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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빡觸 얀바루의 歡食에 대한 民溶誌的 報告
전경수*

1.머리말
음식 및 음식에 관련된 문화의 연구 영역과 그 연구 영역의 결과를

歡食 民倚誌 (food ethnography) 라고 한정하고， 본 보고는 日本 오키나

와 o뿌揮) 북부에 속한 얀바루(山原) 지역의 야부(屋部)라고 하는 마
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야부 마을에 거주하는 육십대 이

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에 의해서 과거의 음식들에 대해서 질문
을 하였고， 음식올 만드는 재료의 종류와 그것들을 구하는 방법， 그
리고 조리하는 방법 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야부 마을올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을 보여주는

일랍표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주로 야부 주민들이 많이 먹는
일상음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다. 주민들의 경험으로부
터 얻은 자료이고， 자료의 구성도 연구자의 경험적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구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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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민속지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집과 선택이
따른다.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 두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자료를 수집한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동참한 다른 부

문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셜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고는 식사관행과 음식의 재료， 일상식과 보존식， 그리고 의
례식과 요리에 관해서 집중적인 서술을 하기로 한다. 이것이 얀바루

지역의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얀바루의
음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민속지 보고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을것으로생각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마련된 인터뷰의 자리에는 하기하라 교수， 조

수미， 필자 세 명이 동행하였으며

필자의 요청에 의해 주로 하기하

라 교수가 질문을 하였다. 필자의 경우， 유구어를 듣는 것도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의 인터뷰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집중
적으로 얀터뷰를 행한 시기는 1998년 8월 4일부터 동년 8월 8 일까지

였고. 인터뷰의 장소는 야부 마을의 공민관이나 개인의 집이었다. 공
민관에서는 집단적인 인터뷰를 했고， 개인 집에서는 개별적인 인터뷰
가 가능했다. 인터뷰에 옹해준 분들은 모두 야부 출신으로서 그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키시모토 스에코(뚱本 X 工그， 여. 1924년
생) . 키시모토 시즈코(뿜本;"치그， 여. 1910년생) . 키시모토 히사(뿜

本久， 여. 1927년생) . 히가 키쿠에(比嘉츄 7 工， 여

1928년생) . 요시

모토에이키치 (吉元榮幸， 남. 1921 년생) 둥이다. 일본 문부성에서 지
원하는 과학연구비의 일환으로， 짧球大學 律波高志 선생이 연구책임
자로 되어 있는 공동연구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참가하여 시행한 과정
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을 이 지면을 통해서 보고한다.

야부 마을 주민들의 시간 관념은 특별하다.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
을 추적할 경우， 주민들은 거의 다 戰前과 戰後를 먼저 상기한다. 태
평양전쟁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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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구분하며，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는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과 후가 상당한 변화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1930년대에는 “內地나 南洋에 돈벌이하러 가면(칸 7P캉휠) 흰쌀밥
을 먹을 수 있다”고 전해져서， 타관에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해

서 타관에 나간 형제는 집에 남아 있는 형제의 학비를 대는 경우가
많았다. 데카세기를 나간 경우에는 주로 방적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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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나는 시집을 가고， 동생도 독립해서， 가사는 아내가 전부 하게 되었
다. 그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들 셋(장남은 20세에 사망)과 딸이 생겼
다. 딸은 중학생 때부터 집의 취사와 빨래， 청소 둥을 돕게 되었다.
현재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기 때문에， 집에는 요시모토 씨 부부 둘이

서 살고 있다. 아내가 집에 없올 때에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갈 때도
있다.
전후 미군으로부터의 식량배급이 있었다. 초콜렛， 담배， 통조림 우

유， 통조림 고기 둥의 여러 가지 식품이 마을에 들어왔다. 전후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통조립을 국에 넣어서 섞어 먹었기 때문에 맛있었

다. 1955년경까지 미군청청에 의해서 식료의 배급이 행해졌다. 마을
에 배급품이 전해지면 각 집에 분배했다. 소학교의 소풍(1 -3 학년
경)에는 흰찔밥에 아부라미소(油~ '/)를 발라서， 바나나 잎에 싸서
도시락으로 들고 간 것을 제보자들은 기억한다.
집이 가난해서， 염소 먹이용의 풀올 베거나， 산에서 타무누 ()'L

J.

밸나무)를 구해다가 두부가게 할머니에게 팔아 돈을 벌기도 했

다. 야부에는， 무라야마-(L7~?-) 라고 불리는 공유지가 있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랍들은 누구라도 앨나무를 베었다. 당시는 집에서
연료로 탤나무를 쓰고 있었다. 혹은 당시 유이마-루(그 1?-}v. 공
동노동)를 하여 그 대가로 黑橋제조용의 멜나무 (-tj- -)'-)'LJ)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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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서 마차로 옮겨왔다. 戰前에 카마도(7'J'7 F ， 부뚜막)는 *土 (7
方 ~ 1-)의 점토를 사용해서 부뚜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후(제 2 차

대전)에는， 개량 카마도라는 벽돌제의 부뚜막을 만드는 집이 늘어났
고， 부뚜막을 만드는 職 A도 생겼다. 그 이후로， 본토복귀의 즈음에
는， 일본(내지)에서 이동식 부뚜막이 상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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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랍들이 하루 세 끼니를 먹는 것은 戰前부터의 식사관행이
다. 아침 식사는 대체로 오전 7시경에 이루어지며， 히티미테뭉 (t

T

l' ~ T ιν) 이라고 부른다. 점심은 정오에 먹고， 아시 -(7 ~ l' )라고
부른다. 저녁은 일몰 후의 적당한 시간에 먹으며， 유후이(그 71 )라

고 한다. 농사일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서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약간 복잡해진다. 일종의 참이란
것을 제공해야 하는 관습이 었다. 유이마-루(그 1 '7 -}ι) 라고 하는
공동작업 시에는 참과 함께 휴식이 곁들여진다. 참은 쥬-지자-( ;l
그 -;l;l"，，-， 10時茶)라고 하며， 차와 黑橋이 제공된다. 이 휴식을

쥬-지유쿠이 (;l 그 -;l 그 J1. 1O時休l-f.)라고 한다. 점심과 저녁의 사
O

이에 나오는 참은 피루마시 (t }v'7~ l' )라고 하여 오후 3 시경에 제공

되고， 작업은 이후 일몰까지 진행된다. 전후에는 현재와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적었으나， 일을 마친 후에

남자들이 우타이노-시 (η 갖

1/-ν 피곤을 풀기 위함)라고 해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면접자들의 어린 시절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산과 둘 그리고 바다에서 획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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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아래의 표에 집결시켜 보았다. 산과 들

에서 자연상태로 성장하는 나무 종류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열매나

과일 종류들에 관한 정보들이 정리된 것이다. 1-2 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절에 열매나 과일의 종류들을 야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

〈식용의 채집 식물류〉

얀바루언어

일반명

산딸기

1 1-그 4

록 -J...J...
커’ 7 J... ι

산복숭아

'"'ν ~Jv-

구아바

?η

훌

1J - í 1-

감률류

나 才-1-

!f

ν - :7 7- -tj--

”
”

’'7' - 7

不明

1- .... -3i;

1~7~

7 口휴

?力1- ....

