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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5월의 장마 중에 꽃이 핀다. 소철은 수꽃과 암꽃이 있다. 암수의 교배를 ‘나

리우찌’ 또는 ‘나리씬바시’라고 부른다. 수꽃의 화분을 암꽃에 뿌려주는 작업은 사람

이 한다. 암꽃에서 열매의 집이 커지고 껍질을 벗겨서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때 스

이테이쓰이바리(소철의 침)에 찔림을 주의해야 한다. 열매를 나리라고 한다. 열매를

큰 돌 위에 놓고 망치로 내려쳐서 열매를 쪼캔다. 이때 빨간 껍질이 벗겨지고 중간

의 흰 부분이 나온다. 된장이나 식량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칼로 열매의 껍질

만 벗겨서 사용하기도 한다. 잘라진 열매를 절구에 넣어서 빵는다. 이때 가루가 반

들어진다. 소 케라고 부르는 대바구니 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 안에 목면포를 깔아

서 가루를 담는다. 그대로 물통에 가라 앉힌다. 도토리 묵 만드는 과정과 이 장면이

유사하다. 밑에 있는 안만나베(大鋼)에 나리의 즙이 전분의 형태로 다량 남게 된다.

가라앉은 전분을 물 속에 5시간 정도 그대로 담구어 두면 흰색의 전분이 가라앉는

다. 물을 비워 버리고 전분만 남긴다. 손으로 전분을 눌러서 직경 5센티미터 정도로

동그란 떡 형태를 만든다. 햇볕에 말린다. 먹기 위해서는 말린 것을 적당한 양으로

물에 넣어서 죽으로 만든다. 쌀도 넣는다. 이것은 신가이라고 부른다. 이 소철 전분

은 밀가루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는 다 이용할 수 있다. 전분은 다른 종류의 떡에도

넣올 수 있다. 나리 두부도 만든다. 콩으로 두부 만드는 과정과 전혀 동일하다.

소철의 줄기 부분을 채집하는데， 수놈을 주로 선택한다. 잎을 떼어내고 쪼무이(껍

질)를 벗겨서 지구(중심부)를 가지고 와서， 중심부의 외피로부터 4센티미터 정도를

베어내면 케-기(육질부)가 나온다. 소철의 육질부를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도끼를 사용하여 자른다. 이런 상태로 말린다. 말린 것을 짚으로 만든 통에 담아서

발효시킨다. 발효 도중에 카비(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또 말린다.

그 뒤에 또 발효시킨다. 발효된 육질부도 케 기라고 한다. 발효된 육질부에 있는 곰

팡이를 떨어내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 육질부를 절구에 넣어서 빵는다. 그 다음은

열매에서 전분올 내는 과정과 동일하며， 침전된 전분올 얻어낸다. 전분으로 큰 떡

형태로 빚어서 말린다. 낮에는 햇볕에 말리며， 밤에는 다카쿠라의 밑이나 옆에 두어

서 건조시킨다(田뼈千秋 1992: 81-87의 사진 참조)，

나리가이(열매죽)， 신가이(열매전분죽)， 나리무찌(實館)， 나리도-후(實豆魔)， 신무찌

(전분떡)을 만든다， 1990년에 실험을 하였는데 나리 열매 30킬로그랩으로부터 나카

미(中味， 속) 15킬로그랩을 얻었고， 그 나마나리(生實)로부터 건조된 전분 4.4킬로그

랩을 추출하였다(田細千秋 1992: 76) , 즉 생산되는 전분의 양은 궁극적으로 전체 원

료의 14.7% 정도가 되는 셈이다.

나리미슈(實味曾， 나리미소의 사투리)는 열매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고-구

미나리미슈와 나마나리미슈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분에 코-지(엿기름)가 발생하

-108-



면 나리의 아라코(뽑親)가 된다. 여기에 현미나 보리를 혼합한다. 고구마를 넣기도

한다. 후자는 콩과 소금을 섞어서 콩을 끓인 즙을 섞는다. 이것이 전자와 다른 점이

다.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은 쪼무가이(약간의 쌀과 섞어서 죽) , 도-가이， 지구

가이， 씬샤나미슈， 세헤(酒)(田뼈千秋 1992: 78-79) 등이 있다.

소철 소주(그림 1)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CD소철 열매를 거칠게 빵아서

누룩을 만든다.(2)누룩에 물을 부어 걸쭉하게 해서 발효시킨다.®솥에 넣고 불을

지핀다.@알코올이 증발하여 솥 안의 錫容器에 닿아 식어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만든다. 처음 떨어지는 것은 하타레 c，、갖 ν)라고 하여 알콜 성분이 높다. 소철과 고

구마로 만든 술을 세-(쉰-) 또는 세헤 (k~)라고 한다. 지금은 쌀을 주로 하여 만

든 흑당소주(黑廳燒맴)를 관통과 관서 지 방 둥지 로 수출하고 있다. 대 략 1000£ 의

술을 만드는데 쌀 300kg과 흑당 360kg 정도가 펼요하다.

L갱끼기

그림 1 소칠 소주의 증류

3) 보존식

오키나와 본도의 얀바루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코미나토에서도 보존식품의 종류가 지극히 적으며 발효식품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가정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야채의 츠케모노 이외에는 없다. 야채

절임은 식초나 소금 간장 설탕 둥으로 만든다. 이외에 생선과 고기의 보존은 냉장

고에 의존하며，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가정용 냉장고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의 생선류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이

라(~-1 -7)라고 하여， 생선을 3장으로 갈라서(살 등뼈-살) 소금을 문질러서 햇볕에

말린다. 건조된 생선은 다카쿠라의 카모이(騙居， 상인방)에 걸어두었다. 가츠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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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어)는 말려서 가츠오부시 상태로 보존하였다. 아오사바(좁칸/〈， 고둥어 종류)는 머

리와 내장올 떼어내고 쩌서 햇볕에 말렸다. 먹을 때는 야채와 함께 끓여서 먹었다.

국물을 내는 데 썼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자코(선 Lνf 그， 국물내는 용의 멸치)를

팔고 있기 때문에 고둥어를 과거와 같이 만드는 일은 없다. 돼지고기는 소금에 절

여 다카쿠라에 걸어두었다. 전시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게를 쩡어서 소금에 절여

두거나， 우루메 (rj ι ;I， 눈퉁멸?) 익힌 것을 미소즈케로 만들어 두었다. 그 외에 보

존식은 별로 없다.

코모토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언니가 18세 되던 -해에 어머니는 언니가 태

어난 해의 쌀(현미)을 보관해 두었던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통과의례의 한 측면

에서 개인을 위한 의례의 과정에 쌀이 보관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러한 풍속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츠타에 씨 집에 현재 보관중인 절여둔 츠케모노의 종류들로는 시소， 락교， 마늘，

무(rj 그 ν 演너) 등이 있다. 락교(if "/ 츄 크 rj)는 시오즈케(醒演)로 하고， 무( ~< 그 ;f~ )는

키리보시(切 O 千 L大根)로 만들어 두면 몇 년도 간다. 당근은 시오.미소즈케(體·味

뺑演너， 소금.된장절임)로 하며， 마늘(7 )ν)은 시오즈케로 한다.

식초는 그것 자체가 보존식품이기도 하지만 보존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

용된다. 옛날에는 설탕을 만들 때 끓은 수수즙을 떠서 병에 담아두곤 했다. 상온에

며칠 두면 식초의 맛을 낸다. 그렇게 만든 식초를 1년 내내 먹었다. 복귀 후에도 한

통안 이런 초를 먹고 있었다. 지금도 초를 많이 쓴다. 가게에서도 초가 많이 팔린

다. 평소에 삼바이즈 (3倍睡: 초를 세배로 희석한 것에 설탕과 다시 국물을 넣은 것)

를 만들어 두었다가 스미소(睡味뺑 초된장) , 스노모노(睡η物 초절임)등에 사용한

다. 옛날에는 술도 만들어 먹었다.

4. 의례음식

자료수집 기간에 오봉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봉과 관련된 의례음식은 잘 관찰

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의례음식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례음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미나토에서 치러지고 있는 의례

즉 “연중행사”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는 의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양력과

음력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1월 15일(新)에는 나리모찌(十 ') 觀)를 만든다. 설에 사용했던 쌀을 남겨두었다가

젠 고구마와 함께 먹을 만든다. 녹， 적， 백， 황색의 떡을 빅기나무( 1:::' γ 휴木)에 달았

다. 요즘은 그것을 구입한다. 1월 18일(新)에는 히짜게(는츄쑤 Y， 곳빠모찌 그'/' /'i: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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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기도 함)를 만든다. 옛날에는 나리모찌(十 I) 뺨)를 썼다고 한다. 4월 초순

(舊) 마--네 (7-;[') 에는 무스코가시 (LA 그葉子)를 만든다.8월 初內日(舊) 아라세치

(77 --1:1-), 시바사시(~/'~~~)， 둥가( F η ν If)를 만든다.8월 15일(舊)은 쥬고야마

츠리(十五夜察 y) )이다. 맛줄을 짜서 소라고동을 불고 북을 치면서 마을을 돌았다.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 가서 바닷가에서 먹고 놀았다. 지금은 미나토마츠리(港察 y) )

를 성대하게 하므로 그것으로 대신한다. 9월 康申(舊)에는 모야하까(喪흉)의 청소

날이다. 21 세가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집은 요리 당번이 된다. 고기 둥을 써서 요리

를 한다(재료에 대한 금기는 없는 듯함) , 흰떡을 만든다. 康申의 주요 행사로는 새

끼줄에 초를 달아서 문 앞에 걸어둔다. 그 l년 내에 신축을 한 사람의 집에 청소를

끝내고 모여서 액풀이의 춤을 춘다. 모찌모레(.:c 1-꿋 ν ， 簡貴μ ， 떡을 받음)의 노래

라고 한다. 그 집에서는 떡을 준비해 두었다가 나누어 준다.

