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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은 새로운 삶의 양식이자 새 문명

www.gaw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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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원(家園) 이야기

가원(家園) 이야기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기름 이야기

로고(Bi) 이야기

한씨가원의 가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천년을 사는 은행나무, 병이 없는 은행나무

이야기 순서

3쪽

4~6쪽

7~10쪽

11~15쪽



3

가원(家園) 이야기

가원, 아나스타시아

가원은 새로운 삶의 양식입니다.
새 문명입니다.
문명의 척도는 물입니다.
물을 깨끗이 유지하는 문명은 좋은 문명입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씨가원은 노력합니다.

러시아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을 넘게 살았어요.
삶이 고단한 고려인 이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되었죠. 
관심은 지속가능한 자급자족 농법에 이어 자연농업으로 흘렀고, 
우연히 ‘소리 내는 잣나무’ 시리즈와 조우했어요.

단박에 이 책에 매료되어 책을 번역했어요.

작가 메그레(Megre)와는 이집트 샤름 알 쉐이흐에서 처음 만났어요.
번역인 편집인 모임이 여기서 개최하였죠. 
20여개 국가로부터 ‘아나스타시아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린 오랜 친구를 대하듯 처음부터 가슴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날 :
- Victor, 자 가지! - Megre는 말했어요.
- 어딜요? - 내가 답했죠.
- 여기에 ‘아나스타시야 국제사무소’를 차려야 하는데
  더 나은 곳이 있을까 하고. 내가 영어가 안돼서 좀 도와줘.
- 알았어요.

 ‘아나스타시아’는 우릴 그냥 그렇게 엮어 놓았죠.

가원(家園)이라는 아이디어는, 러시아에서
발간된 ‘아나스타시아’란 책에서 처음 생겨났어요.
한씨가원은 DMZ와 가까워 주변에 공장이 없어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가원’을 일구며 살고 있어요.
3000여 평의 땅에 집을 짓고, 숲을 가꾸고,
생태연못 파고, 버섯, 꿀, 갖가지 채소, 곡식 등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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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원(家園) 이야기

한씨가원은 작아요

원대한 꿈을 품고 2014년 식용유지류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독일에서 비싼 엑스펠러 방식의 착유기를 
사고, 독일제 필터 프레스로 착유한 원유를 여과하고, 
캐나다 산 정량충진기를 사서 딱딱 정량을 담았어요.
잠시 좋았지요.

생산을 매일 매일 할 만큼 주문이 이어졌다면 문제가 
덜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생산시설이 노는 날이 
많았어요. 

한씨가원은 2006년 시작되었어요.

3000여 평의 땅에 200 종이 넘는 나무를 심었어요.
생태연못을 최고 먼저 팠어요. 통나무집도 2채를 동시에 
지었고 먹을 농사도 지었지요. 산양도 키워봤고, 강아지 
개는 항상 있어요. 꿀벌, 버섯 농사도 조금 하고요. 어느 정도 
가원의 모습이 잡혔을 때 임인숙 님이 나타난 거지요.

한씨가원은 직접 이런저런 농사를 지어요. 소농이지요.
6천 평 소농. 벼농사도 들깨 농사도 조금 해요.
벼는 4마지기, 들깨는 2천 평 정도. 농사는 그야말로 농부의 
땀을 원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해요. 
부지런히 아침 논밭을 돌아보고 그날 할 일을 정해요.

착유기에 남은 생들기름은, 여러 호스를 타고 정량 충진기
까지 가는데 호스에 남아 있는 기름 문제가 있지요.
특히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삼복 더위에는 더 큰 문제가 
되요. 그래서 비싼 기계들은 한씨가원 생산시설의 전시품
으로 쪼그라들고 말았지요. 

지금은 1kg 단위로 착유하고, 흘러나오는 기름을 컵에 
받고, 거친 헝겊 여과지를 통과해서 병에 담으면 끝이에요. 
신선하지요. 정체하는 구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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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원(家園) 이야기

가원의 삶과 한씨가원이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인간극장 4430회 “가원에서 이룬 사랑” 편이
KBS에서 전국방송을 탔어요.

한씨가원 주인장 얼굴이 워낙 식별성이 좋아서 대한민국 
어딜 가도 알아보시는 분, 특히 어르신들은 절반은 되는 
듯해요.

2019년 OBS 로망다큐 가족(39회)
 “알래스카에서 온 내 아내”

2019년 KBS 6시 내고향(6761회) 
“고소한 사랑의 맛♥”

2017년 EBS 우리만 이런家 
“당신은 나의 본드걸”

2020년에는 한씨가원에 큰 일이 있었어요.

방송 출연 덕분에
가원의 삶과 한씨가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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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원(家園) 이야기

가원의 삶과 한씨가원을 함께 가꾸어가요 

방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한씨가원의 바깥주인 : 한병석 (러시아어 가능)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서 태어났고, 세상 구경을 하다 
40이 다 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러시아어 공부했고 
모스크바서 15년 살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2005년 
나의 세계관을 크게 바꾼 아나스타시아 책을 만나 한씨
가원을 계획하고 그 삶을 살고 있어요.