-

:7 ë

不明

”

용도

시기

이용

기타

부분

아이들의
간식

4월경

열매

”
”
”
”
”
”
”
”
”
”
”
”

”

”
”
”
”
”
”
”
”
”
”
”

5월
7-8월

9월경
10월
lH2 월
12 월

11 월

8월
가융무렵

3월

"

촉-(毛)J... ι( 挑)
켜’ 7( 山) ιι

양잠용으로심었음

껍질이 두껍다

정월 전에 먹었다

모내기 전에 먹는다.
7'1J1- 카，보다 맛

있다.
推

~:7

77'-

1-

-/7-

不明

식용

”

6-7월

”
”

강가에서 난다. 노란
색 열매. 맛있다. 이

열매에서 전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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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v 휴(方 f ￥-)

계피

7 1' ν

나
무

7 'l:rr

계

아이들의

잎.껍질，

간식

뿌리

”
뼈木

!’

여릅

열매
열때

특히 뿌리가 맛있다 뜯어먹는다.

고약한 냄새가 있다 알맹이를 조금
뜯어먹는다
집 플에 심은나무
대나무 (7-)' 7)숲이 있었다

죽순

=λ~

죽순을 캐서 먹었다. 돼지를 먹
고 남은 뼈는， 대나무 숲에 묻었
다. 그렇게 하면 죽순이 잘 자란
다고했다
4ννf 十

7- 1-"(

풀

홈菜

식용

잎

”
”

쑥

!’

7 7]十’‘-

業훌 차조기

jl-ë7

野** 산달래

”
!’
l’

잎，뿌리

”

!’

”

잎，줄기

1 -tt￥十){
7￥

r .., 'l l 'v){-

1--’“、l 서

''/'7 í 휴，

|ν)~'/1

털머위

ÄJ 1'

.f; ;O. 큰실말

1)71-

진두발

‘

해
:f:
ι-

잎

데쳐서. 몇 번씩 물을 바꿔가며 씻어

독올제거날로 먹거나， 데쳐 먹거나. 모이두부
를만든다

.f;-1'

모이와 같은 종류(?) . 자색 옷의 풀

7- -t)'

류

먹임에도사용

十1-3 7

j훌 A:훌

회충약

야부 마을은 해변이 가까이 있지만， 바다로부터 얻는 재료들은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해조류에 관해서 주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많지 않다. 이곳에서는 어업이 주로 確、湖(lagoon) 에서 하는 방

식을 기초로 한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
기가 힘들지만， 碼湖 밖에서 하는 어업은 천한 일이라는 인식이 들어
었다. 야부에는 어부(續師)가 적다. 옛부터 고기잡이를 가는 사랍은
‘시니누기문 (ν ~J ￥ ιν ， 게으름뱅이)’ 이라고 불렀다

1-2 錢에

바-기 (r，- ￥， 竹觀) 한 개 분의 정어리 (1ην) 를 팔았다. 이와시가

풍어일 경우에는 먹고 남은 것을 사탕수수의 비료로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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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모토 시즈코(뿜本~치그) 씨의 부엌에 있는 식료들은 대부분
이 시판품이다. 현재 선반에는 고-래-구수(그 -ν-7 7-.. 고추) . 항
고차 (.1 、 νj茶) . 벌꿀， 후추， 소금， 건매실， 무초절입， 식용유， 양파，
감자， 인삼주， 락쿄우(당、y 촉 3 rJ) 초절입. 셜탕이 놓여 었다. 식탁위
에는 인스턴트 커피와 차가 있다.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욱수수， 돼지

고기， 얼음， 고-야 (:::1'- 쑤)차. 문어. 카쓰오부시(方?才 7ν) . 코모

치시샤모(子持 ζν~ 쑤꿋)가 보관되어 있고， 냉장고의 냉장실에는
달갈， 맥주， 콜라， 쥬스， 포카리스웨트， 흰된장(白 ~ ')). 빨간된장 (iffi
~ ')). 토마토케첩. 소면용斗， 수누이(7-.5( 1). 드레싱， 콩가루， 오징

어가라수 (717 7-.. 소금절임) . 미립， 땅콩버터， 무채절임， 파， 양파，
현미， 모주쿠(-f:치 1) 소금절임， 생강， 토마토， 피망， 가지， 아까큐-리

(iffi 휴그영 1) ) • 모로혜이야(판디 ""1 쑤) . 고-야(::(--1'). 헤치마( ""7"?: 수세미)가 보관되어 있다.

〈식용의 동물과 곤충류〉

일반명

얀바루현지어

기

타

약으로는먹었다.

토끼
오리

7 ‘'7-

약으로는먹었다.

닭

}η4

도살:(j) 목에 상처를 내어 피를 앤다.(?) 뜨거운 물
올 부어서 깃털을 뽑는다.@ 혜체한다.
개를 먹은 적은 있지만. 천염병율 가지고 있다고 해

서.별로먹지는않았다
매미

7 -+T-+T-

.Á;'7-의 약

벌

서7-"，-

7 iJ "{7-켜'-，

7 方/~7-~’，/;-둥

산비둘기
박쥐

옛날 사랍들은 먹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먹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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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식

고구마를 웅무 (ν L ， 일본어로는 이모)이라고 한다. 고구마에는 많
은 종류가 있다. 사쿠감-무 (-tt 11]'- νA 사쿠가-tt 11]'-라는 사람이
만든

1 -f:),

쿠라카-(1 당方-)， 부-부나_(7' -7' 十- ), 마쓰감-무

("7 ''/1]'- ν L) ， 미치카-(~T~ "，，-) 동의 품종이 있었다. 이모 (1

-f:, 고구마)는 일년 내내 수확할 수 있었다. 이모를 심어서， 몇 개월
후 그곳을 파서 수확하면， 곧 다시 심어서， 일년 내내 고구마를 먹었
다. 특히 5-6월의 시기는 고구마 심기가 적당해서， 이 시기에 비가 오

면 ‘코가후-(그 1/7- ， 世果報)’라고 해서， 밭에 가서 고구마의 뿌리
를 심었다. 토란도 지었다.
따라서 고구마를 일상식으로 자주 먹었다. 삶아서 먹으며， 아침. 점
심， 저녁 세 끼니 모두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었던 때도 있었다. 또는
아침에는 고구마， 점심은 밥
r\-

저녁에는 남은 밥에 칸다바-(方 ν7

고구마 잎)를 넣어서 쥬-시 (Y 그 -ν ， 雜XX) 를 만들어 먹는다.