오봉(쉰효)에 준비하는 요리는 쇼진요리(精進料理)라고 하여 고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다와 밭의 것은 괜찮다. 집을 청소하고 신을 맞아들여서 설탕， 술， 과자，

소면， 오차 둥을 대접한다. 불단 앞에 상을 놓고， 병풍을 둘러놓았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꺼려서(遠慮 Lτ) 음식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병풍을 둘러둔다고 했다. 요즘은

집이 좁아서 병풍을 두르지 않고， 불단 위에 음식을 두는 경우도 있다.

舊 13일에는 오차와 과자만 올린다. 舊 14일에는 쇼진요리를 아침， 점심， 저녁으

로 하루에 세 번 준비하며， 매번 다른 차림을 낸다. 참고로 키카이지마(喜界島)에서

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침은 10시， 점심은 3시， 저녁의 순서다. 오봉에는 분가

에서 본가에 오하츠(才/\'/ )를 들고 갔다. 오하츠(才/、'/ )의 내용물로는 과자， 소면，

양초 등이며， 옛날에는 무스코(쫓棄子)도 만들었다. 오쿠리봉(送 O 益)에 무엔부츠(無

緣佛)와 쿠-마구(J -7 J" 子-孫에서 나온 말인 듯)를 위해서 과자와 쿠와즈이미 (J

η;(-1 곳， 食b 캉추-먹지 않는 고구마 등의 작은 뿌리)의 카시키리(짧切 y) )를 가져

갔다.

코모토 씨 집에서 준비한 오봉요리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舊 13일 저녁에

오젠(쉰睡， 상차림)에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였다， 14일 아침에는 아즈키카유(小豆弼，

팔죽) , 츠케모노， 생선， 오쓰유(칩--:) \()) , 味u曾IT) ， 점심에는 소면， 저녁에는 밥과 야채

요리， 15일에는 대체로 14일과 동일하다. 이 집에서는 오오모토교(大本敎)라는 종교

를 믿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가정과는 오봉요리가 좀 다를지도 모른다.

음식이 차려진 불단(그림 2와 3)을 중심으로 전체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CD제단.

카미도코(方 ~ F 그， 神所)(2)소오레이카가미(祖靈鍵) : 선조의 기록 @물， 술을 각각

유리잔에 담아 늘어놓음 @과일: 사과， 오렌지， 패션프루츠， 바나나， 레몬， 포도， 배

@훗불 @쇼진요리 @센코(線香)@라쿠간(落雅， LA 그葉子라고도 함)@소나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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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조화 @멜론

산조꽉 위헨 불딘 중JIL의 선을 위힌 쓸만

그림 2. :to‘益의 불단(小元 tr댁)

r--

뿔
그림 3 불단을 옆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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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쇼진요리의 순서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舊 13일 저녁 구루문(1")v 1 ν) 튀김 호박 튀긴 것 타이모의 니모노(熹物)

14일 아침 다시마， 시부리， 당근， 우영의 니모노

(평소에는 돼지뼈로 맛을 내지만 쇼진이므로 미소로 간을 함)

아즈키카유(Gb 1" 혼網， 팔죽)

오쪼유(쉰~~， 토란과 파의 미소시루)

스노모노(睡끼物)- 게맛살， 시마우리(島따)， 삼바이스， 흑당

락교의 츠케모노

게， 새우， 오크라의 니모노

오차

점심 젠자이: 팔， 참쌀가루+녹말， 다구(團子， 갖 1" ， 경단)

오차

저녁 오징어， 부추의 아부라이타메(7f '7 妙/I)， 복음)

과-리 (1 η- I) ), 츠키아게(月揚tf，어묵 종류)의 복음

두부 뒤김 十 간장

15일 아침 아즈키가유

시부리， 당근， 다시마， 우영의 니모노

구루문 튀김

락교의 츠케모노

파파이야， 팔의 니모노

오차

점심 소면: 소면， 달갈， 실파， (국물은 하나가츠오， 소금， 간장)

오차

저녁 게， 새우 뒤김

오징어 구이

락교의 츠케모노

오쪼유

오봉 기간 중에 방문한 친척이나 손님들의 위하여 대접하는 음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락교와 무의 츠케모노 콩 복음(대두 잔멸치 잘게 씬 다시마 둥

을 북아서 설탕을 뿌림), 후쿠라칸(.b < ~ + 葉子)이 있는데， 후쿠라칸은 밀가루， 흑

설탕， 달갈， 둥을 넣어서 젠 빵이다. 차를 마실 때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자주 만

든다. 사넨(-tj- :1- ν ， 月挑， 오키나와에서는 산닌--tj- ν;ν이라고 함)의 잎으로 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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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원래 떡을 찔 때이지만 이 빵에도 웅용한다. 니가우리(苦J1\， 고야) 북음으로서

여기에는 니가우리， 미소， 가츠오부시， 달갈， 혹설탕， 간장， 돼지고기 삼겹살이 내용

물로 들었다. 과-리 (1 η- I}) 복음에는 과-리(타이모의 줄기) 아게도후(유부), 삼겹

살， 키리보시다이콘(무말랭이)이 들었다. 스모모(자두) 졸임은 껍질 채 끓여서， 물을

버리고 설탕， 초로 졸인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에 삼겹살과 흑설탕이 들어가며， 묶

음 류가 많다.

니가우리 둥의 야채를 손질해서 냉동해 두었다가 손님이 언제와도 조리해서 접대

할 수 있도록 한다. 친척들이 오하츠(才/、'/' )를 들고 방문하면 본가에서는 그 보자

기에 간단한 오카에시(쉰退 L)를 싸서 돌려보냈다.

쑥떡(크판츄‘館)도 대접한다. 이것은 주로 舊 3월 3일과 모모노섹쿠(挑η 節句)에

먹는다. 만드는 방법은 생쑥올 소다 섞은 물에 데쳐 쓴맛을 빼고 하루 재운다. 잘

씻어서 참쌀가루， 흑설탕， 쩌서 껍질을 벗긴 고구마와 함께 떡치는 기계로 반죽을

한다. 사넨바(月挑의 잎)로 싸서 씬다. 3월3일 만들어 둔 떡을 냉동해 두어 언제든

지 꺼내서 다시 쩌서 먹는다. 차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 사넨바는 4, 5일정도 전에

따서 씻어서 두변 시들어서 떡을 싸기 좋을 정도가 된다. 류큐 열도 전체에 이렇게

사넨바로 싼 떡이 존재한다. 오키나와 본도의 경우는 겨울에 먹을 만든다. 쑥을 넣

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카-사 무 치(方 --+t-j，.-1-)라고

한다. 겨울에 덩굴 등으로 메달아 달아두면 한 달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1999년 8월 24일 토미 히로카즈(富博一)씨 댁의 쇼진요리는 다음과 같다. 舊 13일

낮에는 차와 과자， 저녁에는 토란의 니모노， 14일 아침에는 밥과 시부리의 미소시

루， 토란(동의 야채)의 니모노， 니자차나(熹魚， 머리와 꼬리를 붙인 상태의 생선조

림)， 츠케모노， 점심에는 젠자이(쉰’ ν →1' 1) 팔， 흑설탕， 참쌀 경단， 저녁에는 밥， 시

부리의 미소시루， 시부리， 토란， 야채 등의 니모노， 츠케모노， 니자카나， 15일 아침에

는 밥과 시부리의 미소시루， 토란(등의 야채)의 니모노， 니자카나， 츠케모노， 점심에

는 소변， 저녁에는 밥， 시부리의 미소시루， 아쪼아게 도후(J훔揚 tf ， 두꺼운 유부) 토

란， 야채 등의 니모노， 츠케모노， 니자카나이다. 쇼진요리에 사용하는 야채는 흰색에

가까운 것을 쓴다. 키요메(淸(I)， 정하게 하는 것)의 의미이다. 부추， 파 둥의 향이나

색이 진한 야채는 쓰지 않는다.

이 집의 불단(그림 4 ) 차림은 다음과 같다.CD위패 @차 @요리一 매 끼니 바핍

@멜론 @라쿠간(落應)- 오봉의 과자 @향로 @선조의 기록 ®둥: 무카에봉(迎 i 益)

때 선조를 모셔와서 둥을 켜둠.

