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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編의 餘食 民格誌

全 京 秀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1998년 -2000년) 오키나와 현과 가고시마 현에 소재한 세

군데 지역(얀바루의 야부 아마미오오시마의 코미나토 미야코지마의 이라부)에 실

시한 민속지적 답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세 지역의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하였

다. 얀바루와 아마미오오시마의 경우는 각 지역의 음식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이

고， 이라부의 경우는 카츠오라는 생선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I. 얀바루 지역

1. 머리말

음식과 음식에 관련된 문화의 연구 영역과 그 연구 영역의 결과를 軟食 民힘誌 (food

ethnography) 라고 한정하고， 본 보고는 日本의 오키나와(빼觸) 북부에 속한 얀바루(山原) 지

역의 야부(屋部)라고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야부 마을에 거주하는 육십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에 의해서 과거의 음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음식을 만드

는 재료의 종류와 그것들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조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

을 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야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을 보여주는 일

람표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주로 야부 주민들이 많이 먹는 일상음식들에 대해서 집증

적인 질문을 하였다. 주민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료이고， 자료의 구성도 연구자의 경험적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구성한 것은 아니

었다. 민속지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집과 선택이 따른다.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서 이 두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자료를 수집한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동참한 다른 부문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고는 식사관행과 음식의 재료， 일상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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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그리고 의례식과 요리에 관해서 집중적인 서술을 하기로 한다. 이것이 얀바루 지역의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얀바루의 음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초

적인 민속지 보고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마련된 인터뷰의 자리에는 하기하라 교수， 조수미， 필자 세 명이 동행

하였으며， 필자의 요청에 의해 주로 하기하라 교수가 질문을 하였다. 필자의 경우， 유구어를

듣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의 인터뷰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행한 시기는 1998년 8월 4일부터 동년 8월 8일까지 였고， 인터뷰의 장소는 야부 마

을의 공민관이나 개인의 집이었다. 공민관에서는 집단적인 인터뷰를 했고， 개인 집에서는 개

별적인 인터뷰가 가능했다. 인터뷰에 웅해준 분들은 모두 야부 출신으로서 그들의 인적 사항

은 다음과 같다. 키시모토 스에코(뿜本X 工그， 여 1924년생) 키시모토 시즈코(뭘本νZ 그，

여， 1910년생) , 키시모토 큐(뭘本久， 여， 1927년생)， 히가 키쿠에(比嘉휴 7 工， 여， 1928년생)， 요

시모토(놈元榮幸， 남， 1921년생) 등이다. 일본 문부성에서 지원하는 과학연구비의 일환으로，

짧球大學 律波高志 선생이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 공동연구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참가하여

시행한 과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을 이 지변을 통해서 보고한다.

야부 마을 주민들의 시간 관념은 특별하다.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이

라는 것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을 추적할 경우 주민들은 거의 다 戰前파 戰後를

먼저 상기한다. 태평양전쟁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로 과거의 시

간을 구분하며，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는 전쟁의 기점으로 하여 전과 후가 상당한 변화를 겪

었던 것이 사설이다.

1930년대에는 “內地나 南洋에 돈벌이하러 가면( -(:'1)'상향)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전해

져서， 타관에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타관에 나간 형제는 집에 남아 있는 형제의

학비를 대는 경우가 많았다. 데카세기를 나간 경우에는 주로 방적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다.

요시모토 씨는 전전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南洋 파라오(/‘7 才)에 타관살이를 나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노동일들을 했다. 그 뒤 징병검사를 받아 군에 입대했다. 전후 복귀해서 29세에

결혼했다. 누나는 시집을 가고 동생도 독립해서 가사는 아내가 전부 하게 되었다. 그후 아이

가 태어났고， 아들 셋(장남은 20세에 사망)과 딸이 생겼다. 딸은 중학생 때부터 집의 취사와

빨래， 청소 등을 돕게 되었다. 현재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기 때문에， 집에는 요시모토 씨 부

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에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갈 때도 있다.

전후 미군으로부터의 식량배급이 있었다. 초콜렛， 담배， 통조립 우유， 통조림 고기 등의 여

러 가지 식품이 마을에 들어왔다. 전후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통조림을 국에 넣어서 섞어 먹

었기 때문에 맛있었다. 1955년경까지 미군정청에 의해서 식료의 배급이 행해졌다. 마을에 배

급품이 전해지면 각 집에 분배했다. 소학교의 소풍(J -3학년 경)에는 흰쌀밥에 油 ~ 'j 를 발라

서， 바나나 잎에 싸서 도시락으로 들고 간 것을 제보자들은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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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가난해서， 염소 먹이용의 풀의 베거나， 산에서 타무누(갖J..，. J. 멜나무)를 구해다가 두

부가게 할머니에게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 야부에는， 무라야마 (J..,. 7 쑤 7-)라고 불리는 공

유지가 있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도 밸나무를 베었다. 당시는 집에서 연료로 멜

나무를 쓰고 있었다. 혹은 당시 코이마 루(그 17-)V 공동노동)를 하여 그 대가로 黑廳제조

용의 옐나무(-tt-){-갖 J..，. J)를 얻어서 마차로 옮겨왔다. 戰前에 차마도(力7 V, 부뚜막)는

*土(7η S 주)의 짐토를 사용해서 부뚜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후(제2차 대전)에는， 개량

카마도라는 벽돌제의 부뚜막을 만드는 집이 늘어났고， 부뚜막을 만드는 職A도 생겼다. 그 이

후로， 본토복귀의 즈음에는， 일본(내지)에서 이동식의 부뚜막이 상엽적인 물품으로 들어왔고，

다시 그 이후， 석유 곤로로 바뀌었다. 석유 곤로는 냄새가 나는 것이 큰 결점이었다. 지금은

가스식 곤로이고，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2 식사 관행과 음식의 재료

얀바루 사람들이 하루 세 끼니를 먹는 것은 戰前부터의 식사관행이다. 아침 식사는 대체로

오전 7시경에 이루어지며， 히티미테뭉(1::7' 1 ~7'J..，. ν)이라고 부른다. 점심은 정오에 먹고， 아

시 (7ν1 )라고 부른다. 저녁은 일몰 후의 적당한 시간에 먹으며， 유후이(그 71 )라고 한다.

농사일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서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

이 약간 복집해진다. 일종의 참이란 것을 제공해야 하는 관습이 있다. 유이마-루(그 1 '7 -ι)

라고 하는 공동작업 시에는 참과 함께 휴식이 곁들여진다. 참은 쥬←지자-( :;그 -ν:; .-v-，1O

時茶)라고 하며， 차와 黑健이 제공된다. 이 휴식을 쥬-지유쿠이(:;그-:;그~ 1 , 10時休J.J.)라

고 한다. 접심과 저녁의 사이에 나오는 참은 피루마시( 1::0ι?ν 1 )라고 하여 오후 3시경에 제

공되고， 작업은 이후 일볼까지 진행된다. 전후에는 현재와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적었으나，

일을 마친 후에， 남자들이 우타이노-시 (ry 갖 1/-ν 피곤을 풀기 위함)라고 해서 술을 마시

기도 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면접자들의 어린 시절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하였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서 획득하여 먹었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아래의 표에 집결

시켜 보았다. 산과 뜰에서 자연상태로 성장하는 나무 종류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열매나 과

일 종류들에 관한 정보들이 정리된 것이다. 1-2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절에 열매나 과

일의 종류들을 야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

야부 마을은 해변이 가까이 있지만， 바다로부터 얻는 재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해조류에 관해서 주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많지 않다. 이곳에서는 어엽이 주로 碼湖

(lagoon)에서 하는 방식을 기초로 한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기기

힘들지만， 確湖 밖에서 하는 어엽은 천한 일이라는 인식이 들어 있다. 야부에는 어부(薦師)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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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옛부터 고기잡이를 가는 사람은 ‘시니누기문(ν 二 X ￥Aν ， 게으름뱅이)’이라고 불렀다.

1-2錢에 바-기 (F，- ￥ 竹罷) 한 개 분의 이와시(，1 η ν)를 팔았다. 이와시가 풍어일 경우에

는 먹고 남은 것을 사탕수수의 비료로도 사용했다.

〈식용의 채집 식물류〉

얀바루언어 일반명 요。도 λ171
이용

기타
부’}님L

1+그 4 산딸기 아이들의

간식 4월경 열매

휴-1>.1>. II /I /I 츄-(毛) 1>.1>.(挑)

켜?'"7ι‘ A 산복숭아 /I 5월 /I 켜??(山) 1>.1>.

시ν ~)v- 구아바 /I 7-8월 /I

?η 종윷 /I /I 양잠용으로심었음

方 -7’주 카n 률류” /I 9월경 /I 껍질이 두껍다

나 才- r II /I 10월 /I

t:J
~-/''7--tt- /I /I 11-12월 /IT

7'‘-'"7 不明 /I 12월 /I 정월 전애 먹었다

+~--￥‘ 1J '"7 츄 /I 11월 /I

7 디츄 /I 8월 1/

5'iJ+~- 不明 /I 가을무렵 /I

/' c" /I /I 3월 /I 모내기 전에 먹는다

5'iJ+~보다 맛

있다

~/' 推 식용 /I

7- r -/7- 不明 /I 6-7월 /I 강가에서 난다 노란

5'- 색열매.맛있다이

열매에서 전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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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ν 휴(깨 7 휴-- ) 계피 아이들의 잎， 껍질 1 특히 뿌리가 맛있다 뜯어먹는다

간식 T8H 그녀!

나 Tf“ ν II 여름 열매
고약한 냄새가 있다 알맹이를 조금

o
뜯어먹는다

끼-

7) ￥ 福木 II 열매 1 집 뜰에 심은나무
계

z:-켜스ι 대나무(7- :1 1)숲이 있었다.

6:‘-‘- 죽순을 캐서 먹었다. 돼지를 먹-,

고 남은 뼈는， 대나무 숲에 묻었

다. 그렇게 하면 죽순이 잘 자란

다고했다.

식용4ννf十 苦菜 잎

7-f l"<- 쏘「 II II

7 方十1<- 짧蘇 차조기 II II

J-c' 'J 野쯤、 산달래 II 。II1 , a1삐그ν1

?“칸휴‘十1<- II 。II1
프은

7 휴 F '7 )}ν1<- II II

f-I':: ‘'j l':: ‘'/'7 7、‘휴.

잎，줄기
데쳐서， 몇 번씩 물을 바꿔가며 씻어

/νI'::ν7。 털머위
II

독을제거.

