에는 

‘괴네기또’라는 신을 모시며 마을 제의

를 지내던 괴네기당이 있다. 괴네기당

에서 나온 동물뼈의 90%가 돼지뼈다. 

구좌읍에서는 지금도 돼지를 통으로 

바치는 집안굿 ‘돗제’를 지낸다. 2, 3

년에 한 번씩 돼지를 잡고 심방(무당)

을 불러다 밤에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

는데, 삶을 통돼지를 심방이 12등분해 

신에게 올리고 ‘괴네기당 본풀이’라는 

무가를 부르며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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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몽골이 탐라국에 몽골 국립목마장을 설치하면서 상당수의 

몽골인들이 탐라에 정착하고 제주 여인들과 혼인도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몽골의 육식 문화가 이곳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제주의 ‘수애’ 문화는 900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돼지 음식 문화는 제주의 청정이미지와 결합되어 

‘흑다돈’ 브랜드로도 개발되었다. 제주를 대표하는 블랙푸드인 제주흑

돼지가 글로벌 명품으로 세계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흑돼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먹거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박세필 교수팀이 2012년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장춘프로젝트’ 연구에 ‘제주흑돼지’

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치매’ 즉, ‘알츠하이머(Alzheimer)’ 

질환모델에 제주흑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박세필 

교수팀은 제주흑돼지의 체세포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유발 형질전환 

세포주’를 확립해 특허출원하고 관련 연구내용들을 국제저명저널에 

보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머지않아 인간의 불치병 치료에 제주

흑돼지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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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8183번길 

12
- 1962. 12. 07.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 제주시 용강동 - 1986. 02. 08.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 외
- 2004. 12. 13.

제546호 제주흑우 제주 제주시 축산마을길 13 - 2013. 07. 22.

제550호 제주흑돼지 제주 제주시 - 2015. 0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