-114-



그림 4 :b益의 불단 차림(富b댁)

아마미오오시마에서는 의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와

그에 관련된 특별한 용어들이 통용되고 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찌

쥬이치벙(一重一짧)은 찬합(一重)요리와 술 한병(一樞)의 의미로서 명절의 쉰祝μ 다.

오이와이 (i3 祝μ. 축하할 때)의 요리는 요즘은 거의 없고 케엌을 사다가 먹는 정도

이다. 옛날에는 7세의 침祝μ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학교 들어갈 때 한다. 지금도 77

세의 나이가 되면 칩祝μ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공동음식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로서 산곤 (-+t νjν ，-+t νjν ， 三歡)"(松本美知子

1981: 187-188) 이란 용어는 오이와이(침祝 μ 축하)의 밥상을 말한다. 스이모노(吸 μ

物，-+t ν i 라고도 함)의 세 가지 음식이 나오므로 산곤이라 한다. 첫 번째 스이모노

(吸μ 物， 맑은 국)는 떡， 어묵， 우엉， 생선， 새우， 표고버섯， 달갈 등의 5-77}지 재료

를 넣어서 만든다. 떡은 설에 쩡어서 작고 각지게 썰어서 말려둔다. 요즘은 결혼식

등의 때가 오면 나제시의 떡집에 부탁한다. 두 번째 스이모노에는 닭고기， 무 등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통일하다. 산곤이란 축하할 때의 오젠(최體)의 명칭

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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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노(結納， 혼약 때 신랑 쪽에서 신부 측으로 가져가는 요리， 그림 5)에는 반드

시 생선， 돼지， 문어가 들어갔다. 문어는 빨판이 달라붙으니까 부부의 의가 좋으라

고 넣은 듯하다는 설명이 있다. 그 외에 새우， 게 둥의 멘뿌라(天￡ ι ， 튀김)、 니모

노(熹物， 조림) 둥을 넣었다. 음식 수는 흘수로 넣는다. 술은 두 병을 한 쌍으로 해

서 가져간다. 도미 둥의 큰 생선을 한 쌍 넣었다. 그것을 ‘구노이유(1’ /1 그， 명η

魚인 듯)’ 라고 한다. 옛날에는 산에서 대나무를 캐 와서 대나무 저를 만들곤 했다.

「→다시 l ’}
터쪽;

~ff-

님l

그림 5 結納 요리휠 딩는 용기

4. 걸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부터 식재를 구하주어져

유구문화에서 발견되는 음식의 특정은 야채의 종류가 소수라는 점이다. 오키나와

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야채들 중에는 니가우리(고야) , 헤지마(수세미)，

나스바(해안에서 주로 자라는 풀) 등이었다. 이번에 아마미오오시마에서는 적지 않

은 종류의 야채들이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 내지로부터 전래

된 야채 종류들이다. 많은 종류의 야채들이 밭에서 재배된다는 것은 오키나와의 다

른 지역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마늘， 무， 락교， 시소， 당근 등으로 츠케모

노를 많이 만들어서 보관함으로서 일상적인 반찬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도 오키나와

의 얀바루 지역에서 관찰된 음식문화와는 다른 변을 보인다. 바다에서 잡히는 게

종류들을 소금에 절여서 보존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얀바루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

이다.

동물성 단백질원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돼지와 돼지의 요리법은 오키나와

의 여러 곳과 대동소이했다. 오키나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식재로서 이용되고 있

는 소철도 아마미오오시따에서 다량으로 섭취된 역사를 보인다. 사탕수수의 재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오키나와의 얀바루 지역에서 발견된 점과 동일하다. 고

추와 소금의 소비가 적은 반면에 혹당과 식초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얀

바루와 비슷하다.

바닷가라는 지리적인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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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바다에서 음식의 재료를 집중적으로 구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대체로 1940년대 전쟁기라고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바다로부터 음식의 원

료를 구하는 경우는 적다. 이러한 점은 얀바루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점은 코미나토를 비롯한 아마미오오시마의 주민들은 어민으로서보다는 농민으로서

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넨바로 싼 떡이 존재하는 것은 동남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민속과 상당히 유사

한 점을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바나나 잎으로 쌀을 싸서 먹을 찌며， 보관도 바나나

잎으로 싼 채로 보관한다.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유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음식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다. 반찬의 종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식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문화가 교차하는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확을 얻었다. 역사적인 교류에 관해서 좀더 세

밀한 자료의 검토가 요청된다.

<주>

주 1: “오키에라부(때永良部)에서는 유구에 유학 유구치하 340년간 유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다. 西鄭隆盛의 調居로부터 시작해서 빼永良部에 학문이 비롯되었

다는 것은 큰 오해다"(甲 東哲 1976: 48). 이런 것들이 모두 아마미오오시마를 보

는 시각이 야마토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다.

<부록>

나제 시내에 있는 ’카즈미(和美)’ 술집의 요리 내용0999년 8월 15일)은 다음과

같다. 모즈쿠 (b i"<)의 스노모노(睡%物)는 모즈쿠， 삼바이즈(三倍醒)， 흑당(黑廳)을

주 내용물로 한다. 오이 몬죠(꿋 ν y 크 rj)는 오이， 시마우리(島따) , 가츠오부시 (/p~

월節) , 치리멘(뱅어， 멸치 둥의 잔 생선)， 三倍離로 만든 것이다. 시비 (ν c)의 미소

아에(味增和 .z: 무침)는 다랑어 회를 미소에 무친 것. 오징어 요리는 바까이까(/'\iJ

4 方: 오징어의 일종)를 내장과 먹물 통째로 삶은 것. 부다미소(戰味增)는 미소， 돼

지고기， 셜탕으로 만든 것. 야채의 니모노(熹物)는 죽순， 츠바사( '/'서f→츠와부키?

r; 7" 촉， 머위￡혼의 일종), 다시마이며， 본도의 도시코시소바(年越 Lξ 따， 연말 저녁

에 먹는 소바)처럼 설전에는 반드시 이 요리를 먹었다고 함. 아카츠루메 (7 iJ '/'ι

J) 튀김. 생선알(魚η째)은 明太子(명란)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조리 및 간이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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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이며， 요리할 때 간을 친다. 아부라소-벤(77'7 ')-./ ν)은 오봉 요리

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가츠오 생선회(7J ''J 才 →t~ ::). 후롱카부즈케 (7 Jνι 方 7’

演 It ， 마늘 장아찌)는 마늘의 뿌리(덩어리)부분을 후릉카부 (7ι/' 方 f， 7Jνσ) 方 7')

라고 함에서 유래한 말이다. 치-이타메(1--妙 φ)는 돼지의 선지와 부추 복음. 히기

0: ￥、 • 스즈메다이;1... A./ 갓’ 1 ) 튀김.

l 케이한 리에(購飯 I) 工) , 식당의 1999. 8. 19. (士) 저녁메뉴는 다음과 같다. 숫자

는 가격으로서 엔화를 표시한다. 鍵飯 900, 緣骨定食 900, 山후싹定食 1200, 山후什

1000, 뼈觸깐뼈 500, 쉰 τ、 ι 1000-2000, 隊足定食 900, 鍵飯# 500, 隊骨 600, 應茶

(演너) 400, 緣足 600, 梅茶 350, 7J ''J 才刺身 500, 원 ι 혼‘ ~ 300, 技豆 300, 苦따때 ε

t 500, 冷如 300, t:' -ι 500, 燒웹휴 _7°(죠合) 2000, 生 c'- ι 500, 우-롱茶 250,

燒멤 300, 淸酒 400, 水劃 ~ 500, :; 그 -;1... 250, 燒며 400, 그 -7 250

<감사의 말씀>

1999년 8월 15일부터 동월 29일까지 ￥훌美大島(아마미오오시마) 小漢(고미나토) 지

구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統球大學 法文學部 池田榮史 敎授의 도움으로 인터뷰가

가능했고， 자료정리는 趙秀美 군이 도와주었다. 특히 조군의 스케치 솜씨는 보고서

의 품위를 일층 높여주었다. 일본 문부성에서 지원하는 과학연구비의 일환으로 짧

球大學 律波高志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다. 공동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자료를

수집한 연구의 결과이다.

핵심제보자들의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 1명과 여자 7명이며， 여자들은

주로 인근 마을의 출신들로서 고미나토로 시집을 온 경우가 다수다. 토미 쿠니오(富

國夫， 男， 1931 년 생)는 20세 정도인 전후에 오사카로 일하러 나갔다가 1978년 귀향

하였다. 코모토 이마코(小元 1 '7그 女， 1933년 생)는 카사리초(홈利메) 키세(喜懶)

출생으로서 1955년 결혼하여 1962년 코미나토로 이주하였다. 현재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츠타에 준꼬(傳順子， 女， 1940년 생)은 세토우치효(懶戶內메)출신으로서 이 동

네로 시집을 왔다. 우에하라 키누요(上原網代 女 1940년 생)는 코미나토출신으로서

줄곧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나가타 스에꼬(永田末子 女 1935년 생)는 나세가치에서

이 동네로 시집왔다 0955년) . 토미 후미꼬(富美子 女 1935년 大版 출생)는 전쟁전

후로 먹을 것이 없어 아마미로 돌아왔다. 중학교와 고둥학교는 나제시에서 다녔다.