AJ1 {j‘ 1.큰실말

''/ J? f- 진두발
날로 먹거나， 데쳐 먹거나， 모이두부

를만든다
해

주L 'Iλ/

5:.
7- -1J 모이와 같은 종류 (7) 자색. 옷의 풀

T근T
먹임에도사용

十f 크 7 海A草 회충약

기시모토 시즈코(뿜本νx’그) 씨의 부엌에 있는 식료들은 대부분이 시판품이다. 현재 선반

에는 고←래←구수(::J -ν-1’7-， 고추) , 항고차(;、 ν 그·茶)， 별꿀， 후추， 소금， 건매실， 무초절임，

식용유， 양파， 감자， 인삼주， 락쿄우(7 γ 휴 크 '7)초절임， 설탕이 놓여 있다. 식탁 위에는 인스

턴트 커피와 차가 있다.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옥수수， 돼지고기， 얼음， 고-야(::J'-누)차， 문어，

카쓰오부시(方?才 7、 ν) ， 코모치시샤모(子持ζν/~ .:c)가 보관되어 있고， 냉장고의 냉장실에

는 달갈， 맥주， 콜라， 쥬스， 포카리스웨트， 흰된장(白 S ν) , 빨간된장(?iF ~ ν)， 토마토케첩， 소면

용什， 수누이(7- )(1)， 드레싱， 콩가루， 오징어가라수(Jf7 7-， 소금절임) , 미렴， 땅콩버터， 무채

절임， 파， 양파， 현미， 모주쿠(.:cA' 1)소금절임， 생강， 토마토， 피망， 가지，?iF휴그'7 I) , 판디《

7 켜’， 그’-쑤， -".1- 7(수세미)가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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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의 동물과 곤충류〉

일반명 얀바루현지어 기 타

토끼 약으로는먹었다.

오리 /시7- 약으로는먹었다.

닭 「 η4 도살:(D 목에 상처를 내어 피를 뺀다.@ 1::1:거운 물

을 부어서 깃털을 뽑는다.® 해체한다.

개를 먹은 적은 있지만，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

서， 별로 먹지는 않았다.

매미 7 •t -tt- J.，..~주의 약

벌 .I~주켜? - ·7 方 .I'\'1--v -, 7 方 .I'\'주켜’?’7-등

산비둘기

박쥐 옛날 사람들은 먹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먹은 적이

없다.

3. 일상식

고구마를 웅문(ν L.， 일본어로는 이모)이라고 한다. 고구마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사쿠가

문(-+t/j if- ν ι ， 사쿠가-+t /j if-라는 사람이 만든 4 판 ), 쿠라카一U 7 7;-), 부-부나 (;-7"

十-)， 마쓰가-문(7'，/7;'-ν L. ), 미치카 (~ 1-휴 -v-) 등의 품종이 있었다. 이모(，1 판， 고구

마)는 일년 내내 수확할 수 있었다. 이모를 심어서， 몇 개월 후 그곳을 파서 수확하면， 곧 다

시 심어서， 일년 내내 고구마를 먹었다. 특히 5-6월의 시기는 고구마 심기가 적당해서， 이 시

기에 비가 오면 ‘코가후-(그7;'7- ， 世果報)’라고 해서， 밭에 가서 고구마의 뿌리를 심었다. 토

란도 지었다.

따라서 고구마를 일상식으로 자주 먹었다. 삶아서 먹으며， 아침， 점심， 저녁 세끼니 모두 고

구마를 주식으로 먹었던 때도 있었다. 또는 아침에는 고구마， 점심은 밥， 저녁에는 남은 밥에

칸다바-(方 ν 갖λ‘-， 고구마 잎)를 넣어서 쥬-시(:;그 -ν ， 雜吹)를 만들어 먹는다. 이것을 칸

다바-쥬-시(方 ν 갖‘/-\-끼그 -ν)라고 한다. 미치카(~ 1-휴 f 삼개월이라는 의미)라는 고구마

의 종류를 많이 심어 먹었다.

보리와 좁쌀 등도 먹었다. 보리는 무기때 -(L. 쑤‘ j -) 또는 무기(L.쑤)라고 한다. 히라카무

기 (t 7 方 A ￥)、 케-무기("T-L. ￥)、 하다카무기(/、갖方A ￥) 등의 종류가 있었다. 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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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섞어서 밥을 짓는 이외에， 코-누와(그 -J. η ， 가루로 만들어서 셜탕을 더한 간식， 미섯

가루라고 생각됩)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조(葉)는 조밥(조 1: 쌀 1)이나 보리밥(보리

3: 쌀 1) 등을 지어먹은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함께 먹는 반찬으로는 두부나 칸다바-(方 ν 갖

<-, 고구마 잎)， 은자나바 (ν~f十/〈-， 苦菜) 등을 야채국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조는 밭

에 씨를 뿌려 싹이 나변 모를 2포기씩 뽑아 모섬기를 한다. 조에는 차조와 메조 종류가 있는

데， 둘 다 농사를 지었다. 옥수수는 전후에 들어온 것이다. 쌀은 부잣집이나 논을 가진 집에

서는 먹었다. 과거 야부에서는 도-구미(I-" -J"2 ， 庸米)나 아카키-메-(7 方휴-J-，iJf;毛米)

등의 벼를 지었다， 1930년대에 臺中(잣‘4 주그 rj) 65호라는 품종이 대만으로부터 들어왔다. 그

후 한 번 정도 동남아시아의 알맹이가 긴 쌀(인디카 4 νf、 4 方種)이 수입되어， 나하로부터

山原船(fν 시}[.，쉰 ν)이란 배로 운반해 와서 팔았다. 도 구미와 섞어서 밥을 지어먹은 일도

있었다.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쌀을 많이 도입함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상식하는 관습이 생겼다. 전

전에는 쌀은 비교적 귀한 것이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밭에는 사탕수수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희귀한 일이었다.

반찬으로서는 두부를 많이 자주 먹었다. 집에서 두부를 만들었다. 집에서 만든 두부 중에

단단한 것은 팔고， 유시도-후(그 ν 1-" -7 , 연한부분)를 먹었다. 퉁수루07 νxι-- ，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수프)도 먹었다. 토-후누카시0-7 '1方 ν 두부 찌꺼기란 의미)는 솥에 눌

어붙은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며 먹었다. 토-후따미 (-7豆)의 농사는 屋部에서는 조금밖에

짓지 않았다 주로 콩은 사서 이용하였다.

두부는 1) 국에 넣거나 2) 기름에 튀기거나 3) 생으로 먹기도 하였다. 혹은 4) 두부조림이

나 5) 고깃국(肉놔)에 넣기도 했다. 6) 간모도키(方‘ ν -t:1-"휴)란 것은 두부를 부수어 야채를 썰

어 넣고 기름에 튀겨 경단을 만들었다. 두부에 관련된 음식의 이름과 종류의 구분이 여러 가

지로 나타나는 것은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지역에서 두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라고 생각된다.

오키나와에는 소데츠지고쿠(蘇鐵地鳳)라는 말이 유전되고 있다. 토지의 많은 부분에서 사탕

수수룹 재배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곡이나 구근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구황식물로서 소철이 이용되었다. 소철은 오키나와의 곳곳에

서 흔하게 발견되는 식물이다. 전전에 장마로 인하여 고구마가 수확되지 않은 경우에， 식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때는 반드시 소철을 먹었다. 평상시에 먹었던 것은 아니다. 전후

에도 식료 부족 현상이 있었을 때 소철이 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소철을 식용으로 만드는 과정과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소철의 구근으로부터 전분을 추출

하여 식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펼연적으로 전분과 함께 추출되는 독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으

면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한 뒤에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복잡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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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는 식물의 종류〉

얀바루
CE↑바」며。

언어
기 타

/ ':/ξ커? 피-파야 열매， 줄기를 이용한다. 전쟁 중 식량부족시에

먹었다.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데쳐 독을 제거한

작물 후 먹었다 무와 맛이 비슷하다.

/':1 ν

그- ν-1’久 고주-’

"'7~ 콩

工 νFη 工νF '7

~-l'-

코。류η 7 t;"'7~ 팔

l、-"'7~

it- 디-?~ 三R-+t-+t /f、

伊江島에서 많이 지었다 담배를 짓는 토지에 적

~-7 "'7~ 대두 합하다

두부가게가 본토에서 사왔다

it 디 it 디"'7 1 타이쌀 전쟁 전에는 타이쌀이 많았다. 지은 쌀은 팔았다

쌀 끼-꺼- 본토산쌀 맛있다.

x닙L그「l 7η 좁쌀

十-서주 수세미외

츄 ν/)7 호박

rj I) 그“-쑤 苦J.I\

(외)類 =t'7 1 오이

;z, 1 t; ζ’:H「l

十~t:' 가지

;ζ?、、 4 ~ rj t;'、、 ν

q:.J.I\

뿌리
:\、~-十 · 츄‘ 苦菜 (야생) , 二η￥~-十F\-(재배하는 것)

채소
켜~-十/'\-

7、-/'二 끼!:!.

- 86-



7/\~r-1 二 다。근

t>'7- 파

to)v- 마느E 술에 담가 보존식으로 만들었다 큰항아리에

뿌리 넣어 약주로 해서 마신다 감기에 조금 마시면

채소 효과가 있다 술을 얻으러 갈 때는 같은 양의

泡盛를갖고갔다

7“ νit‘ .q-oa

)''7十- 양배추

νιA 감자의

총칭
감자의 일반적 명칭 혹은 고구마를 가리킴

'7-],. 토란(혹 '7-(진짜)ν J.，.(감자)의 익 8 1.

1 -=E 은 山추) 토란의 종류: 주 ν J) : 밭에서 재배/ )'-

'7-J.,.: 田추. 논에서 재배

類 커"'7 ν(山추)의 종류: 그 -+j--'7-ι i’方 f

?ν (771 '7-],.). ~)ν켜"''7 ν，( ~)ν'7-]，.)

71 ν)'’/"，- 고구마의 제일 많이 먹었다 쌀을 조금 넣어서 ν 그-

줄기 ~-(죽)를 쑤어 먹었다.

이다.CD 소철의 열매와 줄기 부분을 물에 적셔서 7일간 정도 방치해서 부패시킨다.(2) 절구

로 쩡는다.® 소쿠리로 걸러서 전분을 침전시킨다.@ 물을 맞힌다(용 Aτ) . 같은 재료를 몇

번씩 반복적으로 물에 걸러서 전분을 얻는다. ® 10번 정도 물을 바꾸어 냄새와 독을 제거한

다.® 침전된 전분을 천으로 거른다.(J) 전분을 둥글게 뭉쳐 건조시켜 보관한다.® 식재로

이용한다.

