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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which involves honest life stories of members of the ìtraditionalî Korean generation that lived through the

turbulent times of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ssesses the meaning and import of Korean cuisine during an

individual Korean’s lifetime, as well as the relevant properties of the culinary culture of the traditional generation and how

those properties continue to influence the present generation of Koreans. Thus, traditional Korean culinary culture was

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aspects, each of which were exemplified by representative examples. The first of these is

slow-food dietary life, which is exemplified by fermented foods. The development of side dishes (panchan) based on

fermentation - kimchi, different types of soy and bean paste, salted seafoods, dishes of dried radish or cucumber slices

seasoned with soy sauce, and so on - mad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pplementation of food possible for traditional

Koreans. The second of these aspects, referred to as friendly dietary life, is exemplified by self-sufficiently produced foods.

The system of many species and small production suitable with the season made it possible to produce food from

sustainable ecological systems and to maintain locally grown food-cultures, each of which was distinguished from others by

a local specialty product. The third aspect of the traditional Korean culinary culture involves the same use of medicinal roots

and plant materials for foodstuff, and this is exemplified by the use of foods to cure and prevent diseases. The notion, for

example, that ‘boiled rice is an invigorant’ is characteristic of the notion that diet can function in a preventative medical

context, and other similar Korean notions illustrate the importance, also, of the curative properties of food. The fourth and

final aspect of traditional Korean culinary culture identified herein is creative dietary life, which can be viewed essentially as

a Korean adaptation to the turbulence of life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This trend is exemplified by many

Korean foods that were created in response to foreign influences, such as onions, cabbages, curry, etc. which found their

place in overall Korean culture through the age of Japanese settlement, as well as the Korean war.

Key Words: Slowfood dietary life, friendly nature dietary life, same root of medicine and food dietary life, creative

dietary life

I. 서 론

과거 우리나라에 전통이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로 촌스

러운 것이며 불편하고 낮은 질의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 했었

다. 하지만 자각과 반성이 일기 시작하여 음식, 건축, 의류

등 대부분의 생활문화영역에서 한국전통의 재발견이 일어나

고 있으며, 전통은 과거 세대와 현재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올림픽 이후 우리문화의 자긍심으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지금은 웰빙의 바람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보편화되면서 전통음식에 대한 재평가와 함

께 이를 상품화 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신성장 동력산

업으로 키우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통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포함되

고 어떤 것은 배제되어 재창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

을 제대로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원리를 충실히 이

해해야 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후에 재창조하는 것이 정

석일 것이다. 왜 우리 것이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

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구호 아닌 구호에 얽매여 있거나

애국심에 호소하여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한

국전통음식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고

나아가 상품화 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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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문화 중 입맛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음식문화의 변화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이야기 한다. 음식

은 변모하는 생활 풍조 속에서도 항상 기층요소로서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Yoon 1987). 입맛이란 한번 고정되

면 바뀌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어떠한 음식을 먹

고 익숙해졌는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음식문화에까지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또한 세대 차이를 분명

히 규정짓는 것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시절 경

험했던 음식문화와 그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은 그 세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간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나 문화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결속시키는 역할도 하

기 때문에 가족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전통음식문화는 할머

니, 어머니, 자식을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하나의 문화로 엮

어 줄 공통분모이며 매개체가 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반세기를 보낸

20세기 초반의 ‘전통세대’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

업들을 통하여 ‘전통세대’를 이해하고 나아가 ‘전통세대’의

식생활 특성은 무엇이며 현세대에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시도 되었다. 음식문화의 연구 영역을 고문헌

분석과 요리연구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당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

지는 음식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몇몇의 선각자들이

남긴 고조리서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전통음식문화를 이해하

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남겨진 대부분의 조리서

는 몇몇 반가출신의 선각자들이 기록한 것이어서 일반화 시

키거나, 그 시대를 선조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란 매우 제

한 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기

록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잊혀져 가는 과거의 소중했던 전통을 기

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격동의 20세기 중반

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소중한 유

산인 한국전통음식문화를 생활로 실천했던 분들의 삶을 기

록을 통해 보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1. 면접 대상자 및 방법

한국음식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소수의 반가출신의 여

성 및 식품사학자, 요리연구가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이

러한 기록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나 음

식문화 연구의 진일보를 위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동원되

어야 한다(Chung 1996). 음식문화 연구는 음식자체뿐만 아

니라 음식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사실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로서 한국음식을 먹고 배

우며 자라난 분들의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면접 대상자는 1920~1944년 사이의 출생자로서 ‘전

통-0세대’라 지칭되는(Joo 1999) 세대로서 전통사회의 삶

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지만 실제

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근대화의 기수 세대들이다. ‘전통-

0세대’(이하 전통세대)들 중 음식 만드는 일을 즐기고 주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ame Born Birthplace Graduate Marriage Family system Occupation
Park I 1924(86) Hamkyungbuk-do Seongjin high 1944(21) Nuclear→Large business
Kim A 1925(85) Seoul Ahyundong primary 1943(19) Large→Large employee
Park II 1926(84) Jeollabuk-do Jeongeup primary 1943(18) Large→Large agriculture
Kim B 1930(80) Gyeonggi-do Kangwha primary 1946(17) Nuclear→Large commerce

Lee 1930(80) Kangwondo Cheolwon primary 1951(22) Nuclear→Nuclear agriculture
Kim C 1931(79) Jeollanam-do Sooncheon middle 1951(21) Nuclear→Nuclear agriculture
Moon 1932(78) Chejoo-do Hanlim high 1954(23) Nuclear→Large employee
Guk 1933(77) Chungcheongnam-do Taian primary 1951(19) Nuclear→Large agriculture
Song 1935(75) Jeollabuk-do Imsil primary 1957(23) Large→Nuclear agriculture

Park III 1936(74) Jeollanam-do Jangsung primary 1955(20) Nuclear→Nuclear agriculture
Jang 1937(73) Chungcheongnam-do Dangjin primary 1957(21) Nuclear→Large agriculture
Oh 1939(71) Chungcheongnam-do Yungi primary 1960(22) Nuclear→Large agriculture
Joh 1939(71) Hwanghaido Yunbaik middle 1962(24) Nuclear→Nuclear business
Um 1940(70) Chungcheongnam-do Nonsan primary 1962(23) Nuclear→Large agriculture

Lim I 1940(70) Jeollanam-do Goheung primary 1958(19) Nuclear→Large agriculture
Kim D 1941(69) Seoul Mapogu high 1963(22) Nuclear→Large employee
Lim II 1941(69) Chungcheongnam-do Seosan middle 1963(23) Large→Nuclear agriculture
Kim E 1942(68) Kangwon-do Jeongseon primary 1960(19) Nuclear→Nuclear agriculture
Kim F 1943(67) Seoul Mapogu primary 1964(22) Nuclear→Large employee
Kim G 1943(67) Poosan city high 1966(23) Nuclear→Nuclear business
Kim H 1943(67) Jeollanam-do Kangjin middle 1966(23) Nuclear→Nuclear agriculture
Kim I 1944(66) Chungcheongbuk-do Phoeun primary 1962(19) Large→Nuclea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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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 중에

서 여성 22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하였다.

 면접방법은 미리 준비된 질문들을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질의 응답하는 식의 면접이 아니라 면접자가 던지는 최소한

의 질문을 피면접자가 응답하면서 자유로이 화제를 진행시

키도록 하는 질적(質的, qualitative)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

층면접(in-depth interview)’ 기법을 사용하였다(Lee 2002).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입장이나 경험을 이해하며 그 경험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방법이므로 개개인의 삶을 통한 일상적

실천으로써의 ‘살아 있고 개별적인’ 한국음식문화의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하였다.

2. 면접기간 및 내용

면접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5월 6일까지

진행 되었다. 각 대상자들의 심층면접 시간은 3~4시간 동

안 진행되었으며, 면접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설

명하고 피면접자는 진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술

하였다. 피면접자는 개인 생애사(life history) 속 음식이야

기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즐겨 먹었던 음식과 조리비법,

전통음식의 발전을 위한 견해 등 개인의 삶을 통한 음식이

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피면접자들

이 면접 진행을 주도 하였고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음식이야

기라는 큰 주제를 벗어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만 간단한 질문으로 개입하면서 면접을 완성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녹음하여 기록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은 격동적 삶을 살아 온 20세기 전반기 한국 전통

세대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 생애사 속 한

국음식의 의미와 전통세대의 음식문화특성이 무엇이며 이러

한 특성들이 현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고

자 시도되었다. 모든 사례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면

담사례에서 발견된 사실을 중심으로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

하여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전통세대들의 음식문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은 기존의 문헌연구(Kim

& Chung 2007; Kim & Chung 2009)에 나타난 한국전통

음식의 특성과 본 사례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중심으로 분

류한 것이다.

1. 발효음식으로 구성된 슬로푸드(Slowfood) 위주의 식생활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서 인공의 속

도가 아니라 자연의 속도에 의해 생산된 먹거리, 사철 먹거

리가 아니라 제철 먹거리, 그리고 소비자에게서 먼 곳이 아

니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지역 먹거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Brian Halweil 2004). 심층면접을 통한 전통세대들의 식

생활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김치, 된장을 비

롯한 발효음식 중심의 식생활이란 점이다. 김치류와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젓갈류 같은 발효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우

리나라의 전통음식들도 모두 상당한 자연의 속도에 의해 숙

성기간을 거쳐야 하고 제철에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생산된

식재료로 만드는 절기음식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슬로

푸드라고 할 수 있다. 슬로푸드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해야 하

는 점은 바로 자연 속도에 의한 발효과정을 거쳐 생기는 새

로운 유익한 성분들에 의한 건강기능성이다. 발효란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특별한 조건에서 몸에 유용한 성분과 맛이 생

기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통세대를 비롯한 우리 조상들은

식품의 장기간 보존을 위한 기능적인 방법으로 발효라는 과

정을 창안해 낸 것이다. 만약 발효라는 과정을 발견하지 못

하고 한 철에 생산된 잉여 식품들을 모두 부패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인류의 생존은 크게 위협 받았을 것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발효과

정을 통한 보존식(밑반찬)의 확보일 것이다. 이렇듯 발효음

식은 양적으로 모자라는 음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

니라 질적으로 모자라는 영양소의 제공에도 커다랗게 기여

하고 있다.