당시 아버지가 코미나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주 1 회 식료를 받으러 오곤 했다.

코미나토에 돌아온 것은 1977년의 일이다. 토미타 미키꼬(富田 E 휴子， 女， 1937년

생)는 나세가치 출신으로서 1956년 결혼하였고， 현재 나카치(件勝)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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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오차 미에꼬(顧間美江子， 女， 1951년 생)는 키차이지마(喜界島) 출신으로서 남편

이 코미나토소학교 敎頭(교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이분들이 협

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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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宮古島의 伊良部

1. 序

유구대학 츠하다차시(律波高志) 선생을 연구책임자로 한 공동연구 팀이 공동연구

의 마지막해인 삼 년 차에 방문한 곳은 오키나와 현에 속한 미야코지마(宮古島)의

옆에 붙어 있는 이라부지마(伊良部島)다. 이라부지마로부터 좁은 수로(이리에， 入江)

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시모지지마(下地島)에는 훈련비행장이 있어서 그 규모는 도

쿄의 하네다와 오사차의 간사이 비행장에 버금간다.3Km의 활주로가 있고， 모든 종

류의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며 2001년에 스페이스 셔틀 실험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태풍실험을 위한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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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대표적인 過輝 지역들 중의 하나다. 1955년에 12，000명의 인구였는데， 현

재는 7천명이 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인구가 줄

어드는 이유는 직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력을 붙잡아 두려는 지역개발계획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관광을 기본 개

념으로 하여， 9흘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서 20명의 고용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골프장

으로부터 일년에 1억 엔의 수입이 생기면 운영비로 8천만 엔을 사용하고 남는 돈

은 적금을 한다는 것이 메의 계획이다. 다이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民宿 캠

프촌도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6명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며， 60%의 가동율을 예상

한다. 인구 고령화도 문제로 대두하고 었다. 젊은 인구를 잡아두기 위해서 메이 집

을 지어서 집세를 싸게 하고 있다. 주로 장남들이 많이 분가를 하여 사는 경향이

있다. 현재 2할 정도가 島內婚을 하고 있다. 12-3년 전에는 거의 도내혼이었다. 외

국인들과의 혼인 숫자도 있다.

이곳의 농업은 주가 사탕수수다. 그것을 재배하여 년 16-7억엔 정도 수입이 생긴

다. 이에 비해서 바다에서 생기는 것은 전체 4-5억엔 정도다. 사탕수수는 1단에 7톤

이 생기는데， 톤당 2만엔 정도 수입이다.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수

입이 좋은 편에 있는 것이 카츠오부시의 가공이다. 모즈쿠와 같은 해초류나 게와

샤코가이(조개의 일종) 둥에서 나오는 수입도 좋은 편이다. 이라부지마의 사와다에

서 모즈쿠 양식을 한다. 양식 작업은 2월 -6월 사이에 하고 7월 초순이면 일이 끝

난다.7월에서 9월 사이에 이 공장은 카츠오 가공으로 작업을 바꾼다. 가공 과정은

바다에서 채취해서 붙어있는 해초 둥을 떼어내고 소금에 절인다(L 쉰 J기t). 염장한

것을 1斗짜리 캔에 넣어서 본도로 보내거나 씻어서 기호에 맞게 조미료를 첨가한

다음 작게 포장하거나 한다.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업종으로는 공항과 리조트의

유치다. 현재 일본 본토의 회사가 와서 빠빠야 계약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오키나와 본도의 나하시에서 36인승의 작은 비행기로 45분간을 날면 미야코지마

의 히라라(平良) 시에 도착한다. 히라라 항과 이라부지마의 사라하마(住良꿇) 항을

연결하는 고속 페리를 타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곳

이다. 히라라시 總合博物館의 어업과 어류 관련 전시도 펼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

다. 답사기간은 2000년 7월 4일부터 동년 7월 16일까지이며， 당지까지 이동하는 기

간을 제외하면 기껏해야 열흘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當地作業이 가능하였다.

2. 薦民과 魚類

야에야마(八重山)와 미야코(宮古)에는 유배(시마나가시， 島流) 출신의 후예들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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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의 자손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유구왕국 시절에는 슈리(首里)에서 파견된 관리

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처녀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취하여 현지처로 삼는 예가 적지

않았는데， 그러한 연유로 이어진 자손도 있다고 한다. 이라부지마의 인구 구성을 출

신별로 보면， 항구가 있는 쿠니나카(國件) 쪽에 주로 거주하는 이케마지마 출신과

미야코지마 출신， 그리고 사라하마에 거주하는 이토만과 야에야미-(특히 다라마지마)

출신으로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다.

미야코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라부지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이케마 민족

"(池間 民族)이라고 자칭타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미야코의 북부에 있는 이

케마지마(池間島)를 근거로 하여 주변에 이주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라부

의 사라하마(佑良끊) 이케 마(池間) 미야코의 니시베(西原) 세 군데에 주로 살고

있는 이케마를 원적지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칭함으로서 비롯된 말이 ”이케마

民族”이다. 일년에 한번씩 이 세 곳에 흩어져 사는 이케마민족은 한 곳에 모여서 ”

이케마民族大會”를 한다. 금년에는 니시베에서 그 행사를 하였다. 1년에 한번씩 자

치회 간부들끼리 일정한 날을 정해서 친목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 섬의 해변에는 사바우츠가← (-+t서 'I ''/ :/f-)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다. 야←기“ S

쑤 -:Y立의 金大主와 훗즈-(7 '/' 、7‘-)의 松大主가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1720년 이

케마로부터의 강제 이주 시에 만들어져 1966년 간이수도가 설치되기까지 사라하마

사람들에게 240년간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 물걷기는 여자들의 일과로 오전 3시부

터 하루에 3-4회 123개의 계단을 왕복하였다.

이케마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민으로서 살아왔고 지금도 카츠오를 비롯한 어종

을 잡아서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야코의 다른 지역의 사람

들은 이케마 민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이라부지마의

같은 메내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25년 전쯤에는 사라하마 사람이 갑

자기 말을 꺼내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요즘은 교통편

이 좋아져서 자동차로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익숙해져서 그러한 문제는 많

이 해소되었다.

이케마 민족은 친척에 해당되는 말을 ‘하라우즈(/、 7 '1 、，/，')’라고 하는데， 이라부에

서도 이케마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친척을 ’우약쿠(ηfγ 1 )'라고 한다. 통혼(通婚)

에는 이케마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별다른 구분이 없다. 사라하마의 이케

마 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압빠라기 "(7 '/'서 5 ￥)는 미인이라는 뜻이

다. “아빠라기”의 반대말은 “은즈기”다"님l 키-다츠"( c- 촉-갖''/ )는 노총각이라는 의

미다"미-다츠"( 2.-갖''/ )는 노처녀이다"카이휘사마티"(方 17 -1-+t ?T -1-)는 남

편이 잡아온 생선을 여자가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로서， ”생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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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라는 뜻이다. 나하에서는 이 소리를 ”카미마야-"(方 ~?누-)라고 했다.

어업민속에 관한 작업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과 도구 둥을 중심으로 전개되

어 왔다. 본고는 생선을 어떻게 잡고 그것을 어떻게 팔고 또 어떻게 먹는가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수집한 자료의 민속지이다. 환언하면， 생선을 포획하고 그 과정

에 동원되는 도구며 어민들의 지식을 포괄하는 어업민속과 전문 어민이 잡은 생선

을 상품으로서 팔고 가공하는 둥의 유통과 관련된 특수한 관행 그리고 어민들이 생

선을 음식으로 먹는 방식 등 생선에 관련된 어민들의 활동 전반에 관한 관심의 표

현으로서 民찜魚類學(ethnoichthyo!ogy)이라는 연구분야률 제안한다. 본고는 일본

오키나와 현의 이라부 섬에서 주종으로 꼽히는 카츠오(f; ''j 才)를 중심으로 논의하

기로 한다. 따라서 민속어류학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카츠오라는 생선과 관련

된 어민들의 문화에 대한 논의로 논문의 내용을 한정하기로 한다.

魚類學<ichthyology)이란 바다나 민물에서 생장하는 고기들의 종류에 대해서 과학

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여기에 시도되고 있는 민속어류학이란 것은 고기들의

종류에 대한 관심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선들에 대해서 어떤 관

심을 표현하고 지식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하는가 하는 과정인 것이다. 新民깜誌(new

ethnography)를 근간으로 하는 民洛科學(ethnoscience)의 대두 이후에 인류학적 연

구 경향이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들이 전개되었지만， 물고기류와 연결된 민속어류학

의 제안은 이 글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생선에 관련

된 어민들의 문화적 인식과 태도와 실천 둥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

해주기를 바라는 바다. 일종의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정을 거쳐서 정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해보려고 한다.