이것을 칸다바-쥬-시(方 ν 갖"..:.-ν 그 -ν) 라고 한다. 미치카(~ T 휴

"", 삼개월이라는 의미)라는 고구마의 종류를 많이 심어 먹었다.
보리와 좁쌀 둥도 먹었다. 보리는 무기메 -(L ￥ J -) 또는 무기 (ι
￥)라고 한다. 히라카무기 (t '7方 A ￥)

케-무기 (7-ι ￥) ,

하다

카무기(/、갖方 A ￥) 둥의 종류가 있었다. 보리는 쌀과 섞어서 밥을
짓는 이외에， 코-누와(그-1- η ， 가루로 만들어서 셜탕을 더한 간식，

미섯가루라고 생각됨)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조(藥)는 조밥
(조

1: 쌀 1)이나 보리밥(보리 3 : 쌀 1) 둥을 지어먹은 경우도 있었

다. 여기에 함께 먹는 반찬으로는 두부나 칸다바-(方 ν 갖‘，，<마 잎) , 은자나바-(νSJ"" 十/.:::-

고구

苦菜) 등을 야채국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조는 밭에 씨를 뿌려 싹이 나면 모를 2 포기씩 뽑아 모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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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에는 차조와 메조 종류가 있는데， 둘 다 농사를 지었다. 옥수

수는 전후에 들어온 것이다. 쌀은 부잣집이나 논을 가진 집에서는 먹
었다. 과거 야부에서는 도-구미(

F-1’ ,

홈米)나 아카키-메-(，方

휴 -J- ， ifft毛米) 둥의 벼를 지었다. 1930년대에 타이츄-(臺中， 1

1+ 그'7) 65호라는 품종이 대만으로부터 들어왔다. 그후 한 번 정도
동남아시아의 알맹이가 긴 쌀(인디카

4 νf‘、 4

方種)이 수입되어 , 나

하로부터 山原船 (~ν"..，)νkν) 이란 배로 운반해 와서 팔았다. 도-구
미와 섞어서 밥올 지어먹은 일도 있었다.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쌀올 많이 도입함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상식
하는 관습이 생겼다. 전전에는 쌀은 비교적 귀한 것이었다. 오키나와
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밭에는 사탕수수를 재
배하였기 때문에 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회귀한 일이었다.

반찬으로서는 두부를 많이 자주 먹었다. 집에서 두부를 만들었다.
집에서 만든 두부 중에 단단한 것은 팔고， 유시도-후(그 ν ~-7 ， 연
한부분)를 먹었다. 퉁수루 0 '7 ν Â}ν-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수

프)도 먹었다. 토-후누카시 0-7 J 方~， 두부 찌꺼기란 의미)는 솥

에 눌어붙은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며 먹었다. 토-후마미 0-7 豆)
의 농사는 야부에서는 조금밖에 짓지 않았다. 주로 콩은 사서 이용하
였다.
두부는 1) 국에 넣거나， 2) 기릅에 튀기거나， 3) 생으로 먹기도 하

였다. 혹은

4)

두부조림이나

5)

고깃국(肉什)에 넣기도 했다.

6)

간모

도키 (tf ν 꿋 F 휴)란 것은 두부를 부수어 야채를 썰어 넣고 기름에 튀

겨 경단을 만들었다. 두부에 관련된 음식의 이륨과 종류의 구분이 여
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지역에서 두부를 많

이 먹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오키나와에는 소데츠지고쿠(蘇鐵地歡)라는 말이 유전되고 있다.
토지의 많은 부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곡이나 구근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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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배하는 식물의 종류〉

얀바루

기

일반명

언어

파파야

셔서켜i

타

열매， 줄기를 이용한다. 전쟁 중 식량부족시에

먹었다. 껍질을 벗겨 알맹이륨 떼쳐 독올 제거한
작물

후 먹었다， 무와 맛이 비슷하다.

/‘ 4 ν
그 -ν-7' 7..

7

고추
콩

‘

工 ν 1-''7

工 ν 1-'

'7 •

완두
콩류

팔

7 7; 7~

~-7~
;1> -D-7~

~.R-lj--lj-7'

~-77ξ

대두

伊江島에서 많이 지었다. 담배를 짓는 토지에 적
합하다.
두부가게가 본토에서 사왔다.

;1> D ;1> 071
쌀

7끼

좁쌀

十-서 7

수세미외

~ν77

호박

:J'--V

苦m.

잡곡

r] 1)
(외)類

타이쌀

본토산썰

;J -J

~η

전쟁 천애는 타이쌀이 많았다. 지은 쌀은 팔았다
맛있다.

오이

1.

1、 1 7;

수박

十:/t:

가지

7..1' 1

~r]껴fν
.~m.

뿌리
채소

촉r 커’

-t.

촉r

홈菜

-1"-十 r{-

규’

?二

1디-

(야생)， :::..'7￥ -I"--t/'~-(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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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1:=..

당근

E 당-

파

tO) J..,-

마늘

술에 담가 보존식으로 만들었다. 큰항아리에

뿌리

넣어 약주로 해서 마신다 감기에 조금 마시변

채소

효과가 있다

술을 얻으러 갈 때는 같은 양의

t包盛를 갖고 갔다
7ν ;t{

우엉

~7 -r-

양배추

νι‘

감자의
총청

7 - .J.,

토란(혹
은山후)

1 'f:

감자의 일반적 명칭 혹은 고구마를 가리컴
7-( 진쩌 )ν L.(갑자)의 의미.
토란의 종류:1- ν;
7 - L.

1:

밭에서

재배/ ~-

田후. 논에서 재배

쑤?ν( 山후)의 종류: 그 --+j" -7- ι .7 fJ 켜?

類

?ν (7 fJ 7- ι). ;._，)J..，누?ν( ;._， )ι7- L.)

7J ν 갖 .1"-

고구마의
줄기

제일 많이 먹었다. 쌀을 조금 넣어서 y 그{
;._，-(죽)를 쑤어 먹었다

래서 일찍부터 구황식물로서 소철이 이용되었다. 소철은 오키나와의
곳곳에서 혼하게 발견되는 식물이다. 전전에 장마로 인하여 고구마가

수확되지 않은 경우에， 식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때는 반드시
소철을 먹었다. 명상시에 먹었던 것은 아니다. 전후에도 식료 부족
현상이 있었을 때 소철이 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소철을 식용으로 만드는 과정과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소철의 구

근으로부터 전분을 추출하여 식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전분과 함께 추출되는 독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랍이 식용으로
섭취한 뒤에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CD 소철의 열매와 줄기 부분을 물에 적셔서 7 일간 정도 방치

해서 부패시킨다.@ 절구로 쩔는다.@ 소쿠리로 걸러서 전분을 침
전시킨다.@ 물에 행군다. 같은 재료를 몇 번씩 반복적으로 물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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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전분을 얻는다.

@ 10번

정도 물을 바꾸어 냄새와 독을 제거한

다.@ 침전된 전분을 천으로 거른다 .(J) 전분을 둥글게 뭉쳐 건조시
켜 보관한다.@ 식재로 이용한다.