4. 보존식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모든 재료를 항상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계절별로 손쉽게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공하여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항상 준비된 음식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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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가공과 보관이라는 과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식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방식으로 보

존하는가 하는 점은 자연을 전유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의 지식과 노동이 관련된 철저한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당지 작업이 이루어진 야부 마을에서 확인된 보존식품을 모두 망라하여 본 결과， 보존식품

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보존식품이 많지 않은 이유는 항상 신선한 식품의 재

료들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야부 마을에서 확인된

보존식품들은 오키나와 얀바루 지역에서도 거의 동일한 정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종류로는

된장， 돼지고기， 생선， 무， 해초의 다섯가지 정도였다.

된장(=미수， 2 7-.)은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필수적인 보존식품이다.

된장을 만드는 재료는 대두 팔 ~-?I 보리 쌀 등이다. 그것을 만드는 시기는 봄과 가을

한 해 두 번 정도다. 여름의 土用(입하 전 18일간)에는 너무 더워서 된장을 만들지 않았다.

된장에는 가미하는 재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로미수(白 2 7-.)는 쌀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아카미수Uffi2 7-.)는 콩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오카즈미수(才方 A 2 7-.)는

참쌀(精米)로만 만든 된장으로서 간식이나 과자 또는 반찬으로 먹는 된장이기도 하다.

된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CD 카시이(方 ν1)를 만든다. 카시이는 재료를 쩌서， 알

맹이 채로 발효시킨 것이다. 발효과정에는 호-지 (it -ν 觀園)로 사용한다. 전후에는 호-지

를 사서 된장을 만들고 있다. 전전에는 짚을 사용해서 자연발효 시켰다. 이웃집 둥에서 발효

에 사용한 짚과 빠차-(/영s/-v-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평평하고 넓고 깊이가 얄은 소쿠리

종류) 등을 벌어와 사용하기도 했다. 재료를 쩌서， 빠자- 위에 짚을 놓고， 그 위에 재료를 얹

은 다음 또 짚을 얹는다. 발효시켜서 열을 낸 다음， 숙성시키는데 봄에는 4-5일 정도 가을과

겨울에는 7일정도 걸린다.(2) 누키-( J 츄 .1)를 첨가한 다음 소금을 섞는다. 누키-는 재료를

쩌서 절구로 쩡은 것이다. 전후에는 훗빠-(추 3 ‘'I/-{-, chopper)를 사용하여 잘게 부순다.@

보관(숙성)함에 있어서는 카메(方 I , 항아리)에 넣어서 반년 정도 숙성시키면 먹을 수 있다.

돼지고기(우와-， '/? -)는 오키나와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고려된다. 동물성 고단백을 얻

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돼지고기를 먹는 과정이다. 현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가장

많이 요리의 종류로 개발된 것이 돼지고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돼지는 가정에서

사육하던 것을 의례적인 목적으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이용하였다. 正月이나 오봉(益) 등에 각

가정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먹었다.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펼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존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반년 정도 키워서 도살하므로， 어금니가 난 돼지는

볼 수가 없다. 반년이면 돼지의 무게는 약 100킬로그램 정도 된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1년 중

음력 정월에 돼지를 먹는 것이 최고의 성찬이었다. 부잣집에서는 두 집에 한 마리， 보통 집에

서는 4집에서 한 마리를 잡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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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부위는 날씨가 더운 오키나와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부분들만을 선태하게

된다. 따라서 치-(주-， 피)， 나야미(十-\'2. 내장) 호네 (it -1', 뼈)는 보존하지 않고 도살 후

바로 먹도록 준비해서 국 등을 만들어 먹는다. 고기와 기름을 주로 보존했다.

기름은 고기로부터 분리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하였고. 가정의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하

는 펼수품이기도 하다. 야채와 칸다바 쥬-시 (方 ν 갖”서-ν 그 -ν-) 등에 돼지기름을 넣으

면 야채가 부드러워져 맛이 더 난다. 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에 두변， 3개월 동안 보존

이 가능하다. 소금절임(體慣너)한 고기를 항아리에서 꺼내서 즙을 버련 후 잎으로 싸서 천정

에 매달아 말려서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와一시안다 (ηη-ν7νX‘-， 글자 그대

로 하면 ‘돼지기름’이라는 의미)라고 해서， 돼지고기는 고급이며 ‘기름은 득이다’라고 했으나，

요즘은 돼지가 살이 너무 찌변 기름이 많아져 육질이 좋지 않다고 한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

라진 기름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에는 기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현재는 영양학적

인 정보의 도입에 의해서 동물성 기름이 건강상 좋지 않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돼

지기름을 버리게 되었다.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은 부위별로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CD 치무(TA ， 간)는 데쳐서 소금

을 발라서 正月 손님이 오면 낸다.(2) 뼈와 고기는 무나 미역을 넣어서 국을 만든다.@ 치라

카 (T 7 ff- , 얼굴껍질)는 데쳐서 사시미(-tj- ν 2. )나 이리차-( 1 I) 주-\"-， 북음)를 만든다.®

고기는 라후티-( 77 T '" )나 찬푸루(+ -\" ν /)ι)를 만들거나 삶아서 먹는다.(5) 뇌는 먹지 않

는다. 맛이 없다(먹는 사람도 있었던 듯). 6) 돼지의 피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치-이리차-(주 -1 I) T -\"-)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돼지 선지를 넣고 돼지고기 복음(이리차-)

을 만드는 것이다. 돼지기름은 항아리에 넣어 부엌에 두었다.

기름을 구하던 또 다른 원천은 돌고래였다. 요시모토 씨보다도 한 세대 위의 시절(戰前을

말함)에는， 나고(名護) 만에 히 토우(t - ~ φ ， 돌고래)가 들어오면， 자유롭게 잡을 수 있었다.

야부에서도 배를 내어 돌고래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 돌고래에게 작살(-\' J)을 쏘아

서， 그 맛줄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배당이 있었다. 돌고래가 잡히면 고기나 기름을 나누어 받

아먹었다. 고기는 찬푸루-(주 f ν/)ι-)를 만들었지만， 기름은 항아리에 넣어 조리용 기름으

로 썼다.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장하는 음식으로서 수쿠가라수(7-， 1If7 7-，)

라는 것이 있다. 수쿠(7-， 1: 아이고 71 그’의 維魚)라는 어린 생선을 염장(醒演너)한 것이다.

수쿠가 산호초의 漢海의 위로 었을 때 잡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때에는 잡지 않는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해초 등 음식을 먹어서 몸이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때 잡은 것은

비린내가 더 심하다고 여긴다. 위로 댔을 때는 고기 뱃속에 음식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이

때 생선의 비린 맛이 없다. 이때 잡은 것이 수쿠이다. 수쿠우야 (:J.. 1η 누-， :J.. 1 賣 ry )가 本

部메(모토부효우 b C: J-;'ζ .l: -3)로부터 와서 마수("77-， 뺑: 되)로 달아 팔았다. 수쿠가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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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에 넣어서， 반년 정도 보존할 수 있었다.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변， 색이 변해서 맛이

없어진다. 즉 발효되기 때문에 썩은 것으로 생각하여 먹지 않는다. 수쿠가라수가 저장을 시작

한 시점으로부터 반년 뒤가 되면 발효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저장했던 수쿠가라수를 버린다. 생선을 염장한 것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젓갈이 되는 셈인데， 젓갈 상태로 발효된 것을 먹지 않는다. 즉 생선의 발효상태를 부

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얀바루 음식문화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야부 마을처럼 얀바루의 해안 가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의 해초를 건조시키거나 소금에 절

여서 보존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모이(꿋-1 )라는 것으로서

건조시켜 보존했다. 명절에는 모-이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 다시(갖 ν)나 조미료 등을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간주되어서 고급품이 되었다. 건조시키는 또 다른 해초

로는 츠노마타('J' J '"7갓)와 후노리 (7 J I})가 있다. 수누이 (7，. J1)는 소금에 절여서 보존하여

먹는다.

무는 잘라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보존식으로 사용하며， 무의 잎도 데쳐서 말렸다가

먹는다. 무(大根)는 이곳에서 데 구니라고 부른다. 屋部에서는 옛날부터 ‘屋部大根’를 많이 심

어， 무 품평회(수-부，7，. -7') 등을 했다.

보존식품은 대부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다. 돼지고기 염장한 것(體慣 It)이나 락쿄우 염

장한 것 ('7 γ 휴 크 ?演 It) 그리고 된장( ~ ν) 등은 항아리에 넣어서， 부엌 안쪽의 시미누콰

(ν ~J -1 η-， 物置혼)에 보관했다. 이듬해 파종할 종자들도 작은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다.

5. 의례식과 요리

일상생활의 식단에서 먹는 반찬들을 요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손님이 방문했거나 가정

내에서 특별하게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또는 특별한 음식의 재료가 마련된 경우에 별식

을 만들며， 이것을 料理라고 부른다. 별식은 주로 의례용으로 준비하며， 의례를 위해서 준비

하는 별식을 일상식에 대해서 의례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 치-이리차 -(+-1 I) 주-v -): 피(치 )를 굳혀서 손으로 부수어 넣고 천천히 북는다. 소

금， 간장， 다시(갖ν)로 간을 한다. 설이나 제사 때에 사용하는 음식이다. 이외에 돼지 피를

넣은 음식으로 국이 있다. 무 다시마， 돼지뼈 피가 들어간다. 요즈음은 가정에서 돼지를 잡

지 않으므로 정육점에 갈 때 피를 주문해서 사온다. 피는 보존이 안되므로 옛날에는 잡아서

바로 피를 사용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2) 쿠지무치 (-1 :;L 子): 전분에 설탕을 넣고 익힌 후 식혀서， 콩가루， 콩 등을 넣는다. 전분

1: 물 2: 설탕 1/2 비율로 섞는다. 첼리와 같은 음식이다.

3) 모-이도 후(판 -1 1-' -7): 모-이를 건조시켜서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근다. 물은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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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금 잠길 정도로 넣은 후 익히면서 조개를 넣는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힌다. 걸쭉하게

만든 후에 간장과 소금을 넣는다. 이것을 판에 옮겨서 펴놓으면 굳어진다. 두부처럼 굳어진

것을 잘라서 먹는다. 차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오키나와 북부에서만 먹는 음식이다.

4) 시츠마미도-후 (ν''/72 F-7): 시츠마미(ν''/72 地豆 땅콩)를 잘게 부순 다음 쩌서

굳힌다. 여기에 갑자 전분을 첨가한다. 두부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시보리카수(L 많 O 方'7..，

짜낸 앙금)도 맛있다.