이라부지마 그 중에서도 어업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어민들이 집거하고 있는

사라하마에서 발견되는 민속어류학의 자료들은 언어에서부터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음식의 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다와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갖고 있다. 어민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다에 접근한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동원하는 포획 방법도 다

르며， 계절에 따라서 어업을 하는 양상도 다르다. 이곳의 어류들은 대체로 5월에서

부터 9월까지가 주로 산란기이기 때문에 생선의 재생산주기에 맞도록 어업일정이

조정되기도 한다. 사라하마의 어부는 현재 약 150명 정도 된다.

물 속에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있기 때문

에， 개별적인 생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업의 방법도 다양하다. 해조류는 자연산으

로 채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낳은 수익을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바다 속의 바닥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기 위해서는 잠수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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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 없이 잠수하는 것을 “스모구리"(素뺨 I), τ ~ <’ I) )라고 하는데， 요즘은 산소

통(“봄베") 없이 잠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잠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라하마에

30명 정도 있다.

바다라는 자원의 관리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조직으로서 조합을 만들기도 한

다.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도 어업에 참가할 수 있다. 바다에 적웅한 기술이

펼요한 만큼 바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조직도 바다에 적웅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며， 관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민과 어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으주우(ηzη) 는 생선의 총칭이며 이곳에서 사용하는 많은 생선들의 이름은 대

체로 이토만(*滿)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이라부지마 어민들의 일반적인 지식이

다. 오키나와 본도의 남부에 있는 이토만 어부들이 과거에 이곳까지 내려와서 살기

도 했고， 그들의 어법이 이곳에 전해지기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생선모양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에는 주퉁이와 꼬리의 특정 또는 눈이 어디에 붙

었는가 등에 따라서 작명이 된 흔적을 강하게 보인다. 입술 모양과 색갈이 이름 짓

는데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생선이 이름에 “아야”라는 단어가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

면， 생선의 몸통 가운데 줄이 들어있다는 표현이다. 같은 종류의 생선 내에서도 크

기나 성장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마구로"(참치)의

작은 것은 “쉬비”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잡히는 마구로는 대체로 두 종류이다. 여름

에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이 “기하타마구로"(몸통에 노란 선이 들어 있는 종류)이고，

“흔마구로"(“혼”은 本을 의미)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 기하타마구로가 많이 잡힐 때

는 한사람이 이틀동안에 450 내지 500킬로그램을 잡는다.8월부터 잡는 것이 크다

혼마구로는 값이 좋기 때문에 킬로그랩 당 3천엔 가는 것도 있다. 항구에서 보통

두 시간 정도 항해를 해서 나가서 잡는다. 원양어엽의 대상이기도 하다. 맛을 얘기

할 때는 사시미가 기준이며 나베(찌게)로 만들 경우에도 포함된다. 가장 맛이 있는

생선은 마미자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섬의 이름인 이라부의 어원이라고 생각되는 이라우츠는 도미류의 생선을 말한

다. 이곳에서 잡히는 생선으로는 아칸차류와 마치류도 많다. 고래는 “후차”， 돌고래

는 “자카쉬투”라고 부른다. 망그로브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도미류는 “우루노하”이

다. 상어는 “사바”이다. 조개류를 통칭해서 “니구우"(二 J"? )라고 하며， 샤코가이는

“니구”， 사자에는 “은나”라고 한다. 고슴도치처럼 생긴 하리센본은 이곳에서 “뚜-뚜

"라고 하며， 아주 비싼 고기에 속한다. “아까나”는 독이 있어도 먹으며， “쪼바메가

이”는 생선잡이 미끼로 이용하고 식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해삼을 “츠츠이 "OJ ''J 1 )

라고 부른다. 이 지역에서는 카츠오와 구루군(이것은 오키나와 縣魚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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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생선이다.

어민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니가이자케"(고시래의 의

미인 일본어)를 하는데 이라부에서는 이것올 “하나오”라고 부른다. 하나오의 과정

을 보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처음 술병을 딸 때， 반드시 먼저 뚜껑에 조금 부어서

옆으로 부어 버린다.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선원이 반드시 처음 따는 술병의 술을

바다에 붓는다.

어선을 비롯한 모든 배에는 “후나간"(7 十 fν ， 船神)이 안치된다. 배의 “가미다

나” 위에 모셔놓는다. 여신이다. 목수가 배를 만들 때 같이 만든다. 작은 배를 “사바

니”라고 부른다. 배의 전문 제작은 모두 八重山이다. 사바니를 만들고 나면， “네도

시"(쥐띠)의 여아(자기 딸이든 남의 딸이든)를 제일 먼저 배에 태운다. 의례의 과정

이며， 풍어 목적이다. 필요한 의례 시에는 후나간 앞에 술을 따르고， 술과 함께 준

비하는 술(반드시 아와모리)이나 “사시미” 둥은 항상 선장실에 비치한다. 배가 출항

하고 귀항할 때 반드시 돼지를 잡아서 세시간 정도 걸리는 의례를 한다. 신을 믿는

다는 말을 “간신지루”라고 한다.

3. 카츠오와 어업: 痛獲， 流通， 加工， 調理

카츠오 잡이가 일본내에서 가장 성한 곳들 중의 하나가 이라부지마다. 카츠오는

“소도우미"(外海)에서 잡는다. 외해라는 것은 確、湖로 구성된 內海(라군과 리-프를

포함)의 밖이라는 뜻이다. 어장은 주로 7，8월에 형성되며， 큰 것은 한 마리의 무게가

15킬로 정도 되는 것도 있다. 값이 쌀 때는 킬로그램 당 50엔인 경우도 있다. 카츠

오 내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차츠오와 눈이 좀더 큰 메바

치， 그리고 몸통이 조금 작고 주둥이 부분이 조금 뾰족한 시마카츠오이다. 메바치와

시마카츠오는 겨울에 가장 좋은 맛을 낸다. 생선의 옴통에 기름의 양이 너무 많아

지면 맛이 없다. 시마카츠오는 부시(節)를 만들 수 없고 나마리부시는 만들 수 있

다. 기름이 문제인 것이다. 마구로도 부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맛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다.

이라부지마에서는 카츠오를 “다이반”이라고도 부르며 크기의 작은 순서에 따라서

“고반”， “잔넨가”， “주반”， “다이 반”， “도비 다이 ”의 다섯 가지 구분이 있다. 즉 도비다

이가 가장 큰 카츠오인 셈이다. 카츠오부시를 만들 때， 네 조각이 나야 상품으로서

가장 좋은데， “주반” 까지는 보통 네 조각으로 잘라낼 수 있다. “고반”은 너무 작은

크기가 되어서 네 조각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반”에 속하기는 하는데 작아서

네 조각을 내기가 곤란하여 어중간한 경우에 “잔넨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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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츠오의 부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후츠(7 'I): 입

미 U): 눈

카나마(ψ 十 7): 머리

쿠유이u'그l'): 아가미 위의 상

사니(-If二): 사니

하라가-<'、당 71-): 배 기생충이 들어있기도.

치-지(f--1γ 스지(節)， 둥과 배의 힘줄

히레(t ν): 지느러미

옆지느러미는 “파니"(껴， 날개)라고 한다

주(;;( φ): 꼬리

푸니(7'二): 뼈

우두르츠(r; V? lV'/): 심장

바타(/'~갖): 내장

파라무(/'~7 1.): 생선의 배 뒤쪽의 알/ 이리 퉁

(7 껴서7 1.: 붉은 색- 알 / ;z φ/ξ당 ι: 이리)

1) 포획

근해에서 생선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오이코미료(追싹 A演)라고 한다. 파야오에 갈

때에는 배 한 척으로 갈 수 있지만 오이코미료를 할 때에는 4-5명이 타는 배가

여러 척(보통 7-8척 정도)이 필요하다. 항상 함께 다니는 그룹이 있다. 7, 8월에는

카츠오가 잡히므로 미끼를 잡기 위해 2. 3척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대형선에는 선

원이 12-13명 정도 타며 사라하마에는 이러한 대형선이 현재 약 4척 있다. 파야오

나 야에야마 등에 카츠오를 잡으러 간다. 많이 잡을 때는 한사람이 1톤 정도를 낚

기도 한다.

카츠오船이 카츠오를 쫓아가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새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토리츠키， 상어가 있는 것을 보고 상어 주변에 모여 있는 생선을 쫓

아가는 사메츠키， 바다에 떠다니는 해초나 각종 부유물의 주변에 모여 있는 생선을

쫓아가는 나가레츠키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나가레츠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인공 어초(구조물)이 빠야오다. 배에서 고기의 무리를 관찰하는 사람을 “미가니미

비이”라고 한다. “미-비이”는 강하다는 의미이다.

파야오 (F{-\> 才， 浮혼魚碼、)는 일종의 어초다. 사라하마에서 배로 1-2시간 거리에

파야오가 설치되어 있다. 파야오에 있는 “나가레키"(流木)의 주변에는 나무에 붙은

해조류를 뜯어먹는 잔물고기， 그것을 잡아먹으러 모이는 차츠오와 마구로 등의 큰

고기와 카츠오도리 UrI 才鳥) 둥이 주변에 모여서 나가레키가 흘러 다니는 대로 움

직여 다닌다. 카츠오도리를 보고 파야오를 발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에 탓을 달

아 고정시켜 놓으면 주변에 항상 고기가 모여드는데 이것을 파야오라고 한다. 파야

오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으로는 카츠오， 마구로， 시-라 둥이 있다. 어선들이 잡는

물고기들 중에서 작은 종류들은 모두 파야오로 가지고 가서 파야오의 주변에 풀어

놓는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큰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결국 파야오 주변의 카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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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 가능해진다.