4. 보존식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모든 재료를 항상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아

니다. 계절별로 손쉽게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공하여 장기

간 보관함으로서 항상 준비된 음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공
과 보관이라는 과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식
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는가 하는 점은 자연을 전유하는 과정
에 개입하는 인간의 지식과 노동이 관련된 철저한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당지 작업이 이루어진 야부 마을에서 확인된 보존식품을 모두 망라

하여 본 결과， 보존식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보존
식품이 많지 않은 이유는 항상 신선한 식품의 재료들을 비교적 손쉽
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야부 마을에서 확
인된 보존식품들은 오키나와 얀바루 지역에서도 거의 통일한 정도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종류로는 된장 돼지고기， 생선， 무， 해초의 다섯

가지 정도였다.
된장(=미수，

2 Â) 은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필수적인 보존식품이다. 된장을 만드는 재료는 대두. 팔， 토-마메

(1-

- 7 ,1), 보리， 쌀 둥이다. 그것올 만드는 시기는 봄과 가을 한 해

두 번 정도다. 여름의 土用(입하 전 18 일간)에는 너무 더워서 된장을
만들지 않았다. 된장에는 가미하는 재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세 가

지로 구분된다. 시로미수(白

2 Â) 는

쌀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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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7-.)는 콩이 많이 슬어간 것이다. 오카즈미수(才方 A::' 7-.)

는 잡쌀(精米)로만 만든 된;앙으로서， 간식이나 과자 또는 반찬으로
먹는다.
된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D 카시이(方 ~1 )를 만든다.
카시이는 재료를 쩌서. 알맹이 채로 발효시킨 것이다. 발효과정에는

호-지(;t; -ν ， 쫓훌園)로 사용한다. 전후에는 호-지를 사서 된장을 만
들고 있다. 전전에는 짚을 사용해서 자언발효 시켰다. 이웃집 동에서
발효에 사용한 짚과 빠자-(re:; "" - ,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평평하고
넓고 깊이가 얄은 소쿠리 종류) 둥을 벌어와 사용하기도 했다. 재료
를 쩌서， 빠자- 위에 짚을 놓고， 그 위에 재료를 얹은 다음 또 짚을

얹는다. 발효시켜서 열을 낸 다음， 숙성시키는데 봄에는 4-5 일 정도
가을과 겨울에는 7 일정도 걸린다.@ 누키-(5(휴-1 )를 첨가한 다음
소금을 섞는다

누키-는 재료를 쩌서 절구로 쩔은 것이다. 전후에는

풍파-(1-크 、'J I {-, chopper) 를 사용하여 잘게 부순다.@ 보관(숙성)
함에 있어서는 카메(方 J ， 항아리)에 넣어서， 반년 정도 숙성시키면
먹을수았다.
돼지고기(우외-， '7'7-)는 오키나와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고려

된다. 동물성 고단백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돼지고기를

먹는 과정이다. 현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가장 많이 요리의 종류로
개발된 것이 돼지고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돼지는 가정에
서 사육하던 것을 의례적인 목적으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이용하였다.
正月이나 오봉(益) 둥에 각 가정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먹었다. 양
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개
발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반년 정도 키워서 도살하므로， 어금니가 난

돼지는 볼 수가 없다. 반년이면 돼지의 무게는 약 100킬로그램 정도

된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1 년 중 음력 정월에 돼지를 먹는 것이 최고
의 성찬이었다. 부잣집에서는 두 집에 한 마리， 보통 집에서는 4집에
서 한 마리를 잡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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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부위는날씨가더운오키나와의 기후조건을고려하여 가능한
부분들만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치-(1--， 피) , 나카미(十方 ,

내

장). 호네(;t*， 뼈)는 보존하지 않고 도살 후 바로 먹도록 준비해서
국 둥을 만들어 먹는다. 고기와 기름을 주로 보존했다.
71:룸은 고기로부터 분리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하였고. 가정의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이기도 하다. 야채와 칸다바-쥬-시
(方 ν?'".{-:，;그 -ν-) 동에 돼지기름을 넣으면 야채가 부드러워져
맛이 더 난다. 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에 두면， 3 개월 동안 보존
이 가능하다. 소금절임(짧遺야)한 고기를 항아리에서 꺼내서 즙을 버

린 후 잎으로 싸서 천정에 매달아 말려서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옛
날에는 와-시안다-('7 η-ν7ν)"'- , 글자 그대로 하면 ‘돼지기름’
이라는 의미)라고 해서. 돼지고기는 고급이며

‘기름은 득이다’ 라고

했으나， 요즘은 돼지가 살이 너무 쩌면 기름이 많아져 육질이 좋지
않다고 한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룸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에
는 기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현재는 영양학적인 정보의

도입에 의해서 동물성 기름이 건강상 좋지 않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돼지기름을 버리게 되었다.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은 부위별로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D 치무

(1- L , 간)는 데쳐서 소금을 발라서 正月 손님이 오면 낸다，@ 뼈와
고기는 무나 미역올 넣어서 국을 만든다.@ 치라가-(千 71/껍질)는 데쳐서 사시미(-tt ν

2 )나

얼굴

이리차-(1 1 ) 1--'(>-， 북음)를 만

든다.@ 고기는 라후티 -(7771) 나 찬푸루(1-쑤 ν7ηι) 를 만들거

나 삶아서 먹는다.@ 뇌는 먹지 않는다. 맛이 없다(먹는 사람도 있었
던 듯). 6) 돼지의 피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치-이리
차-(1- -1 1 ) 송-'(> -)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돼지 선지를 넣고 돼지고
기 묶음(이리차-)을 만드는 것이다. 돼지기름은 항아리에 넣어 부엌
에 두었다.
기름을 구하던 또 다른 원천은 돌고래였다. 요시모토 씨보다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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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위의 시절(戰前을 말함)에는， 나고(名護) 만에 히-투 (t-r 'Ì.

돌고래)가 들어오면， 자유롭게 잡을 수 있었다. 야부에서도 배를 내
어 돌고래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 돌고래에게 작살(켜":7)을
쏘아서， 그 맛줄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배당이 있었다. 돌고래가 잡히
면 고기냐 기름을 나누어 받아먹었다. 고기는 찬푸루(작 ν7'}ν-)
를 만들었지만， 기름은 항아리에 넣어 조리용 기름으로 썼다.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장하는 음식으로서
수쿠가라수 (Ä :7 tt7Ä) 라는 것이 있다. 수쿠 (Ä :7 : 아이고

71 ::t

의 維魚)라는 어린 생션을 염장(짧演 !t) 한 것이다. 수쿠가 산호초의
漢海의 위로 댔을 때 잡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올 때에는 잡지

않는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해초 동 음식을 먹어서 몸이 무거운 상
태이기 때문인데， 이때 잡은 것은 비린내가 더 심하다고 여긴다. 위

로 댔을 때는 고기 뱃속에 음식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이때 생선의
비린 맛이 없다. 이때 잡은 것이 수쿠이다. 수쿠우야-(Ä :7 ry~-. Ä
?賣 IJ )가 本部때(모토부효우 ￡ ε$、t":>.l:-?)로부터 와서 마수 (7Ä.:

되)로 달아 팔았다. 수쿠가라수는 항아리에 넣어서， 반년 정도 보존

할 수 있었다.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색이 변해서 맛이 없어진다.
즉 발효되기 때문에 쩍은 것으로 생각하여 먹지 않는다. 수쿠가라수

가 저장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반년 뒤가 되면 발효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장했던 수쿠가
라수를 버린다. 생선올 염장한 것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젓갈이 되는 셈인데. 젓갈 상태로 발효된 것을 먹지 않는다. 즉 생선

의 발효상태를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얀바루 음식문화의 특성을 지
적할수있다.
야부 마올처럼 얀바루의 해안 가에 사는 사랍들은 소수의 해초를

건조시키거나 소금에 절여서 보존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모이(-1: -1) 라는 것으로서 건조시켜 보존했다. 명
절에는 모-이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 다시(1" ν) 나 조미료 둥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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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간주되어서 고급품이 되었
다. 건조시키는 또 다른 해초로는 츠노마타(，/ )71) 와 후노리 (7 )

1) )가 있다. 수누이 (Ä 갖 1) 는 소금에 절여서 보존하여 먹는다.
무는 잘라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보존식으로 사용하며， 무의
잎도 데쳐서 말렸다가 먹는다. 무(大根)는 이곳에서 데 구니라고 부

른다. 야부에서는 옛날부터 야부데-구니(屋部大根)를 많이 심어， 무
품평회 (수-부.

Ä-/) 둥을 했다.

보존식품은 대부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다. 돼지고기 염장한 것

(體漫너)이나 락쿄우 절임('7 '~촉 37 演 tt) 그리고 된장( ::. '/) 등은
항아리에 넣어서， 부엌 안쪽의 시미누콰-(ν

::.

~17-. 物置혼)에 보

관했다. 이듬해 파종할 종자들도 작은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다.

5.

의례식과요리

일상생활의 식단에서 먹는 반찬들을 요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손
님이 방문했거나 가정 내에서 특별하게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또
는 특별한 음식의 재료가 마련된 경우에 별식을 만들며， 이것을 料理

라고 부른다. 별식은 주로 의례용으로 준비하며， 의례를 위해서 준비
하는 별식을 일상식에 대해서 의례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 치-이리차-(1- -1 1 ) 1-"，-): 피(치-)를 굳혀서 손으로 부수어
넣고 천천히 묶는다. 소금. 간장. 다시(1" ν) 로 간을 한다. 설이나 제
사 때에 사용하는 음식이다. 이외에 돼지 피를 넣은 음식으로 국이

있다. 무， 다시마， 돼지뼈 . 피가 들어간다. 요즈음은 가정에서 돼지를
잡지 않으므로 정육점에 갈 때 피를 주문해서 사온다. 피는 보존이
안되므로 옛날에는 잡아서 바로 피를 사용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2) 쿠지무치 (1 :.Jþ. 千) : 전분에 셜탕을 넣고 익힌 후 식혀서， 콩가
루. 콩 둥을 넣는다. 전분

1: 물 2: 설탕 1/2 비율로 섞는다. 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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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음식이다.

3)

모-이도-후 (-{:-1

F-7):

모-이를 건조시켜서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근다. 물은 손둥이 조금 잠길 정도로 넣은 후 익히면서 조개
를 넣는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힌다. 걸쭉하게 만든 후에 간장과
소금을 넣는다. 이것을 판에 옮겨서 펴놓으면 굳어진다. 두부처럼 굳

어진 것을 잘라서 먹는다. 차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오키나와 북
부에서만 먹는 옴식이다.

4)

시츠마미도-후 (ν ' ì' 7~

F-7):

시츠마미 (ν ' ì' 7 ~. 地豆. 땅

콩)를 잘게 부순 다음 쩌서 굳힌다. 여기에 감자 전분을 첨가한다. 두

부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시보리카수 (L 않 9 方 Â. 짜낸 앙금)도 맛
있다.

5) 난토-미수(十 ν } η - ~ Â): 음력 셜에 차와 함께 손님에게 대
접하는 음식이다. 잡쌀， 셜탕， 된장， 땅콩， 조미료를 넣고 켓토우 (7

‘'J~'7 月挑)의 잎에 싸서 씬 다음 사각으로 잘라서 차와 같이 섞어
먹는다.

6) 쿠-부마치('7 -/7 추) : 건조시킨 미역을 물에 불련 후 15cm 크
기로 잘라서 안에 생선과 어묵 둥을 넣고 조미료(간장， 미린)를 넣은

다음말아서 씬다.

7)

탐-무딩가루()' -ν LT'1 ν If1) : 탐-무(물감자)를 익힌 후

껍질을 까고 썰어서 셜탕과 물올 조금 넣은 후 다시 익혀가면서 휘저
어 감자를 잘게 부순다. 걸쭉한 상태가 되면 먹는다.

8)

쿠-부이리차-(1-7'1 1 ) 1-"，，-): 미역을 잘게 썰어서， 돼지 삼

겹살， 어묵， 곤약， 물， 조미료를 넣어서 미역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끓인다. 수분이 없어지면 완성된다.

9) 포-포(없-없-): 밀가루에 셜탕과 물을 넣고 걸쭉해 질 때까지
섞어서 동그란 형태를 만든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뿌려서 프라이땐을
달군 다음에 반죽을 동그렇게 구운 것이다.

10) 침핑(千 νEν) : 달갈과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아부라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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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 당 2 7-)를 넣고 프라이팬에 구운 것이다.

11)

소-벤참푸루 ('/-;1 ν 추쑤 ν 7 Jν) : 국수를 데쳐서 찬물에 식

0

힌 후 돼지 삼겹살을 잘게 썰어 넣고， 당근과 파를 넣고 익혀서(파는
맨 마지막에 넣는다) 양념한 뒤 국수와 섞어서 완성한다.

12) 수바(7-，，.，，) : 밀가루에 셋물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이를 반
죽하여 봉으로 편 후 다시 접어서 5mm크기로 잘라서 물에 데쳐 둔

다. 돼지 뺏국을 만들어서 면은 뺏국에 넣고 삼겹살과 파 동을 얹어
서먹는다.

13) 미미가-혜-문 (22Il- r; 工-1>. ν) : 혜-문(r;工 -ιν) 은 사
시미(융 L h.)라는 의미다. 돼지 얼굴의 전체 껍데기를 부드러워질 때
까지 물에 데친 후 잘게 썰어 놓는다. 귀는 잘라서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넣어서 기름을 제거한다. 땅콩 버터에 식초， 소금， 셜탕을 넣어

서 돼지 귀 및 얼굴 껍데기를 섞어서 먹는다.

