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적의 
곡물, 밀렛
수수, 조, 기장 등의 잡곡을 총칭하는 밀렛. 20세기 

중반 인기가 시들해졌다가 최근 인도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 

변화와 식품 안전이 화두인 시대에 밀렛의 높은 

영양가와 강한 번식력이 인기를 되찾은 비결이다. 

Miracle 
Grain
After falling out of favor in the mid-
20th century, millet is slowly returning 
to prominence in India’s urban centers 
thanks to its nutritional value and 
ability to flourish in an era of climate 
change and food insecurity.

World Foods M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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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diagnosed with gestational diabetes while 

pregnant with Ira,” says Pallavi Upadhyaya as she plays 

with her four-year-old daughter at their home in New 

Delhi. “I sought a natural method of treatment to control 

the disease, a whole-grain diet focused on millet. Now I’m 

free of it.” Upadhyaya’s struggle to find millet in Delhi’s 

markets led her to start the social enterprise Millets for 

Health. Through workshops, awareness programs and 

lunches, she’s working to take millet mainstream.

Though India is the largest producer and consumer 

of millet in the world, the crop was sidelined by the post-

independence green revolution in the mid-20th century, 

when the growth and consumption of wheat and rice were 

promoted, and millet came to be seen as a food of the rural 

poor. Today, however, it’s making a comeback in India’s 

cities, and 2018 was proclaimed the national year of millet.

“Millet varietals form a climate-smart, environmentally 

friendly, sustainable, ecologically and economically viable 

food system,” says Dinesh Kumar, the founder of earth360 

“이라를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인도 뉴델리에 사는 팔라비 우파디아야가 네 살배기 딸아이와 

놀아 주며 말했다. “자연 치료법을 쓰고 싶어서 밀렛 위주의 

통곡물 식단을 유지해 완치했답니다.” 델리의 시장에서 밀렛을 

구하느라 고생했던 경험은 우파디아야가 ‘건강을 위한 밀렛’

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그녀는 

워크숍,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식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렛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밀렛은 수수, 조, 기장 등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잡곡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밀렛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인도 독립 이후 추진된 

녹색 혁명으로 쌀과 밀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밀렛은 한쪽으로 밀려나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 여러 도시에서 밀렛을 찾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도 정부도 올해를 

‘밀렛의 해’로 정하고 섬유질, 단백질 등이 풍부한 밀렛을 

영양가가 뛰어난 곡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척박한 토양, 높은 기온, 열악한 환경에도 

쉽게 적응하는 강인한 작물이죠. 게다가 식량뿐 아니라 사료로도 

Eco Ventures, which promotes millet 

farming and consumption. “They’re 

drought-tolerant, have a low carbon and 

water footprint and adapt easily to poor soil, 

high temperatures and harsh environments.”

Millet varietals are grown across India and 

are split between those that are widely available 

— jowar (sorghum), bajra (pearl millet) and ragi 

(finger millet) — and those that are less common — kutki 

(little millet), arka (kodo), sanwa (barnyard), kangni 

(foxtail) and chena (proso).

“They’re our golden crop,” says farmer Krupa Talakal, 

who grows millet in Karnataka State. “They can be a kharif 

[monsoon-sown] or rabi [winter-sown] crop, and the 

growth period is short [60 to 110 days]. There’s no need 

for deep plowing, fertilizers or pesticides.” Some farmers 

sell their millet at farmers markets in Karnataka’s capital, 

Bengaluru, such as the fortnightly Bhoomi Santhe, held on 

the campus of Bhoomi College, which grows its own ragi 

and sells it packaged as whole grains, flour and semolina.