파야오의 설비와 관리에 돈이 들기 때문에 어협의 파야오 관리조합에서 파야오

를 관리하고， 어민들이 파야오를 사용하면서 연간 매상의 2%(약 700만 엔)를 낸다.

가끔 미야자키(宮뼈) 둥 현 이외의 사람들이 와서 몰래 고기를 잡아서 마찰이 생기

기도 한다. 파야오가 처음 오키나와에 도입된 곳이 미야코인데 처음에 업자가 와서

설치한 것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배가 뜨지 못하여 쉬는 날 둥에 연

구를 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昇榮갯L라는 카츠오선이 파야오로부터 사라하마의 어판장으로 돌아온 현장을 관찰

하였다. 카츠오 어획량은 O.5t이다. 이 배는 12-13명이 타는 대형선이다. 사라하마에

는 대형선이 4척 정도 있다. 새벽 3시경에 나가서 먹이가 되는 잡어를 잡아서 이케

스(ν ，t 후: 잡은 물고기를 산 채로 보관하는 곳)에 담아두었다가 파야오 주변에 뿌

린다. 이것을 먹기 위해 몰려드는 고기를 한 줄 낚시(-本.-J t) )로 낚는다. 이때 실

제보다 먹이의 양을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수기(散水機)로 먹이의 주변에 물

을 뿌린다. 카츠오라는 생선은 시계방향으로 도는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수기

나 고기를 낚는 자리 등은 모두 배의 왼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행하는

“오토 리”의 술잔 돌리기인 “타이료마와리"(大뺑、뼈t) )도 시계방향의 순서를 지킨다.

구루군이라는 작은 생선이 리 프에 모여들 때쯤이 카츠오를 잡는 시기이다.

옛날의 배는 모두 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볍고 단단한 유리섬유로 배를 만든

다.

차츠오를 낚을 때 능숙한 사람일수록 뱃머리의 높은 자리에 앉는데， 자리가 높이

있기 때문에 카츠오를 끌어올리는데 힘이 더 많이 든다. 차츠오를 낚는 바늘은 여

느 낚시바늘과 달리 미늘이 달려있지 않다. 따라서 능숙한 어부는 낚시에 걸려서

올라옹 카츠오를 손으로 잡아서 빼지 않고 공중에서 손목을 움직여 생선을 빼 내

어 배 안으로 떨어지게 한다. 즉 낚시로 낚은 가츠오를 공중으로 채 올려서 뱃전에

떨어지게 하는 몇 가지의 단계를 연속으로 하나의 동작으로 처리한다. 카츠오의 미

끼는 이와시나 무가←를 잡아서 이용한다.

사라하마에서는 카츠오 어엽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중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단위로 카츠오 어업 실습 시간을 매년 실시한다. 마침 금년도 실습을 관찰할 기회

가 있었다. 카츠오 어업을 구성하는 내용은 낚시질과 가공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

된다.

실습을 하는 目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통적인 伊良部田T fir.良兵의 차츠오

--本없와 카츠오 製造業을 體驗하는 것으로부터 地域의 演、業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 라 水盧業에 관한 基廳的 知識의 習得과 地域의 先輩와 世代間交流를 도모함을

-126-



목적”으로 한다. 실습의 主f崔는 伊良部메敎育委員會(社會數育課)가 담당하고， 共健

는 伊良部田T水塵振興課이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伊良部田r뺑、業協同組合， 伊良

部메카츠오船船主組合 島內카츠오節加工場 둥이다. 실습의 실시대상은 佑良兵中學

校 學生全員이고， 일정은 7월 13일(목) - 7월 15일(토) 까지 이다. 학습장소는 남학

생의 경우 파야오周邊海域(차츠오船3隻， 小型5隻)， 여학생의 경우 島內카츠오節加工

場(奭原加工場， 共同加工場)이다. 남학생 36명은 오전 0시-오전 2시 사이에 뺑、協 앞

에 集合하여， 오전 3시 배로 住良兵陳協을 출발하여 오전 5시30분 演場에 到훌함으

로서 카츠오針]實習을 한다. 이들은 오후 6시 t로良兵뺑、港에 入港하여 귀항보고 행사

를 갖는다. 여학생 36명은 오전 8λ130분에 伊良部田r演、港 앞에 集合하고， 오전 9시에

各劃當加工場에 到훌한 후 카츠오 加工實習을 시작한다. 이들은 오후 4시에 加工

실습을 終T하고 해산식을 한다.

2) 유톰

세리(쉰 I})를 경매를 말한다. 어선이 잡아온 생선은 거의 대부분이 중매인들을 경

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경매라고 하며， “나카가이닌"(件買A)과 어선 사이에 새벽

에 벌어진다. 작은 어항이나 작은 어선의 경우 잡히는 생선의 양이 정해져 있으므

로 따로 세리를 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어협의 관리하에서 엄격하게 진행된다. 나

카가이년(件買人)은어협이나 수퍼 동의 판매를 담당한다.

작은 어선의 경우， 잡은 생선을 어협에 유통시키지 않고 우키쥬상(η 휴 ν 그혼 λ)

거래를 한다. 우키쥬상은 개인적으로 어선의 생선을 사서 소매나 도매를 한다. 어선

이 점심 때 쯤 파야오에서 돌아오면 잡은 생선을 얼음에 채워 재워 두었다가 다음

날 새벽에 우키쥬상이 미야코 섬으로 팔러 가기도 한다.

중매인이나 우키쥬상은 수집한 생선을 수퍼마켓인 A-COOP으로 유통을 시킨다.

어부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동네를 돌면서 파는 경우도 있다.

3) 가공

카츠오는 일본인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상식하는 생선들 중의 하나로서， 특히 건

조한 후에 잘 말려진 것을 대패로 밀면 아주 앓게 빚어진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조금씩 물에 넣어서 삶으면 육즙(이것을 “다시”라고 함)이 나오는데， 국숫물로는 최

고의 맛을 내는 것이다. 한국의 식관습에 비한다면， 멸치국물을 내는 것이나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카츠오는 날 것을 먹기도 하지만， 포획된 대

부분의 카츠오는 “부시"(節)로 가공하는데 소용이 된다.

싱싱한 카츠오를 열로서 익히는 과정에 적지 않은 연기를 쏘이게 된다.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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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후에 냉동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카츠오

를 익히고 건조하는 훈제 시설올 “바이칸”이라고 한다. 1회 건조한 것은 나마리부시

(나마리부시에 소금간을 들일 때는 가로로 칼집을 내기도 한다)를 만들 수 있다. 바

이칸에는 카츠오를 얹어서 익히거나 건조시키는 체인 “세-루"(쉰 -)ν)가 여러 개

있다. 죄로 된 것은 차츠오부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나마리부시 용은 나무로 만

든다. 15회 이상 건조시키는 것이 카츠오부시 용으로 쓰인다. 다음은 대패로 잘게

썰변 카츠오부시가 된다. 이런 상태의 카츠오부시를 하나차츠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을 된장과 섞으면 차츠오미소가 되기도 한다.

1 회 건조에 2시간 정도 걸린다. 카츠오부시를 만들 때는 매일 2시간 이상 건조시

킨다. 하나차츠오를 깎는 기계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상업용을 위

한 카츠오부시의 제조는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필자가 관찰한 곳은 50년 정도 작업

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물이 생긴 것은 30년 전쯤이다. 언제든지 원료가 들

어오면 작업에 들어간다.

차츠오부시 (tJ ''J ;t節)의 상세한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1) 머리를 잘라낸다. 2)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낸다. 3) 둥지느러미를 떼어내고 그 홈을 따라 아래위로 뼈를

따라 칼을 집어넣어 가른다. 살+둥뼈+살의 3장이 된다. 4) 잘라낸 고기 덩어리를 다

시 가로로 이둥분한다. 등쪽살을 “오부시"(쉰.J-: L)라고 하며 배쪽살을 “메부시"( /I)

싸 L)라고 한다. 전자가 수놈(원)이란 뭇이고 후자가 암놈(야)이란 뜻이다. 오부시가

모양이 깨끗하고 크지만 배쪽에 기름이 있으므로 메부시가 맛있다. 가격은 동일하

다. 오부시에는 주로 “구보노메"(黑η 目)(피가 모여 검은 부분)있어서 구분이 쉽다.

5) 바구니에 10마리 정도를 넣고 솥에 널어서 익힌다. 익히는 것은 탱크(보일러)에

물을 끓여 바구니 채 익히므로 스위치 하나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

하다. 바구니에는 오부시와 메부시로 나누어 담는다. 6) 익힌 다음 잔뼈를 떼어낸다.