14) 캠마이( ']"ν "7 1. 현미) : 현미를 하룻밤 물에 담가둔다. 이 현
미를 갈아서 냄비에 현미 I 컵에 물 2/3 컵을 넣고， 혹셜탕을 넣고 끓

인다. 위에 뜬 것을 제거하고 약한 불로 천천히 섞어가면서 만든다.
믹서기에 남은 찌꺼기를 씻어서 넣은 후 다시 한번 끓인 후 생강즙을
조금 넣어 먹는다. 옛날에는 손으로 갈았으나 요즘은 믹서기를 사용
한다.

15) 후차기 (7 추쑤￥) : 떡을 손에 쉴 정도의 크기로 쩌서 팔 위에
굴려서 만든다， 8월 15 일에 먹는다.

16) 고-야-참푸루(::1'-쑤-7- ~ν /Jv): 고-야 (::t-~. 여주) . 두
부， 모야시(꿋쑤 ν ， 숙주나물)을 섞어서 쁨은 음식이다. 소금으로 간
을맞춘다.

17)

나-베라-음부시(1--서당 -ν7ν-)

:

헤치마("'-7-"7. 수세

미)의 껍질을 벗긴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돼지 삼겹살과 빨간 무，

고구마， 된장을 놓고 반쯤 익힌다. 그 후 두부를 넣고 완전히 익히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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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카미 아시티비치(十方 ~ 7~T1 l:1-): 돼지 족발을씻어서
데친 후 잘라서 미역과 함께 삶는다. 우린 국물을 만들어 돼지 족발
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힌 음식이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올 한다.

19) 소-키시루 ('J - 휴什) : 갈비 국물에 무와 미역을 넣어서 익힌
다. 무와 미역이 부드러워지면 간장으로 간을 한다. 마지막에 파를
넣어서 먹는다.

20)

히-차 사시미 (t-ν 쑤

fi/E):

염소를 히-자라고 한다. 살코

기 부분을 먹는다. 간장+초+생강으로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염소를 잡을 때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면을 그슬리기 때문에 염소

고기가 완전하게 날 것은 아니다.

21)

히-자 시루 (t-νf 什) : 염소의 고기， 내장， 위를 넣어서 삶

는다. 횟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에 넣어 먹는다. 소금과 술 둥
을 넣어서 맛을 낸다" 2-3 시간 삶아서 마지막에 쑥을 넣는데， 이것은

염소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뿔은 버린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염소를 먹지 않는다.
술은 사탕수수의 즙에 배급받은 챔을 넣어서， 발효시킨 후， 증류해
서 술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와모리라는 술을 만드는 기본 과정이다.
술안주로는 유-과다시(그-그，.;1' ν ， 잔 물고기를 쩌서 말린 것， 熹
千l)， 락교우(당、y 휴 37 演 tt物) 동을 이용한다.

6. 결어
얀바루 지역의 음식은 이차대전 전과 후로 나누어서 큰 변화를 경

험했다. 전전의 일상식 중 주식으로는 고구마와 보리 그리고 조가 주
로 이용되었고， 반찬으로는 된장과 두부 그리고 무를 비롯한 채소가
자가재배로 이용되었다. 오랜동안 농토들이 사탕수수의 재배에 정발
을 당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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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나마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이용이 가능
한 좁은 농지에 흉작이 들면

주민들은 소철에 대부분의 영양섭취를

의존하였다. 소철의 열매나 줄기로부터 전분을 추출해내어서 침전과

정을 거쳐 생산된 가루로 주식을 삼았다. 소철의 독성을 제거하는 과

정이 쉽지 않았다.
돼지고기가 다양한 부위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오키나와 음
식의 별미로 발전하였다. 발효음식이 된장 이외에는 없는 것이 오키

나와얀바루지역의 특정이다.
전후에는 미군의 영향을 약간 받긴 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미국식의 음식이 정착할 기회가 적었고

곧바로 일본의 본토로부터

많은 영향올 받기 시작하였다. 주식은 본토에서 공급되는 쌀로 변하
였고， 일본 본토의 음식들도 점차로 강도높게 상륙하게 되었다. 얀바
루 음식 민속지는 정치경제적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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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물의 종류
의미

명칭

::.;./

률水

rJ^-~ ν

빼水-) 바다

;.,.,

)v ~ :;

t十水-) 텀

7 1-.:L-

1: 1j: Q':' è

휠~~훌

ë1')ι

Eν

차가운물

η-7i

?

塵水-) 갓난아이를 목욕시키는 물

7-^~:;

염분이 들어간 물-) 홉φη 水

7 /'~-

염기가없는물

二2-1'

~ ν

1) ~ :;

i펀 h水
혼 tμ 、1j:水.!l水와 동일

17~:;
-、

、-

新 Lι 、水.

ν
、.

Î) ιs ν

J)v

미지근한 물(뼈 Q ~)水)

~ ν

'7 12 ν

빼水

/、 -7J~:;

’ 11η水

77 ξ

天水-) 지용에서 받은 물

:;

나무에서 얻은물
xν? 커.-치(-

혜안의 철벅에셔 바다에 훌러드는 물 : 뼈 川

여규-7'"

철벽에서 떨어지는 물 : 落

조。
-

류

요。
-

왜「

련-행

/‘、

부·-

-

의미

η1-

j훌훌(井)

xν:;"'"

철벽에서 바위로 훌러드는 果

rJ T4

절벽에서 떨어지는束

ν 7'"

7 十 11-

땅을 파서 얻은 물(1f\.流， 地下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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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당의 메뉴현황

오키나와얀바루지역의 전통음식이 현대 생활속에서 어떠한모습
으로 현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자는
나고 시에 위치한 몇 군데의 식당에서 메뉴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음식민속지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의 상황을 읽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1998년 현재 이 지역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들

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당의 종류가 여러 가
지이기 때문에，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음식의 종류도 달
리 나타난다. 예를 들면 食堂이라고 불리는 곳과 亨이라고 불리는 곳

의 메뉴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중음식점들은 조리사법에 의해서 통제
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괄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가격이다.

fJ\ ε 꺼P 食堂 메뉴:

牛燒肉定食 (1300) ， 1;'ε판定食(1 200) ，

j; ''/ A定食(1 100) ， 1;'ιiht1A定食(1 100)
內(1 100) ， 1;'ε 껴Þ7ν 추 (850)

L .I:

-5 1;{定食(1 200) ，

~ ν

魚 771 定食(1 100) ， 幕η

. 증 Lh 定食 (800) , 中味'v> t::. /I) 定食

(750) , 鳥 σ) 廣揚댄定食B(750). èι 1;'.r:J定食 (650) ， 1.:호::;K -1 定
食

(500) ,

흙物定食(“)()) , ξ -5..;，.추쑤 ν"/) 1.--定食 (600) ， ih .r:J據 t1豆

鷹 (400) , 牛 ')- 휴 (“)()),
μ 칸에定食 (600)

'ð ‘￡庸揚 (450) ,

.1한 중 ν> 'v 、 t::. /I)定食 (600) ， J-‘

, 쉰1;'캉定食 (600) , τ u "t:J 熹付샤(1아)()) , ν- 휴깐

'1(600) , 三校肉깐;f (500) 中味깐;f (650) 野菜 f 뼈 (600) , 燒혼깐냥
(550) , 1;'.r:J 깐;f (650) , 觀子 ει J-; IJ (650)
ν-

