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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광주·전남은 예로부터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와 산,
들,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오랫동안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맛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에서도 광주와 전남의 김치는
가장 풍요로운 맛과 정취를 담고 있어 ‘전라도 김치’,
‘광주 김치’라는 고유명사로 알려질 정도다.
광주·전남의 김치는 갖은 채소를 비롯해 멸치액젓과 찹쌀풀죽,
통깨 등 양념을 듬뿍 넣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김치
제조법의 표준처럼 정착되고 있어 광주·전남 김치가 우리나라
김치문화에 미친 영향이 과히 가볍지만은 않다.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김치 축제인 광주세계김치축제를 26년간 꾸준히
주도해 온 것도 우리나라 김장문화의 맥락에서 광주·전남 김치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우리나라
김치문화의 출발점이라고 스스로 밝혀 왔지만, 특색 있는
지역 김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2019년 세계김치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광주·전남 지역의
토속 김치부터 현대 김치까지 특성과 종류, 역사적 배경,
지역 방언의 변화와 이야기를 찾아 정리함으로써 정체성을
정립했다. 연구한 자료는 광주세계김치축제 〈광주·전남토속김치
특별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으며, 전시를 통해 소개한
김치와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는 1946년
전남에서 분리된 제주도를 포함해 광주·전남 각 권역의
김치 24종과 종가의 김치 10종, 명인의 김치 12종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지역 김치문화의 전승에 기여하는 것이며,
광주·전남 김치가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 김치의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문화 연구진 일동

책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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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ed around Gwangju, 
Kimchi was Complete

광주로 모여
김치가 완성되다

전라남도의 중심, 광주
Gwangju, Heart of Jeollanam-do

광주 일대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나주, 함평, 장성, 담양, 화순 지역과
함께 영산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마한 세력의 명맥이 유지되어
범위를 확장해 왔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는
나주였다. 그러다가 고종 33년(1896년)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뉘
면서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었고, 전라남도의 구심점이 광주로 옮
겨졌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남재판소, 근대 교육기관 설립, 호남
선 개통 등으로 행정, 사법, 금융, 통신, 상업, 교통 중심지의 역할이 공
고해졌고, 전라남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광
주는 명실공히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서로 다른 지방 문화를 가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도시 생활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서울 시민들과 달리, 광주 시민들은
전라남도 인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 터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와 전라남도는 행정 구역만 나
뉠 뿐, 같은 문화와 정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김김 김김김김

김

나주 남평시장(1910년대) 출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Gwangju was born when the ancient Mahan
forces along the Yeongsan River expanded
their scope through satellite settlements,
reaching out to the neighboring areas
including Naju, Hampyeong, Jangseong,
Damyang, and Hwasun. Until the Joseon
Dynasty, Naju was the center of Jeollanamdo. However, in 1896, or the 33rd year of
King Gojong’s reign, Jeolla-do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nd Gwangju grew
to be the hub of the southern region as it
1

became the site for the provincial offic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Gwangju developed into the local center
of administration, judicial affairs, finance,
tele com mu n ic at ion s , com merce a nd
transport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2

the Jeonnam Court an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on top of the opening of Honam
line expressway. It had massive influx of
residents from neighboring areas ever since,
which made it an unrivalled central city of
Jeollanam-do.

3

Unlike Seoulites, who gathered from

1. 1
 872년 광주 지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2. 광
 주역에서 바라본 광주시가(1960년대)
3. 광
 주.송정리 간 고속화도로(1970년대)

their own hometowns across the country
with different cultures to live in a single
city, Gwangju citizens were mostly from
the neighboring Jeollanam-do region
and were still organically connected to
their hometowns. Although Gwangju and
Jeollanam-do are different administrative

12

districts, both are strongly linked through
culture and sentiment.

13

광주ㆍ전남 음식문화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Gwangju, Jeollanam-do Food Culture

“전라도 음식은 맛의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다. 서해와 남해로 둘러싸
인 전라도는 바다와 넓은 갯벌이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했고, 양질의
어장과 많은 포구를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과 조선업, 해운업이 발달
했다. 이는 조선 영조(1724년~1776년) 때 수산업 관련 세금 납부 현황에
서도 잘 나타나는데, 전라도에서만 전체 세금의 40%를 납부할 정도
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도는 온난한 기후에 기름진 농토가 많아 예로
부터 한반도를 풍요롭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모내기 등
새로운 농사 기술이 보급된 16세기 이후에는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
을 책임졌다. 이와 같은 넉넉한 경제 여건과 풍부한 산물은 전라도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에 충분했고, 18세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
장에서 판매하는 식자재로 한정되어 음식을 만들어야 했던 서울과는
다른 전라도만의 독특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김김김 김김김김