7) “오케쇼"(섭化避: 화장) 과정이 필요하다. 뼈에 붙은 살을 익힌 다음 발라내고，

그것을 익히지 않은 살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익힌 살덩어리에 바른다. 표면의 흠

집을 메워서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함이다. 8) 바이칸(/< l' 方 ν ， 媒乾)에 없어서

옐나무로 연기를 내어 그슬린다.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와 밸나무를

반반씩 사용한다. 카츠오의 방향을 돌려가며 건조시킨다. 작은 것은 10일， 큰 것은

20일 걸린다. 크기가 점점 작아져 오키나와의 나하 市로 보낼 때쯤이연 20Kg의 생

선이 lKg정도가 된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든 공정이다. 9) 말린 것을 깎는다. 한사람

당 38Kg(작은 것은 9(r120덩어리， 큰 것은 75-80덩어리)을 깎아야 4300엔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 손이 빠른 사람은 자기 일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깎지 않고

덩어리 채 팔기도 한다. 이때는 표면이 검게 그슬린 부분올 깎아내고 판다.

-128-



카츠오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칼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람이 머리

를 자르고 배를 가르는 용의 칼로서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 날이 있는 부분은

가는 편이고， 길이는 25cm 정도된다. 이것과 유사하게 생긴 또 다른 칼로 두 번째

사람이 둥껍질과 뱃가죽 및 측면의 가죽을 벗긴다. 세 번째 사람은 “나카도리시"(中

通시) 용의 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카츠오의 몸을 네 등분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뼈가 분리된다. 칼의 길이는 20cm 정도이지만 날이 있는 칼 부분이

넓다.

4) 조리

싱싱한 카츠오를 생선회로 먹는데 이 경우를 “나마시”라고 부른다. 머리 부분의

가운데에 박혀있는 심장이나 간은 별미다. 나마시는 된장에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

고， 마요네스에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다.

대패로 앓게 깎은 카츠오부시를 하나카츠오(花1] ''j 才)라고 하는데， 요리의 위에

얹거나 국물을 내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파거에는 대패로 깎았으나 요즈음은

기계로 깎는다. 오부시로 하나카츠오를 만들변 아카노메 Uffi σ) 텀: 붉은 색 부분)가

생긴다. 마구로와 시-라 같은 생선으로 하나카츠오를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살이 희어서 빨간 부분이 없어 깨끗하게 만들어진다. 깨끗한 것이 값이 비싸다.

“츠쿠다니"({田熹)는 생선의 졸임을 말한다. 무나 채소를 넣_1- 간장으로 졸이는 것

으로서 고추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나마리부시"(十'? I) 節)는 바다에서 건져올린 카츠오를 많이 건조시키지 않고 하

루 정도 익히고 2시간 정도 그슬려서 완성한다. 나마리부시 상태로 먹을 수 있다.

공장에서는 겨울에 카츠오가 없으면 本島에서 컨테이너로 받아와서 나마리부시를

만들기도 하는데 좋은 생선이 아니므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마리부시는 먹

지 않는다.

“남반즈케"(南蠻?’야)는 간장으로 끓여서 간장， 설탕， 생강， 미린 둥으로 조미한

것이다. 다른 생선은 익히면 물러지므로 남반즈케를 만들지 않는다. 익힐수록 살이

단단해지는 차츠오가 남반즈케를 만드는데 최적이다. 생선을 익힌 다음에도 살이

단단한 경우에 남반즈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공장에서도 만들어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요즘은 가게에서 진공팩으로 만들어진 것올 판매하는데， 이것을 집

에서 간단하게 야채와 함께 묶는다.

카츠오의 머리나 뼈 둥은 구루군이나 시츠가마 둥의 생선을 잡기 위한 미끼로 쓰

기도 한다. 옛날에는 생선의 내장을 바다에 버려서 상어가 들어오기도 했다. 그때는

부두가 없어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배까지 헤엄쳐서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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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상어한테 당한 사람도 있었다.

카츠오의 부위별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다. “하라가-"(/'\ '7//-)는 배를

말하는데， 사시미， 시오카라， 카라아게 둥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 “후즈무"(7 A L)

또는 츠무('/' L)는 간을 말한다. 사라하마 사람들은 간이 제일 맛있다고 한다. 간에

붙어 있는 짙은 녹색의 쓸개는 배가 아픈 사람이 약으로 먹었다. 맛이 써서 웅가이

(’7 ν ￥-\' 1 )라고 한다. “우두루츠-"( rj F ? Jν/'-)는 심장을 말한다. 날 것으로 먹

으변 맛이 있다. 눈도 맛있다. 내장은 수집하여 시오카라(젓갈)를 만들었다. 뼈로 국

물을 내면 맛이 다르다.

대체로 모든 생선의 조리법이 동일하다. 머리나 뼈 둥은 옛날에는 먹었지만 지금

은 공장에 가져가서 비료로 쓴다. 살은 사시미로 하고 뼈 부분은 국물로 한다. 나베

모노를 만들기도 한다. 생선살의 소금 절임을 “아-스"(i-A)라고 한다. 소금만으

로 익힌 것은 “아-스니 "(i-A 熹)이며， 초무침은 “스노모노"(睡η物)이다. 마요네즈

나 스죠유(睡醫油) 또는 “은수"(/ A , 된장)둥으로 사시미를 무치기도 한다. “은수

문"(ν 7-.. L ν ， 미소아에， 77- 7r: 和:z.)은 된장 무침이다. “은수니 "(ν 久薰， 미소니，77-깐

熹)는 된장과 함께 끓인 것이다.

생선으로 만들어서 오랜 동안 보존하는 것으로는 “시오즈케"(體慣너)와 “히보시”

(日千 L)의 방법이 있다. 전자는 소금에 절이는 것이고 후자는 건어물을 말한다. 내

장과 피에서 주로 생선의 독특한 냄새난다.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은 주로 구어서

먹어야 한다.

4. 남방어업

사라하마 항구에 페리가 들어서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섬의 비탈에 즐비한 이

층 내지 삼층의 시멘트 가옥들이다. 매축지로 조성된 항구의 시설에서부터 곧장 급

경사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동네를 이루는 가옥들이 모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을 개별 가정의 수준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라부 섬 사람들이 남방어업에 집중적인 참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남방어업의 과정과 결과는 이라부지마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

향올 미치고， 이라부지마의 문화변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이라부지마에 영향을 미친 남방어엽에 대한 과정을 일별해보는 수준

에서 논의를 종결하려고 하며 그것이 미친 이라부지마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1906년 (宮古島) 平良市에 거주했던 塵兒島縣출신의 뺑、士가 두 척으로 池間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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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를 실습생으로 받아서 塵兒島출신 어업자 수명과 함께 宮古本島北部에서 조

업을 하였다.... 1908년 宮~倚縣의 어업자도 입어하였고， 카츠오節製造를 위해 愛援

縣의 觸女가 來島하였다"(若林良和 1998: 45). “(伊良部메의) 본격적인 카츠오뺑、業은

1909년이고 t ••• 뺑、船의 動力化는 1915년이며， '" 1923년 효율적인 어업경영을 위해서

佑良兵뺑、業組合을 設立하였다"(若林良和 1998: 46-47). 결국 宮古島의 카츠오演業은

塵兒島 카츠오演業의 영향으로 池間島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라하마의

카츠오뺑、業은 다시 池間島로부터 伊良部島로 이주해온 池間島 출신 사람들에게 이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南方카츠오出뺑、略史를 보면 그 이후에도 이케마지마 어업자들의 활약이 컸음을

알 수 있고， 이케마지마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라부지마에도 파급효과를 낳게한

것이다 “宮古에는 1927년과 1929년에 보르네오수산회사(본사는 동경)에서 승조원의

모집이 있었고， 池間島의 어업자가 출어하여 환약하였다. 伊良部메의 남방출어의뢰

는 일본수산회사(본사는 동경)에서 1931 년에 있었다. 住良兵演業組合과의 계약으로

동년 4월 南洋諸島의 파라오에 출어한 것이 최초였고， 카츠오가공시설도 있었다 ....

당시 현지에 가족이 모두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若林良和 1996: 140). “난뽀료"(南

方演)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수산업은 이민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1934년부터 남방이

민이 시작되었고， 주 목적은 카츠오부시의 제조에 있었다. 招務省에서 만든 관련 자

료가 유구대학에 있다.

이라부지마에서도 1930경부터 적지 않은 어부들이 남방으로 출어하였고， 많은 경

우에는 700명 정도가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둥에 가서 어업을 하였다. “전후에는

일본정부의 南洋開發宣言으로 남방출어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일본본토와 아메

리카의 수산회사와 伊良部村뺑、業組合과의 계약으로 실시. 伊良部메의 어업자가 출

어한 주요지역은 파라오와 파푸아뉴기니 소로몬제도"(若林良和 1996: 141) 둥이다.

남방어업이 활발할 때에는 일년에 전체 수익으로서 40-50억 엔을 벌기도 했다. 2월

부터 12월까지가 출어 기간이다. 솔로몬에서 아이들이 생기기도 한다. 많이 생길 때

는 7-8백 명， 지금은 약 4-50명 정도 튀기들이 그곳에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솔로몬에서 무장 게릴라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사라하마의 사람들

은 냥방어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걱정하고 있다.