(700) , 方 ν- 당 1

曺揚 (450) ，

L (550) ,

j; ''/方

7-.. (550) , τ u "t:J tt (900) , 中味什 (650) , 중 λ 좋

1 j;/{ý' (600) , 1 j; 쫓燒혼 (600) , 冷酒 (500) ， ih"? 1;'ι

(一合 )(500) ， 淸酒 (500) , 泡盛(一合)

(2500) ,

燒흥/1)

錢樓 (2500) , 久米仙 (2000) ，

ι(500) ， *、'/ ~
r'J -oν 茶 (200)

그-

,

t

(500) ,

< I? (2500) ,

蘭之露

/ 7 r'J ν(2000) ,

才 )) 才 ν 生 ë

t

(T l' - )(250) ,

(T l' -) (3 00) , 71 7-.. 그-

才 ννν y 그- 7-.. (200) , j; JI.- t' - 7-.. (20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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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1 -

7"' (200). ;1

0ν '1

:1' (200) . 永 ~ Jν7 (250)

-7’

· 그당 (200)

永&캉혼 (250) . 永 1+

永才 V ν ~(200) . 永 ν f ν (200)

. 永;1 0 ν

(200)
술이나 음료수 동의 종류를 제외한 메뉴의 숫자는 모두

37

종이다.

그 중에서 밑줄을 그은 것은 오키나와 특유의 재료나 음식으로 13 종
이다. 냐카미(中味)는 돼지 내장을 말한다. 이타메 (μtφ) 는 붉음
요리이다. 타마고포-크 (t::. 좋_::;K -7) 는 계란구이와 포-크(없 -7.

스햄 류의 돼지고기 통조림) 구이를 겹친 것이다. 빵 사이에 넣거나
밥 위에 얹거나 오니기리(i쇠;향1) ) 속에 넣거나 접시에 그냥 내는

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는다. 아침식사. 잣집(뺏茶店)의 간단한 식
사 류로 점원이 제일 먼저 배울 정도로 손쉽고 간편한 요리이다. 미
군정 이후 오키나와에 돼지고기 캔이 많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소-키 ('1- 휴)는 갈비를 말한다. 후(J，)는 빵 껍질이나 파이 껍질
과 유사하나 훨씬 앓고 잘 부스러진다. 묶음요리 둥에 넣어 잘 요리

한다. 원래 롤 모양을 하고 있다. 아츠아게 도-후 (iÌ)-'J ih'f ~

-7)

는 큼직하게 썰어 튀긴 두부에 카츠오부시 (1p-'J 쉰와L)와 파 둥을 없

어서 국물을 끼얹은 음식이다. 오키나와에서 많이 먹지만 내지에서도
많이 먹으므로 오키나와 고유의 음식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술안주로 많이 먹는 것이다.
테비치 (-C if 1?

隊足)는 족발이다. 오키나와에서 소바(쉰;f)는 면

을 메밀 아닌 밀가루로 만든 것이다. 이카스카타야키 (1 fJ 쫓燒혼)는
오징어를 통째로 쿠킹호일에 싸서 구운 것이다.

tsts 혼 h‘ 메뉴:
이 식당의 경우는 식사(쉰食事) . 안주(쉰?후lJ.) . 소프트드림크 ('1

7

~

.

r 1) ν7).

술(쉰酒)의 네 가지로 메뉴를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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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ì食훌:

중 Lh定食(1 500) ， lιA응 A 定食 (1200) , 和風7-. 7- 휴(1 500)

, 燒

肉定食 (1200) , 幕%內(1 000) , 白身魚/'，갖-燒(1 000) , 白身魚 7 '7 1

(1000) , 1-휴 ν 照燒(1 000) ， è: ι Ir--:J定食(1 000) , 方촉 7 당 1 (1 000) ,
牛 (700) , 1] ''/ (600) , 親子 (500) , -) 강 혼’ (1 000) , -3 캉 혼r 定食
野菜.fýφ(500) ， 1]''/1] ν(600) ， ~吹飯 (500) ， 燒、:J r'(500)

(1 500) ,

, ')

""', (500)
1.ì-:>훌Jt.:

1--1:’ '，//7-. 7- 츄(1 000) ， -口 *‘'/ (500) , 1] ~ 7 당 1 (500) , 송~
να) 홈揚 (500) ， 手쩌先홈揚 (500) ，

~ 1) 皮훔擔 (500) , 骨付方 lν 1:

(500) , 牛 Yν(400) ， ïf- 7 ïf- 7 '7 1(400) , 1- -Ã -+t'7 ~

-tf (8(0) ,
i... (500) ,

揚단出 L 豆魔

(500) , 1::

0

(400) , 혼 Lh盛合켄(1 000) , 혼 Lhh 깐合

魚몽릎燒혼， 冷켜，、y 그 (300) ，

') -

..1 ν +켜， ν 7 }v0

(400) ,

그’--1" 1- -'('ν/}ν- (500) , ""-1- ?h 깐熹 (500) , 十7-. h 깐熹 (500)

1.ì껍:

1: -)ν(500) ，

è: (3 000) ,

< ι(3000) ,

흉힌 σ) 露(3 000) ，

뀐;컨 Q

(3000) ,

久米仙 (3000) ， .b Q 용

~ 크 二 rJ ~ 1] - (~)

(5000) , ~ 크 二 rJ~

1] - (黑) (7000)

F 1) ν-):
그-1:: - (3 00) , 7 -{ -

') 7

t

~

.

(300) ,

그-'7 -(250) ， :;그- 7-. (250)

t ，i'、혼 L.Jt.후 메뉴:

定食:

중 Lh定食(1 200) , 車工1: 7 '7 1 定食(1 000) ，

h

-t ~ i...定食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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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身魚 771 定食 (1 000) ， 1J> "'J H t::. t::. 혼定食(1 000) , 生→t7 定食

(1 000) , 薰付定食(1 000) ， /、 7 -:1'-τλ~~ 定食(1 000) , 홈톨燒혼定食
(1 2oo J: ~ ), 7- →fτι$ι 定食(1 000) , 魚 /'\1- 燒혼定食(1 2oo J:
~ ), 擔If魚定食(1뼈-12 (0)，

2 -/'\1 ~十定食(1 3 00- 1500) ， 1

iJ?十定

食(1 300) , 方二 1十定食(l애0) ， 伊勢工 E 서 1- 燒혼定食(1 500-1700) ,
伊勢工1:: 7 크;f-치定食(1 500- 1700)

生-tt7" / '\갖-燒혼定食(1 000) ,

쉰子증 좋定食 (60이， 白身魚 *1 )ι燒혼定食(1 000)

*

\，、￥ h t> 600며 : →t "r茶--::1tt

. 71'0 茶ι기 t.

