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Foods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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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

Around 10,000 years ago, the potato was first domesticated 
in Peru’s Lake Titicaca region, high in the Andes mountains. 

It is still the heart and soul of Peruvian cuisine.

남미 안데스의 
선물, 페루 감자

1만여 년 전,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감자를 식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 후 감자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페루 식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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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앙카요에 위치한 여행사 ‘잉카스 

델 페루’의 대표 루초 우르타도는 이 지역의 역사를 소상히 꿰고 

있다. “안데스인들은 기지가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리를 

견디고 해발 4000미터 고산지대에서도 자라는 감자 품종을 

발견한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감자를 동결 건조시켜 수년간 

저장해서 먹었는데, 이것을 ‘추뇨’라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먹죠. 

저장해놓으면 썩는 감자도 있었는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안데스 

사람들의 철학에 따라 썩은 것까지도 먹었어요. 그 썩은 감자를  

‘토코스’라고 부릅니다.” 우르타도의 말이다. 

페루 역사에서 감자가 당당히 주인공 역할을 한 때가 있다. 

19세기 초 페루의 독립투쟁 때 페루인들은 스페인군이 장악한 

리마로 향하는 ‘페루의 보호자’ 호세 데 산 마르틴 장군의 군대를 

먹여 살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노란색 

감자인 파파 아마리야를 크림처럼 부드럽게 으깨어 후추, 올리브, 

계란이나 해산물로 양념하여 군인들을 먹였다. 

오래전 안데스에서 발견된 감자는 장구한 페루의 역사 속에서 

서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페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도락(道樂)의 행위라기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Up on the chilly Andean plateau, farmers discovered 

that the foodstuff could thrive in adverse conditions. 

Lucho Hurtado, owner of the tour agency Incas del Perú 

in the city of Huancayo, is an expert on the region’s history. 

“Andean people had incredible resourcefulness,” he says. 

“They found potato species resistant to frost that would 

grow 4,000m above sea level. When cold weather came, 

they freeze-dried potatoes to preserve them for years, and 

we still have these, called chuño, today. Perhaps during 

storage, some potatoes also got rotten, but because of 

the Andean concept of no waste, this rotten product was 

consumed by our people and is known now as tocosh.”

Perhaps the potato’s starring role in Peruvian history 

came during the country’s struggle for independence. 

Locals found an effective way of sustaining General José 

de San Martín’s troops as they advanced through Peru to 

seize the Spanish-controlled stronghold of Lima: creamy 

mashed potatoes made with papa amarilla (yellow potato) 

seasoned with pepper, olives, eggs or seafood. The dish 

became known as la causa a la limeña (Lima-style causa).

감자는 산전수전을 죄 겪은 작물이다. 세상 대부분이 감자를 

알고 식용으로 사용한 지는 500년 남짓 됐다. 식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크게 의지하는 작물이지만, 그런 

한편 감자를 귀히 여길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남미 대륙, 특히 

페루에서는 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페루산 감자는 

대략 1만 년이 넘도록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오늘날 페루 문화의 

초석을 다진 여러 문명보다 더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 

“주재료로 쓰이든 요리에 곁들이든, 감자 없는 음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사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호아킨 데 라 피에드라의 말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이 있어요. ‘감자를 남기지 말아라.’ 

비록 감자가 아닌 다른 음식이 남아 있어도 말이죠.” 

페루 사람들이 감자와 사랑에 빠진 게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감자가 기원한 곳은 칠레라는 주장도 있고 200여 종의 

야생 감자가 수백 년 동안 남미 대륙 곳곳에서 자랐다는 증거도 

있지만, 실제로 감자가 처음 재배되고 품종이 진화하기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페루의 중앙 안데스 지역이다. 현재 페루에는 

무려 4000여 종의 감자가 재배되고 있다.

추운 안데스 고원지대의 농부들은 감자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The potato is an embattled survivor. Most of the world 

has only known about it for 500 years or so — adopting 

it and often depending upon it, but rarely revering it. In 

South America, and particularly in Peru, the relationship 

with the tuber is very different. For about 10 millennia, the 

Peruvian potato has thrived in high altitudes and outlasted 

civilizations that made it a cornerstone of their culture.

“I cannot imagine food without the potato — whether 

as a main ingredient or a side order,” says Joaquín de la 

Piedra, owner of Saqra, a restaurant in Lima. “Since we 

are babies, we are told termina tus papas — finish your 

potatoes — even if there is other food left on the plate.” 

The Peruvian love affair with potatoes is deep-rooted. 

And despite claims from Chile that the potato originated 

in its territory and evidence that some 200 wild varietals of 

the tuber have grown across South America for centuries, 

it was in Peru’s Central Andes that they were first 

domesticated and developed into a diverse crop. Now, an 

estimated 4,000 types of potatoes are grown in Peru.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도시 우앙카요 부근의 감자밭. 수확한 감자는 근처에 있는 

마을 아코에서 분류한다(왼쪽 페이지, 왼쪽 위). 우앙카요 지역의 메르카도 데 

사파양가에 모여 각종 물품과 감자를 사고파는 원주민 여성들(아래).  