 

『사례1 1940년대 충북보은 Kim씨: 비지장, 간장, 된장

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식단

Kim씨는 1944년 충청북도 보은군 산골 마을에서 태

어났다. 보은군은 속리산이 있고 높은 산(송장봉)이 많

은 산촌으로 ‘하늘만 빠꼼히 보이는 마을’이었다. 심지

어 빨치산도 못 찾은 동네여서 6.25때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다. 7대 독자이신 아버지의 맏딸로 태어나 할머니

의 귀함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 19살 때 신랑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시누이, 시동생 11남매 집으로 시집

을 갔다. 결혼 후 10년쯤 시댁에서 같이 살다 식구가 너

무 많아 28살쯤 분가하여 동네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시어머니께 고추장 담그기를 배웠다. 한국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된장찌개, 청국장, 비

지장이다. 특히, 친정아버지께서 두부를 좋아하셔서 두

부는 자주 해 먹는 음식이다. 어린 시절 화롯불 위에 뚝

배기를 끓이며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비지장이 제일 맛

있었던 음식으로 기억된다. 비지장은 두부 짜고 남은 비

지를 보자기 깐 소쿠리에 얇게 펴 담아 아랫목에 덮어

뜨뜻한 방에서 12시간쯤 띄운다. 저녁에 앉히면 아침쯤

냄새가 난다. 뜬 비지에 소금간을 한 다음 신김치와 고

추를 넣고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이면 구수하고 맛있는

비지장이 된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이란

간장, 된장 맛이다. 된장은 콩을 씻어서(3말 정도씩) 장

작불로 6시간 정도 강한 불에서 삶은 후 약한 불에 뜸

들여 절구에 찧어 메주를 만든다. 만든 메주는 해를 쬐

여 2-3일 정도 말린다. 꾸덕하게 말린 메주는 볏짚으

로 묶어 뜨뜻한 곳에서 2-3개월쯤 띄운다. 잘 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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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는 3월에 장담그기 한다. 메주(콩1말) 4덩이에 소

금물 1동이 반 정도를 부어 30일 정도 둔다. 메주는 건

져 된장을 담고 국물은 달여 1/3정도로 줄어들면 간장

이 된다. 음식의 간은 ‘간장’으로 해야 맛이 있다. 소금

간은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간장으로 간을 하면 음식

이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콩나물국도 간장으

로 해야 맛이 좋다. 간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간

장, 된장 맛은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칠 수도 있다. 장

맛이 좋아야 집안이 화평하다. 한국 음식은 손맛이며 손

맛은 간을 잘 맞춰야 한다. 간을 맞추는 데는 간장맛이

으뜸이다.~』

<사례1>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세대들은 한국의 대표

적인 음식을 장류로 꼽았다. 고조리서인「증보산림경제(增

補山林經濟)」에도 45종에 달하는 다양한 장류 만드는 법이

정리되어 있어 오늘날까지도 된장 만드는 법의 기본을 이루

고 있다(You 2005). 재래 된장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막장, 토장, 담뿍장(경상도), 생황장(삼복 중에 누룩을 이용

하여 담그는 장), 청태장(청태콩을 익혀서 콩에 섞어 띄운

장), 비지장(콩비지로 만든 장), 깻묵장(콩 띄운 것에 참깻

묵을 섞은 것), 등겨장(구운 보리 속 겨 가루를 보리밥과 섞

어 띄운 장), 볶음장(볶은 콩 가루를 삶아서 실에 띄운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여러 장류 중에서도 상용 장

류로 자리를 굳혀 왔던 것은 다름 아닌 간장, 된장, 고추장

이었으며 음식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용도

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잃지 않았다. 장류는 음식

맛을 내는 데 뿐 아니라 콩을 단백질원으로 하는 훌륭한 영

양원으로서 역할이 크다. 콩으로 만들어진 간장, 된장류 등

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유효성분들이 만들어지

고 이들 유효성분들은 영양차원을 뛰어 넘어 암발생 억제 등

의 생리활성기능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된장, 간장, 고

추장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상비음식으로

훌륭하지만, 다른 식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미료로써

역할이 더욱 크다. 그 중 고추장은 탄수화물의 가수분해로

생긴 단맛과 콩단백 아미노산의 감칠맛, 고추의 매운맛, 소

금의 짠맛이 잘 조화를 이룬 복합 조미료이자 기호식품이

다. 위 <사례1>에서 Kim씨가 기억하는 가장 맛있었던 음식

은 어린 시절 화롯불 위 뚝배기에 끓여 아버지와 함께 먹던

비지장이었다. 비지는 두부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로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미세한 입자 크기로 잘 부스러지는 특

징이 있다. 비지에도 두부를 만들기 위하여 콩즙을 짤 때 두

유로 이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단백질, 지질, 콩 올리고당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물에 녹지 않는 콩 섬유질이 주요 성

분이다. 맛 성분이 빠져나가 고소한 맛이 적고 섬유질이 많

아 조직감이 거칠어 당시 서민들의 구황식품으로 사용되었

지만 발효과정을 거쳐 형성된 새로운 맛은 그 맛을 기억하

게 하는 별미음식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또한, 발효과정을

거쳐 생성된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들은 비지장을 기능성음

식으로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사례2 1930년대 전북임실 Song씨: 장아찌, 젓갈 위

주의 밑반찬

 Song씨는 일제시대인 1935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10살 때 해방을 맞았다. 23세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전

주에서 살다 남편이 장사를 하여 다시 친정(임실) 동네

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큰아들 10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다. 1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 집에 사랑

채가 있어 늘 손님이 많았다. 손님이 많아 밑반찬도 넉

넉히 준비해 두고 먹었다. 장독이 매우 많았다. 어려서

땅이 많아 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굶주린 기억은 많지 않

다. 바닷가는 없었지만 여수 사람들이 젓갈(멸치젓, 새

우젓, 밴댕이젓, 황석어젓 등)이나 생선을 팔러 많이 왔

다. 음식은 대부분 친정어머니께 배운 것이며, 장류, 유

과, 정과 등이 있다. 임실은 산골이라 산나물도 많았다.

고사리, 취나물, 삿갓나물, 곰달유취, 수리취 등 갖가지

산나물이 많았다. 한국전통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

식은 된장, 간장, 고추장이다. 왜냐하면 한국음식의 가

장 기본이고 음식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

이다. 어려서 장독이 참 많았다. 콩 5말 이상 장을 담

아 큰 장독에 가득 넣어 두고 먹었다. 특히, 고추장 담

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찹쌀 밥을 쪄 누룩을 섞어

학독에 메로 친다. 고춧가루에 간장, 메주가루를 섞어

잘 저어 고추장을 만든다. 찹쌀 1말에 고춧가루 1말이

적당하다. 위에 소금을 뿌려 항아리에 담는다. 고추장

은 단순한 조미료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밑반찬의 재

료가 되었다. 마늘장아찌, 오이장아찌, 자반(김, 파래)

장아찌, 계란장아찌, 오이장아찌, 호박장아찌, 고추장아

찌, 굴비장아찌 등을 고추장 속에 넣어 두고 일년 동안

밑반찬을 하였다. (계란 장아찌: 계란을 삶아 집간장에

조려서 고추장 속에 넣어 놓고 밑반찬을 하였다). (자반

장아찌: 김, 파래 등 건조 해조류를 고추장 안에 넣고

밑반찬을 하였다). (호박 장아찌: 호박 속을 긁어 내고

소금 간을 하여 햇볕에 삐득하게 반건조 시킨다. 반건

조된 호박을 고추장 속에 넣어둔다. 꺼내 들기름과 무

쳐 밥을 지을때 밥 위에 쪄서 먹는다). (고추 장아찌:

가을에 고추를 수확한 후 마지막 열린 덜 익은 고추를

따다 황석어 젓과 물기를 뺀 고추를 켜켜히 돌려가며 앉

혀놓는다. 봄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 큰 독으로 가득 장

아찌를 담궜다). 토지가 많아 일꾼들 밥 해대는것이 큰

일이었다. 주로 막걸리와 김치를 안주로 새참을 낸다.

막걸리는 사시사철 음료수처럼 담아야 하고, 명절이나

제사 전에는 용수를 넣어 거른 청주를 썼다.∼』

지금처럼 찬거리를 쉽게 사서 찬을 장만할 수 없던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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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철의 식품을 가지고 저장 식품을 얼마나 골고루 만

들어 놓는지에 따라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지를 판단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김치와 장, 장아찌 등이 유난히

발달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아찌는 한자로는

장과(醬瓜)라고 하며 제철에 흔한 채소를 간장, 고추장, 된

장 등에 넣어 장기간 저장하는 음식이다. 대개는 1년쯤 지

나야 제대로 맛이 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식

품저장법으로 염장법에 속하는 장아찌는 짭짤해서 오래 두

어도 상하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밑반찬이나 술안주

로 삼을 수 있다. 장에 저장하는 동안 장의 맛과 염분이 고

루 스며들고 미생물이 발효 작용을 해서 독특한 맛과 질감

을 낸다. 장아찌의 매력은 짭조름한 맛과 아삭아삭 씹는 맛

에 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개운한

밑반찬 구실을 하는 중요한 식품이다. 워낙 짜므로 얇게 썰

거나 채 썰어 한 번 정도만 물에 헹구어 짠맛을 빼고 참기

름, 설탕, 깨소금을 넣어 고루 무쳐서 먹는다. 장아찌를 박

았던 장은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 묽어지고 쉬 상하기 때문

에 따로 두고 먹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음식에서 밥

을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짭잘한 젓갈이나 장아찌가 가

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였으며 또한 장기간 보관하여도 상

하지 않는 밑반찬으로써 가장 훌륭한 개발품이였던 것이다.

<사례2>에서 볼 수 있듯이 멸치젓, 새우젓, 밴댕이젓, 황석

어젓, 마늘장아찌, 오이장아찌, 김장아찌, 파래장아찌, 계란

장아찌, 오이장아찌, 호박장아찌, 고추장아찌, 굴비장아찌

등 젓갈과 장아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남북으로 긴 데에다 굴곡이 심하고 연

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면서 흐르고 있으므로 좋은 어

장을 갖게 하며,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어물을 산출케 한

다. 이에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에 따라 생산되는 젓갈

의 종류와 품질이 서로 달랐다. 인근에서 구하기 쉬운 어종

중 주로 굽거나 지져 먹을 수 없게 크기가 작은 것들은 소

금을 뿌려 젓을 담궜다. 용도에 따라 밑반찬용과 가을 김장

용은 따로 담는다. 상온에서 2-3개월 발효시켜 어체 원형

이 보존되게 잘 삭으면 이것을 양념하여 밥반찬으로 직접 사

용하고, 6∼12개월 저장하여 육질의 가수분해가 충분히 일

어난 후 젓국이 생성되면 갈아서 조미료로서 사용하였다. 장

아찌의 재료는 매우 다양하며 재배채소, 들나물, 산나물, 어

패류, 과일, 육류 등 거의 모든 식재료를 소금에 절이거나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간장, 된

장, 고추장 등 대부분의 가정에 늘 저장 되어 있는 장류에

간단한 전처리를 하고 넣기만 하면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식이 된다.

<Table 2>는 직접 면담에 참여하였던 구술 면담자들이 어

린시절 즐겨 먹었던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밑반찬들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밑반

찬을 먹었겠지만 60∼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음

식들이란 점에서 개인의 생애사에서 매우 의미있었거나 현

재까지도 상용되고 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

용을 살펴보면 밑반찬 중 거의 대부분이 젓갈류와 장아찌류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젓갈류와 장아찌류는 쉽게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조리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한번 만든 음식

을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을 수 있고 또한 보관할수록 새로

운 조직감과 맛성분이 생성되며 소화가 용이하고 몸에 이로

운 성분들까지도 생성됨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이

다. 이처럼 젓갈류와 장아찌 등의 발효음식 의 개발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돋보이는 매우 실용적인 음식문화라

할 수 있다.