5) 난토-미수(十 ν ~ ? - 2 '7..): 음력 설에 차와 함께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다. 잡쌀， 설

탕， 된장， 땅콩， 조미료를 넣고 켓토우(장 '/ ~ η)의 잎에 싸서 씬 다음 사각으로 잘라서 차와

같이 섞어 먹는다.

6) 쿠-부마치( '1 -7"7 千): 건조시킨 미역을 물에 불린 후 15cm 크기로 잘라서 안에 생선

과 어묵 등을 넣고 조미료(간장 미린)를 넣은 다음 말아서 씬다.

7) 타-안무딩가쿠(갓 -ν .b. j' 1 ν j/1): 물감자를 익힌 후 껍질올 까고 썰어서 설탕과 물을

조금 넣은 후 다시 익혀가면서 휘저어 감자를 잘게 부순다. 걸쭉한 상태가 되면 먹는다.

8) 쿠-부이리차 -(1- 7" 1 1) 운i' -): 미역을 잘게 썰어서， 돼지 삼겹살， 어묵， 곤약， 물， 조

미료를 넣어서 미역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끓인다. 수분이 없어지면 완성된다.

9) 보-보( it~- 멈-): 밀가루에 설탕과 물을 넣고 걸쭉해 질 때까지 섞어서 동그란 형 태를

만든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뿌려서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반죽을 통그량게 구운 것이다.

10) 칭핑 (T ν Eν): 달갈과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아부라미수 (77"72 '7..)를 넣고 프라이

땐에 구운 것이다.

11) 소-멘창푸루(')- ; ν T i' ν 7' Jt--): 국수를 데쳐서 찬물에 식힌 후 돼지 삼겹살을 잘게

썰어 넣고， 당근과 파를 넣고 익혀서(파는 맨 마지막에 넣는다) 양념한 뒤 국수와 섞어서 완

성한다.

12) 수바('7../<): 밀가루에 갯물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이를 반죽하여 봉으로 편 후 다시

접어서 5mm크기로 잘라서 물에 데쳐 둔다. 돼지 뺏국을 만들어서 면은 뺏국에 넣고 삼겹살

과 파 등을 얹어서 먹는다.

13) 미미가-웨-문 (2 2 jf- η 工-.b. ν): 혜-문(φ 工-.b. ν)은 사시미(웅 L /;I.)라는 의미다.

돼지 얼굵의 전체 껍데기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에 데친 후 잘게 썰어 놓는다. 귀는 잘라서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넣어서 기름을 제거한다. 땅콩 버터에 식초， 소금， 설탕을 넣어서 돼

지 귀 및 얼굴 껍데기를 섞어서 먹는다.

14) 캠마이 ( "I' ν71 ， 현미): 현미를 하룻밤 물에 담가둔다. 이 현미를 갈아서 냄비에 현미

1컵에 물 2/3컵을 넣고， 흑설탕을 넣고 끓인다. 위에 뜬 것을 제거하고 약한 불로 천천히 섞

어가면서 만든다. 믹서기에 남은 찌꺼기를 씻어서 넣은 후 다시 한번 끓인 후 생강즙을 조금

넣어 먹는다. 옛날에는 손으로 갈았으나 요즘은 믹서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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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차기 (7 1- -v￥): 떡을 손에 쉴 정도의 크기로 쩌서 팔 위에 굴려서 만든다.8월 15일

에 먹는다.

16) 고-야-창푸루(:1'--\>-1- -v ν /)v): 고-야(:i- 누， 여주)， 두부， 모야시(꿋쑤 ν ， 콩나물) ;

을 섞어서 북은 음식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17) 나 베라 안뿌시(十-서'7 -ν7"/-): 헤치마(/\1- 7 ， 수세미)의 껍질을 벗긴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돼지 삼겹살과 빨간 무， 고구마， 된장을 놓고 반쯤 익힌다. 그후 두부를 넣고

완전히 익히면 완성된다.

18) 나카미 아시티비치(十方 ~ 7ν T 1 c' 1-): 돼지 족발을 씻어서 데친 후 잘라서 미역과

함께 삶는다. 우린 국물을 만들어 돼지 족발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힌 음식이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19) 소-키시루 ('J - 휴싹): 갈비 국물에 무와 미역을 넣어서 익힌다. 무와 미역이 부드러워

지면 간장으로 간을 한다. 마지막에 파를 넣어서 먹는다.

20) 히-자 사시미 (t-~ -v →fν ~ ): 염소를 히-자라고 한다. 살코기 부분을 먹는다. 간장+

초+생강으로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염소를 잡을 때 럴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면을 그슬

림으로 인해서 염소고기가 완전하게 날 것은 아니다.

21) 히-자 시루(t-~ -v싹): 고기 내장 위를 넣어서 삶는다. 횟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

부 국에 넣어 먹는다. 소금과 술 등을 넣어서 맛을 낸다. 2-3시간 삶아서 마지막에 쑥을 넣는

데， 이것은 염소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뿔은 버린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염소

를 먹지 않는다.

술은 사탕수수의 즙에 배급받은 챔을 넣어서， 발효시킨 후， 증류해서 술을 만들었다. 이것

이 아와모리라는 술을 만드는 기본 과정이다. 술안주로는 유-과다시(그 -::/7 )t‘ ν ， 잔 물고기

를 쩌서 말린 것， 熹千 L ), 락교우('7 'J 휴 크 η 演너物) 등을 이용한다.

6. 결어

얀바루 지역의 음식은 이차대전 전과 후로 나누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전전의 일상식

중 주식으로는 고구마와 보리 그리고 조가 주로 이용되었고 반찬으로는 된장과 두부 그리고

무를 비롯한 채소가 자가재배로 이용되었다. 오랜동안 농토들이 사탕수수의 재배에 징발을

당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나마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좁은 농지에 흉작이 들면， 주민들은 소철에 대부

분의 영양섭취를 의존하였다. 소철의 열매나 줄기로부터 전분을 추출해내어서 침전과정을 거

쳐 생산된 가루로 주식을 삼았다. 소철의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돼지고기가 다양한 부위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오키나와 음식의 별미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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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음식이 된장 이외에는 없는 것이 오키나와 얀바루 지역의 특정이다.

전후에는 미군의 영향을 약간 받긴 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미국식의 음식이 정착

할 기회가 적었고， 곧바로 일본의 본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주식은 본토에서

공급되는 쌀로 변하였고， 일본 본토의 음식들도 점차로 강도높게 상륙하게 되었다. 얀바루 음

식 민속지는 정치경제적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부록 1) 물의 종류

맹칭 의미

Eμ I ,'ITA,
';7, - ~ ν | 쐐水 > 바디

νIv ~ν 11;)<.-) ~1 ，:'7j.·Q~C

T -f그 I 션(싸

l:':7'lv~;; I 차가운 올

"/7’ E ν | 멘/K-) 갓난아이감 목욕시키는 선-

7-7:'~;; I 엠분이 들이간 윌-) i’ji'c9':> σ);K

7’/냉， ν 염기기 없는 불

그 J' I) ~ ;; I 7IJ tlJK
-

J7~;; 혼tLι 、7j.'7K. i효水와 동일

- , ν tlr L ~、 JK

7fv ~ ;;

J Iv ~ ν

'7:7~;;

/、- 당 J ~ ;;

c펀펀팩챔드펀←

IIIσ)水

T7~ μ ←L젠으간휠뀐간’같프촌← ---
나무에서 언은 물

2νν γ-ψ ~-I-i;1파꽤파괴i고폐좋파는갚괴꾀5

rfT-갖 섣벽에서 딸어지는 물 칩

〈부록 2> 용수의 종류

xν;; -j-

rfT1 νγ

7十껴-

의미

끼쳐()I)

철벽에서 바위로 흘러드논 Ji•

철댁에서 떨어지는 없

땅을 따서 얻은 물 (fk流 Iliff、·水)

- 93-



<早号 3> ･̂qta一句 ql青旬脅

且ヲIt+斗 out叫キ スl雪9]巻舌 % ĵol旬qlJ'B尊 卑011月 ol申せ 王寺旦皇 軍望司

ヱ 裂き7t中吉 召% 卑O+斗き 可 tJ9]手中9_呈 望スtき t+ヱ l̂oll習え1せ 実 舌t]1

9lĴq骨011月 Dll青書 午召斗忠叫.01斗五言 書中cj %ĴJ望キスIollJqLIqtlき き斗

召せ9]せ専% oJ% 手 製% 掌中 ott1年1998吏 翌朝 olスl雪雪 月尊011月 jll号斗

旨 %雪司 書青書% 卑中電 手 製71玉 串tL 望せ雪旦呈 ｡書中と Ĵせ91号音7tC⇒

司 7tスlol71瑚昔oll,望望司7t9]寺子oll叫年月 や三吉 % 1̂91吾音呈 曹司 叫申せ

中.01l書 き望,食堂ol申立 書司と 安中 亭ol斗ヱ 昔司旨●芙雪 叫青7t中三71lLlq

せ可.tfI子% Ĵ召吉舎 圭司 T̂増oll9]胡月 号Rll喜 せヱ OJ71三 %Tq.ユ司ヱ 書王 寺

ollきol敷き 安スtと 7T-召olq.