쓸 수 있어요.” 밀렛 재배와 소비를 촉진하는 단체인 ‘어스360 

에코 벤처’의 설립자인 디네시 쿠마르의 말이다. “이처럼 밀렛은 

기후 변화에도 강하고, 친환경적인 작물이에요. 생태적,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 전역에서 다양한 품종의 밀렛이 대규모로 재배된다.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하기도 쉬운 품종으로는 ‘조와르’라고 

부르는 수수, ‘바지라’라 부르는 진주조, ‘라기’라 부르는 손가락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비교적 덜 알려진 품종으로는 ‘쿳키’   

‘아르카’ ‘산와’ ‘캉니’ ‘체나’ 등이 있다. 

“우리에게는 황금 작물이죠.” 카르나타카주에서 밀렛을 

재배하는 크루파 탈라칼의 말이다. “우기나 겨울에도 파종할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생장기도 60~110일로 짧은 편이고요. 

땅을 깊게 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필요도 

없답니다.” 탈라칼은 수확한 밀렛을 근처 마을로 가져가 세척, 

도정 등을 거친 다음 도소매 상점에 공급한다.  

카르나타카주의 주도인 벵갈루루로 밀렛을 가져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재배자도 있다. 부미 대학교 

캠퍼스에서 격주로 열리는 ‘부미 산테’가 바로 그런 장터 중 

하나다. 부미 산테 시장은 라기 품종을 자체적으로 재배하여 

통곡물 상태로 팔거나 제분해서 팔기도 한다. 

세계 최대의 밀렛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인도는 다양한 종의 밀렛을 재배한다(왼쪽 

페이지). 밀렛의 겨를 분리 중인 여성들(아래). 벵갈루루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중 

하나인 ‘부미 산테’에서는 밀렛을 비롯한 다양한 곡물을 판매한다(오른쪽). 

India i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consumer of millet, and 
varietals are grown throughout the country (opposite). Women husk 
millet by hand in a village (below). Millet and other grains are sold at 
the Bhoomi Santhe farmers market in Bengaluru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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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APPEAL The Indian home has always used 

millet. Traditional uses include bajra or jowar rotis, chang 

beer (a fermented finger millet drink) and tizann (a Goan 

porridge made with finger millet). “Millet has to appeal to 

the common man; it can’t be an elitist item. The easiest 

way to attract people’s interest is by feeding them food 

that’s familiar,” says Arun Kaulige, an engineer turned 

millet proponent. His cooking experiments began at home, 

and the recipes are now replicated at his restaurant, snack 

kiosk and organic store. At Kaulige Foods, on Bengaluru’s 

upmarket Brigade Road, millet replaces rice and wheat in 

the bisi bele bath (lentils, vegetables and rice), puliogare 

(tamarind rice) and the spherical sweets called laddoo.

Millet has a richer texture and a stronger flavor than 

wheat and rice, but it can be cooked in the same way. 

Its variety means that it can replace other grains in 

everyday cooking. To chef Manu Chandra, millet makes 

for exciting experiments. When Chandra moved to 

Bengaluru 15 years ago, the popularity of ragi and other 

millet varietals in Karnataka inspired him to work with the 

grain. Today, millet has a permanent place on the menu 

at Toast & Tonic, his East Village-inspired restaurant that 

marries local ingredients with world cuisine. There’s 

a vegetable kibbe with foxtail and kodo, jowar flour is 

turned into tortillas for duck tacos, and a pearl millet 

salsa accompanies the roast pork shoulder. “I wanted the 

kitchen to use millet in multiple preparations and move 

beyond looking at it through the lens of poverty,” he says.

His take on ragi manni, a traditional, healthy pudding, is 

particularly popular. Chandra has served it as a ragi manni 

panna cotta, with ice cream made from a medicinal leaf 

from Karnataka’s Kodagu region called madde thoppe. 

The leaf’s extracts form an inky base, which chefs infuse 

with ginger and honey. This is surrounded with torched 

mango bits and hyacinth bean cream. “There’s a learning 

curve with millet. You can fit it into your diet and lifestyle in 

creative ways,” he says. “There’s more to it than being just 

a bread or rice replacement.”