『사례3 1930년대 경기도 강화 Kim씨: 김치는 반양식

이다

 Kim씨는 1930년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출생하여

15살(1946)까지 강화도에서 살다 16살 되는 정월에 서

울로 시집을 왔다. 친정 부모님의 고향은 강화도였으며

시부모님들은 서울이 고향이시다. 어린 시절 친정 아버

지는 일찍 돌아가시고(13살 때) 친정 어머니께서 장사

를 하셔서 집안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께서는 옷감 장

사를 하셨는데 기차를 타고 평양, 개성, 강원도 등 지

방을 몇 달씩 돌아 다니셨고, 20살 위의 오빠가 있어

큰올케와 함께 집안 살림을 하며 지냈다. 9살 때부터 집

안 살림을 하였다. 집근처 텃밭에 야채, 감자 등을 심

어 식재료로 이용하였다. 강화도는 논과 밭이 많지 않

기 때문에 농사일은 거의 없었으며 주로 강화인조견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국음식하면 떠오른 것은 김

치이다. “김치가 반양식이다”. 김치가 있으면 반찬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보쌈김치, 백김치, 열무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등을 자주 먹었다. 양념은 주로 새우젓, 마늘,

생강, 고춧가루, 찹쌀풀, 배추, 무 등이다. 작은 텃밭에

배추와 기타 여러 채소들을 모두 심어야 했기 때문에 배

추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무를 쓰고 남은 무청을 이용

하여 김치를 많이 담았다.(보쌈김치: 어린시절 장사하는

어머니를 따라 기차를 타고 평안도에 따라 간 적이 있

다. 그때 여관집에서 먹은 보쌈김치의 맛을 잊을 수 없

다. 2월쯤 되는 추운겨울에 먹는 보쌈김치의 맛은 아삭

아삭하고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다. 그 이후 보쌈

김치를 자주 담아 먹지만 그때 그 맛이 나지 않는다. 전

날 미리 동태 살을 발라 다져 준비해 놓고 오징어도 잘

게 다진다. 동태, 오징어에 소금, 고추가루를 미리 버물

여 놓으면 꼬들 꼬들해진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는

다. 무(나박썰기), 배추(나박썰기), 굴, 배(나박), 사과(나

박), 잣, 실고추, 새우젓, 마늘, 파, 생강, 고춧가루를

준비해 쇠고기국물 조금 넣고 버무린다. 절인 배추 잎

사귀를 큰 접시 위에 돌려가며 놓고 가운데 버무린 양

념을 동그랗게 놓는다. 배추 잎사귀로 양념을 꼭 싸서

항아리에 넣는다). (백김치: 절인배추, 무채, 배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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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파, 마늘, 소금, 새우젓(국물만 조금) 등이 재료인

데, 백김치는 숙성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 숙

성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평안도의 보쌈김치와 백김치

가 맛있는 것은 그 지방의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남쪽

<Table 2> The based side dishes of the most remaining in one's memory of the childhood of traditional generation’s people

Birthplace Name Born Favorite having based side dishes in the 1930 to 1940’s

Hamkyungdo Park I 1924(86) White kimchi, Salted anchovies, Salted pollack roe, Salted pollack guts, Fermented hard-finned 
sandfish

Seoul

Kim A 1925(85) Deep-fried kelp of seaweed, Soy-sauce in which crabs are preserved, Dish of dried slices of radish, 
Beans boiled in soy-sauce, Fried anchovy

Kim D 1941(69) Seasoned and steamed pollack, Season salted fishes , Roasted dried slices of harvest fish. Dish of 
dried slices of radish, Pickled garlic’s stem, Roasted laver, Pickled radish, Watery radish kimchi

Kim F 1943(67) Dried korean cabbage slices seasoned with soy-sauce and spices, Salted croakers, Kimchi pickled in 
soy-sauce, Soy-sauce in which crabs are preserved, Seasoned wormwood, Soybean-paste pot stew

Jeonlado

Park II 1926(84)
Soy-sauce in which Bbeoldeok crabs are preserved, Soy-sauce in which fresh water crabs are 
preserved, Radish preserved with salt, Dish of dried slices of Yangha seasoned with soy-sauce, Salted 
anchovies, Salted croakers, Salted large-eyed herrings

Kim C 1931(79) Fried kelp laver, Korean wild lettuce kimchi, Salted anchovies, Seasoned taro stem

Song 1935(75)
Dish of dried slices of (garlic, cucumber, salted fish, egg, pumpkin, pepper) seasoned with soy-sauce, 
Watery radish kimchi, Radish kimchi, Cubed radish kimchi, Wild edible greens, Salted anchovies, 
Salted shrimps, Salted large-eyed herrings, Salted yellow croaker

Park III 1936(74) Seasoned skate with some condiments, Beef boiled in soy-sauce, Roasting anchovies, Korean 
cabbage kimchi, Boil down dried croaker, Watery radish kimchi

Lim I 1940(70) Green laver kimchi, Korean cabbage kimchi, Soy-sauced oyster, Korean wild lettuce kimchi, Pickled 
young radishes kimchi, Wild edible greens

Kim H 1943(67) Seaweed fulvescens kimchi, Radish kimchi, Sliced raw fish with skate

Kyungkido Kim B 1930(80)
Wrapped kimchi, White kimchi, Young radish kimchi, Kimchi pickled in soy-sauce, Watery 
kimchi, Salted shrimps, Dish of dried slices of pepper’s leaves seasoned with soy sauce, Dried radish 
slices

Kangwondo
Lee 1930(80) Soybean-paste pot stew, Radish preserved with salt, Soup prepared with fermented soybeans, 

Korean cabbage kimchi, Cubed radish kimchi, Salted shrimps

Kim E 1942(68) Mustard leaf kimchi, Korean cabbage kimchi, Radish kimchi, Watery radish kimchi, Seasoned soy-
sauce with dried radish leaves

Jejoodo Moon 1932(78) Pickled radish, Soy-sauce, Onion kimchi, Beef boiled in soy-sauce, Bean-paste soup, Seasoned with 
lettuce

Choongcheongdo

Guk 1933(77) Salted oysters with hot pepper, Radish’s stem and leaf kimchi, Cubed radish kimchi, Green onion 
kimchi, Watery radish kimchi, Seasoned with soy-sauce neungjaeng-i crab, Salted yellow croaker

Jang 1937(73)
Seasoned with soy-sauce neungjaeng-i crab, Seasoned with lettuce, Salted yellow croaker, Radish 
kimchi preserved with salt, Cucumber kimchi preserved with salt, Sesame leaf Dish of dried slices of 
sesame leaf seasoned with soy sauce

Oh 1939(71) Radish’s stem and leaves kimchi, Watery radish kimchi, Wild edible greens, Soybean-paste pot stew

Um 1940(70)

Garlic kimchi preserved with salt, Green onion kimchi preserved with salt, Dried radish slices 
seasoned with soy-sauce and spices, Dried sesame leaf seasoned with soy-sauce and spices, Dish of 
dried slices of pepper's leaf seasoned with soy-sauce, Dish of dried slices of garlic seasoned with soy-
sauce, dish of dried slices of cucumber seasoned with soy-sauce, Steamed skate, Salted galtoong-i, 
Fresh-water crab marinated in soy-sauce, Green laver seasoned with other condiments

Lim II 1941(69)
Young radish kimchi, Salted shellfish, Salted shrimps, Salted oysters with hot pep-per; Fermented 
oysters salted with hot pepper, Watery radish kimchi, Sesame dregs soybean-paste pot stew, Cabbage 
kimchi

Kim I 1944(66) Soybean-paste pot stew, Sapcho’s bud green, Bean-curd refuse soy-sauce, Watery kimchi, Fermented 
soybeans

Hwanghaido Joh 1939(71)
Salted shrimps, Salted crabs, Seasoned cu-cumbers in pickled in salt with some condiments, Watery 
radish kimchi, Beef boiled in soy-sauce, Gosu kimchi, Noodle kimchi, Cubed turnip kimchi, Salted 
yellow croaker, Salted large-eyed herrings, Salted shrimps, Seasoned dried radish leaves, Bun stuffed 
with sea-soned meat and vegetables

Kyungsangdo Kim G 1943(67) Dish of dried croaker seasoned with soy sauce, Salted cod roe, Steamed sole, Steamed bartail 
flathead, Korean wild lettuce kimchi, Mustard leaf kimchi, Watery radish kimchi, Watery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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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사와 백김치를 담으면 옛날 맛이 나지 않는다).

또한 김치는 재료의 선정이 중요하다. 특히 배추의 맛

이 중요하다. 배추는 속이 노랗고 갓이 얇고 채가 긴 것

이 좋다. 배추 두께가 두꺼우면 물이 많고 맛이 없다.

무는 몸이 고와야 한다. 옛날에는 반청무가 있었으나 요

즘에는 연한무가 달고 맛있는 것 같다. 젓갈은 새우젓

을 넣고 담아야 깔끔하다. 멸치젓은 설이 지나면 맛이

없어 겉절이 할 때나 조금 넣고 김장김치는 새우젓을 넣

어야 제 맛이 난다.∼』

‘김치는 반양식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김치

없는 밥상이란 있을 수 없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도 밥에는

꼭 김치가 따른다.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며 그 기능성이 인정된 음

식이다. 김치는 다른 발효식품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을 거치므로 발효온도, 식염농도, 공기혼입 여부 등

에 따라 발효 속도나 양상이 달라진다. 김치의 숙성에는 살

아있는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조건을 알

고 통제하는 것이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한 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김치 젖산균은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저장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잘 자라지 않고 15oC 내외

의 온도에서 담근 김치를 낮은 온도에 두게 되면 서서히 온

도가 내려가면서 숙성되는 것이 맛이 좋다. 백김치의 경우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고추를 넣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에

있던 무수한 종류의 미생물들에 의해 김치 재료들의 조직이

쉽게 손상되어 물러지고 다른 잡균들의 번식이 쉽게 될 수

있어 특히 발효온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례3> 면담자의

구술처럼 ‘숙성과정이 중요하다. 백김치는 이북에서 먹은 김

치가 맛있고 이남에서 먹으니 그 맛이 나지 않더라’는 이야

기는 연평균 기온이 10oC 미만인 이북의 지리적, 기후적 특

성을 이해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조상

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이북 지방의 김치는 연평균 기

온이 낮기 때문에 염도가 낮으며 국물을 넉넉히 부어 국물

을 떠먹을 수 있고, 고추를 넣지 않는 백김치라도 쉽게 무

르거나 그 맛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2. 자급자족의 자연친화적(自然親和的) 식생활

음식을 만들고 먹는 데에 거쳐야 하는 단계 중에는 우선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생산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며,

그 후 그것을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분배 또는 매매하는 단

계, 음식을 요리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 준비된 음식

을 먹는 단계, 마지막으로 음식찌꺼기나 그릇을 치우는 처

리단계가 있다. 이 단계들은 크게 생산과 소비의 단계로 구

분한다면 식량생산, 저장분배, 조리단계를 생산단계로 그리

고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처리하는 단계를 소비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과거시대로 올라갈수록 음식의 생산부분에 더

큰 비중이 있는 반면에 현대사회로 올수록 음식의 생산보다

는 소비측면이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먹기

는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것이나 일차적 생리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서 보다는 점차 보다 윤택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표현기제의 하나가 되는데 특히 이것은

음식의 소비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심층면접을 통한 전통세대의 식생활 특성은 바로 음식 생

산과정의 전 과정을 대부분 가정에서 감당했다는 것이다.

즉, 텃밭을 이용하여 채소를 길러 식재료로 이용하였고 수

확한 식재료를 그대로 혹은 처리과정을 거쳐 저장하였으며

방아, 절구, 맷돌 등으로 직접 가공하여 조리하였다. 특히

가정내에서의 음식 조리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

고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전통세대들은 대부분 농업

을 생업으로 하는 세대로 씨앗을 땅에 뿌려 계절에 맞게 수

확하며 수확된 식품을 건조하여 보관하거나 발효시켜 장기

간 보관하여 식량으로 사용하였다. 대가족이 한군데 모여 살

며 자급자족 했던 당시는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거기에

잘 어울리는 농작물을 다양하게 심고 거뒀다. 가족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자급자족했던 시절 수많

은 동식물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고 이는

우리 전통의 채식위주 식단이 있어 환경과 생태계는 지급보

다 훨씬 건강했고 우리의 식생활은 자연친화적이었다.