(Opposite, above left) A potato field near the Andean city of Huancayo; 
potato farmers sort the harvest near the town of Aco. Women gather 
to sell their wares, including bags full of local potato varietals, at 
Mercado de Sapallanga, in Huancayo Provinc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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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식탁의 자부심 곡물 재배가 우선순위인 저지대의 비옥한 

토지에서 밀려난 감자가 빈곤한 주민들이 사는 고산지대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 감자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랍 향신료를 

더하거나 스페인 정복자들이 나중에 소개한 감귤류의 과일로 

조금 더 세련된 맛을 낸 감자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페루에서 감자는 자급자족하는 농민의 주식이다. 

호아킨 데 라 피에드라는 감자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급 요리라고 해서 꼭 고상한 기풍을 

지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레스토랑은 페루의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페루 요리의 기원은 사실 초라해요. 노예 음식, 토착 

원주민의 음식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발달했죠.” 

레온 불레르는 리마에서 손꼽히는 구이 전문 식당, ‘라 팡카’

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를 

찾아 함께 요리를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미각 예술이라고 한다.   

“파파스 융가이 감자는 우리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 중 하나인 소 

심장 요리, 안티쿠초스와 궁합이 잘 맞는데, 다 익을 때까지 감자 

본연의 맛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파파 콕텔 감자의 달콤한 맛은 

샐러드에 넣었을 때 배가되죠. 두 종류 모두 안데스 산맥에서 

나는데, 각각 아야쿠초와 우앙카벨리카에서 재배됩니다. 감자는 

POTATO PRIDE The potato has been the common people’s 

food throughout Peru’s history. For most of their past, 

eating was a practical affair rather than a luxury, and the 

potato fit in with this approach. Though potato-based 

dishes were refined using citrus, introduced by the 

conquistadors, and Arabian spices, the tuber’s main role 

in Peru continues to be providing basic sustenance for the 

country’s campesinos (subsistence farmers).

For de la Piedra, tapping into the humble history of his 

country’s food is crucial. “Fine dining doesn’t mean a fancy 

ethos,” he explains. “At Saqra, we believe in our heritage. 

The richness of Peruvian dishes has lowly origins, in slave 

food, in a creative concoction of leftovers.” 

Chef Leon Buhler runs La Panka, one of Lima’s leading 

braserías (grill restaurants). Pairing the potato with the 

appropriate ingredients, he says, is an art. “Papas yungay 

are great with anticuchos (grilled heart), as they retain 

their flavor when cooked. The sweet papa cóctel (cocktail 

potato) are great with salad. Both potatoes come from the 

Andes — respectively from Ayacucho and Huancavelica. 

For us chefs in Peru, potatoes make our imaginations fly.”

Potatoes do grow in the rainforests and on the coast 

in Peru, but the number of tuber types that grow in the 

Andes is phenomenal. The region has its own specialty, 

pachamanca: meat and root vegetables baked between 

hot stones. It is a dish without rigidly defined ingredients 

and a window into potato diversity hereabouts: Every cook 

has a different answer as to which types of potatoes go in. 

The Huancayo region and its surrounding valleys is a 

clear candidate for the potato center of Peru. The city has 

its very own potato dish, papas a la huancaína — papa 

amarilla served in a thick cheese sauce with olives. North 

of Huancayo, meanwhile, is the fertile Río Mantaro Valley, a 

major site for potato research. “You can ask me about the 

history,” says Liceria Anglas Chuco, a farmer in the town of 

Aco here. “But from my grandparents’ time, working with 

potatoes and living with potatoes was just what we knew. It 

was our life.”  By Luke Waterson Photographs by Shannon O’Hara

페루 요리사들의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재료죠.”

열대우림과 페루 해안에서도 감자가 자라긴 하지만, 안데스 

산맥에 자라는 품종의 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페루의 

안데스 지역에서 자랑하는 요리는 파차망카로, 고기와 여러 가지 

뿌리채소를 달군 돌로 덮어 구운 것이다. 딱히 정해진 재료가 

없으며 다양한 감자를 입맛대로 조리할 수 있다. 어느 품종이 이 

요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는 요리사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우앙카요 지역과 주변을 둘러싼 계곡은 페루의 감자 생산 

중심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우앙카요에서는 ‘파파스 아 라 

우앙카이나’라는 지역 감자 요리를 선보이는데, 이 요리는 파파 

아마리야 감자에 걸쭉한 치즈 소스를 뿌리고 올리브를 곁들여 

낸다. 반면 우앙카요 북쪽에 자리 잡은 리오만타로 계곡의 

비옥한 평야는 중앙 안데스 지역의 농경 중심지이자 감자 연구에 

중요한 현장이다. “감자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코 마을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리세리아 앙글라스 

추코가 자신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부모님 세대부터 

우리는 오로지 감자 농사를 짓고 감자와 함께 사는 것밖에 

몰랐답니다. 감자는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해왔다고 할 수 있죠.”

 글 루크 워터슨 사진 섀넌 오하라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는 고기와 감자로 만드는 요리 ‘파차망카’를 즐겨 먹는다(위, 

오른쪽 페이지). 뜨겁게 달군 돌로 덮어서 요리하는 파차망카는 고구마, 우아만탕가 

감자 등 뿌리채소를 곁들이는 페루 전통 요리다(오른쪽 아래). 

The Peruvian Andes are the home of a meat-and-potatoes dish named 
pachamanca (above, opposite); the ingredients are baked between 
hot stones (below right) and can include camote (sweet potato), 
huamantanga or other potato varieties, depending on the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