한씨가원의 안주인 : 임인숙 (영어 가능)

미국서 35년 살다가 2014년 한씨가원을 방문하고 아주 
주저앉게 되었지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돈 번다고 무진장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지금은 한씨가원에서 
비 오는 날 연못을 바라보는 호사를 누리고 있고, 옷 손수 
만들기, 피아노 연습, 텃밭 가꾸기를 아주 좋아해요.

양화대교북단 강변북로 성산대교 (일산) 방면으로
좌측도로 28.1km 이동
→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자유로 통과 후 23.5km 이동
→ 두지교차로 율곡로 적성 (경순왕릉) 방면으로
우측도로 262m 이동
→ 적성교차로 장남 (경순왕릉) 방면으로 좌회전 후 
2.4km 이동
→ 도착

문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시
문산 시외버스터미널 → 적성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이용
(92번, 95번) *약 40분 소요 → 택시 이용 → 도착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 적성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이용
(25번, 25-1번) *약 1시간 소요  → 택시 이용 → 도착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 

상호 : 한씨가원

연락처 : 010-4439-2138 한병석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330번길 192-1 홈페이지 : www.gaw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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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이야기

땀, 그리고 연구

2006년 가원이란 삶의 양식을 영위하며
정신적, 물적 풍요를 위해 좋은 기름에 대한
오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4년 식용유지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었고,
나무틀 엑스트라 버진 생들기름, 생고추씨기름, 
참기름 등 다양한 기름을 생산하고 있어요.

2017년에는 나무틀 착유장치를 특허 출원하였고,
2019년에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나무틀 착유기

착유 과정이 단순하고,
주문 받은 후 바로 짜낼 수 있고,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이 금속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착유기는 한씨가원의
나무틀 착유기가 최고라 자부해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착유기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통나무는 없어요.

기름을 짜는 나무틀은 10년의 몰두와 실험,
무모한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간 수많은 목공 장인들, 유압기기 전문회사를 만났어요.
그렇게 지금의 한씨가원 나무틀 생들기름이 태어난 거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끝이 아니에요. 더 개선할 것,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나무틀 고유의 한계가 있어서 신소재(EP라고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를 탐색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곧 신소재를 이용한 냉압착 착유기 개발이 끝날 것이고, 
가정이나 체험마을 혹은 카페에서 즉석으로 생기름을 
착유할 수 있게 될 거에요.

특허 : 제 10-1986885호

특허권자 : 한병석
발명자 : 한병석
출원일 : 2017-06-08
등록일 : 2019-05-31
발명의 명칭 : 착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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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이야기

약이 되는 생들기름을 얻는 비방
기름을 얻는 모든 과정에서 선한 마음과 밝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들깨가 금속과 닿으면 안 된다. 
- 아나스타시아 -

나무틀 생들기름은 어떻게 짜는지 볼까요

맛있고 신선한 들깨
정말로 가장 어려운 숙제에요. 
한씨가원에서 원료로 쓰는 들깨를 100% 자체 생산한다면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지가 협소한 이유로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동네에서 농사 잘 하시는 농가로부터 들깨를 수매할 수밖에 없어요.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는 공정이 나의 권한 밖에 있지요.
농사 잘 하시는 농부님들을 잘 모시는 수밖에는…
수매한 들깨는 연중 10도 이하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요. 
그래야 벌레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들깨가 상하지, 쩌들지 않아요.

건조 그리고 온도
들기름 수요에 따라 들깨를 씻어서 햇볕에 말려요. 강렬한 햇볕에서 말리면 온도가 
45도를 오르내려요. 흐린 날에는 건조기에 넣고 말려요. 
온도는 45에 설정하고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요.
이렇게 말린 들깨는 흙에 심었을 때 잘 발아해요. 생명력이 살아 있는 것이지요.

금속 비접촉, 비가열 착유
잘 말린 들깨를 1kg씩 아마포 자루에 담아 30톤 압력으로 눌러요. 대략 30분이면
기름이 거의 다 나와요.
들깨 무게가 100kg이라면, 대략 40kg의 기름이 들어있는데, 생들기름은 30kg가 
나와요. 10kg는 깻묵에 남아요.  물론, 이 수치는 가변적인 것이지요. 잘 여문 깨에서는 
기름이 쭉쭉 쏟아지고 쭉정이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기름이 안 나와요.