『사례4 1940년대 전남 고흥 Lim씨: 지역 특산물을 이

용한 해안지방 음식

 Lim씨는 1940년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나 평생

을 살았다. 고흥반도는 바다와 평야가 공존하여 먹거리

가 다양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못했다. 시골 훈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귀하게 얻은 자식들 사랑이 남

다르셨다. 성장기엔 주로 산과 들로 나물을 캐러 다녔

고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고 굴을 땄

다. 1남 6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독자인 오빠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집안

일을 거들며 생활하다 1958년 19세 나이에 인근 면(面)

으로 시집을 갔다. 시댁은 땅이 많고 부유하였으나 시

집살이가 심하였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시청 공무원

을 하다 종가를 지키기 위해 낙향한 남편과 시할머니,

시어른들을 모시고 농사일을 전업으로 수산물(해조류,

굴, 김), 산나물 채취 등을 부업으로 삶을 억척스럽게

살아 왔다. 밭이 많아 농사일이 고되었으며, 일꾼들 새

참 해대기도 바빴다. 곡식을 수확하면 서울로 시집간 시

누이(6녀)들에게 올려 보내기 바빴으며, 매년 시누이 김

장까지 하느라 배추 300~400포기는 기본이었다. 시할

머니 치매 수발(90세 이상 장수), 시아버지 중풍수발,

시어머니 병간호 등으로 고된 시집살이는 나이 40세가

훨씬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어린 시절 음식 중 가장 기

억에 남는 음식은 굴, 꼬막, 파래, 감태(감티), 톳, 쑥

등이다. 모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는 음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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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전라도 해안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감티파래

로 김치를 담아 새꼼히 익었을때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른 봄 감티를 뜯어 바닷물에 깨끗히 씻어 집간장으로

간을 하여 삭혀 새꼼히 익으면 먹는다. 조리과정은 간

단하지만, 싱싱한 식재료에서 맛있는 음식이 되므로 고

기 보다 맛이 좋다. 또한, 서리 맞은 배추로 담은 김치

를 들에 나가 일한 뒤 돌아와 찐 고구마와 먹으면 그 맛

이 일품이다. 배추는 서리 맞은 배추로 담은 김치가 달

콤하고 맛있다. 고흥반도는 굴과 꼬막이 많이 난다. 갯

벌에서 꼬막을 캐다 바닷물에 씻고 뜨끈한 물에서 은근

히 데쳤다가 꼬막죽을 쑤어 먹으면 여름의 별미이고 배

아플 때 먹는 최고의 약이었다. 또한 한여름만 빼고 봄,

가을, 겨울에 모두 채취할 수 있는 굴을 바닷가에서 뜯

은 톳과 함께 굴톳밥을 하거나 톳죽을 쑤면 별미이다.

또한 어려운 시절 잊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송쿠떡이

다. 이른 봄 소나무 껍질 속 연한 속살을 벗겨 절구에

곱게 찧는다. 거기에 멧돌로 간 쌀가루와 수수가루를 넣

고 같이 찧는다. 잘 쳐진 반죽을 손바닥 만큼씩 둥글 넓

적하게 빚어 솥에 시루를 얹어 장작불로 찐다. 다 쪄진

떡을 콩가루를 묻힌다. 솔향이 입맛에 가득 퍼지면서 향

긋한 송쿠떡은 배고파서 먹었지만 매우 맛있고 잊지 못

하는 떡이였다. 보릿고개 때 양식이 부족하면 고운 쌀

겨에 약간의 곡식을 섞어 굴 등의 약간의 해산물을 넣

고 죽을 쑤어 먹는다. 설, 추석 때면 친정어머니께서 해

주신 유과가 가장 맛있었다. 찹쌀을 불려서 삭힌 후 반

데기를 만들어 참기름에 튀겨 만들었다. 귀한 재료로 손

이 많이가 귀한 음식 이었으며 고소하고 맛있었다. 봄

이면 산에 나물을 뜯으러 많이 다녔다. 엉겅퀴나물, 자

울령(紫雲英: 자운영)나물, 딱지순 나물 이러한 나물들

은 데쳐 굴을 볶아 참기름에 무쳐 먹거나 쌀을 넣고 죽

을 쑤어 먹는다. 콩을 삶아 청국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설 지나 보름날 쯤 살짝 언 달콤한 무를 착착 빠서(굵

게 뗀다) 청국장을 끓이면 그 맛이 끝내준다. 어머니께

서 해주신 청국장 맛이 가장 생각난다. 집안의 음식맛

은 그 집만의 장맛이 결정하는데 굴장을 만들어 먹었다.

굴장은 바다에서 굴을 따와 바닷물에 삶는다. 삶은 굴

은 말려서 안주나 반찬으로 사용하고 많은 굴을 데친 국

물은 연한 갈색이 될 때까지 달인다. 식혀 항아리에 보

관하여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나물 무침, 국 간장에

이용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농가는 오랜만에 여유를 찾

고 추수한 곡간의 곡식으로 별식을 해 먹는다. 쌀, 수

수, 조, 고구마 등의 재료와 딱지, 콩 등의 부재료를 섞

어 달콤한 엿을 곤다. 콩엿, 딱지엿, 수수엿, 고구마엿,

쌀엿, 서숙(조)엿 등: 엿밥을 쪄 엿기름 물에 개어 미지

근하게 삭힌다(8시간 정도). 다 삭으면 무명 자루에 받

혀 맑은 물만 끓인다. 장작불로 팔팔 끓이다 약한 불로

서서히 달인다. 찬물에 떨어뜨려 굳어지는지 국자로 테

스트한 다음 볶은콩, 딱지 등을 넣으면 별미엿이 된다.

따뜻한 남쪽 지방이라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다. 늦

가을 고구마 수확하여 한방 가득 고구마 뒤주를 만들어

놓고 겨우내 쪄 먹었다. 약간 설게 찐 고구마를 나박 나

박 썰어 햇빛 좋은 날 꾸덕 꾸덕하게 말리면 맛있는 간

식이 된다. 달고 맛있어 훌륭한 간식이다. 시댁은 제사

가 많아 탕 음식을 자주 한다. 바닷가 근처의 식재료를

이용하면 훌륭한 탕이 된다. 굴탕, 바지락탕, 도라지탕,

뜸배기탕, 톳나물탕, 따개비탕 등이 있다. 뜸배기(해조

류)를 끓는 물에 데친 후 들기름에 볶은 다음 들깨가루

와 갠 찹쌀가루 물을 끼얹어 은근히 끓인다.∼』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요즘 음식은 맛이 없어’

어른들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처음엔 이런 이야기

를 절대빈곤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푸념이라 생각했고

아우라(aura)의 변화(Yoon 1999)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여

겼다. 하지만, 전통세대들의 면담과 현장연구에서 이러한 이

야기가 푸념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 자급자족의 형태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지닌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재배된 먹거리는 신선함을 제공하고 신선한 식재료는 가장

맛있는 맛과 높은 영양적 가치를 제공한다. 최근 농업기술

의 발달로 제철식품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깨어지고 많은 종

류의 채소나 과일이 제철이 없고 1년 내내 수확되고 판매되

어 항상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실정이지만 텃밭에서 거름

주어 키워 즉석에서 요리하여 먹던 전통사회에서의 음식맛

과 영양가는 비교 대상이 아닐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한철

에 먹던 특정한 식재료의 단조로움은 이제 일년 내내 절대

적인 동일함과 균일함의 단조로움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년 내내 충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제철 과일

의 맛을 잃게 되었고 제철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즐거

움도 사라져 버렸다.

<사례4>는 1940년대 전라도 해안 지방의 식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갯벌에서 꼬막을 캐

다 죽을 쑤고, 톳은 죽이나 나물로, 감태는 뜯어 새콤한 감

태김치를 담고, 뜸배기로는 탕을 끓여 제사상에 놓았다. 산

에서는 딱지, 엉겅퀴나물을 뜯고 어린 소나무 껍질을 벗겨

콩가루를 묻혀 떡을 해 먹었다. 남해안 지방은 고구마 생산

량이 많아 고구마로 조청과 엿을 만들고 겨울이면 찐 고구

마를 꾸덕하게 말려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였다. 이러듯 우

리나라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지역

특산물들이 산출되어 독창적인 지역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음식은 가족과 지역의 역사가 반영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

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

만, 최근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등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표준화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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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맛의 제공은 지역이나 민족의 고유한 음식 맛을 잃게

하고 나아가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례5 1940년대 강원도 정선 Kim씨: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산간지방 음식

Kim씨는 1942년 강원도 정선에서 7남매의 셋째로 태

어나 19살에 강원도 영월로 시집왔다. 강원도는 옥수수,

감자가 많이 나 옥수수쌀을 쌀보다 많이 먹은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옥수수로 만들어 진다. 콩가루,

메밀가루 등도 많이 먹었다. 6.25 에 대한 기억은 7살

쯤 인것 같다. 인민군이 아버지를 붙잡아 가고 어머니

도 데리고 가려 하자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인민

군들이 번갈아 가며 몇일씩 겨우내 집에서 먹고 자고 했

다. 인민군들이 언니를 범하려 위층으로 올라오면 언니

는 요강을 비우지 않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풍기고 어

머니는 딸이 결혼을 하였는데 몹쓸 병에 걸려 집에 잠

깐 다니러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매번 위기를 모면하였

다. 전쟁 때는 불을 켜놓지 못하고 살았다. 집이 길목

에 있어 인민군들이 자주 거쳐를 삼았다. 어머니는 밥

을 가마솥에 많이 해 놓고 인민군을 주곤 했다. 가장 기

억에 남는 어린 시절 음식은 메밀부침, 만두, 서숙밥,

감자전, 감자떡, 콩가루, 콩국수, 옥수수밥, 감자, 옥수

수 찜 등이다. (메밀만두: 무를 숟가락으로 긁어 곱게 다

진다. 꼭 짜 물기 제거하고 신김치, 두부, 들기름으로

무친다. 메밀가루를 찬물로 치대 반죽 한다. 만두 속을

넣어 찐다. 만둣국을 제일 많이 해 먹었다. 제사음식이

나 명절음식으로도 만두는 꼭 있어야 한다). (수수부꾸

미: 수수가루를 소금 넣고 찬물에 치댄다. 팥을 삶아 으

깨어 소금을 넣고 수수반죽을 둘러 들기름에 한쪽면만

익힌다. 가운데 팥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반쪽 덮는다.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 붙이고 뒤집어 익힌다). (수수팥

단지: 수수가루 반죽하여 새알모양으로 빚는다. 뜨거운

물에 데쳐 동동 뜨면 건져 소금과 설탕으로 간한 팥가

루에 묻힌다). (팥죽: 쌀가루, 옥수수가루(체에 쳐서 굵

은 것은 밥을 하고 고운것은 반죽하여 죽을 쑤거나 부

친개를 함), 수수쌀 을 빻아서 새알심을 만든다. 팥을

끓이다 새알심을 넣고 끓인다). (감자떡: 잔 알감자를

항아리에 담아 한달 정도 썩힌다. 다 썩으면 으깨어 거

른다. 으깬 감자를 체에 받치거나 자루에서 짠다. 물을

부어 녹말을 가라 앉히고 물을 계속 갈아 우려 내어 냄

새를 없앤다. 흰 보자기에 가루를 똑똑 떼어 햇빛에 말

린다. 말린 가루를 체에 쳐 놓는다. 뜨거운 물에 소금

을 넣고 반죽하여 삶은 팥을 넣고 찐다). (옥수수술: 옥

수수를 싹을 네어 말린 후 멧돌에 간다. 밀기울로 만든

누룩을 섞어 술을 빚는다). (생선: 양미리를 많이 먹었

다. 아버지께서 양미리 1말을 사오면 소금을 뿌려 두고

석쇠에 구워 먹는다. 고등어(자반), 꽁치 등도 많이 먹

었다). (고추장은 보리쌀을 띄워 만들었다. 돼지고기와

계란은 일년에 3번 정도 먹었다. 추석, 생일, 설날이다.