김

It has been said that “The cuisine of Jeolla

Province is the very art of taste.” Surrounded by 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Jeolla Province has developed its
f isheries, shipbuilding a nd shipping
industries, with high-qualit y f ishing
grounds and main ports. This is proven
in the status of tax payments from the
fisheries industry during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1724-1776), when
Jeolla-do alone accounted for 40 percent of
the total taxes of the nation.
T ha n k s to it s r ich fa r m la nd a nd
warm climate, Jeolla Provinc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enriching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16th century, when
new farming techniques such as rice
planting were introduced, Jeolla Province
has been responsible for more than half of
the national finance. Thus, whereas 18thcentury Seoul had limited ingredients
available in its markets mainly due to its
urbanization in progress, Jeolla Province
was naturally well-equipped to develop its
unique food cult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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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음식은 다양한 식재료와 집마다 다른 손맛 덕분에 하나
의 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즉 전라도의 음식은 그 특징을 규정하
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
양한 식재료를 풍부하게 넣어 감칠맛을 내고, 따뜻한 기후 조건에 따
라 간을 강하고 진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특징은 김치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The characteristics of foods from Gwangju
and Jeollanam-do cannot be stereotyped
into a single framework as there are so
many diverse ingredients and individual
cooking skills. They have a wide variety
of nature that is hardly defined in one
sentence. However, there still are commonalities. They are enriched with colorful
ingredients which give strong flavors and
added with strong seasonings in order to
cope with the relatively warm climate. This
trait remains in full in the local kimchi as
well.

김김김 김김김김

김

전라남도 김치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Kimchi in Jeollanam-do

지역마다 기후와 지형이 다르듯이 김치는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특유의 맛과 재료를 가지고 발전해 왔
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소금 간을 싱겁게 하고 김치는
양념을 진하지 않게 하여 배추, 무 등의 주재료가 내는 깔끔하고 담백
한 맛을 추구한다. 반면 남부 지방에서는 소금이나 다양한 젓갈을 넣
어 짜게 담그고, 풀죽을 넣어 양념을 걸쭉하게 만들어 배춧잎 사이에
듬뿍 바른다.
전라남도 음식은 풍부한 곡식과 해산물, 산채 등의 산물이 많아
다른 지방보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다. 전라남도 김치는
양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춧가루보다 고추를 물에 불려 갈아 사
용하며, 여기에 찹쌀로 만든 풀죽을 넣어 양념을 걸쭉하게 만들어 듬
뿍 버무린다. 김치를 담글 때 멸치젓을 많이 써서 색이 탁하고 짠 편
이지만, 깊은 맛을 내며 통깨를 많이 사용한다.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서는 배추김치를 담그고 군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2∼3일이 지나
따로 만들어 둔 김칫국물을 붓지만, 전라도 배추김치는 김칫국물을
따로 붓지 않는다.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김치로는 여수 돌산갓김치,
고들빼기김치를 비롯해 나주 동치미, 깻잎김치, 우엉김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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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ifferent regions have different climate
and geographical features, so does kimchi
in its ingredients and tastes. It has developed into various kinds according to its
home region. In Seoul and north central
area, kimchi has a clean and plain taste,
made predominantly with ingredients
such as cabbage or radish, and features
a light seasoning. In southern area, in
contrast, it is characterized by its thick
seasoning including various salted fish and
rice porridges which are applied heavily
between cabbage leaves.
In Jeollanam-do, where grains, seafoods, and wild herbs are plentifully produced and thus foods are rich and lavish
in general, kimchi makes abundant use of
seasonings. It uses red peppers that are
soaked in water before they are ground
rather than dried red pepper powder. They
are mixed with paste-like rice porridge and
heavily spread between the cabbage leaves.
Anchovy sauce is also much used, which
makes kimchi deep in color and strong in
taste, along with sesame seeds. In addition,
cabbage kimchi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s completed when separately
prepared kimchi soup is added after being
marinated for two or three days in order to
prevent it from smelling unpleasantly, while

include Gat (mustard leaf ) kimchi and

김

have this process in the making. Varieties

김김김 김김김김

cabbage kimchi in Jeollanam-do does not

Godeulppaegi (narrow-leaved hawk's-beard)
kimchi from Yeosu region, Dongchimi
(radish watery kimchi), Kkaennip (sesame
leaf) kimchi and Ueong (greater burdock)

kimchi from Naj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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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으뜸 젓갈, 멸치젓
Salted Anchovy, 
the Best Salted Seafood of Jeollanam-do

전라도 지역은 조선 시대까지 전국 소금 생산량의 40 %를 차지할 만
큼 풍부한 소금 생산지였다. 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고장마다 각자
의 방식으로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은 그 맛이 천차만별이었다.
젓갈 중에서도 전라남도 김치에서 빠질 수 없는 멸치젓은 멸치를
소금에 절여 삭힌 젓갈이다. 멸치의 주요 산지인 남해안 지역에서 많
이 담그며, 5월에서 7월 사이에 나는 싱싱한 멸치를 사용한다. 멸치
한 궤짝에 소금 두 되 반 정도를 넣어 담그는데, 보통 2 ∼3년 숙성된
멸치젓을 음식에 사용한다. 멸치젓은 쌀이 주식인 한국인들에게 부
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 주고,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해 옛날부
터 즐겨 먹은 발효음식이다.
멸치젓은 숙성시킨 채 용수를 박아 새어나온 액젓을 떠서 사용한
다. 또는 옹기에 그대로 담아 그늘진 곳에 멸치 뼈가 삭아 없어질 때
까지 뒀다가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 숙성시키고, 불에 올려 끓인 뒤 한
지에 걸러 여과시킨 고운 액젓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라남도에서는
주로 멸치젓을 사용하지만, 조기젓, 황석어젓, 갈치젓, 새우젓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젓갈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식자재 유통의 한계로 타 지역에서
전라남도 김치를 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
반, 교통의 발달로 서울까지 멸치젓 유통이 가능해졌고, 여러 신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치 만드는 법이 소개되었다. 지금의 김치는 멸치액
젓과 찹쌀풀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기본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전
라남도 김치 맛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전국의 김치 제
김김김 김김김김

김

조법에 영향을 준 것이다.