한씨가원의 나무틀 착유기
기름이 신선하다!
신선한 생들기름을 얻으려면

• 맛있고 신선한 들깨가 가장 중요하고요 
• 착유 과정이 단순하고 열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 가능한 오늘 짠 것이어야 하고  
• 착유 후에는 공기와 햇빛을 차단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해요. 
• 한 가지 더, 기름이 금속에 닿지 않으면 좋아요.
   (금속에 닿으면 기름성분이 변화고 산화가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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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이야기

나무틀 생들기름 분석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 서우덕 박사팀의 분석 결과 (그래프 참조)

한국식품연구원 시험성적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씨가원 생들기름에는 더 많은 오메가-3 지방산(59.7%/지방 100g당)이 들어있어요.
또한 일반 생들기름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항산화물질(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감마) 및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위의 시험성적서에서는 기름 100g 당 아래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메가-3지방 59.7g  / 오메가-6지방 13.7g /  비타민 E 19.4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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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틀 착유기는 다양한 기름을 짜낼 수 있어요 

왜 나무틀인가? 

나무틀 말고 다른 소재는 없나? 

기름 이야기

땅콩 아몬드 잣

피칸 해바라기씨 호두

검은참깨

호박씨

홍화씨

생들기름, 참기름, 홍화씨기름, 산초기름, 순무 씨앗 기름, 도라지 씨앗 기름 등 못 짜는 기름이 없어요.
방앗간에서는 산초기름을 짜지 못해요. 산초기름을 짜고 이어서 들기름을 짜면 산초들기름이 되겠지요.

주문 및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010-4439-2138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금속에 닿은 기름 맛을 보면 “쇠 비린내”가 난다고 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한약을 짤 때 나무막대를 썼지 절대 쇠막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약 성분이 금속에 닿아 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동지 팥죽, 팥죽집에 가서 보세요. 사용하는 주걱은 반드시 나무주걱이에요. 쇠 주걱을 쓰면 팥죽이 바로 퍼져버린대요.

금속의 작용을 또 한 가지 볼까요.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시는지요?
요구르트를 만드는 종균은 금속에 닿자마자 죽어버려요. 요구르트를 망치게 되지요.

나무틀은 착유 과정에서 3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기에는 나무틀이 너무 힘들어요.
10톤은 잘 견뎌내요. 10톤의 압력으로 생들기름을 짜내려면 3시간은 필요할 거에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는 다양한 기능과 성질을 가진 여러 종의 신소재들이 있는데요. 
압력에도 잘 견디고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에도 널리 쓰이는 소재가 있어요. 이 소재로 착유 통을 만들어 실험하고 있어요. 
중성세제로 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금속과 달리 비활성 소재라서 기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들깨가 금속과 닿으면 안 된다. – 아나스타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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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ml 단품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270ml 33,000원

270ml 38,000원

270ml 39,000원

270ml 29,000원

과즙이야! 주스야!
금속 접촉 Zero!
가열 온도 Zero!
오메가-3풍부! 
정말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생들기름!

430 생들기름

생고추씨로만 짜낸 기름
풋풋한 고추맛이 그대로!
캡사이신 풍부!

생고추씨기름

참깨는 칼슘의 보고
고소한 풍미와 함께 
듬뿍 담았어요.

참기름

고소함이 일품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양념

볶은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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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ml 1종 선물세트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37,000원

43,000원

42,000원

33,000원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어느 행사에도 잘 어울려요

100% 국내산 들깨, 참깨, 고추씨 사용

추석, 구정, 혼례, 생일잔치 등
경사스런 날에 답례품으로 좋아요.
동호회, 기념회 등 행사에도 부담없는 선물입니다.

박스 사이즈

1-1호 430 생들기름

1-2호 생고추씨기름

1-3호 참기름

1-4호 볶은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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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ml 2종 선물세트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76,000원

2-1호 
430 생들기름
생고추씨기름 67,000원

2-2호 
430 생들기름
볶은들기름

71,000원

2-4호 
430 생들기름
430 생들기름77,000원

2-3호 
430 생들기름
참기름

73,000원

2-5호 
참기름
볶은들기름 박스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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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ml 3종 선물세트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115,000원

3-1호 
430 생들기름
생고추씨기름
참기름 106,000원

3-2호 
430 생들기름
볶은들기름
참기름

102,000
원

3-4호 
볶은들기름
참기름
볶은들기름112,000원

3-3호 
참기름
볶은들기름
참기름

박스 사이즈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어느 행사에도 잘 어울려요

100% 국내산 들깨, 참깨, 고추씨 사용

추석, 구정, 혼례, 생일잔치 등 경사스런 날에
귀하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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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틀 생들기름 190ml

볶은들기름 300ml

고급 선물세트 1호

생고추씨기름 120ml

참기름 180ml

한씨가원(家園) 살림살이

나무틀 엑스트라 버진 생들기름 190ml
생고추씨기름 120ml
참기름 180ml

22,200원

30,000원

68,200원

18,000원

29,000원

도서

10% DC가 : 10,800원 10% DC가 : 108,000원

아나스타시아 책 단권 아나스타시아 책 전권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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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지으세요

www.gawon.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