현재 남방어업에 나가 있는 사람은 200명 정도가 있다. 옛날에는 라바오， 뉴기，

피지 둥에 배를 두었는데 요즈음은 솔로몬에 배를 두고 비행기로 왕복한다. 한 척

당 4-5명이 선장， 기관사 둥으로 가며 나머지 인원은 당지에서 어부를 고용하여 쓴

다(인건비가 1/10 정도이다). 11 월 말 정도에 돌아와서 설을 쇠고 2월에 다시 나간

다. 당지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같은 배에 타는 사람들끼리 이동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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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누가 솜씨가 좋다고 알려지면 일원으로 불러들인다. 당지에서 107~ 월 일하고

300만엔 정도를 버는데 일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돈이다. 카츠오 이외에 키하

다마구로와 흔마구로 등도 잡는다.

“어업자본의 경우는 1987년부터， 어업경영에는 1982년부터 적극적으로 전환되었

다. 어업관리에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인원배치에도 1987년부터 현지화가 추진되

었다. 일본인 manager가 중추가 되어 솔로몬인과의 조직내적인 협조관계가 일층 중

요하게 되었다 ....어업생산의 현지화는 양적으로 1990년부터 확충되어 질적으로는

1994년 이후 현지화선 등장이라는 현상에 이르렀다"(若林良和 1997: 389). 어업을

통한 국제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국제규제의 강화가 엄해지면서 일본의 어업자본이

철퇴를 맞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웅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로몬제도 정부와 일본

의 대규모 수산회사의 공동출자 회사가 생겼다. 소로몬제도 서부의 뉴조지아제도에

있는 노로(Nora) 에 어업기지를 설치하고 합병카츠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若林良

和 1996: 139).

乘組員의 구성은 “願觸長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과거 십년간 어로장파 5년이상

동숭한 숭조원은 22명이었다. 그들은 주로 어로장과 우토우자(親鳳)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전체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친자관계， 형제관계， 從兄

弟關係， 觸관계이다. 어로장과 도-스(友人)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구(同級生)

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若林良和 1996: lSI). 일본인과 소로몬인의 混乘船에

서는 선상의 일상생활 변에서 소로몬인 숭조원 측에서 문화접변 현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사시미를 상식화하고 著를 사용하는 둥(若林良和 1994: 217).

5. 결어

유구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는 오오시로 하지메(大城 뚫) 선생은 오키나와 현

내에서도 아주 외진 곳인 조그만 섬 출신이다. 사라하마 항구에서 싱싱한 카츠오를

얻어서 “사바쿠"(생선을 다듬어서 살코기 부분을 오려내는 과정을 말함)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생선을 다듬을 때 파리가 날아드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

파리가 붙지 않는 생선이 있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심해 서식의 생선은 사람

이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생선을 다듬을 때 파리가 날

아와도 쫓지 않는다”고 했다. 어민들의 생선에 대한 민속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서 작동을 한다. 카츠오의 섬 이라부지마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이 총체

적으로 카츠오와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며， 그 정도는 국제적인 연결망까지 세

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카츠오 文化複合’이라는 개념의 도출도 가능할 정도로 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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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이라부지마 문화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속지식은 화석으로만 남겨지지 않는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업과 직업을

창출하는 과정이 하루하루의 어업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습을

통해서 문화전승 과정을 보여준다. 세대간의 문화전승이 학교라는 교육현장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 현상은 교육의 방향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알

게 한다. 어민이라고 해서 항상 바다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에는 육지에서 생활기반을 닦기도 한다. 겨울에는 바다가 거칠어서 어부들은 제당

공장에서 일하다가 여름에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띤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생활의 근저는 바다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민이다.

이라부지마의 어민들이 손가락으로 생선을 가르칠 때 “고노히토"(엄밀한 의미로

는 “이 사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생선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딸해준다. 즉 생선을 사람에 비유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생선은

어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생업에 있어서도 바다와 육지의 구분은

명확하다. 바다의 생활은 그만큼 고유하다는 점을 알게 한다. 농업은 여자가 주로

하고， 어엽은 남자의 전담이라는 구분이 확실하였다. 여자가 어업에 간여하는 것은

어부인 남펀이 잡아온 생선을 부인이 동네로 팔러 가는 정도이다. 부부가 함께 배

를 타는 일은 없다. 배의 신이 여자이므로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하마의

어민들이다. 물론 “오오시오"(大懶: 조수의 격차가 큰 시기)의 썰물에 여자가 리-프

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경우는 있다.

어업내에서도 생선 전문과 조개 전문의 구분이 확실하다. 생선 전문 내에서도 라

군 전문가와 심해 전문가의 역할 구분이 확실하다. 생태학적 적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경우는 이미 분업체계와 그것을 지탱해온 지식

체계의 혼통상태가 있다는 얘기다.

생선의 이름을 묻는 필자에게 사라하마의 어민들은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다”，

“선배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데 ...”, “맛이 있는 생선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등의

진술을 가장 많이 한다. 바다와 관련된 어엽의 지식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생활방식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없고， 그것이 변화의 현

상이고 과정이라고 보면 “왜 지식체계가 붕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

으로서 종결형을 갖추고 있지만， 생활이라는 것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임을 생각

할 때， 그 질문은 종결형이 아니라 시작형이기도 하다. 지식체계의 붕괴 과정에서

전체 환경이 변함으로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현상의 목격도 가능하게 된다. 따

라서 지식체계의 붕괴는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바람직한 적웅과정으로서의 문화

를 상실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救濟民낌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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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ge ethnography)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지식체계를 복원함에 있어서

주민과 연구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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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밭일을 하였고， 이모.사토이모.사탕수수 재배는 1930년 정도부터) . 겐카 시게(原

河 · ν "T'， 73 , 부부 두 사람만 살고 있음) . 신자토 다케코(新里竹子， 1939생， 남편이

어업) , 하마가와 기미(땅川 · 휴 2 , 1936년생， 남편 어업)， 구다카 테루(久高 . T Jν ，

카츠오부시 가공공장에서 일함) , 아라카와 분지로(新川 文二郞， 62세， 사라하마 출

신. 중학교를 나와서부터 고기를 잡았다. 처음에는 가츠오를 잡았으나 몇십년동안

가츠오의 먹이인 무샤 를 잡았다. 남방에는 가지 않았다. 약재가 되는 카이진소(海

人草) 채취를 한 적도 있다) . 띔嚴英二郞(前里徐自治會長 暴 伊良部農協藍事) 씨， 池

間顧夫(伊良部메公共施設管理公事 事務局長) 씨 件間義彦(伊良部메投場 住良끊支所

長) 씨， 1~間明典(伊良部田T投場 “四男") 씨， 小錄格子(平良市總슴博物館 學藝員) 씨，

그외 노인회장님， 구장님， 메수산과 여러분， 大城 筆(짧球大學 經濟學 敎授) 선생의

도움으로 좋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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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要約]

沖縄の食物の民俗誌

全 京 秀

本論は､1998年から2000年まで､沖縄県と鹿児島県に所在する､沖縄県北部の山原の

屋部､奄美大島名瀬市の小湊､宮古島の伊良部町で実施 した民俗誌的調査の結果をまとめ

たものである｡山原の屋部と奄美大島の小湊の場合は各地域の食物を全般的にまとめてお

り､伊良部の場合はカツオ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まとめて､地域の特性を活かした｡

屋部の調査では､食事慣行､食物の材料､日常食と保存食､儀礼食と料理に関して集中

的に記述した｡これが山原地域の食物の全般的な資料ではないが､山原の食物を理解する

において､基礎的な民俗誌として機能すると思われる｡山原地域の食物は､第2次世界大

戦の前後に大きく変化 した｡戦後は､アメリカ式の食物が定着するよりも､日本本土から

大きな影響を受けた｡山原の食物の民俗誌は､政治経済的変化の状況を反映する文化的側

面を間接的に示 している｡

奄美大島の食物に関する資料収集と整理において重要な視点は､1)戦争の前後､2)日

本復帰 (1953)､3)現在の時期に区分ができるが､戦争の前後と復帰の時期に関する記憶

の大半は混在 しており､両時期に特別な差異は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 しかし､米軍に

よる配給品は例外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琉球文化の食物の特性は野菜の種類が少ないこ

とであるが､奄美大島では多種類の野菜が栽培されている｡これは､沖縄との相違点であ

り､野菜類は日本本土から伝来した｡これらこそが､文化が交差する地域の特性ではない

かと思われる｡

伊良部では漁業民俗の調査を行った｡魚を捕獲する道具､漁民達の知識体系である漁業

民俗､魚の販売､加工などの流通､食べ方など漁民達の活動の全般に関する民俗魚類学

(ethnoichthyology)という研究分野を提議するO

カツオの島､伊良部の住民の生活は総体的にカツオと関わっており､それは国際的な連

結網まで細密に構成 している｡｢カツオ文化複合｣という概念の創出ができるほど､カツオ

は伊良部島の文化の根底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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