The Jeolla region was rich enough to account for 40 percent of the nation’s salt
production until the Joseon Dynasty. Each
salted seafood has its own different taste, as
the fish caught is salted in a different way.
Salted anchovy is a fermented slated
seafood made by salting anchovies. It is
often made in southern coastal areas, the
anchovy-growing district, and uses fresh
anchovies from May to July. To prepare
salted anchovy, take a box of anchovies and
add two and a half times the amount of
멸치젓 내리기(함평 계일헌 종가)

salt, and marinate for two to three years. As
Korea has a rice culture, salted anchovy is
used to supplement the lack of protein and
calcium. It can be stored for a long time, so
this fermented food has been enjoyed since
long ago.
Salted anchovy is used by scooping
the sauce from the barrel of fermented
salted anchovy: a special basket filters
the dregs out. The anchovy sauce can also
be obtained by putting it in a shady place
until the anchovy bone is removed and
then moving to a sunny place. It should
then be boiled and filtered by traditional
paper Hanji . Although the Jeollanam-do
mostly uses salted anchovy, other various
salted seafoods are also used such as
salted croaker, salted yellow corvina, salted
hairtail, salted shrimp,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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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Jeolla food had a good reput at ion , lot s of hou sew ives wa nted to
learn how to make Jeollanam-do kimchi.
However, limitations in food distribution
meant that it was not easy to get the
requisite ingredients. In the mid-1930s,
transportation developments enabled the
distribution of salted anchovy, and soon
the recipe for Jeollanam-do kimchi was
appearing in newspapers. Nowadays,
anchovy sauce and glutinous rice porridge
are commonly used together, as people
fell in love with the taste of Jeollanam-do
kimchi, not only in Seoul but across the
whole nation.

김김김 김김김김

김

1934년 11월 13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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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의 채소류와 각종 젓갈, 해산물,
천일염과 같은 원재료를 인근 지역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만큼
김치의 재료가 신선하고 풍부하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넉넉한
광주 사람들의 인심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버무린 양념의
풍성함 속에 녹아 있다.

The secret of Gwangju kimchi is its fresh, rich raw ingredients, 
including vegetables such as kimchi cabbage, radish, red pepper, 
garlic, and green onion, in addition to various salted fish, seafood, 
and bay salt. The generosity of the Gwangju people, naturally 
affected by their environment, is found in the richness of their 
kimchi seasoning.

Gwangju Kimchi,
Favored by Everyone

따라 하고 싶은 맛,
광주김치

전라도식 배추김치

JEOLLA-STYLE 
CABBAGE KIMCHI

김경미 명인

광주김치

전라도식 배추김치
고춧가루 대신 빨간 고추를 물에 불려 돌절구(돌확)나 분쇄기에 걸쭉하게 간 다음
멸치젓을 비롯하여 여러 젓갈을 함께 섞어 양념을 만든다. 고추를 갈아 쓰는 이유는
고추 입자가 고우면 색은 예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The kimchi seasoning is made with soaked red peppers ground thickly in a
stone mortar or grinder instead of with fine powder. It is then mixed with
salted seafood including salted anchovy. The soaked peppers are ground
coarsely enough to preserve the taste rather than to make good colo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배추 2kg , 굵은 소금 300g,

 추는 푸른 겉잎을 떼고 이등분하여
1. 배

쪽파 50g, 미나리 50g, 마늘 30g,

소금물에 5∼6시간 절여 씻은 뒤

생강 10g, 마른 고추 50g,

체에 건져 물기를 뺀다.

멸치젓 150g, 찹쌀풀 150g

 른 고추는 물에 불리고 미나리와
2. 마
쪽파는 4cm 길이로 썬다.
 에 불린 마른 고추와 마늘, 생강,
3. 물
멸치젓을 믹서에 갈아 양념을 만든다.
 념에 썰어 놓은 미나리와 쪽파,
4. 양
찹쌀풀을 넣고 섞는다.

5.배춧잎 사이사이에 준비한 양념을
골고루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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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 무동치미

JEOLLA-STYLE RADISH
WATERY KIMCHI

김경미 명인

광주김치

전라도식 무동치미
동치미의 맛을 좌우하는 국물은 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달라 그 맛 또한 차이가 난
다. 소금물만으로 담근 서울 동치미에 비해 많은 재료를 넣고 만든 전라도식 무동
치미는 그만큼 깊은 맛이 난다.

Since the soup that determines the taste of Dongchimi, or watery kimchi, is
made in a different way from one to another, each taste is also different. While
it is made with only salt water in Seoul, it is made with several ingredients in
Jeolla and thus has a deep tast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 4.5kg, 배 200g, 쪽파 50g, 갓 50g,

 를 깨끗이 씻어 굵은 소금에 굴려
1. 무

삭힌 고추 6 ∼7개, 마른 고추 70g,
청각 50g, 마늘 50g, 생강 15g,

항아리에 넣고 2일간 절인다.
 파와 갓은 굵은 소금에 살짝 절이고,
2. 쪽

양파 70g, 무절임용 소금 200g,

배, 삭힌 고추, 마른 고추, 청각은

김칫국물용 소금물(물 10컵,

깨끗이 씻는다.