かどや食堂 叫盲:

牛焼肉定食(1300),かどや 定食(1200), しょうが 定食(1200), トンか ソA定食(1100),

からあげA定食(ll(刀),魚フライ定食(1100),幕の内(1100),かどやランチ(850),きしみ

定食(800),中味いため定食(750),鳥の唐揚げ定食B(750),とんかつ定食(650),たまご

ポーク定食(500),煮物定食(600),とうふ チャンプル-定食(600),あっ揚げ豆腐(400),

牛ソーキ(600),さば唐揚(450),やさいいため定食(600),ふいため定食(600),おかず定

食(600),てぴち煮付け(1000),ソーキそば(000),三枚肉そば(500),中味そぼ(6∽),野菜

そば(6∝)),焼きそば(550),かつそば(650),親子どんぶ り(650),焼きめし(550),かソカ

レー(700),カレーライス(550),てぴち汁(900),中味汁(650),さんま唐揚(450),イカバ

メ(600), イカ姿焼き(600), 冷酒(500), あっかん(一合)(5∝)), 清酒(5(泊), 泡盛(一

令)(500),くら(2500),菊之露(2500),鎮樽(2500),久米仙(2000),ブラウン(2000),オリ

オン生ビール(500),ホットコ-ヒ(ティー)(300),アイス コ-ヒ(ティー)(250),ウ-ロ

ン 茶(2(刀),オレンジ ジュ-ス(200),カルピース(200),メロン ソーダ(200),メロン

ソーダ ･コラ(200),氷あずき(250),氷イチゴ(200),氷 ミルク(250),氷オレンジ(200),

氷レモン(200),永メロン(200)

書olLI叶曇%孟手 %句 吾青書 カ国 を 叫青句 会スtと 王手 37吾olq.ユ 音on月望書% ユ

% 蚕%(｣ 且ヲ1LT斗 号音9lス瞳 LT%J当0113吾0回 .中味王 朝ス1Ⅷ杏% せせ中.olqql(いた

め)旨 菩% 且司olq.申 ｡T五号-千(たまごポーク)t 711申子ol斗 卑一千(ポーク,土増 音91瑚スl_ll

71号三宅)干ol喜 召jRJ7)olq.せ T̂ololli:i7iLl曾 剖011望71149_リ71鞘おにぎり)牟ql雫7l

Lr召人Iqlユせ Ⅷ旨% cj司 7何 せ月旦呈 雪とq.o橘 中 T,喫茶店句 7._上せを Ĵll小 首呈 召肇

01711望望司明% 増主王 手召ヱ lT召せ 且司olq.｡l舌増 ol辛 且ヲ114斗oll瑚ス117_717Jol｡tsJ･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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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ol阜 7)斗 尊軍ol裂き 貴斗q.

土-ヲl(ソーキ)吉 を印書 せせ中.辛(ふ)と せ 召召olLT卑01召召中 音斗可叫 電型 odヱ 智 子

と可塑中.貴%且司 %ql宮olを 且司を中.童印 書 旦曾% 串ヱ 匁中.叶主OT711王一手(あっあげ

トーフ)モ 曹司斗711望ol司7J 手早oll外主且キスl(かつおぶし)斗 ヰ 号% oi可月 号号% Pl望%

%雪olq.9_ヲILJ卑oll月 舘01雪ス1t]._TⅧ司011月主｡Gol雪旦旦呈 且ヲ111年 玉音句 %ĴoJス1011明

朝月旨 卑oJ管 望且7tOJq.書oJ千旦 t]iBTol雪と 蚕olq.

qldljq(てぴち,豚足)旨 吾曽olq.且ヲlLt斗ollAl土中(そば)古 里% 珂望otUL 望7梓 呈 tLTき 7A

olq.イカ姿焼きモ 且増ol喜 音瑚王 子?ol互望011叫JAl子音 蚕oltL

おおさか qI盲

oIĴJ官91召♀旨 お食事,おつまみ,ソフ ト ドリンク,お酒9ltll7tズl王 朝青書 昔音可ヱ

oJq.

お食事:

きしみ定食(1500),てんぷ ら定食(1200),和風 ステー キ(1500),焼 肉定食(1200),幕の

内(1000),白身魚バ ター廃(1000),白身魚 フライ(10(氾),チキン照焼(1000),とんかつ 定

食(1000),カキフライ(1000),牛井(700),か ソ井(600),親子井(5(泊),うなぎ井(1000),う

なぎ定食(1500),野菜妙め(5(刀),か ソカレ(600),炊飯(5(刀),焼 ソバ(500),ソバ(5(泊)

おつ まみ:

チャップステー キ(1000),一 口か y(500),カキ7ライ(500),チキンの唐揚(500),手羽

先唐揚(500), トリ皮膚揚(500),骨付 カル ビー(500 ),牛 タン(400), ポテポフライ(400),

チーズサ ラ ミ(500),ピザ(8(氾),揚げ出 し豆腐(4CX)),きしみ盛合せ(1(泊0),きしみみそ合

え(500), 魚堕焼 き,冷ヤ ッコ(300), ソー メン テ ャンブルー(400), ゴーヤ チャンプ

ルー(500),-チマみそ煮(500),ナスみそ煮(5(刀)

お酒:

ビール(fX)0), くら(3000),ぜ にだる(3000),久米仙(3000),ふ るさと(3000),菊の 露

(3000),ジョニウオカー(赤)(5000),ジ ョニウオカー(黒)(7000)

ソフ ト･ドリンク:

コー ヒー(300),ティー(300),コー ラ-(250),ジュ-ス(250),

も とぷ きしみ亭 叫盲

定食:

きしみ定食(1200),車エ ビフライ定食(1(氾0),みそあえ定食(lo∝)),白身魚 フライ定食

(1000),かつおたたき定食(1000),生サケ定食(1000),煮付定食(1000),- ラゴーてん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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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定食(1000),盤焼 き定食(1200 より), アーサてんぷら定食(1000),魚バター焼き定食

(1200より),揚げ魚定食(1000-1200),ミ-バイ汁定食(1300-1∈氾0),イカ汁定食(1300),

カニ汁定食(1000), 伊勢エビバター焼 き定食(1500-1700), 伊勢エビマヨネーズ定食

(1En0-1700),生サケバター焼 き定食(1000),お子さま定食(600),白身魚ホイル焼き定食

(1CX)0)
*いずれも 600円 :サケ茶づけ ･マグロ茶づけ ･白身魚茶づけ ･カツオ茶づけ

*いずれも 600円 :カツオ井 ･づ り井 ･マグロ井 ･自身井

一品料理:

きしみ盛合わせ(1200/SOW),きしみ舟盛合わせ(10000-15CK)0),イマ魚の塵煮(700 よ

り),-ラゴー堕煮(600),-ラゴーてんぷら(600),きざえのつば焼 き(700),カニグラタ

ン(500),キラシャ-バター(600),小エビの唐揚(500),パール貝バター焼き(450),パー

ル貝マヨネーズ焼 き(4fX)),かつおたたき(600 より),島ダコ刺(600より),シーフー ド サ

ラダ(700),かつおきしみ(600),もず く酢の物(350),ゲ リ･タコ酢の物(EX)0),あさりバ

ター(500),ホタテバター(500),バラゴてんぷら(500),アオサてんぷら(600),白身魚フ

ライ(600),生サケフライ ･バター(600),車エビフライ(700),イマイコ煮つけ(700),磨

揚げ魚(500), 魚バター焼き(700), 魚ホイル焼 き(7(刀), まぐろたたき(500), みそあえ

(600),もず くとろろ(400),自身 とろろ(5(刀)

* あったか メニュー 冬場のみ:きしみ亭鍋(12(刀),ミ-バイ鍋 (13(氾-1EX)0), 鍋物

(1000-5000)

飲み物:

ジョニ(蘇)(6000),シーバース(7000),ジョニ(黒)(70(刀),オール ドパー(70(氾),オター

ル(7500),マテウスロゼ(4000),オリオン ビール生(450),キリン ビール(500),オリオ

ン ビンビール(450),珊瑚礁10年(5000),久米仙 グリーン(2000),5年(4000),ブラウン

(2㈱ ),グリーン(2000),菊の露(2000),奴棟蔵(2500),蔵(2500),古里(2000),アイス ･

コーヒー(250),ジュース(200),ホット･コーヒー(300),コーラ(200),アイス ･ティー

(250),ウ-ロンティ(200),ホット･ティー(3(刀)

*持ち締 り きしみ (1000より)

美角 叫盲

むせ可711を% 中巻 午 oJ古 今合 を召011月 告 ot_土手%旦主 音tjl可と %雪盲olq.

手 1̂1ロ111筆 舌01き0121 %Ĵqol且ヲ11+卑 %ĴJ91号瑠% 旦Olと 7}ol立,巷半量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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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ヲ111斗 %月olq.

おでん(800)-てびち入 り,いか 汁(800)･･･且瑠可 雪昔,みそ汁(500),-チマ(500)-

午Jql｡l,ふ -(知0),ナスいため(500), ソー メンちゃんぶる (500),イカてんぷ ら(500),

チキン唐揚げ(500),ひらや-ちい-(5(刀)-早手 喜olZJ一半召 7q書音,ふ-ちば- じゅ

うじ-(500)･･･考, ポー クダマゴ焼 き(500),手羽の 唐揚げ(500), レバーの バター焼 き

(500)

新山そば ql青:

土tjt書 巻昔9_呈 せ三吉 月号olq.且ヲlq卑 生中書 71主呈 斗O]Ql司 7tス1中書

祁豆き% 官ol月 土叫句 吾青書 吉敷tL 号可 仝-ヲl土中tJ }tLIT-叫olリ干土叫 %阜 9_

ヲlq斗91忍暮雪oJ %雪書中 を 召管を 王寺% 旦OJq.

沖縄 そば(400),牛そば(500),わかめそば(4(氾),じゅ- し/ごほん(1EX))-･せき,貴,7ut

杏,71音 号% 官ol せ せ,ヤ キそば (スープ付)(500),てぴちそば (500),野菜そば

(500),ふ-ちば-そば(500ト 等,ソーキそば(軟骨)(500),三枚肉そば(500),そば定食

(750)-(ソーキそば/じゅ- し/きしみ付),新山本 ソー キそば(600)-叫 書き を叫,オ リ

オン生 ビール

<手早 4>

･貴% せglL_旦呈 ミチャー申立 車中.

アカ ミチャー(赤色)･ シル ミチャ(白色)･ドル ミチャー(黒色.せ貴)ol史tL

*貴書 可司 沓% 瑚 J小%可更中.カンダバー斗 8lt]l土 7l土 句 翌% 貴中 朝oi可司

書 Z.]tOJtL

II.奄美大島 五□lLr皇

1. l̂ej:t]H召 スト孟

雪斗 -̂j旦呈 O巨tロl且且人1叫(奄美大島)と 昔斗7T-玉弁軒モ ス1召oll朝司車中と 司

Ĵjol又lq.音子 尊号917t杏 草子oll朝ヌ1せ ot｡T･ロ1且且人ITJTモ ネ干 尊号91領主呈

半可 八t主｡T型(薩藩)9]司督スloll更oJ司望月 音子昔斗卑 望き き主雪 景斗7T召管

斗望 月 寺% ol手工 OJqと 司当主 OJq.望布き %J雪景斗ollqlを 暮雪% 暑中可

ユe=lせ 召ol卑oJ皇 子 oJ71喜 71ql可望月骨スl斗望olloJ可望中.且且人1中旬 号%

早OllSljil単 五ロItI主(小湊)中吉 ｡T-%% 音Ĵj旦呈 斗cq 午召里 香豆喜 子月旦呈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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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오오시마의 음식에 관한 민속지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코미나토의 해변에서는 50킬로미터 정도 동쪽에 있는 키카이지마(喜界島)가 아주

먼 위치에서 항상 보인다.