밥은 주로 조밥을 먹었다. 여름이면 디딜방아를 찧어 보

리쌀을 깎아 보리밥을 해 먹는데 고추장을 비벼 먹으면

맛있다). (부친개: 푸른팥콩을 물에 불려 껍질 벗겨 갈

아서 갓김치를 넣어 들기름에 부쳐 먹는다. 들기름: 들

기름 짜는 기계(틀)가 집에 있어 가을이면 들기름을 짜

거나 수시로 짜서 먹는다). (옥수수떡: 찰옥수수를 곱게

빻는다. 디딜방아에 물을 주면서 벗기면 겉 껍질만 벗

겨진다. 키로 분리하면 뽀얀 알맹이만 나온다. 빻은 옥

수수에 빨간콩, 팥, 울타리콩을 섞어 푹 삶는다. 찰옥수

수가 차져 팥, 콩과 어우려져 찰무리 떡처럼 된다. 간

식으로 자주 해 먹었으며 든든하다). (두부: 두부도 많이

만들어 먹었다). (옥수수엿: 친구들이 놀러 오면 나눠 먹

곤 하였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엄마가 간식을 자주 만

들어 주셨다). (고추전: 고추 를 반으로 갈라 두부, 돼지

고기, 부추, 파, 마늘, 소금을 양념한 속을 넣어 들기름

에 지진다.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속없이 고추만

부쳐도 맛있다). (메밀 부친개: 메밀 물 반죽에 소금으

로 간하여 위에 얼갈이 단배추를 올려 지진다). 한국음

식의 대표는 산나물이다. 산나물, 참나물, 취나물, 고사

리, 도라지, 나물취(취나물과 달리 넙죽하다), 시래기, 돗

나물, 곤드래나물, 삽초싹나물, 딱주기 나물 등이다. (곤

드레나물밥: 밥이 끓을 때 곤드래나물을 옥수수 가루에

묻혀서 위에 얹는다. 양념장을 끼얹어 먹으면 쫀득쫀득

맛있다).∼』

<사례5>은 강원도 산간지역 전통세대들의 식생활 예로 곤

드래나물, 삽초싹나물, 딱주기 등 제철에 생산되는 강원도

특유의 나물이나 옥수수, 수수, 메밀, 서숙, 감자 등과 같은

잡곡 위주의 곡류음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전통세대의 식생

활 특성은 지역마다 집집마다 음식의 재료와 양념과 조리방

식이 달라 음식문화의 생명인 다양성이 살아있는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세대들의 자연친

화적 식생활 사례 또한 모든 면접자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

는데 그 하나의 예로 <사례5> 강원도 산간지역의 감자떡 지

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예부터 감

자뿐만 아니라 칡, 도토리 등의 전분질 식품을 가루로 만들

어 구황식품 혹은 별미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전

해 내려오고 있다. 그 중 감자는 특히 강원도에서 많이 생

산되는데 크기가 작아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변질, 손상

된 감자는 수침시켜 썩힌 후 전분을 분리하여 감자송편이나

부침 등을 만들어 쫄깃하고 맛있는 별미 음식을 재탄생 시

킨다. 보통 식품이 부패하면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부패한 식품을 독창적인 새로운 음식으로 만든 예

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감자떡은 싱싱한

감자나 감자전분으로 만들면 감자떡 특유의 쫄깃한 조직감



622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4, No. 6 (2009)

을 맛볼 수 없다. 썩히는 과정을 통하여 미생물을 활용하여

더 많은 양의 감자전분을 생산하고 독성분을 제거하고 전분

을 수침시켜 감자전분의 성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특성을 가

진 감자전분을 만든 것이다. 감자전분은 수침 기간이 길어

지면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하여 단맛도 증가하고, 전분 입

자 표면에 구멍이 생기고 전분 입자의 크기도 작아지며, 팽

윤력은 감소하여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여(Kim 1988) 일반

감자 전분으로 만든 감자떡보다 더욱 쫄깃하고 맛있는 독특

한 감자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음식이 더욱 맛있는 이유는 가정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식재료의 즉각적인 공급 이외에도 자연친화적

인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조리과정 중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 <사례5>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전통

사회에서 하나의 음식을 생산하여 소비하기 위해서는 전처

리된 식재료로 조리 과정만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

니었다. 겉껄질이 쌓인 곡류가 보관되어 있는 곳간으로 가

먼저 디딜방아에서 껍질을 벗기고 키로 껍질과 알맹이를 분

리하여 맷돌로 타서 가루를 만든다. 기름 짜는 방앗간 역시

마을에 없으므로 절구로 빻은 들깨를 기름틀에 올려 놓고 기

름을 내려 얻어야 했다. 또한 김치를 담을 때는 밭에서 딴

고추와 생강, 마늘 등의 양념을 차돌로 된 학독에 손으로 갈

아 즉석에서 버물려 김치를 담았다. 전기나 기계의 힘을 빌

지 않고 사람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전통

사회의 조리용 기구들은 어쩌면 효율면에 있어서 매우 비효

율적이라 할 수 있지만 수동식인 자연친화적 조리도구들을

이용하면 그 땀방울의 대가로 음식의 맛, 영양 그리고 건강

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국전

통음식의 특성은 자연의 생명력이 스며든 소박한 아름다움

이 음식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3.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식생활

건강과 질병 여부는 병인(병원균), 숙주(사람), 환경간의

동적인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타고난 유전적, 체질적

인자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환경,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

습이다. 건강과 질병은 매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지배 받

지만 그 중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경이다.

전통사회에 있어 현대의 환경과 비교 하였을 때 가장 취약

했던 부분이 바로 의료부분이다. 의료기술의 취약함은 질병

의 치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하였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소 공급원인 음식 섭취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라 할 수 있는

「식료찬요(食療纂要)」의 서문에서도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

하는 것을 중시 여김을 볼 수 있다.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서 당연히 오곡(五穀), 오육(五肉), 오과(五果), 오채(五菜)

로 다스려야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나무의 뿌리에 치료방

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고인(古人)이 병을 치료하

는데 있어서 반드시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食療)을 우선하

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heon 2006).

전통세대들의 구술면담을 통해서도 역시 ‘밥이 보약이다’

라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식생활을 공통적인 특성으로 찾

을 수 있었는데 다음 몇 가지 경험적 사례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사례6 1940년대 황해도 연백 Joh씨: 송아지 한 마리

를 통째로 고아 먹고 장질부사 나았다.

친정집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아

버지께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셨고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주

로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고 방학 때면 황해도 고향에 가

서 지냈다. 집은 기와집이었고 38칸이었다. 계단식으로

높았으며 대청에서는 ‘연극’과 ‘마술’도 하였다. 아버지

께서는 소 뒷다리를 사다 목욕탕(일본식 목욕탕)에 걸어

놓으셨고 어머니께서는 토탄 아궁이에 소고기 구이를 자

주 해주셨다. 황해도는 바다가 근처에 있고 넓은 평야

지대로 쌀과 해산물이 매우 흔했고 보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6·25가 지나 이남으로 내려와 부산에 정착한

큰언니의 소개로 헌병대에 근무한 남편을 만나게 되어

포항인 시댁으로 결혼을 하러 갔다. 신혼은 부산에서 보

냈으며 군대를 그만 둔 남편은 회사원으로 얼마간 다니

다 장질부사가 걸려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전염 위

험 때문에 큰 아이를 임신한 본인은 친정 오빠집 근처

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구멍가게와 미용실을 하며 생계

를 유지하였다. 얼마 후 남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본인

에게 찾아와 가정경제는 더욱 힘들어 졌다. 남편은 병

세가 악화되어 격리시켜 지내다 주변인의 소개로 송아

지 한 마리를 통째로 고아 먹이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지만 옆 마을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 통

째로 푹 고아 다 먹였더니 두 세달쯤 지나자 병이 완쾌

되었다. 그 후 남편은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되고 가족들

모두 서울로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 ~』

<사례6>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고아 먹고 장질

부사(장티푸스)를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 <사례7>에서도 번

데기 2말을 먹고 장질부사를 이겨낸 경험담을 이야기 해 주

고 있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Salmonella typhi)

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발열과 복통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증

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Lee 등1993). 발열 등으로 에너지

소모가 큼으로 에너지공급이 가장 시급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사

례6>과 <사례7>에서 장티푸스에 이겨낸 음식들이 쇠고기,

번데기 등 매우 고단백 식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쇠고기와 번데기에 항균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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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성분이 있다기 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함

으로써 자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던 절대빈

곤의 시대이었던 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탄수

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파탄이 뒤

따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혈액에는 음식을 통해 유

입된 영양성분으로부터 간이 생성하는 알부민, 글로불린 같

은 단백질이 항상 일정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불린의

기능은 면역체로서 여러 가지 감염병 방어에 중요하기 때문

에 글로불린이 부족하면 면역기능의 감소에 따라 각종 전염

병에 쉽게 이환된다. 한편 알부민의 부족은 혈액의 삼투압

을 떨어뜨려 혈액 내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탈출, 몸이 붓

게 되는 부종을 일으키고 여기에 간기능의 전반적인 장애로

황달이 시작하면 사람이 누렇게 뜨는 소위 부황이 초래된

다. 이러한 부황은 과거 보릿고개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우

리 국민들의 흔한 모습이었다. 부황에 대한 처방은 최소의

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지만, 과

거 절대빈곤의 시절 소나 돼지, 닭과 같은 양질의 육류를 접

할 수 없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

나 단 며칠만이라도 양질의 육질을 섭취한다면 황달과 부종

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부황을 치료하는데 명약 이상의 기

적 같은 효과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로 옛

날부터 우리에게 보약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보약이

었다. 전통세대들의 정서 속에 건강 및 질병과 음식 간의 더

욱 강력한 연결의식에는 이처럼 먹거리의 절대량이 부족했

던 가난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치료한다는

믿음은 우리의 전통식생활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사례7 1940년대 전남고흥 Lim씨: 꼬막죽은 배 아플

때 먹는 최고의 약. 번데기 먹고 장질부사 치료

~한국음식은 어린시절 추억이며 약이었다. 배가 아플

때 먹은 꼬막죽, 송쿠떡, 장질부사에 걸렸을 때 먹은 번

데기 등은 병을 치료해 주었다. 배가 고파서 먹었지만

약이었고 감사한 일이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아야 하

기 때문이며 가장 좋은 음식은 가장 자연적인 음식인 것

같다. 오염되지 않는 자연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

식이다. 고흥반도는 굴과 꼬막이 많이 난다. 갯벌에서

꼬막을 캐다 바닷물에 씻고 뜨끈한 물에서 은근히 데쳤

다가 꼬막죽을 쑤어 먹으면 여름의 별미이고 배 아플 때

먹는 최고의 약이었다. 또한 한여름만 빼고 봄, 가을,

겨울에 모두 채취할 수 있는 굴을 바닷가에서 뜯은 톳

과 함께 굴톳밥을 하거나 톳죽을 쑤면 별미이다. 이른

봄 소나무 껍질 속 연한 속살을 벗겨 절구에 곱게 찧고

거기에 멧돌로 간 쌀가루와 수수가루를 넣고 같이 찧는

다. 잘 쳐진 반죽을 손바닥 만큼씩 둥글 넓적하게 빚는

다. 솥에 시루를 얹어 장작불로 찐다. 다 쪄진 떡을 콩

가루를 묻힌다. 솔향이 입맛에 가득 퍼지는 향긋한 송

쿠떡은 배고파서 먹었지만 매우 맛있는 떡이었다. 보릿

고개 때 식량이 부족하면 고운 쌀겨에 약간의 곡식을 섞

어 굴 등의 해산물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어린 시

절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전염병인 장질부사(장티푸

스)에 걸린 적이 있다. 부모님께서는 집에서 누에를 키

웠는데 번데기를 쪄 주셨다. 번데기 2말을 먹고 장질부

사가 말끔히 나았다고 친정어머니께서 늘 말씀 하셨다.