굵은 소금 적당히)

 늘과 생강, 양파는 믹서에 넣고 갈아
3. 마
청각과 함께 면 보자기에 넣어 묶는다.
 를 절여 놓은 항아리에 면 보자기와
4. 무
쪽파, 갓, 배, 삭힌 고추, 마른 고추를
넣고 떠오르지 않도록 돌로 눌러 둔다.
 10컵에 굵은 소금을 적당히 넣어
5. 물
김칫국물용 소금물을 만든다.
 금물을 부어 간을 맞추고 뚜껑을 덮어
6. 소
시원한 곳에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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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미 명인

김치의 특별한 발견

광주김치

김치는 다양하다

김경미 명인을 찾은 그 날은 때마침 김장 날이었다. 온 가
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풀죽
을 쑤고 양념을 버무리는 분주한 가족의 손길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선조들이 김장에 담고자 한 숨은 메시지가 있
을 것만 같다. 오랫동안 한국 전통음식과 김치를 연구하
고 가르치고 있는 명인이 정의하는 김치는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김치는 다양해요. 또 김치를 만드는 데 특별한
재료는 필요 없어요. 김치란 게 종합적으로 어울리는 채
소 발효음식이기 때문이죠.” 그의 말대로 이 지구상에 존
재하는 모든 식재료는 김치가 될 수 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거기에 마늘, 생강, 젓갈 등을 넣고 숙성시키면 김
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없어도
김치가 될 수 있을까? 이 의문 역시 명인은 명쾌하게 정리
한다. “없는 재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김치
담그는 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
에요.” 말레이시아의 새파란 푸른 망고로 깍두기를 만들
고 호박고구마로 김치를 만드는 명인의 행보가 뭐든 김치
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던 셈이다. 명인은 덧붙였다.
“김치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만들려는 마
음만 있으면 누구나 김치를 담글 수 있죠.”

새로운 발견

배추김치를 담그는 김경미 명인의 김장법이 독특하다. 무
김치도 아닌데 양념에 들어가는 무의 크기가 크고 넓적
하다. 양념에는 으레 무채가 들어간다. 이 무의 역할은 김
치의 맛을 더욱 시원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양념
에서 무는 빠지려야 빠질 수 없는 재료다. 명인은 무를 빼
지 않고도 양념이 깔끔하면서 주재료의 맛을 살릴 방법이

30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양념을 배춧잎에 직접 버무리지
않고 넓적하게 썬 무에 버무린 뒤 그 무를 배춧잎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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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켜이 끼워 넣었다. 그리고 배추에 양념을 살짝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담금법은 배추김치가 정갈하면
서도 배추와 무가 숙성되면서 서로 어우러져 맛깔스럽고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한다. 이렇게 배추김치를 담그기까지
오랜 시간 연구했을 만큼 무를 켜로 넣은 김치가 익었을
때의 맛을 상상하자 절로 군침이 돈다. “새로운 요리의 발
견이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고 했던 프랑스 최고의 미식가 브리야사바랭처럼 명인 역
시 새로운 발견에 행복하리라 짐작해 본다.

전라도식 김치

2019년 10월에 있었던 광주·전남 토속 김치 전시에서 김
경미 명인이 출품한 김치는 다름 아닌 전라도식 배추김치
와 무동치미였다. 서울에서 자란 그는 다른 김치도 많은
데 왜 전라도식 김치를 고집했을까? 그 이유를 묻자, “김
치라는 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데, 식재료가 풍부한
전라도 김치는 양념만으로도 다양한 채소와 젓갈을 사용
해 김치를 담가요. 그 자체만으로도 풍성하죠. 하지만 그
럼에도 지나침이 없는 점이 전라도 김치의 특별함”이라
고 명인은 말한다. 명인의 말마따나 음식 가운데 가장 풍
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것 하나 없는 김치야말로 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조상의 메시지

지금이야 사철채소가 나오지만, 채소가 잘 나지 않았던
겨울을 대비해 담가 먹었던 조상들의 김장은 상당히 지혜
로웠다. 김치라는 한 가지 음식을 통해 여러 채소를 골고
루 섭취하게 해 줬고,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 부족했던 영
양분을 보충해 주었다. 또 소화제 같은 약이 없었던 시절
광주김치

우리 조상들은 김치라는 발효음식을 통해 가족의 건강까

지 지킬 수 있었다. 이렇듯 김장은 영양적으로나 환경적
으로나 큰 의미를 지닌 한국 전통문화의 행사다. 도란도
란 둘러앉아 배추와 무 더미를 늘어놓고 양념을 버무리면
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김경미 명인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단순히 겨울을 대비한 저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온정을 함께 버무리고 나누라는 게
선조들이 김장에 남긴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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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김치

SMALL GREEN ONION
KIMCHI

김옥심 명인

광주김치

쪽파김치
강한 향을 내는 쪽파는 남도 지역 음식과 잘 어울린다. 특히 겨우내 땅의 기운을 받
은 쪽파는 단맛이 강하다. 겨울에 만들어 둔 쪽파김치는 묵은지처럼 완전히 익으
면 입맛 없는 여름철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별미다.