아마미오오시마의 주산업은 흑당(黑輔)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재배농업과 명주생

산을 위한 뽕나무 재배와 누에 기르기였다. 현재 명주를 짜기 위한 원료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아마미의 제당업은 사츠마 치하부터 시작되었다.

흑당은 사츠마번의 주된 재원으로 재배되었으며 생산자인 주민들이 착취당했던 역

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번정시대 당시 15세부터 60세까지 남녀 구별없이

이부(要夫)라고 하는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永吉 數 1976: 289). 사츠미-번 치하에

흑당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노인과 불구자를 제외하고는 어엽의 전업을 금

하였다고 전해진다. 흑당증산을 위하여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永吉 數

1976:: 295). 사탕 밀매자는 사형에 처했고， 생산량은 사츠마가 전매하였다.

당엽의 시작은 케이초(慶長) 15년 0610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며， 그 내용

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구전되고 인용되고 있다. “大島의 燒內間切大和끊

에 사는 直 川智 일행이 케이초 10년 유구로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중국의 복

건성(福建省)에 표착하였다. 川智는 그곳에서 사탕수수의 재배와 제당 방법을 배웠

다. 케이초 14년 유구로 가는 중국의 무역선에 편승하여 그곳의 흙과 함께 사탕수

수의 모종을 비밀리에 가져왔다. 고향인 大和팎에 심어서 15년 봄에 혹당 약 백근

을 제조하였다. 사츠마번의 제당정책이 오오시마(大島) , 키카이지마(喜界島)， 토쿠노

시마(德之島)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상의 진술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은 줌曲이다.

케이초 연간설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가운데 조작된 난센스다. 겐로쿠(元禮) 년간 전

후일 것이다"(所ilJ奇 平 1976: 41). 겐로쿠 3년0690년)이 중요한 제당도입 시점일 것

(所ilJ奇 平 1976: 30) 이며 유구로부터 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주 1)

당시 농경은 도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탕은 조미료와 기호품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사탕은 환금작물이 된 것이다. 그후 (이차세계대전) 전쟁 전에는 마

을 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집에서는 사다야도리라고 부르는 흑당소옥(黑廳小屋)

이 있었다. 밭에서 사탕수수를 수확한 다음에 이 작은 집으로 단시간 내에 운반해

온다. 이 집은 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확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사탕수수 대에 있는 당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신속하게 해야 한

다. 소옥에서 껍질을 벗기고 잎을 잘라내어서 수숫대만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정리

했다. 목제의 ‘三車’라고 하는 우마를 이용하는 수레로 압축하여 수숫대로부터 즙을

채취하는 방법을 썼다. 즙을 끓일 때에는 세 개의 “가네"(냄비)를 순차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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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처음 끓여낸 즙을 다음의 가네에 넣어서 또 끓인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연속적으로 끓이는 작업이 사다야도리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에는 견고하게 굳는

다. 전후에는 마을마다 소형제당공장을 셜립하였다， 30인 또는 20인 정도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제당업을 하였다. 하나의 마을에 2개 내지 3개의 제당공장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합에는 조합장， 부조합장， 회계의 역원이 각각 1명씩 있었다. 공

장의 열쇠는 조합장이 보관하였다. 부피가 많은 사탕수수를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

한 지형이었다. 따라서 부피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마을마다 제당공장

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 1966년부터 15년간 정부는 사탕수수 밭을

다른 밭작물로 전환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단보당 5만엔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벼나 다른 열대 환금작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長田文子 1983: 22-25) , 코

미나토로부터 북쪽에 있는 카사리초(효利메)의 경우， 1961년에 후우코쿠(富國) 제당

공장이라는 대형제당공장이 출현하였다.

1979년도의 상황은 총생산액의 약 63%가 사탕수수의 재배에서 얻었다(長田文子

1983: 22) , 과소화로 노동력 없어지면서 급속히 면적이 줄게 되었다. 지금은 사탕수

수 재배의 양이 극히 줄어 들었다. 현재는 국가 보조시책으로 아마미의 기간산업이

되어 있다. 원래 수수즙을 짜내는 톱니바퀴는 목제 혹은 석제였으나 1811년 아마미

의 카시와 유우토(拍有度)가 철제 톱니바퀴를 발멍하여 흑당의 생산량이 비약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 이러한 제당기술은 주로 오키나와로 넘어갔다. 옛날에는 나세

가치(名懶勝)의 공민관 근처까지 설탕을 실으러 배가 들어오곤 했다. ‘나세가치의

T斗健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다른 곳의 설탕을 못 싣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현재 인터뷰를 통해 나제시(名懶市)의 코미나토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시기는

대체로 이차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된다. 따라

서 아마미오오시마의 음식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1)

전쟁전후， 2) 일본복귀(1 953년)， 3) 현재 등으로 시기구분을 해볼 수 있지만， 전쟁전

후와 복귀의 시기에 관한 기억들은 상당 부분이 혼재되고 있고， 실제로 두 시기 사

이에 음식에 관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미군이 등장하면서 배급

품이 생긴 것이 특정으로 지적된다.

전쟁전후의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탕수수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흑당은

가정에서도 만들었고 간장은 구입하였다. 어업이 활발했던 곳， 예를 들면， 키세(喜

懶) 같은 곳에서는 아미모토(網元， 어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기잡이가 성한

곳도 있었다. 전후에 잠시 동안에 가이미(外米)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길고 맛없는

쌀(인디차)이었다. 전전에는 잣길을 따라 있는 농토는 대부분이 논이었으나， 지금은

2, 3명 정도가 쌀 농사를 한다. 1948년까지 미국에서 배급이 들어왔다. 배급품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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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메리켄코(;l I) 7" ν 빼， 밀가루)， 아스파라거스 통조림과 우유 둥이었다. 우유

는 큰 냄비에 쩌서 간식으로 먹었다. 나제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나 물건

둥을 가지고 시골로 음식을 바꾸어 받으러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걸인도 많았

다.

어장은 계절별로 지역을 달리한다. 여름에는 오오시마의 서해안 쪽， 겨울에는 동

해안 쪽에서 고기들이 잘 잡힌다. 즉 코미나토에서는 겨울에 고기가 잡힌다. 전전

키세에는 가끔 고래가 붙에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서 먹곤

했다. 돌고래는 누군가 먹은 적이 있지만 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않았다. 생선은 매

일 잡히므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서 생선으로 보존식을 만들지는 않는다. 고기는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 가까운 바다에서 잡았다. 1940년대까지는 마을 전체가 고기

잡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매일 산에 고기떼를 보러 가서 고기떼가 오면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그물이 있는 사람은 그물을 들고) 바닷가에 모

였다. 배가 그물을 끌어서 바닷가로 오면 모두들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끌어올렸다.

야채와 과일은 자급자족을 하였고， 남은 것은 어업을 하는 친척에게 주고 대신 어

개류를 받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일상적인 식재를 해결하였다. 고기류， 쌀， 조미료는

구입하였다. 전후 한동안 쌀과 된장은 집에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소철을 먹었

다. 그때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랍도 별로 없고， 거의 맨발이었다. 버스도 없었다.

당시에는 마을에 마차를 가진 사람이 3， 4명 정도 있었다(1945년까지의 이야기) . 마

차를 가진 사람들은 쌀， 미소， 이모， 밸나무 둥이나 나제로 가는 사람들의 짐을 운

반해 주곤 했다. 소학교의 수학여행도 차사리에서부터 쭉 걸어서 갔다. 그 당시까지

는 대체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이었다.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구당 대략 평균 3단(反) 정도의 밭을 가지고 있다.

1978년 고향으로 돌아온 토미 쿠니오(富 國夫) 씨는 그후 줄곧 밭일만 하고 있다.

남편과 같이 밭일을 한다. 처음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잘 되지 않아서 큰일

이었지만 어릴 때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던 경험이 있어서 참을 수 있었다. 야채는

거의 자급자족이다. 제철이 아닌 야채만 가게에서 산다. 쌀은 구입한다.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긴 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약도 쓰지 않고， 농업 전문가

로부터 배워가면서 밭일을 한다.

코미나토에는 식생활개선그룹이 있는데 5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주로 섬의 요리

(島料理)를 연구하고 있다. 9, 10월에 소철 열매가 열리므로 나리미소(十 I) 味增， 소

철열매된장)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요리 강습에서 배우기도 했지

만， 그룹에도 70세가 넘어서 옛날 식의 된장을 만들었던 경험을 가진 사라도 있다.

나리미소는 지금도 먹는 경우가 있고， 가게에서 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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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량의 식재를 구할 경우에는 주로 나제시를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일상적으로 마을 안의 가게에서 해결한다. 채소는 거의 다 밭에서 짓는다. 제철

이 아닌 야채는 사지만 그 외의 것은 자기가 지어먹는 펀이 안심할 수 있다. 부모

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나 일할 수 없는 노인의 토지를 벌려서 사용한다.

먹는 분량보다 많이 지은 경우는 코미나토의 중간상인이 사서 나제로 가져간다. 토

지개량(6년 전에 논을 밭으로 전환함) 이후로 쌀을 짓지 않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집에서도 쌀 농사를 2 내지 3단(反: 300步) 정도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서 먹는

편이 싸다. 볕에는 꽃이나 야채를 재배한다.

고기와 생선은 마을의 가게에서 산다. 생선은 그날 낚아온 것을 어부의 아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기도 한다 현재 바다에 조개를 채집하러 나가는 일은 없다.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음식의 종류와 저장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냉

장고를 조사하였다. 냉장실에는 달갈， 우유， 버섯， 빵， 시메지(버섯)， 수박， 미소(味增，

된장) , 아게도후(揚 'f豆魔， 유부) , 문어， 국물내기용 다시마， 시샤모(생선의 일종) , 이

리꼬(妙’〕 子， 말린 멸치) , 미린， 겨자， 참기름， 야끼니꾸노다레(燒혼 肉끼 갖 ν ， 불고기

양념) , 기무치노모토(휴 L. T σ) 素， 김치 이외에도 매운 맛을 내는데 쓰는 양념) , 마요

네즈， 야끼소바 소스 등이 있다. 냉동실에는 닭고기， 시금치， 김 등이 있다. 야채실

에는 복숭아， 바나나， 오렌지， 당근， 키리보시다이콩(切”千 L大根， 무말랭이)， CC레

몬(탄산음료) , 인삼드링크가 있다.

