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맛과 멋 (허남춘) 

 

1. 제주의 어제와 오늘 

 

제주는 예전부터 장수하는 곳이었다. 음식에 그 신비가 감추어져 있을 듯하다. 산해진미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덜 먹고 부지런히 움직였기 때문에 장수한 것이다. 벼농사도 어려운 척박한 땅

에서 살려면 다양한 것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했다. 양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짝짓기 해서 

음식 종류도 많다.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여 겨울에도 텃밭에서 얻어먹을 것이 있었다. 적당한 크

기의 섬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끼리 반목하지 않고 지내는 슬기도 몸에 두르고 살았다. 이런 

모든 요소가 제주를 장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제주는 수상하다. 아토피 환자도 많다. 패스트푸드에 노출된 1세대가 엄마 아빠가 

되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다. 쓰레기 음식을 먹고 만든 아이가 아토피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대표음식이 흑돼지고기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돼지를 삶아 해

초와 함께 끓이는 조리법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돼지고기 육식이 대표는 아니다. 육식을 

줄이고 삼가는 것이 장수 비법이고 제주도를 청정한 관광지로 만드는 비법인데 선조의 지혜를 잃

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는 슬로푸드, 로컬푸드를 실현할 적당한 크기의 섬이다. 육식 위주의 패스트푸드를 자제하

고 제주 특유의 슬로푸드지만 빠르게 조리되는 특성을 살려야 옳다. 물에 된장 풀고 생선 썰어 

넣고 야채 손으로 뜯어 넣으면 완성되는 물회같은 음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탄소 발자

국이 엄청난 글로벌푸드를 배제해 나가면서 제주지역 농수산물을 브랜드로 키워나가면 건강과 힐

링의 섬이 되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토산 음식, 친환경적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된다.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근대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헛되게 이야기해 왔다. 

모두 거짓이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 참된 삶이다.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해월거사) 먹는 것

이 만사임을 곱씹어 볼 일이다. 첨언 하나,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2. 제주의 자연환경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경작 가능 토지가 협소하였다. 제주 전체의 약 27% 정도가 경작지였

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고, 토심이 얕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작 작물도 다양

하지 않다. 게다가 마 목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토지를 잠식당하고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물론 중

산간 지역에는 광활한 목초지가 있어 목축업이 발전하게 된 이면도 있다. 제주의 토지는 다공질 



분석과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인해 물이 고이지 않고, 하천도 홍수 때만 흐르는 건천이어

서 논농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밭농사 위주로 발전하였다. 

제사나 명절 때의 소용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밭벼(산도)를 심었는데, 세종조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목에 3977결의 밭과 31결의 논이 있었다고 하고, 일제말기에는 밭이 39,095 정보이고 논이 

477 정보였다고 하며, 1975년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총면적 1,820㎢ 중 농지면적은 505.68㎢이

고 그 중 밭은 496.01㎢, 논은 9.67㎢로 논은 경지 총면적의 1.9%이다. 과거에 1% 정도에 지나

지 않던 논은 최근에 들어 많이 만들어진 점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주된 곡식은 겉보리, 조, 메밀, 

콩, 팥, 기장, 등의 밭작물이다. 그 중에서도 보리와 조가 주로 재배되었다. 1970년 이전까지 꽁

보리밥, 보리 혼식밥, 잡곡밥, 조밥, 고구마밥, 반지기밥의 순서로 애호되었다고 한다.  

제주에 있어 태풍은 먹고 사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 존재이다. 현종 11년(1670) 경술년의 대흉

년, 숙종 39년(1713) 계사년의 대흉년, 정조 18년(1794) 갑인년의 대흉년은 모두 태풍 피해에 

의한 것이었다. 정조는 흉년 이듬해인 1795년에 진휼미 25,000여 석을 하사하였다고 하고, 이때 

김만덕도 450 석의 진곡미를 원납하였다고 전해진다. 태풍 피해로 인해 그나마 잡곡밥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구황식품 등 잡다한 음식류가 개발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의 음식 품목

수가 다양하여, 제주는 450여 종, 전주는 285 종, 오끼나와는 150여 종이라고 했다. 이 통계 숫

자는 상위분류와 하위분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비를 시도한 측면도 있고, 두 식품의 짝짖기

에 의해 이루어진 식품을 한 단위로 인정하여 제주의 식품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있지만, 제

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음식류가 개발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

다. 

제주는 밭을 중시하였다. 밭작물인 잡곡을 주식으로 하였고, 텃밭에서 채소류와 양념류의 부식

을 얻었다. 그런데 제주민들에게 밭은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의 앞바다를 역시 밭이라 

칭하고 있다. 바다밭에서는 톳(톨)․모자반()․미역 등의 해초를 채취하였다. 그래서 풍부한 채소

와 해물이 제주 음식의 한 특징을 이룬다.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가 된다는 점은 한반도와 다른 음식문화를 낳았다. 잡곡밥과 다양한 국

류(생선국, 해초국, 채소국) 그리고 다양한 구황식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결부된 독특한 음식문

화라 하겠다.  

 

3. 제주음식의 장점 

 

1) 가공식품에서 천연식품으로: 천연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통음식에 담긴 민족지를 중시

해야 한다. 해산물과 산채를 이용하는 지혜를 되찾아야 하고, 장수식품이 지닌 장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2) 패스트푸드에서 슬로푸드로: 바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조건 속에서 마냥 슬



로푸드를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전통 먹을거리의 간편한 조리법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시간 조리하는 불편함 때문에 주부들이 부엌을 떠나 간편한 주문음식

을 즐기거나 외식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전통 음식은 슬로푸드이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죽 떡 국과 같은 단품식품 위주의 식단은 슬로푸드이면서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소박한 밥

상이다.  

3) 육식 위주에서 채식 위주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가시화된 육식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인간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으로 육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육식의 위기 상황에서 제주의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대체식품으로 삼을 수 있다. 삶아 

먹기를 즐기는 제주의 돼지고기 조리법이 중시되야 한다. 아울러 돼지 사육의 리싸이클링과 생태

적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중시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어야 한다. 

4) 글로벌푸드에서 로칼푸드로: 전통적 사회의 한국에서 모두 중시하던 지역식단과 계절 식단

을 중시해야 한다. 지역 농수산물의 장점을 알고, 그것이 지역 농민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글로벌푸드에서 야기된 불공정무역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글로벌푸드

의 비윤리성과 비위생성을 지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먹을거리를 보호함으로서 지역의 생물 

종다양성 확보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