Small green onions have a strong flavor and thus make a good match with
dishes in Jeolla Province. Especially in winter times, they have a deep sweet
taste and are good to make kimchi with. Sometimes small green onion kimchi
is preserved until summer when it gets fully fermented and is enjoyed as the
delicacy of the season.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쪽파 2kg, 홍고추 5개, 배 100g,

1. 쪽파는 다듬어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사과 80g, 양파 60g, 생강 5g,

멸치액젓을 뿌리고 뿌리 부분은

멸치액젓 300g, 갈치속젓 100g,

40분 정도, 잎 부분은 10분 정도 절인다.

새우젓 30g, 다진 마늘 15g,
찹쌀풀 180g, 고춧가루 200g,
육수 1컵(표고, 마른 다시마,

 수에 찹쌀가루를 넣어 찹쌀풀을
2. 육
만든 뒤 식힌다.
 늘, 생강, 새우젓은 곱게 다지고,
3. 마

명태머리, 밴댕이, 배, 무말랭이,

배, 양파, 홍고추는 멸치액젓과

양파), 설탕 30g , 통깨 약간

갈치속젓을 넣고 믹서에 갈아 찹쌀풀과
섞어 양념을 만든다.
 가 절여지면 멸치액젓을 따라낸 뒤
4. 파
양념을 골고루 버무린다.
 깨를 뿌린 뒤 적당량씩 매듭으로 묶어
5. 통
김치 통에 엇갈리게 담는다.
*여름에는 찹쌀가루 대신 밀가루를 넣어
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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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갈이배추된장김치

WINTER-GROWN
CABBAGE SOYBEAN
PASTE KIMCHI

김옥심 명인

광주김치

얼갈이배추된장김치
미영밭(목화밭) 사이에 심어 둔 얼갈이배추를 된장에 버무린 김치로, 어린 시절 추
억이 떠오르는 맛이다. 된장에 버무린 얼갈이배추에 막걸리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
하게 담기도 한다. 배가 살살 아플 때 이 김치의 국물을 마시면 배 속이 편안해진다.

This is made with winter-grown cabbages planted between the cotton fields
and soybean paste. For many Koreans, this kimchi is a comfort food that
brings nostalgia for childhood memories. It is sometimes served with rice
wine vinegar to give additional sweet-sour taste. A folk remedy says drinking
this kimchi soup makes a stomachache feel bette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얼갈이배추 1.5kg, 쪽파 30g,

 갈이배추는 6cm 길이로, 쪽파는
1. 얼

양파 120g, 배 100g, 된장 100g,
굵은 소금 100g, 깨소금 15g,
매실청 30g, 찹쌀풀 50g, 감자 50g,
멸치액젓 40g, 새우젓 40g,

4cm 길이로 썬다.
 아 식힌 감자와 양파, 배는 찹쌀풀과
2. 삶
같이 믹서에 간다.
 찹쌀풀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3. 간

다진 마늘 40g, 다진 생강 10g,

매실청, 깨소금, 굵은 소금, 된장,

홍고추 75g, 육수 1컵(표고,

새우젓, 멸치액젓, 육수, 쪽파를 넣고

마른 다시마, 명태머리, 밴댕이,

된장 양념을 만든다.

배, 무말랭이, 양파)

 갈이배추에 된장 양념을 부어
4. 얼
가볍게 버무린다.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고명으로
5. 홍
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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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옥심 명인

음양의 조화︑김치

광주김치

남편의 입맛이 

“내가 김치 명인이 된 데는 남편의 역할이 컸어요.” 김치

만든 김치 명인

와 인연을 맺은 김옥심 명인의 사연이 특별하다. 이른바
김치 마니아인 그의 남편은 입맛이 도통 까다로운 게 아
니어서 마치 감별사처럼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김치의 맛
을 평했다고 한다.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 명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김치, 저 김치를 담갔고, 그러는 사이 모두
가 인정하는 김치 명인이 되었다.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
이 김치 명인을 만들어 냈지만, 명인이 담그는 김치 맛의
기본은 어릴 때부터 먹어 왔던 친정어머니의 손맛에서 비
롯되었다. 거기에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명인의 김치 맛을 완성한 것이다.

약이 되는 김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재료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성향을 띠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고, 어떤
재료들이 어우러져 영양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치에 배를 생
으로 넣느냐, 육수로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이 말
이다. 김옥심 명인은 재료가 지닌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
하기 위해 쉰이 넘은 나이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 약선을
공부했다. 약선(藥膳)이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불로장수를 목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
기 위해 고안해 낸 음식법이라고 전해진다. 김치를 담그
는 그를 여기까지 이끈 건 오직 한 가지 생각에서였다. 바
로 김치의 궁합이다.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듯이 음식
에도 궁합이 있어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맛도 좋고 영
양도 높아진다. 옛날 먹을 게 귀했던 시절, 선조들이 겨울
저장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던 김치에는 최고의 음양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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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입각한 궁합이 담겨 있다. 그 예로, 배추나 채소류는
성질이 차고 서늘한 반면 양념으로 사용하는 고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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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등은 성질이 따뜻하다. 즉 김치는 음양의 조화로 만
들어 낸 선조들의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라’고 강조한 동의보감의 양생법(養生法)처럼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그 어떤 약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약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역할

요즘 김옥심 명인이 고민하는 게 있다. 어떻게 하면 후손
에게 김치를 잘 전할 수 있을까이다. 그는 김치를 이 세상
에서 가장 지혜롭고도 건강한 음식이자 선조가 우리에게
준 실로 놀라운 음식문화 유산이라 정의한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는 명인의 말처럼, 우리는 김치와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
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맛있다고 정의하는
이 세상의 음식은 대부분 오미로 끝난다. 하지만 김치는
거기에 더해 담백한 발효의 맛까지 지닌 육미 음식이다.
이 훌륭한 음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누구의 몫일까? 이는 김치를 전
하는 명인만의 몫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자
과제가 아닐까?