2. 자연에서 얻는 食材

전통적인 식재들은 거의 모두 자연으로부터 획득되었다. 생태학적 조건에 적웅한

결과의 음식 재료들은 대부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어진다. 산과 들에서 구하

는 경우가 있고， 민물과 바다로부터 얻는 경우들도 있다. 태평양전쟁 직후까지는 자

연에서 얻은 것을 주로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가 많았다.

1) 산과 둘의 경우

멧돼지나 구로우사기(1 디 ηf ￥、 흑토끼)를 잡아서 먹었다. 개를 이용하여 사냥

한 멧돼지는 소금에 절여서 철판에 구워서 먹었다. 멧돼지는 지금도 마을 근처까지

나타나곤 한다. 현재 멧돼지 사냥은 겨울에만 허용이 되어 있고， 흑토끼는 천연기념

물로 지정되어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산에 사는 새를 잡아먹은

기억이 없지만， 일부의 남자 주민들은 어린 시절에 산에서 새총으로 야마바토(山嗚，

아오바토'7 才/-:: t ' 라고도 함 호도애)를 잡아먹은 경험의 기억을 갖고 있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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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는 개구리를 미끼로 잡거나， 몇(足罵)을 이용하여 잡아먹었다. 참고로 산이나 들

에서 잡히는 뱀의 기룹을 끓여서 고약처럼 식혀서 연고 대신으로 사용했다. 이 약

은 베인 상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부병에 잘 듣는다.

시이노미(推η 實， 메밀잣밤나무의 열매)는 가루를 내고 말려서 밥이나 조스이(雜

吹， 죽)에 넣거나， 복아서 먹었다. 이 열매는 묶아서 간식처럼 먹기도 하였으며， 특

별한 요리에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식용을 한 죽순의 종류로는 다 나(갖-十) , 모

소(二E: -ν) 、 每竹、 킨효우(휴 ν 千 "3 '7) 등이 있다. 오디 비슷한 열매도 있었다. 도토

리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테 치기(車輪梅)

의 열매는 맛이 없어서 못 먹었으며， 염료로 사용했다. 흉년(크f年)에는 ‘테 치기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을 썼다. 아쿠차(77 주 γ)와 히토츠바(는 F ‘7

,.I"), 우무('7 L , 패션푸르츠의 야생종)， 쿠가(7 方; 키위의 야생종인 듯) 등의 열매틀

을 먹었다.

쑥은 근처에 많아서 떡에 넣어 먹기도 하였고，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였다 와

라비 (77 1::::'， 고사리)와 젠마이(샌‘ι 농 μ ， 고비)는 이 지역에서 자라지 않는다. 심푸

지리(괄 Y)， / ν'/:: I) , 미나리)는 과거에는 먹었지만 요즘은 물이 더러워져서 잘

먹지 않는다. 츠루구미( '/'ι7‘::. )는 새콤한 맛이 나는 붉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를 먹었다. 산딸기 등도 먹었다. 츠와부키 ('/'77" 촉)는 원래 야생이기도 하지만 밭

구석에 조금 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쪼쿠다니(때薰 야채조림)이나 미소시루(味뺑

什， 된장국) 등에 넣는다. 노비루( / 1::::' lv , 달래)는 모래밭에서 많이난다. 센우리(쉰 ν

ηI})는 덩굴로 자라는 식물로서 패션후르츠와 닮았으나， 야채로 먹는다.

나바(十 /'q라고 불리는 소나무 아래에 자라는 버섯이 있었다 이것이 많았으므로

표고버섯처럼 설의 요리 등에 썼다. 표고버섯은 그냥 키노코(휴/그)라고 불렀다.

동백은 기름을 내어 머리에 발랐다. 산에서 우승구리(ηxν?’ I}) 라는 덩굴을 캐와

서 쩡어서 미끈거리는 액체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의 광택이 좋아진다.

2) 민물과 바다의 경우

과거에는 민불고기틀을 먹었으나 지금은 먹지 않는다. 바다가 가까이 있으므로

민물생선을 회로 먹지는 않는다. 오오가와(大)II)에 민물새우와 류큐 은어 등이 있었

다. 민물장어는 지렁이로 낚았다. 타나가(갖十:If ， 민물새우)와 마 가니 (7 方‘;， 민

물게)는 그물로 잡았다. 우부(η7 문절망둑)는 미끼로 쓰기 위해 잡았다.

시오가리(漸符Y) )라고 부르는 바닷일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일은 산호초 안쪽의

라군에 조개나 문어 등을 잡으러 가는 일이었다. 시오가리를 위한 도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동원된다. 토가( ~ :1/) 는 창의 일종으로서 고기나 조개용의 끝이 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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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문어용의 굽은 창이 있다. 해머(휩)는 바위를 캘 때 사용한다. 티루(T -1 Jv)는

둥에 지는 바구니이다. 더 작은 것은 이비라쿠 (1 1:: 7 ;7)라고 한다. 타모아미(3<-f: 7

~ )는 생선을 낚는 그물이다. 그 이외에 가스 랩프와 장갑 둥이 필요하다.

음력으로 매월 1일과 15일에 물이 빠졌을 때， 리프(I) -7 , 영어의 reef로서 산호

초를 말함)에서 조개를 채집하였다. 대체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에서 잡았다. 이

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산호초에 가는 것을 이소(1 ν 購 물가라는 의미)라고 한

다. 조개는 미나( ~十)라고 한다. 친구들에게 “물이 빠졌으니까 ‘이소’에 가자(懶f련 l

μ t::'l1' G1 ν ‘:行~-3。 혹은 :十取t') ~::行二딩)"라고 불러내곤 했다. 산호초에 가변

여러 종류의 조개와 문어 그리고 해초류를 딸 수 있었다. 모즈쿠(t>-r<， 근실말)나

마쿠리 (7 ;7 I) , 해인초， 회충약으로 씀)가 있으면 따 왔다. 김은 없었다. 생선이 갇

혀있는 경우도 있어서 잡아왔다. 밤에 물이 빠져서 산호초에 가는 것을 이자리 (1 -tf

I) , 혹은 크→f I))라고 했다. 생선이 잠들어 있어서 잡기 좋다. 문어도 잡힌다. 태고

사(fjf- ， 새우의 일종)도 잡혔다. 게는 하-가라(/、 -/l7)라고 불리는 붉은 게와

죽에 넣어먹는 갈색의 작은 게가 있다. 하-가라는 한번 물변 벼락이 치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고 했다"하-“ 는 방언으로 붉은 색의 의미이다. 해삼(十?그) 중에서

검은 해삼은 먹지 않는다. 물의 온도가 찬 바다 쪽의 붉은 해삼은 먹는다.

해초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로 이용된다. 아오사(7 才-tt， 파래)와 마쿠리 (7

;7 I) ), 시노리 (ν / I) ), 비루(I:: ι)가 많이 이용된다. 이기스 (1 ￥7..)는 가지산호(技

fν '::f) 를 작게 한 모양으로서 된장 속에 넣어서 미소즈케(味增演너， 된장절임)를

만들어서 저장식품으로 이용한다. 후노리 (7 / I) , 청각채)는 끓이면 녹는데， 명절에

고기와 당근 그리고 민물새우 둥을 넣어서 굳힌 것을 반찬으로 도시락에 넣어주곤

했다.

바다에서 포획되는 생선들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뀐다. 히시바나(t.

~/{十)라고 불리는 산호초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잡는 종류가 다르다. 먼저 산호초

의 바깥쪽에서 잡는 종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낚시로 낚는 어류에

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일상적으로 낚이는 것들에는 웅가루(rj ν ￥‘쑤 /ν) , 아

까무로(7 方 A 디)， 시로무로(~ 디 A 口)， 갓층(if ''/ ''I ν) , 네바루(;f- /{Jv) ， 하-정(/、

yν) 등이 있다. 계절적으로 잡히는 어류로는 가을 초입에는 주로 마구로와 사와라

(+t ?7 , 삼치) 그리고 카지기마구로(方 Y 휴 7 ;7’口， 황새치， 큰 어종으로서 크기가 3

m 정도 되는 경우도 있음) 둥이 있다.11월 3월 사이의 달밤에는 물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12월의 밤에는 도미가 많이 낚인다. 설 명절의 조금 전 시기에는 부리 (7" I) ,

寒7" I) ,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 부리를 잡을 때에는 물오징어의 먹물을 흘려서 유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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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안쪽 즉 라군(lagoon)에서 낚는 생선으로는 지-상(?-fν) ， 구치나기 (1"

+十￥) , 구투비키 (1" r ? c' 휴)， 네바리(*서 I)) ， 하-정 (I 、-νν)， 항고(/、 ν::r') 둥이

있다. 산호초의 안쪽에서 잠수해서 낚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쿠부시

미( 1 7" ν - , 오징어의 일종)는 4월과 5월에 산란을 위해서 찾아온다. 키비나고(휴 E

十 j， 작은 생선의 일종)는 2월과 3월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잡는다. 한 사람은

배 위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물 속에서 그물을 당긴다. 바다에 나갈 때는 사바니

(+j-서 ι ， 배)와 이소바쿠(1 、/서 1 ， 織σ) 箱， 도시락과 도구를 넣는 통으로서 이 통속

에 고구마와 미소를 가져가는 일이 많았다)가 필수품이다.

조개류들은 주로 사키바루(뼈原)의 산호초에서 채집하였다. 그 중에서도 걸어다니

며 잡는 것으로는 코로비(그 디 c' ), 치론나(주디 ν 十) , 시와리(νη I) , 샤코가이) , 호

라게(호라가이) , 우시게(ην 貝， 寶貝의 총칭)， 야쿠게 (-\"17 ， 야코가이) , 야츠데마루

(-\" '/ j-"'"7 Jν ， 구모가이인데， 스이지가이류의 총칭)， 성게， 토코부시( r 그 7ν ， 아와비

의 작은 종류로서 오분재기를 말함) 등이 있다. 토코부시와 소라 둥은 잠수해서 잡

는다. 해삼도 있지만 거의 먹지 않는다. 산호초 안의 모래 속에 있는 거무스름한 해

삼은 먹은 적이 있다. 굴은 작아서 먹지 않는다. 옛날에는 해변에 하마구리(/\'"7 1“

I) , 대합)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코미나토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식용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 코미나토의 해변에는

그러한 종류들이 포획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어와 바다거북을 먹은 경

험이 있다. 바다거북의 알은 별미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보호동물로서 거북알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바다 식재로서 보존해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 음력

5월 5일의 단오명절에 명절 요리로 소라와 생선을 말려두었다가 먹는 경우는 있었

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소금 만들기도 하였다. 소금은 마스('"7;z)라고 부른다. 지금의

간호전문학교 근처에 시오고야(醒小屋)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간수도 같이 만들었으

며， 전매공사가 생긴 이후로 자급자족으로 소금을 만드는 일이 금지되었다. 키세의

소금은 아마미오오시마에서 유명하였다. 바다가 가까우므로 해수를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이 보존식의 원료가 되었다. 소금을 만들 때 나오는 간수로 두부를

만들었다.