어린 시절 누에치는 것을 도와 주며 먹었던 번데기 맛

은 매우 고소하고 맛있었다. 다른 약 처방 없이 번데기

를 먹고 장질부사가 치료되었다. ∼결혼 후 남편이 술

을 좋아해 해독작용에 좋다는 참빗나무(화살나무)를 베

어다 자주 달여 주었으며, 피부병과 부스럼에는 우슬초

가 좋아 아이들이 가려워하면 우슬초와 구절초를 달여

씻겨 주었다. 익모초는 배 아플 때나 입맛이 없을 때 좋

은데 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타서 입맛이 없을 때

좋다. 시아버지께서 중풍에 걸리셨는데 참꽃(진달래) 뿌

리를 달여 여러번 드렸더니 호전되셨다. 또한 창출과 딱

지는 산후조리에 좋고 금강초는 월경 불순시에 먹는다.

아기를 쉽게 갖지 못하는 딸들에게는 대롱나무 가지(바

다 보지 않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 특히 우물가의 나무

가 좋다), 흰 접시꽃 뿌리, 3년 이상된 백도라지, 봉숭

아 흰 꽃, 영계 숫 닭을 달여 먹여 아기를 가졌으며, 군

대에서 맞아 얼병이 나 허리가 아프다는 남편은 벙구나

무 줄기, 두름나무줄기, 참빗나무, 볶은 개똥, 민물 다

슬기 등을 삶아 달인 물로 곡주를 빚어 삭힌 후 소주 고

리를 걸어 뜨뜻한 짚불로 은근히 증류시켜 만든 소주(약

술)를 먹여 허리 아픈 것이 치료되었다.∼』

<사례7>에서는 번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초를 응용하

여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담이 소개되었다. 간의 해독작용에

는 참빗나무를 달여 먹고, 피부병과 부스럼에는 우슬초와 구

절초가 좋고 익모초는 배 아프거나 여름타서 입맛이 없을 때

좋고 중풍에는 진달래 뿌리를 달여 먹고, 산후조리에는 창

출과 딱지를 월경불순에는 금강초를 달여 먹는 등 건강을 지

키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

득된 비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임을 치료하기 위

하여 동쪽으로 뻗은 대롱나무 가지나 흰색의 접시꽃, 도라

지, 봉숭아 꽃 등을 달여 먹는 것은 음향오행사상 또한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기(氣)가 혈(血)과 함께 체내를 구석구석까지 순환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이란 평했던 인체의 기(氣)가 불균

형에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기(氣)의 불균형을 잡아줌으로

써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쪽으로 뻗은 대롱나무

가지를 불임치료에 쓰는 이유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태양

의 양기(陽氣)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양기의 보충을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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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흰색 꽃을 쓰는 이유는 흰색이 순수함과 순결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사례8 1940년대 충남 논산 Um씨: 산모 부기 가라 앉

히는 데는 홍어탕이 최고다!

1940년 충남 논산면에서 9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다.

아들8명, 딸은 1명으로 귀하게 자랐다. 논이 25마지기

이상으로 땅이 많아 밥을 굶지는 않았다. 결혼 전까지

주로 살림을 도왔으며 머슴들 새참을 챙겨 주었다. 친

정어머니의 김치 솜씨는 매우 뛰어났다. 갈퉁이(민물게)

를 잡아 소금에 절여 물을 짜서 끓여 고아 만든 갈퉁이

젓갈로 김치를 담으면 배추가 무르지 않고 아삭하고 맛

있다. 여름김치에는 파대신 부추를 넣으면 시원하고 맛

있다. 또한 반드시 찹쌀풀을 넣어야 한다. 어린시절 김

치를 담을 때면 언제나 학독에 고추를 갈아서 썼다. 학

독은 차돌로 되어 있으며 마을 우물 옆에 공동 학독이

있었다. 집에는 시멘트로 만든 절구나 나무로 만든 절

구(보리방아 등)가 있었지만 절구로는 고추를 갈 수 없

다. 김치 담글 때는 건고추를 물에 불려 갈고, 건고추

자체를 학독에 갈아 체에 받쳐 고운것은 고추장용으로

거친 것은 양념용으로 쓴다. 6·25 이후에 ‘방앗간’이

생겨 고춧가루를 흔하게 먹은 것 같다. ~어린시절에는

물을 길어 동이에 보관하고 물을 썼으며 아궁이 제를 쳐

내어 젯간에 모아 거름을 만들고 콩깍지제는 젯물을 만

들어 빨래를 하였다. 쌀뜨물을 모아 설거지를 하고 기

름기는 밀가루로 설거지 하였다. 쌀겨에 끓인 젯물을 섞

어 비누를 만들기도 하였다. ~최고의 음식은 홍어찜과

홍어탕이다. 홍어요리는 소변 누기 힘든 할머니들이나

출산 후 산모의 부기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먹으면 특

효약이다. 홍어찜은 생홍어를 손바닥만하게 썰어 꾸덕

하게 말려 찐 후 양념장을 발라 먹는다. 홍어탕은 생홍

어를 소금, 파, 마늘, 고춧가루(조금), 생강(비린내 제

거)을 넣고 끓이면 된다. 입맛이 없거나 속이 불편할 땐

익모초즙이 좋다. 익모초는 하지 전에 뜯어야 효과가 있

다. 피마자 기름은 볶은 후 빻아 틀에 얹어 유리병에 담

아 보관하여 머리를 감거나 바르는데 쓴다.』

<사례8>에서는 소변 누기 힘든 할머니들이나 출산 후 산

모 부기가 가라 앉지 않을 때 홍어탕을 먹으면 특효약이 된

다고 하였다. 홍어는 우리나라의 남서해에 많이 어획되고 있

어 목포 등지에서 전통식품으로 발효시켜 즐겨 애용하였으

나, 현재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점차 애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홍어의 독특한 향은 바다 깊은 곳에서 삼투압조절을

위하여 내부에 요소(urea) 및 요소 전구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코를 자극하는

향과 톡 쏘는 맛이 형성되며 생성된 암모니아가 유해한 세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홍어 특유의 풍취를 낸다. 홍어 및 그

발효제품에서는 유리 아미노산인 anserine, taurine, alanine,

lysin 등이 다량 검출되고 특히 anserine은 감칠맛을 줄 뿐

만 아니라 근육의 완충능력을 키워주고 myrosine ATPase

의 부활작용과 cytochrome oxidase의 활성화를 위한 철이

온 수송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taurine은

홍어 발효 중에 오히려 더 많이 생산되어지는데, 이것은

cholesterol 축적을 예방하는 이외에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Choi 등 2003). 따라서 홍어에

들어 있는 유리 아미노산을 비롯한 양질의 단백질은 급격한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산후 부종 회복에 도움을 주며 홍어

의 항균성, 항암성은 여러 신장기나 비뇨기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홍어의 항균성과 항암성은 발효가 진행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생홍어 보다는 발효된 홍어의 생리적 효능

이 뛰어나다 할 수 있다.

4. 격동적 삶에 적응하는 창조적(創造的) 식생활

환경의 압박이 올 때 인간은 문화에 의해 주어진 환경을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문화를 창출해 내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주된 적응 메커니즘이며 많은 생물의

종이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의해 멸종되어 왔지만 인간은 문

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 때문에 한 생물의 종

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 올 수 있었다(Kim 등 1998). 20

세기 초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가 위기에 처하

게 된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

로써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식량 및 원료공급기지화 정책을

펴게 되며, 전통세대들은 공출과 착취로 더욱 궁핍한 삶을

연명하게 된다. 이에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활의 터

전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주로 군수공장, 부품공장에 근로하며 온갖 박해와 감시 속

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8·15광복 이후 많은 사람

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지만 귀국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

속 되었다.

『사례9 Moon씨: 1930~ 渡渡40년대 도일( )자의 일본에

서 식생활

Moon 씨는 1932년 8월 5남매의 맏이로 일본오사카

에서 태어났다. 친정 부모님은 모두 제주도분들이시고

식민지 시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도일(渡

日)한 분들이시다. 일본으로 건너와 내지마시(부품)공장

을 운영하셨고 중학교 3학년(1945년, 15살)때 해방이

되어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천주교 학교인

신성여고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졸업 후 18세에 도

청에 취업하여 비서실 인사과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

23세(1954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제주도

로 돌아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모댁(제주도에서 부

자였다)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며 고모의 소개로 경찰공

무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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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1948년 4·3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인 남편 곁에

서 끔찍한 처형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림면, 애

월면 등에는 빨갱이들이 특히나 많았으며 구덩이를 파

고 소금을 뿌린 후 흙을 덮어 사람들을 묻었다. 남편은

이북에서 홀홀 단신 내려온 분으로 성실하였으나 외로

움에 고향을 그리며 혼자 술을 먹곤 하였다. 그러던 중

50세에 5남매를 남겨두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Moon씨는 39세에 혼자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식모살이, 식당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세

월을 살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음식은 거의 배급으로 이

루어졌으며, 전기와 수돗물도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 주로 단무지, 간장, 쌀 등을 배

급 주었으며 텃밭에 시금치 등을 길러 들기름에 무쳐 먹

었다. 자주 먹는 음식은 우거지 된장국이었으나 일본 사

람들이 냄새를 매우 싫어했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냄

새 또한 닝닝꾸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다. 배추가 매우

귀하여서 시래기 한조각도 버릴 수가 없었으며 시래기

도 나물을 해 먹었다. 김치도 많이 담질 못해 주로 단

무지를 먹었다. 아주 가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

며 주로 삶아서 된장에 찍어 먹었다. 쌀밥은 생일날에

나 먹는 음식이었다. 주로 일본인들이 버리는 시래기를

주워서 싸래기죽을 끓여 먹었다. 생선 중에는 고등어가

많았으며 주로 지져먹거나 구워 먹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노동자들에게 식권이 배급되는데 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동생에게 식권을 주어 밥을 먹게 했다. 전차

가 지나는 다리의 밑에 가면 사탕공장에서 사탕조각이

나 가루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였는데 일요일이면 기

다렸다 쓰레기통을 뒤져 동생들과 끼니 대용으로 먹곤

하였다. 배추가 귀하기 때문에 양파와 간장, 약간의 고

춧가루를 넣고 다마네기(玉 ) 김치를 담궈 먹었다.』

<사례9>에서는 일제 식민지 도일(渡日)자들의 매우 궁핍

하였던 식생활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배

추가 매우 귀하여서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단무지나

다마네기(양파) 김치를 담아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파는

개화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나 전통세대들의 면접결과 한국전쟁 이후에나 일반 농가에

보편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신문

지면에 양파가 등장하는 것도 1961년 5월자가 처음이며 「우

리나라에는 미국을 경유하여 들어왔는데 요새와서는 구미제

국이나 다름없이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하여 1960년대 초

반 우리나라에 양파가 널리 사용되는 흔한 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The Chosun ilbo 1961). 1930-40년대 일본에 거

주한 전통세대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 양파가 보편

적으로 식용 되었으며 일본인들은 양파를 다른 요리의 부재

료로써 주로 사용하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전통세대들은

배추가 부족하여 양파에 김치 양념을 한 새로운 양파 김치

를 응용하여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

고 했던가’ 궁핍은 인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통치 말기 일

본에 거주하였던 약 200만명이 해방 후 고향으로 귀국하고

약 60만의 재일교포가 일본에 남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Chung 1999) 이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식당 등을

경영하기 시작한다. 식당의 음식은 주로 불고기, 김치, 비

빔밥, 냉면 등이 주가 되었으며 불고기, 김치 등은 새로운

일본음식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음식문화는 상호 영향

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음식문화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문

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매개체로써 이동하였다는 뜻이고 그

음식문화 자체가 수용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류의 열풍 등으로 일본에서는 불고기, 김

치 등의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산재

한 한국음식점에서는 어디를 가나 불고기, 김치, 비빔밥 등

비슷한 선택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표준화 과

정이 진행되어 고급스러운 재료나 정교한 요리법을 사용하

기 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하

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사례10 Kim씨: 1930~40년대 서울시 아현동 소시민의 삶

Kim씨는 1925년 4월 서울시 아현동에서 태어났다.