맞춤형 김치

김옥심 명인은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맞춤형 김치를 고민하고 연구한다. 김치란 매일같이 만들
어 먹기 힘든 음식인 반면 담가 놓고 두고두고 먹는 것, 그
게 김치가 가진 하나의 장점이다. 김옥심 명인은 김치의
이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그중 하나가 오미자물김치다.
단맛과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의 5가지 맛을 가진 오미
광주김치

자를 차로 마시는 방법 말고도 두고두고 먹을 방법을 생

각하다가 무, 배추, 오이, 더덕 등을 넣고 고춧가루 대신
오미자즙과 비트즙을 이용해 오미자물김치를 만들었다.
또 하나는 얼갈이배추김치다. 이 김치는 어릴 적 친정어
머니가 담가 주었던 추억의 김치이기도 하다. 친정어머니
는 여름이면 얼갈이배추를 소금에 살짝 절여 된장과 식초
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먹는 한 끼 반찬을 만들었다. 입맛
이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을 살려 주는 이 김치를 오랫동안
먹으면서 여럿이 나누고 싶었던 명인은 풀을 쓰고 식초
대신 매실청을 넣어 저장이 가능한 김치로 만들었다. 이
렇듯 그는 기본적 방법은 지키되 시대에 따라, 입맛에 따
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맞춤형 김치를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작은 시도가 나뭇가지처럼 사람들 사이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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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김치

PERSIMMON KIMCHI

김효숙 명인

광주김치

감김치
감김치는 생감에 젓갈을 넣고 버무려 먹는 김치다. 감김치는 김장김치와 다르게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김치로, 신선한 샐러드 형태로 바로 무쳐서 먹으면 입맛이
살아난다.

This kimchi is made by mixing unripe persimmons with ground salted fish.
Unlike other kimchi, this is an instant dish enjoyed in the form of a fresh
salad to stimulate the appetit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감 500g, 쪽파 50g, 양파 70g,

 은 껍질을 벗기고 가로로 4등분 잘라
1. 감

사과 120g, 다진 마늘 30g,

씨를 제거한 뒤 소금에 살짝 절인다.

다진 생강 10g, 굵은 고춧가루 80g,

2. 쪽파는 물에 살짝 데친다.

멸치액젓 80g, 찹쌀풀 500g,

 파와 사과를 갈아 굵은 고춧가루,
3. 양

황석어젓갈 50g, 굵은 소금 적당량

다진 마늘과 생강, 멸치액젓,
황석어젓갈과 함께 찹쌀풀에 섞어
양념을 만든다.
 을 양념에 버무린 뒤 원래 모양으로
4. 감
만들어 준비한 쪽파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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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호박김치

AGED PUMPKIN KIMCHI

김효숙 명인

광주김치

늙은호박김치
나박하게 썬 늙은호박(청둥호박)을 무청과 함께 갖은양념으로 버무려 익혀 먹는 김
치다. 늙은호박은 카로틴, 무청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채소가 귀했던 시절 겨울철에
먹기 좋은 반찬이며, 찌개에 넣고 끓여도 호박이 물러지지 않아 맛이 좋다.

Aged pumpkin kimchi is made by salting flat-cut aged pumpkins and radish
leaves together and mixing with a seasoning made with various spices. As
pumpkin contains lots of carotene and radish leaves have plentiful vitamins,
it was a good healthy side dish during the long winter season when fresh
vegetables were hard to get. It is also good to have in a stew as it does not
become overly soft even when it is boile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늙은호박 350g, 무청 150g,

 은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에
1. 늙

굵은 소금 100g, 생굴 100g,

씨를 제거한 뒤 나박하게 썬다.

굵은 고춧가루 80g, 멸치젓 50g,
다진 마늘 40g, 통깨 약간

 은호박은 나박하게 썰고, 무청은
2. 늙

4cm 길이로 썰어 소금을 뿌려
10 ∼15분간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굴은 소금물에 담가 깨끗이 씻는다.
3. 생
 은 고춧가루와 멸치젓, 다진 마늘,
4. 굵
통깨를 섞고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양념을 만든다.
 비한 늙은호박과 무청, 생굴을
5. 준
한데 섞어 골고루 양념을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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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숙 명 인

산、들、바다를 담다

광주김치

늘 함께했던 김치

『천국의 수프』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각기 다른 이
유로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안고 사는 두 남녀가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
어설 희망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 속 수
프처럼, 김효숙 명인에게는 삶이라는 길 어디쯤에선가 헤
매고 있는 자신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 준 음식이 있다.
다름 아닌 김치다. 그는 2003년 한식대첩 시즌 2 ‘고수들
의 식당’에서 준우승했다. 하지만 준우승을 한 뒤 그에게
밀려드는 감정은 성취감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의
일상에 늘 김치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골 대
종가에서 자란 명인은 제사다 뭐다 해서 할머니와 친정어
머니가 손님 대접을 위해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김치를 떠올렸다. 그렇
게 김효숙 명인과 김치의 인연이 맺어졌다.