 By Joanna Lobo Photographs by Boaz Rottem

인도의 맛 인도 가정에서는 늘 밀렛을 사용해 왔다. 밀렛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는 진주조나 수수로 만드는 빵  

‘로티’, 손가락조를 발효해 만드는 ‘창’ 맥주, 인도 서부 

고아주에서 손가락조로 쑤는 죽 ‘티잔’ 등이 있다. “사실 밀렛은 

상류층이 좋아하는 식자재는 아니에요.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밀렛을 이용해 익숙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 

엔지니어로 일했으나 현재는 밀렛을 주재료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인 아룬 카울리게의 말이다. 그는 숱한 연구와 실험 끝에 개발한 

밀렛 음식을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유기농 가게에서 판매한다. 

벵갈루루의 고급 상점이 늘어선 브리게이드로드에 자리를 잡은 

그의 식당 ‘카울리게 푸드’는 다분히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렌즈콩, 채소, 쌀로 만드는 ‘비시벨레바트’, 타마린드를 넣은 밥   

‘풀리오가레’와 동그란 모양의 디저트 과자 ‘라두’에 들어가는 

쌀과 밀 대신에 밀렛을 사용한 것이다.

밀렛은 쌀과 밀보다 식감도 풍부하고 풍미도 강하지만 

요리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품종도 다양해 일상에서 자주 하는 

요리에 쓰이는 곡물을 대체할 수 있다. 요리사 마누 찬드라에게 

밀렛은 흥미로운 재료다. 찬드라는 15년 전 벵갈루루로 이사할 

당시, 카르나타카에서 손가락조를 비롯한 밀렛 품종의 수요가 

높은 것을 보고 밀렛을 이용해 요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밀렛은 

찬드라가 운영하는 식당 ‘토스트 앤드 토닉’의 메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다. 토스트 앤드 토닉은 여러모로 뉴욕 

이스트빌리지 지역 스타일을 표방하는 식당으로, 현지 재료를 

전 세계 요리에 접목한 음식을 내놓는다. 캉니와 아르카를 

이용해 채소 키베를 만들거나, 조와르 가루로 오리고기 타코의 

토르티야를 만드는 식이다. 그런가 하면 7시간 동안 구운 돼지 

어깨 살에 진주조로 만든 살사를 곁들이고, 연한 닭고기 부위는 

손가락조를 넣어 반죽한 사워도를 입혀 튀겨 낸다. 

손가락조로 만드는 인도의 전통 푸딩 ‘라기만니’를 그만의 

방식으로 요리한 메뉴 ‘라기만니 판나코타’는 특히 인기가 많다. 

찬드라는 이 푸딩에 카르나타카의 코다구 지역에서 자라는   

‘마데토페’라는 약초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곁들인다. 살짝 구운 

망고 조각과 제비콩 크림을 담고, 약초에서 추출한 즙에 생강과 

꿀을 섞어 둘러 주면 근사한 디저트가 완성된다. 찬드라는 밀렛의 

효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밀렛에도 일종의 학습 

곡선이 있어요. 각자 원하는 식단과 생활 양식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죠. 밀렛은 단순히 쌀밥이나 빵의 

대체품을 넘어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곡물이에요.” 

 글 조애나 로보 사진 보아즈 로템

벵갈루루의 식당 ‘카울리게 푸드’에서는 밀렛으로 요리한 음식을 내놓는다(왼쪽, 

위). 요리사 마누 찬드라의 식당 ‘토스트 앤드 토닉’은 손가락조를 이용해 인도의 

전통 푸딩인 ‘라기만니’를 재해석한 ‘라기만니 판나코타’를 선보인다(오른쪽 페이지).

Millet replaces rice and wheat in many recipes at Kaulige Foods, 
on Bengaluru’s upscale Brigade Road (left, above). At chef Manu 
Chandra’s Toast & Tonic, finger millet is used to make ragi manni 
panna cotta, a spin on a traditional Indian pudding (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