친정어머니는 충청북도 분이셨고 친정아버지 고향은 경

상도였으나 친정아버지가 상업을 하시는 관계로 할아버

지, 할머니도 같이 살게 되었다. 친정어머니도 서울 서

대문 근처의 커다란 정미소(직원이 부인로 100여명이

됨)에서 일을 하셨다. 쌀 고르는 작업을 총 감독하시는

업무였다. 섣달그믐 날이 되면 일본인 정미소 주인이 망

년회를 시켜주었다. 많은 음식과 떡국 등을 차려 놓고

직원들을 위로 할 때면 할머니와 손을 잡고 참석하곤 했

다(5~6살: 1929년~1930년 기억). 친정어머니는 보너

스로 쌀 한 가마니와 북어 한 쾌(20마리)를 받아 그것

으로 명절을 새곤 했다. 아버지는 잡화상을 하셨는데 아

현동 야시장에서 양말, 만년필, 가위, 돋보기(안경), 포

목(비단옷감)등을 팔았다. 어려서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직장생활을 하셨고 할아버지도 소일거리를 하시고 할머

니는 집안 살림을 하셨으며 오빠와 두 남매뿐이었기 때

<Figure 1> The Chosun Ilbo 196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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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귀여

움을 독차지 하였다. 어린시절 가장 기억나는 음식은 할

머니가 사다 주신 팥죽이다. 당시 신촌에는 상설 ‘나무

전’이 열렸는데, 나무꾼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식전에 팥

죽을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 할머니는 식전에 따끈한 팥

죽을 사다 손녀에게 맛있는 팥죽을 주셨다. 멥쌀로 쑨

팥죽은 찹쌀로 된 쫄깃한 새알심이 일품이었다. 근처 고

깃간에서 돼지고기를 끊어다 마루에서 화로 숯불에 구

워먹었다. 친정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육류를 좋아하

셔서 자주 해 먹었다. 주로 소금을 뿌려 구워 먹었으며

가끔은 고추장 양념에 재워 구워먹었다. 당시 서울에는

기름집, 국수집, 쌀가게(되박, 한말, 한가마 등으로 팔

았다.) 등이 있었으며, 종로에 떡집이 많아 인절미, 계

피떡(바람떡) 등을 떼어다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며 팔

러 다니는 떡장수가 많았다. 골목마다 두부장수는 종을

흔들며, 굴비장수는 ‘생선~ 굴비요~ 생선~ 굴비 사시

오~’를 외치며 지게에 지고 팔러 다녔다. 메밀묵, 찹쌀

떡 장수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두부는 만드는 과정이 번

거롭고 잘 상하여 집에서 잘 만들지 않고 사다 먹었으

나, 떡은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집 근처 작은 텃밭이

있어 상추, 호박, 배차(배추), 무, 시금치 등을 심어 먹

었고, 콩나물, 숙주 등도 집에서 길러 먹었다. 또한, 나

무절구가 있어 곡식은 직접 빻아 가루를 내었다. 할머

니께서는 시장에서 센베이 과자를 사다 주셨고 봄이면

조기를 가마떼기로 사서 항아리에 소금으로 절궈 말려

구워 먹었다. Kim씨는 아현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와

세다여고 강의록을 주문하여 독학하여 배움으로써 일본

어도 유창하게 잘하였다. 14살 때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낙천당이라는 제약회사에서 4년간 근무(1938-1941년)

하였으며, 그 후 미도파 백화점의 전신인 정자옥 백화

점에서 점원으로 취직하여 2년간 근무(1942-1943년)하

였으나 대동아전쟁으로 남자들을 군대로 징집하여 사회

적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급하게 19살 때 결혼을 하게 되

었다. 직장 생활할 당시 점심 식사는 일본사람(간부)들

과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미소 된장국(+오뎅),

쌀밥, 단무지가 전부였다. 일본 된장국은 짜지 않고 구

수하다. 직장생활 당시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다. 성

적이 좋으면 상을 주고 비누, 가방, 스타킹 등 선물도

주었다. 월급을 받으면 모두 할머니께 드리고, 할머니

는 결혼자금으로 모아 두셨다. 결혼 시 솜옷 1죽(10벌),

겹옷 1죽, 깨끼적삼 1죽, 적삼1죽 등 많은 혼수를 해 갔

다-당시 광목을 구하기 힘들었으나 백화점 주단부에 부

탁하여 호박단, 비단 등을 구했다.), 장롱(양복장), 화장

대(경대), 놋밥 그릇 2벌, 놋대야(방짜), 놋요강, 양은

냄비 셋트, 양은 솥(당시에 비쌌다.) 등을 준비해 주셨

으나 이것 중 일본인들에게 놋대야는 나중에 빼앗겼다.

결혼 후 남편이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오면 집에

서는 맛이 없다고 하였다. 아지노모토를 넣지 않아서였

다. 가게에서 아지노모토를 사다 조금씩 음식에 넣어 먹

었다.』

<사례10>의 배경은 서울이고 계층은 중산층 정도의 일반

서민이다. 위 사례에서는 일제시대 일본 음식이 한국에 영

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이 서울에 많

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식습관인 미소 된장국, 오뎅, 단무지

는 한국인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익숙한 음식이 된 것이

다. 또한 아지노모토라는 화학조미료는 외식을 자주하는 직

장인의 입맛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이 공장에

서 제조한 식품을 사 먹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일제 강점기이

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 일반이 그러하듯 일본

도 한국에 그들의 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삼고자 한반도에 그

들의 식품공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지노모토라는 이름으

로 지어진 글루타민산은 음식을 만들 때 온갖 고생을 하여

양념을 만들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강력하게 맛을 내며 신

비의 맛을 내는 최고의 조미료로 사랑 받기 시작 하였다. 아

지노모토는 1908년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1930~40년대

한국의 일반 서민들의 식탁에서도 맹위를 떨쳤음을 알 수 있

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아지노모토는 일본 식민지의 이미

지와 결부되어 한때 판매 되지 못하였으나 1958년 대상그

룹의 모체인 미왕산업사에서 일본의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에

서 기술을 배워와 아지노모토의 한국식 이름인 미왕이란 상

표를 붙여 화학조미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Figure 2>.

<사례10>에서 볼 수 있는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은 음식생

산과 유통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새벽 나무전 근처에는 뜨끈한 팥죽을 파는 장

사들이 늘고, 기계의 발달로 마을 곳곳에는 방앗간이 생겨

나 들기름, 참기름은 방앗간에서 손쉽게 짜게 된다. 또한 집

에서 만들던 두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고, 종로와 같은 도심에는 전문적인 떡집이 생

기고 국수를 생산하는 국수집 또한 곳곳에 생겨나게 된다.

골목에는 두부 장수 뿐만 아니라 굴비 장수, 메밀묵 장수 들

이 넘쳐나게 된다. 도시화가 촉진되고 화폐의 유통이 본격

화 되며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나 음식이 조금 더 효율적으

<Figure 2> 女苑 1964. 1



전통세대의 음식문화특성 연구 627

로 일반인들에게 공급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집집마다

절구가 있어 곡류나 가용식품을 집에서 가공하여 사용하며

즐겨먹는 떡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식재료인 푸성귀는 집근처 텃밭에서 길러 식용하게 된다. 이

와 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서히 음식의 생산과 유통에 인

스턴트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통생활방식인 자급자

족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1930년대 서울의 모습

은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식생활 모습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례11 Lim씨: 1950~60년대 서울 상경인의 삶

1941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먼 친척의 소개로 대동모방이라는 방직

공장의 검사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중졸학력을

가진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단순 생산직이 아닌 검사실

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전수학교라는 인가되지

않은 고등학교지만 야학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여

기에서 야학 선생님인 남편을 만나 연애를 거쳐 결혼하

게 되었다. 9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경제적 상황이 넉넉

한 편은 아니였으나 친할아버지의 교육열이 남다르셔서

여자이면서도 중학교를 나올 수 있었다.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댁 가족까지 12식구가 살아가는

대가족이었다. 어린시절(1941~1956) 즐겨먹었던 음식

중 기억에 남는 음식은 콩밭사이에 심은 연한 열무로 담

은 열무김치가 여름이면 참 맛있었다. 또한, 고구마순

을 삶아 된장국을 끓여 먹었고 시금치와 다른 나물들로

죽을 끓여 먹었다. 봄철 식량이 떨어지면 쌀겨로 개떡

을 쪄 먹고 이른 봄 풋보리를 따다 보리죽을 쑤어 먹고

익은 보리가 수확되면 보리밥을 해먹었다. 밀이 수확되

면 수제비로 주로 점심을 해결했다. 바닷가 근처라 바

지락이 흔하여 주로 바지락을 넣어 국수, 된장국, 미역

국 등을 요리하였으며 가마솥에 통태 2~3마리를 무를

넣고 푹 끓여 여러 식구들이 둘러 앉아 먹는 맛이 최고

였다. 들기름을 짜고 남은 깻목과 신김치를 된장찌개에

넣어 깻목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으며 산초기름을 내어 나

물을 무쳐먹거나 김구이를 해 먹었다. 생일날이면 해 주

신 무시루떡이 가장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이다. 중학교

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방직공장에서 기숙사 생

활(1956~1962)을 하며 먹었던 음식 중 기억에 남는 음

식은 양배추로 담은 양배추 김치와 양배추 볶음이다. 배

추김치보다는 맛이 없지만 자주 먹다보니 익숙해 졌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카레라이스, 자장밥, 자장면 등이 나

왔다. 처음에 카레냄새가 한약냄새 같아 먹지 못하였으

나 자주 먹다 보니 길들여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주위

식당에서 불고기, 보쌈김치 등의 외식할 기회가 많아 새

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식당에서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집에서 만들어 보고 재현해 본다. 김치찌개, 된

장찌개, 나물 무침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이다. 왜냐하면

느끼함이 없고 개운하며 김치를 먹어야 안심이 되고 식

사를 한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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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거치면서 가속화 되었다. 예컨대 총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1920년에 3.4%, 1930년대에

5.6%, 1949년에는 17.3%, 1955년에는 24.5%, 그리고

1960년에는 28%로 계속 증가하였다(Ryu 1990). 이러한 인

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이농향도(離農向都)현상으로 젊은

이들은 돈벌이가 좋은 도시로 몰려가면서 농촌사회는 오랜

세월 자급자족해 왔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자

급자족했던 농경사회에서 잘 살아 보자는 산업사회로 접어

들면서 농촌은 변해가기 시작한다. 대가족은 급속히 해체되

었고 품이 많이 드는 여러 농사작물을 조금 생산하던 종래

방식에서 품이 덜 들 뿐 아니라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농작물 품종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게 된 것이다. 화학비료는 고된 거름주기를 대신해 주었고