白身魚茶:--::1 tt

. iJ

'j ;t茶--::1 1 t

*

\，、 -r h t> 600며 :iJ ‘Y 才

. --::1 1)

. 7 -7디

·

白身

-品料理:

흔 L h-盛合b~ (1 2oo/5아)()) , 용 L h-jlt盛合 b켄(1애00-15(00) ，

1

?魚、 σ) 盧薰 (7oo J:~)， /、 7 -:1'-醒薰 (600) ， /、 7 -:1'-τι~~(600) ，
중 풍 ￡ σ) "'J않燒혼

(600) ,

(700) , iJ 二?’ 당

갖 ν

(500) ,

~

7

~ 켜•

,

-r 1-

小工l::~庸據 (500) , 서 -}ν 貝 /'\1- 燒혼 (450) , 서 -)ν 貝?크

;f-치燒흥 (450) ， 1J>"'J 원 t::. t::. 혼(“)()J:~)， 島갖그刺 (ωO .J:~)， ν7-F -tt 7 갖 (700) ， 1J>"'J 최웅 L h- (600) ，

t>-r < 밟σ)物(3 50) , γ1)

갖그睡σ〉物 (500) ， .t증 0 서 1-(500) ， *1 7'"서 1-

(500) ,

.
서

당 jτι$ι(500) ， 7 ;t-tt τι$ι(600) , 白身魚 771(600) ， 生f
77 당 1. 서 1-(600) ， 車工1:: 771(700) ，

171 그薰"'J tt (700) ,

庸擔If魚 (500) , 魚/'\1-燒혼 (700) , 魚 *1 )ν燒혼 (700) . 좋 tδ t::.t::.

혼 (500) ，

h--t-.t.t. (600) , t> -r

* .t -':d::' 1J>

< èδδ(400) ，

;l:=.. 그 -~場σ) h-:

白身 &δ 7-:> (500)

중 L h-享짧(1 200) ，

2-/ 이 鎬

(13아 1500) , 鋼物(1 000-5000)

~h~:

:; 크

:=.. ($) (ω00) ， ν -r~-^(7oo0) ，

:;

견 二(黑) (7000) , 才-}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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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

.I'

:::t7' -)ν(75oo) ， 77 'Ì Â 'O쉰(쩌00) ， 才 1) 才 ν

生 (450) ， "" 1) ν
年 (5000)

ë-) 1..- (5oo) ,

ë-)ι

才 1) 才 ν Eνë-)ν(450) , 뼈湖碼

10

, 久米仙 7’ 1) -ν(2000) ， 5 年(때00) ， /7 'Ì ν(2애0) ， ~

1) _ ν (2아)()) , 薦 σ) 露 (2000) , 뼈 藏 (2500) , 藏 (2500) , 古里 (2000) ,

71Â'
그- 중

- (250) ,

그- 뇨

ν그

-Â(200) , ;1\ 、'/

(200) , 71 Â . 71 - (250) , 'Ì -

'0 ν

~ • 그 -

t -(3 00) ,

71 (200) , ;1\,,/

~

.7

1 - (3 00)

* 持~歸 9

웅

(1 000 J: t))

Lh

훗角메뉴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작은 술집에서 술 안주용으로 준비하
는 음식들이다. 수세미나 쑥 퉁이 들어간 음식이 오키나와 음식의 특

징을 보이는 것이고， 참푸르도 오키나와 음식이다.
쉰칸ι(800)

.. ,

τUζ 入t)， It、 lJ' t十 (800)

(500) , "'1- 7(500) ...
ν~ -t' λ~{>

(500) ,

~-~“ -(500)

t-(5oo) ...

쑥，

/{-σ)/" 7' -燒혼

...

오징어 먹물 .h 깐什

수세미. J, -(5oo) , 十 Xμ t.:~(500) , ν -J

1 1J τι~ι

(500) , 1-"" ν 홈揚‘ t(500) ，

(j θ

... 부추가들어간부침개 종류， J，-~↓ 1-tφi
;K -1 ?， 7::t燒혼

(500) ,

手쩌σ) 庸擔댄 (500) , ν

(500)

新山 f 따메뉴:

소바를 전문으로 만드는 식당이다. 오키나와 소바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소바의 종류를 늘렸다. 특히 소-키

소바나 산마이니쿠소바 동은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음식들과 잘 결합
한모습을보인다.
때續깐 1(400) , 牛깐 1(500) ， h iJ、φ 잔 f(때0) ，

t

φ

- L/.::'Lìλ

(50) ...

당근， 돗， 간장， 기름 둥을 넣어 한 밥， 켜?，，"-t- ~f(Â-7。

付)

τu、~깐 1(500)

(500) ,

,

野菜깐 1(500) ， J， -t카 1- 깐 f(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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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

'J- 휴깐 Lf(軟骨 )(500) , 三校肉깐납 (500) , 깐￡定食 (750) .

('J - 촉쉰 i/tφ-l/ 중 l h.付) , 新山本 'J-~-t 'i(600) ... 뼈 붙
은 갈비， 才 1) 才 ν 生t" -Jν

〈부록

4> 기타

• 흙은 방언으로 : 추"，"-라고 한다.
(iffi色).

~ JJ...- ~추"，"(白色) . F}ν~ T "，"-( 黑色. 밭흙)이 있다.

• 方 ν7、/-{-와 히버스커스의 잎을 흙과 섞어 머리를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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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An Ethnographic Report of the Okinawan Traditional
Foods in the Yanbaru Area(OkinawaJapan)
ChW1 Kyung 500

This is an ethnographic report on the Okinawan traditional food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10 days of an anthropological expedition at
a 찌llage of Yabu in the

nor삼lem

part ofO빼lawa. 1 have interviewed four

native elders(three females and one male) bom and raised at the

끼llage

during the summer of 1998.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panese
뻐llS따

of Education

빼

led by Prof. Tsuha 'TI싫뼈i at 남le

U띠versity

of

난leRyu에u.

1 have focused on foods and related behaviors in terms of tradition 때d
change. The interview data have taught us the

0빼lawan fi∞ds

in the very

broad line and 버is report aims roughly at the skeleton of them in terms of
ethnography.
Traditionally, 끼llagers at Okinawa have used sweet-potato for their m와n
staples and various vegetables and tobu(soybean 미rd) of side dishes for their
everyday m않I. M때1 source of 때imal protein comes 삼om pork only and
꺼llagers 뼈spr얻￡π'ed

meat and fat for kitchen 없es. Pig is called wa- in the

Okinawan language. Pork is always cooked by steanl

때d sho버d

never be

bumt in terms of exegesis. Villagers do not consume much fishes. Only one
kind of fìsh called suku is salted for a preserved side dish called sukukarasν
never fermented. The suku is a fìsh living inside the lagoon.
Food habits have been

망eatly σansformed

in to tl1e] apanese styl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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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f 1945. 1 have collected commercial menu form various restaur와lts
at 낭le city of Nago for the future

∞mparison

of 난le traditional Okinawan

foods and the imported ones form the mainlandJapan.

Keyward: Food, OkinawaO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