김치를 위해
흘린 눈물

김치 명인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김치 대
회에 출전해 두 차례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그때
마다 명인이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어머니였다.
명인에게 친정어머니의 김치는 아플 때 먹으면 약이었고
힘들 때 먹으면 위로였다. 명인은 그런 어머니의 김치 맛
을 재현하기 위해, 거기에 더해 자신의 손맛을 담은 김치
를 담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2년간의 연습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랜 연습
과 연구를 통해 완성해 낸 김치와 함께 그는 비로소 ‘김치
명인’이라는 타이틀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
인지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김치에 담고자 했던 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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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였던 어머니의 맛은 자신만의 김치를 완성하기까지
명인이 흘렸던 많은 눈물과 시간, 노력을 통해 이미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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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냈으리라. 지금도 여전히 더 맛 좋은 김치를 위해 고민
하고 노력하는 명인의 김치가 얼마나 맛있을지는 굳이 먹
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초심과 재료의
속살을 넣다

명인의 김치에는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준 김치 담금법의
기본이 담겨 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할 것, 소금물에 잠기
게 할 것, 양념을 과하게 하지 말 것 등, 기본을 지켜야 비
로소 맛 좋은 김치가 만들어진다고 명인은 굳게 믿는다.
그의 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아마 이 기본을 가장 잘 지키
기 때문일 것이다. 김치를 담그면서 명인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김치를 먹어 본 사람이 맛있다며 다시 김치를
찾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를 위해
서라도 명인은 ‘음식으로 장난하지 않겠다’는 김치를 향해
가졌던 초심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진실하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김치를 버무린다. 그 정성만큼이나 명인이 공들
이는 재료가 하나 있다. 바로 발효액이다. 그는 갓김치에
는 갓 발효액, 감김치에는 감 발효액, 늙은호박김치에는
고추 발효액, 배추김치에는 양파 발효액 등을 넣는다. 즉
본연의 재료가 지닌 속살을 넣는 것이다. 그의 김치가 사
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겉모양새가 아니라 속살, 즉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작은 한 걸음이
만드는 시작

해가 갈수록 김치를 담가 먹는 사람보다 김치를 사 먹
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김효숙 명인은 김치가 인스턴
트 음식처럼 취급되다가 몇백 년 뒤에는 사라질 것만 같
아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김치의 소중함
을 알고 김치 담그는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이
광주김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명인은 ‘시작이 반’이라고,

먼저 그 자신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김치 담그는 법
을 자신의 딸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딸은 자신의 아이에
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자라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비
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렇게 김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서 말이다. 또 명인은 김치를 사 가는 사람
에게 가격을 깎아 주는 대신 직접 와서 김치를 버무리라
고 한다. 그런 식으로라도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 주고 싶
고, 김치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싶어서다. 김치를 담글 때
마다 김효숙 명인은 생각한다. 이 작은 한 걸음이 김치를
알리는 시작이 되기를…….

48

49

고추김치

PEPPER KIMCHI

김호옥 명인

광주김치

고추김치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담가 먹는데, 전라도 고추김치는 보리밥을 갈아
양념으로 버무려 만든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별미 김치다. 고추김치는 씹는 느낌
이 아삭하고 맛이 뛰어나 밑반찬으로 좋다.

Widely enjoyed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pepper kimchi is a
slightly bitter special kimchi made with a seasoning of ground boiled barely.
It is a loved side dish with its crunchy and rich tast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청고추 600g, 고춧잎 200g,

 추와 고춧잎은 소금물에 넣어
1. 고

굵은 소금 400g, 무말랭이 50g,

3일 정도 삭힌 뒤 물에 깨끗이 씻어

마늘 20g, 마른 홍고추 250g,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보리밥 100g, 멸치젓 60g,
새우젓 30g

 말랭이는 물에 2~3시간 불려 씻은 뒤
2. 무
물기를 뺀다.
 치젓과 새우젓, 마늘, 보리밥, 그리고
3. 멸
물에 불린 마른 홍고추를 믹서에 갈아
양념을 만든다.
 추와 고춧잎에 무말랭이를 넣고
4. 고
양념으로 버무린다.
*무말랭이는 취향에 따라 넣거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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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종갓김치

NATIVE GAT KIMCHI

김호옥 명인

광주김치

재래종갓김치
재래종 갓과 도톰하게 나박 썰기한 무로 담근 김치다. 추위에 강한 갓은 톡 쏘는 알
싸한 독특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하고 그 향취가 오래 간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좋다. 갓김치는 막 담근 것보다는 충분히 익
은 것이 더 맛있다.