제초제가 김매기를 일거에 뿌리 뽑았으며 농기계는 소와 함

께 여물통까지 깔끔하게 비워버리면서 농촌은 얼마 남지 않

은 일손으로 감당할 정도로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떠들썩

하기만 했던 5일장 대신 상설가게가 속속 문을 열고, 돈을

꿔주는 협동조합도 생기면서 제법 근사해졌다. <사례11>에

서도 볼 수 있듯이 농촌의 젊은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

울로 상경하여 방직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다. 방직공장 기

숙사 식당에서 어린시절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을 접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양배추 김치, 카레라이스, 짜장밥 등

이다. 양배추 김치 역시 다마네기 김치처럼 새로운 식재료

를 받아들여 전통방식으로 양념하여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창조한 예라 할 수 있다. 양배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 유래된 식품이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

는 미국이나 일본을 통하여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00년 일본에서는 돼지고기를 템뿌라처럼 많은 양의 기름

속에 넣어 튀기는 딥팻 플라잉 방식으로 돈가스라는 새로운

<Figure 3> The Chosun Ilbo 195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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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풍 양식을 만들어 내는데 이때 가니시(garnish)로 양배

추채가 역할을 맡게 되어 돈가스를 먹은 후에 입안에 남는

느끼함을 없애 주어 인기가 좋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눈물

에서 태어났다’고 일컬어지던 ‘양배추’는 17세기 후반에 남

만으로부터 나가사키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모란채라고 불

리며 관상용으로만 취급되다가 1871년에 홋카이도로 전파되

면서 채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캐비지라고 불리

던 양배추는 음식으로는 크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돈가스에

곁들여지면서 드디어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었다(Okadadess

2006). 우리나라에 양배추가 몇 년에 전하여 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기 힘들지만 <사례11>과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을 전후로 보편적인 식재료로 사용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58년 7월 3일자 지면에서

도 ‘양배추 생채’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The Chosun

ilbo 1958). 또한, 1948년 일제시대 교육계에 몸담았던 지

성인 손정규씨가 쓴「우리음식」이라는 조리서에도 ‘양배추

김치’가 언급된다(Lee 1992).「양배추를 적당히 썰어 씻어

소금을 뿌려 저린 후 파, 마늘, 생강, 고추를 섞어 잠간 두

었다가 국물을 부어 하루나 이틀 후에 먹는다.」. 양배추라

는 외래 식재료가 파, 마늘, 생강, 고추라는 한국식 양념류

와 만나 김치라는 전통조리법으로 요리되어 새로운 형태의

한국음식인 양배추김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

운 식재료가 다른 문화권에 유입될 때 전통방식의 양념류와

조리법으로 적응될 때 새로운 문화권에 가장 쉽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카레라이스 역시 일본에서 개발한 일양절충요

리의 하나이다. 카레는 다양한 향신료의 혼합으로 인도에서

유럽으로 전해져 다시 일식 요리인 카레라이스가 된 것이

다. 일본에서는 고기의 양이 줄어들고 감자, 당근, 양파와

같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엔 일제 식민

지를 거치면서 일본음식인 돈가스, 카레라이스는 경양식이

란 이름으로 새로운 서구 음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양(洋)

배추, 양(洋)파, 양(洋)식 모두 서양을 의미하는 양(洋) 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모두 서양의 식재료나 음식을

일본에서 먼저 받아들여져 보편화되었다가 일제식민지 시대

두 나라간 사람들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받

아들여지고 널리 사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례11>

에서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는 서울의 작은 방직공장 기

숙사 식당의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 2월 28일자 조선일보 석간에 ‘돼지고기로 맛나는 카

레요리’라는 신문기사가 실렸다. 카레라이스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1950년을 지나며 도시화, 산업화가 가

속화되면서 일반서민들에게도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일본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자장밥과 자장면 역시 1950년대 보편

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중국 상인들

이 들어오면서 거주하기 시작한 화교들이 해방 이후 중국대

륙이 공산화 되면서 돌아 갈 수 없고 정부에서 화교들의 무

역을 금지시킴에 따라 화교들은 적은 자본과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

면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한국화된 ‘중국음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

다. 자장면의 급속한 보급은 바로 1950년대 시작된 미잉여

농산물의 도입으로 밀가루 가격이 값싸졌기 때문이다. 값싼

밀가루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화교들은 쌀값과 비

교 할 수 없이 값싼 밀가루로 경제력을 가지며 가장 대중적

인 외식품목으로 자장면을 자리 잡게 하였다(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1998). 1950년대 후반 원조물자를

토대로 하는 면방, 제분, 제당공업의 삼백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대거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군

을 형성하게 하였고, 또한 밀가루의 대량수입은 근로자의 저

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분

식을 매우 보편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Kim & Chung

2009). 위와 같이 한국의 전통세대들은 20세기 격동적 삶

을 살아오면서 환경의 압박이 올 때 주어진 환경을 수정하

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해 내는 생활의 지혜를 보여 왔

던 것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격동적 삶을 살아 온 20세기 전반기 한국 전통

세대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 생애사 속 한

국음식의 의미와 전통세대들의 음식문화특성이 무엇이며 이

러한 특성들이 현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

고자 시도되었다. 사례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법을 이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토대로

얻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

으로 전통세대의 음식문화 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발효음식 중심의 슬로푸드(slowfood) 식생활이다.

전통세대들의 식생활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

치, 된장, 젓갈, 장아찌 등의 발효음식 중심의 일상식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식품의 장기간 보전을 위한 기능적인 방

법으로 창안해 낸 발효음식들은 모두 상당한 자연의 속도에

의해 숙성기간을 거쳐야 하고 제철에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생산된 식재료로 만드는 절기음식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서 슬로푸드라고 할 수 있다. 발효음식을 통한 밑반찬의 확

보는 양적으로 모자라는 음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

니라 질적으로 모자라는 영양소의 제공에도 커다랗게 기여

하고 있다. <사례1>에서 Kim씨는 한국음식에 있어서 장류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애자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어

린 시절 화롯불 위 뚝배기에 끓여 아버지와 함께 먹던 ‘비

지장’을 꼽았다. <사례2>에서 Song씨는 한국대표음식을 멸

치젓, 새우젓, 밴댕이젓, 황석어젓, 마늘장아찌, 오이장아찌,

김장아찌, 파래장아찌, 계란장아찌, 오이장아찌, 호박장아찌,

고추장아찌, 굴비장아찌 등 젓갈과 장아찌 위주의 밑반찬을

꼽았다. 찬거리를 쉽게 사서 찬을 장만할 수 없는 옛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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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식품을 가지고 저장식품을 얼마나 골고루 만들어 놓는

지에 따라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사례3>에서 Kim씨는 김치의 숙성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으며 김치는 다른 발효식품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

한 발효과정을 거치므로 발효온도, 식염농도, 공기혼입 여

부 등에 따라 발효 속도나 양상이 달라진다. 즉, 김치의 숙

성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알고 통제하는 것이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한 비법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급자족의 자연친화적 식생활이다. 전통세대는 재

료생산, 저장, 전처리, 조리단계 등 음식 생산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감당했다.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세대로 씨

앗을 땅에 뿌려 계절에 맞게 수확하며 수확된 식품을 건조

하여 보관하거나 발효시켜 장기간 보관하여 식량으로 사용

하였다. 대가족이 한군데 모여 살며 자급자족 했던 당시는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거기에 잘 어울리는 농작물을 다

양하게 심고 거뒀으며 가족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다품종 소

량생산으로 자급자족하여 수많은 동식물로 어우러지는 건강

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사례4>에서 Lim씨는 갯벌에서

꼬막을 캐다 죽을 쑤고, 톳은 죽이나 나물로, 감태는 뜯어

새콤한 감태김치를 담고, 뜸배기로는 탕을 끓여 제사상에 놓

았다. 산에서는 딱지, 엉겅퀴나물을 뜯고 어린 소나무 껍질

을 벗겨 콩가루를 묻혀 떡을 해 먹었다. <사례5>에서는 강

원도 산간지역 전통세대들의 식생활 예로 곤드래나물, 삽초

싹나물, 딱주기 등 제철에 생산되는 강원도 특유의 나물이

나 옥수수, 수수, 메밀, 서숙, 감자 등과 같은 잡곡 위주의

곡류음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

건에 따라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지역특산물들이 산출되고

집집마다 음식의 재료와 양념과 조리방식이 달라 음식문화

의 생명인 다양성이 살아있는 특색있고 독창적인 음식문화

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색있는 음식은 가족과 지역의 역

사가 반영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식

생활이다. 전통사회에서 의료기술의 취약함은 질병의 치료

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하였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소 공급원인 음식 섭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었다. 전통세대들의 구술면담을 통해서도 역시 ‘밥이 보

약이다’라는 약식동원의 식생활을 공통적인 특성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 <사례6>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고아 먹

고 장질부사(장티푸스)를 이겨내는 경우 <사례7>에서도 번

데기 2말을 먹고 장질부사를 이겨낸 경험담을 이야기 해 주

고 있다. <사례7>에서는 번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초를

응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담이 소개되었다. 간의 해독

작용에는 참빗나무를 달여 먹고, 피부병과 부스럼에는 우슬

초와 구절초가 좋고 익모초는 배 아프거나 여름타서 입맛이

없을 때 좋고 중풍에는 진달래 뿌리를 달여 먹고, 산후조리

에는 창출과 딱지를 월경불순에는 금강초를 달여 먹는 등 건

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8>에서는 소변 누기 힘든 할머니들이나

출산 후 산모 부기가 가라 앉지 않을 때 홍어탕을 먹으면 특

효약이 된다고 하였다. 홍어에 들어 있는 유리 아미노산을

비롯한 양질의 단백질은 급격한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산후

부종 회복에 도움을 주며 홍어의 항균성, 항암성은 여러 신

장기나 비뇨기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홍어의 항균성

과 항암성은 발효가 진행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생홍어 보

다는 발효된 홍어의 생리적 효능이 뛰어나다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세대의 음식문화 특성은 격동적 삶에 적응하는

창조적인 식생활이다. <사례9>에서 Moon씨는 일제 식민지

도일(渡日)자들의 궁핍하였던 식생활 가운데 배추가 귀하여

서 배추 대신 일본인들이 다른 요리의 부재료로 많이 사용

하는 다마네기(玉 )를 이용하여 새로운 양파 김치를 담았

다는 이야기가 한다. <사례10>에서는 1930년대 서울 생활

모습에서 일본 음식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당시 일본인들이 서울에 많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음식

인 미소 된장국, 오뎅, 단무지는 한국인도 쉽게 접할 수 있

으며 익숙한 음식이 된 것이다. 또한 아지노모토라는 화학

조미료는 외식을 자주하는 직장인의 입맛을 변화시키기 시

작하였다. <사례11>에서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상경

하여 방직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어 기숙사 식당에서 어린시

절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양

배추 김치, 카레라이스, 짜장면 등이다. 양배추 김치 역시

다마네기 김치처럼 새로운 식재료를 받아들여 전통방식으로

양념하여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창조한 예라 할 수 있다. 양

배추라는 외래 식재료가 파, 마늘, 생강, 고추라는 한국식

양념류와 만나 김치라는 전통조리법으로 요리되어 새로운

형태의 한국음식인 양배추김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한국

화된 중국음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장면의 급속한 보

급은 바로 1950년대 시작된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밀가

루 가격이 값싸졌기 때문이다. 값싼 밀가루를 대량으로 공

급받을 수 있었던 화교들은 쌀값과 비교 할 수 없이 값싼 밀

가루로 경제력을 가지며 가장 대중적인 외식품목으로 자장

면을 자리 잡게 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의 전통세대들은 20

세기 격동적 삶을 살아오면서 환경의 압박이 올 때 주어진

환경을 수정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해 내는 생활의 지

혜를 보여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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