3. 가축과 재배작물

1) 가축

가축은 집의 한 구석에 산호암을 둘러쌓아서，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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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지 와 짚 등으로 지붕을 얹어서 만들었다. 이러한 우리를 히루고야(I:::. ι小屋)라고

부른다. 오키나와의 경우처럼， 변소와 돼지우리를 함께 반드는 일은 없었다. 바닷가

근처에 우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닭도 키웠기 때문에 달갈도 살 필요가 없었다. 닭은 축하힐- 일이 있을 때 의례용

으코 잡았다.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고기보다는 농사에 필요해서 썼다. 소

는 노동력이 중심이지만， 잡아먹은 적도 있다. 염소는 먹기 위해서 키웠다. 집에 일

이 있을 때 염소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염소젖은 먹지 않는다. 염소는 옛날에 키운

적이 있으나 지금은 키우지 않는다. 설에 돼지(黑緣)와 함께 염소도 잡았다.

돼지는 설 전에 여러 집에 어울려서 잡아서 설 요리를 만드는 한편 기름을 장만

한다. 삼겹살을 소금에 절인다. 소금(7 7，)에 절여서 카무(方.L.， 方 ;l， 항아리)에 공

기가 들어가지 않게 재워두었다. 이렇게 항아리에 절여둔 돼지고기를 카무니마스즈

케(方 Aι7 7，--)‘너)라고 불렀다. 이것은 저장기간이 1년도 더 갔다. 이것을 물에 담

가서 소금기를 빼고， 데쳐서 요리를 한다. 지금도 옛날의 그 맛이 그리워서 돼지고

기를 사오면 며칠씩 소급에 담아두었다가 먹는다. 돼지의 껍데기나 뼈도 소금에 절

였다. 돼지기름은 내장에 붙은 하레 (/\ν 흰 기름)을 냄비에 넣고 끓여서 굳힌 다

음 1斗(말)깡통에 넣어서 보관하였다가 야채를 묶는 둥의 요리에 썼다. 1970년대까

지는 가정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족발은 지구미 (ν ?‘ - , 隊足)라고 하고， 돼지

갈비는 아바라(7서 7) 라고 부른다.

1953년까지는 각 가정마다 돼지를 한두마리 정도는 다 사육하였으며， 70년대까지

가정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의 돼지 먹이는 고구마， 야채，

생선뼈 및 음식 남은 것들을 주었다. 후일 고구마는 돼지에게 지방을 많이 생성시

킨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돼지의 명칭은 ‘와←’ 사육한다는 말은 ‘스카나이’라

고 했다. 돼 지 의 체 형 은 소형으로서 시 마부타(島隊)(保板有宇子 1983: 32) 라고 부른

다.

돼지고기의 보존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금에 절여서 일년간 보존하는데，

가무(큰 옹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소금에 절여서 벗짚인 코모에 싸

서 통풍이 잘되는 다차쿠라(高홈， 창고의 일종)에서 보관한다(保板有宇子 1983:

34-35). 피는 파나 마늘을 넣어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망에 염색을 하는데 이용

하기도 한다(保板有宇子 1983: 35). 돼지의 피를 담아두었다가 썩으면 고기잡이 그

물에 발랐다. 그물이 단단해진다고 했다. 자주 이렇게 해서 마당에 널어 두었기 때

문에， 냄새가 지독했다.

2) 재배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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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배작물의 주는 고구마 종류들이었다. 고구마가 주식이었다. 이모(추)류에

는 웅(ην ， 里후， 토란)， 한시 (/\νν ， 庸추， 고구마) , 타이모(田추， 논에서 남)， 토

모지(~ -판V'， 토란 종류로 잎 색이 열으며， 가운데 구멍이 있음) 둥이 있다. 줄기

를 먹을 수 있는 붉은 색 이모가 있다. 이모즈루(추?‘~， 추의 줄기)는 국에 넣어서

먹었다. 특히 타이모의 줄기는 파-리 (7 η- I))라 한다. 어릴 때 집에 돌아오면 이

모가 큰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익숙해서 우리들은 지금도

이모 두세 개에 반찬이 있으면 식사가 되지만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으변 식

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즈음에는 쌀 농업이 정착되어 주변이 전부

논이었다(지금은 토지개량으로 대부분 밭으로 바핍) .

밭에서 짓고 있는 야채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다. 츠타에 준꼬 씨 집에서 재배하

는 것들은 무， 당근， 뜨-치부루( ~ φ 1- 7"ι， 섬호박， 크기가 큼)， 비라( 1:::'당， 부추)，

파， 오크라， 팔， 원두， 키누사야(혼뻐웅추. 껍질 채 먹는 콩의 종류) , 까-마메(휴-\>

'7.1, 마마콩， 일본어로는 깐 ι 후 φ) , 배추， 양배추， 시소， 갓 퉁이다. 코쇼(그 ν 크 η ，

후추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추를 가리킴)는 가끔 짓지만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고추는 회에 넣거나 인스턴트라면 츠케모노(漫너物) 등에 조금 넣는 정도이다.

깨는 나지 않는다.

코모토 이마코 씨 집에서 재배하는 것들로는 납빠(十?서， 高菜， 갓)、 오이， 무，

피망， 토란， 양배추， 수세미， 땅콩， 감자， 시부리 (ν7‘ I) , 쪽따) , 시마우리(島따)， 고마

츠나(小松菜)， 호박 퉁이다.5제 (-t‘、 , 단) 정도의 밭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비

할 만큼만 야채를 키운다. 코미나토 전체에서 양파는 짓지 않는다. 콩은 마을의 몇

집에서 짓는다. 친척집에 두부를 만드는 도구가 있어서 먹고 싶을 때나 설과 오봉

(침효) 등의 명절에 두부를 만들었다.

우에하라 키누요 씨 집에서는 토란， 마늘， 무， 감자， 락교， 오이， 파， 호박， 시부리，

양배추， 당근， 고구마， 수박 동을 가정의 식용으로 재배하며， 가지와 피망은 상품으

로 재배한다. 반지로(r' ννD 구아바)는 저절로 나변 키운다. 무가 많이 되어서 그

룹에서 무의 우콘즈케 (7 그 ν 演 It ， 소금에 절인 무)를 만들어 판 적이 있다. 니가우

리(苦따， 고야)의 경우， 아마미에는 니가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중

에 들어온 것 같다. 요리방법을 몰라서 미소시루에 넣은 적이 있다.

나가타 스에꼬 씨 집에서도 토란， 타이모， 파파이야(야채로 먹음) 이외에 야채와

과일을 재배한다. 밭 6세(없. 0.6反)와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 야채는 대부분 집에서

스스로 재배한 것으로 충당한다. 사는 일은 거의 없다. 토마토， 호박， 오이， 가지， 피

망， 수세미， 니가우리， 오크라， 락교， 수빅， 부추， 파， 무， 우영， 마늘， 시금치， 양배추，

레터스， 배추， 갓， 시부리 등을 재배한다. 재배하는 과일의 종류로는 아세로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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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츠， 파인애플， 구아바， 망고， 복숭아， 매실， 밀감， 레몬， 비파， 바나나， 자두(:A- -f:

-f: ) , 렘부(7’ ν7') ， 샤카토오(~누方頭. 석가모니의 머리를 닮은 과일)， 감 둥이 있

다. 소량다품종을 생산하는 농업 전략이다.

재배작물로서 특수한 것으로는 소철이 있다. 소철은 과거에 구황작물로 이용되었

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적지 않게 식용으로 사용한다. 나리미소(十 I) 味뺑)는 반드

시 만들었다. 미소시루(된장국) 용을 만들 때는 나리(十 I) , 소철 열매)를 많이 넣었

다. 오차우케(1:>茶請너 차에 곁들이는 음식)용은 콩을 많이 넣었다. 미소를 담을

때， 옛날에는 콩은 별로 쓰지 않고， 소철 열매， 보리， 쌀 둥으로 만들었다. 나리미소

는 최근까지 만들었으며，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만들고 있었던 것 같

다. 나리미소는 미소시루나 복음， 부타미소(股味增， 돼지고기 된장 복음) 둥에 넣어

서 먹었다. 소철 열매로 두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차사리에서 팔고 있다.

아직도 할머니가 건강한 집에서는 나리미소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6, 7년 전에 나

리미소를 만드는 강습회가 있었지만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우므로 그 뒤로는 만드

는 사랍이 없다. 요즘은 가게가 있어서 도회와 마찬가지로 뭐든지 산다. 만들 필요

가 없어졌다.

소철 열매는 먹을 뿐 아니라， 옛날 운동회 때에는 다마이레(玉入n， 바구니에 공

을 던져 넣는 경기)의 공으로도 쓰고 놀이에도 썼다. 요즘은 그 열매로 골프연습

(아이들의 놀이?)을 한다. 소철 잎은 장식에 쓴다. 요즘은 소철 열매를 本島로 수출

한다. 인형 둥의 공예품을 만든다고 한다. 소철은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소철로 자랐다"(“ ν T ''/칸大혼 < 캉--:> t::. ")라는 말이 있다. 소철 밭

이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이야기이며， 후우가네쿠 (7 rJ j/:{~ '1) 의 소철은 특히 비싸

다.

소철을 채취할 때 뿌리의 윗 부분을 잘라내므로 뿌리는 쓰지 않는다. 소철의 줄

기는 하얀 부분을 잘게 썰어서， 물에 가라앉혀서 말린 다음 전분질을 가루로 해서

먹었다. 줄기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사이카신과 포르마련 둥의 유독성분을 다량 함

유하고 있는 소철을 식용으로 이용(田細千秋 1992: 73)하려면， 독을 제거하는 고도

의 기술이 펼요하다. 독을 충분히 아쿠누키 (7 '1技혼， 야채의 짧은 맛， 독 둥을 빼는

것)를 하지 않고 서투르게 씻으면 먹고 체하거나 죽기도 했다. 그러한 연유로 유구

왕국의 경역 일대에는 소테츠지고쿠 ('J T ''/地歡， 소철지옥)라는 말이 있다. 즉 과거

류큐의 기근 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녹말에서 독을 충분히 빼지 않고 서둘러

먹다가 죽은 사랍이 있었다는 말이다.

소철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질문을 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열매로부터 전분을 얻어서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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