Native Gat kimchi is made of thick slices of radishes and native mustard
leaves. Resistant to cold, the native mustard leaves have a pungent and tangy
taste which brings the appetite, and their distinctive flavor lasts long. Native
gat kimchi contains a variety of nutrition and is easy to store. Fully fermented
one is usually preferred to fresh on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재래종 갓 2kg, 무 100g,

 래종 갓을 소금물에 3 ~ 4시간
1. 재

굵은 소금 180g, 굵은 고춧가루 150g,
다진 마늘 50g, 다진 생강 20g,
멸치젓 100g, 새우젓 20g,
찹쌀풀 50g, 차조풀 50g

담갔다가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는 큼직하고 얇게 썰어 2시간 정도
2. 무
소금에 절여 놓는다.
 쌀풀과 차조풀에 굵은 고춧가루를
3. 찹
넣고 2시간 정도 불린다.
 춧가루를 불린 풀과 다진 마늘,
4. 고
다진 생강, 멸치젓, 새우젓을 믹서에
갈아 양념을 만든다.
 인 재래종 갓과 무에 양념을 넣고
5. 절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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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호옥 명인

꿈을 만드는 김치

광주김치

열세 살 

김호옥 명인은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도우면

소녀의 꿈

서 먹었던 김치의 맛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열세 살 소녀
에게 김치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음식보다도 맛있는 것이
었고, 그것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싶다는 소녀의 꿈으
로 이어졌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자란 그 꿈은 그를 김치
명인의 세계로 이끌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칼질을 하
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던 열세 살 소녀는 세월
이 흘러 어느새 60대가 되었다. 하지만 50여 년 남짓한 시
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
서 김치를 맛보며 행복해했던 소녀의 설렘이다.

12년간의
연결고리

김호옥 명인은 1994년 제1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 참가한
이후 12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김치 축제에 참가
했다. 참가할 때마다 받은 상만 해도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여러 개다. 그가 12년간 광주세계김치축제에 참가하며
전시나 판매 등을 통해 연결 고리를 만들고, 2005년 대통
령상을 받은 이후에도 김치와 관련된 일이라면 기꺼이 나
선 이유는 하나다. 바로 김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에
게 김치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치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밥상의 대표 반찬이자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
서는 안 될 반찬이에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백 마디 말
보다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옛날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은 땅에 묻은 독 안에 김치를 저장
하고 조금씩 꺼내 겨우내 반찬으로 먹었다. 지금이야 냉
장고나 김치냉장고가 있어 김치 보관은 물론 꺼내 먹기도
쉬워졌지만,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추운 겨울에도 장
독대로 나가 꽁꽁 언 손으로 김치를 꺼내 밥상 위에 올렸

54

다. 겨울 동안 김치가 주된 반찬이어서였을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치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정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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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들어간 음식”이라는 명인의 말처럼, 거기에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50년 전통의
김치 맛이란

중국 요리나 이탈리안 요리 등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음
식에는 요리사마다 가진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 그렇다면
김치에도 특별한 레시피가 존재할까? ‘50년 전통의 내공’
‘차별화된 김치 맛’ ‘소문난 김치 아줌마’ 등의 수식어를 달
고 있는 김호옥 명인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그에게로 전해진 돼지 뼈와 닭발 뼈를 고아 낸 육수로 찹
쌀풀을 쑤고 양념을 만든다. 이외에도 김치에 따라 황태
머리, 과일, 파 뿌리, 조기 머리 등의 재료를 고아 육수를
내기도 한다. 또 그는 한 가지 젓갈을 쓰지 않고 직접 만든
멸치젓, 황석어젓, 갈치젓, 새우젓, 조기젓 등을 섞어 쓴다.
그렇다면 이 육수와 젓갈이 김호옥 명인만의 특별 레시피
일까? 그에 대한 명인의 대답은 의외였다. “김치를 담그는
데 특별한 재료나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김치 담그는 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에
요. 내가 쓰는 육수나 젓갈이 김치 맛을 살릴 수야 있겠지
만, 일반적인 재료인 데다 김치를 담그는 이들이라면 누구
나 아는 방법이에요.” 그의 말대로 김치에는 그 어떤 특별
한 재료도 조리법도 필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를 가리
키는 수식어가 말해 주듯이, 김호옥 명인만이 지닌 내공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내공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담그며 키워 왔던 김치에 대한 꿈과 50여 년 동안
한길만 걸어온 열정, 그리고 김치를 향한 그의 사랑의 집
적(集積)이 아닐까.

광주김치

기본을 지키다

“김치는 만드는 이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음
식이에요.” 이것은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는 명인이 소개하는
김치 담금법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명인은 김치 양념 재
료로 청각, 석화, 돼지고기, 생새우를 넣고, 풀죽을 쑬 때
찹쌀 대신 보리밥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론 배추김치나 총
각김치에 호박을 삶아서 넣기도 한다. 이렇듯 명인은 김치
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집마다 김치 맛
이 다른 것처럼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
들의 입맛도 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를 준
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변화를 주더라도 김치가
지닌 큰 줄기, 즉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
것이 김호옥 명인이 소개하는 진짜 김치 담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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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지역에서는 음식의 발효된(삭힌) 맛을 나타내는 독특한
말이 있다. 깊거나 진한 발효음식의 감칠맛 또는 곰삭은 맛을
표현하는 ‘개미(게미)’라는 토속어다. ‘개미(게미)’는 음식이
곰삭았을 때 나는 5가지 기본 맛에 더해 무엇으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맛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만, 오랜 시간의 공력과 정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발효음식 맛을 표현할 때
쓰는 특별한 언어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남도의
음식문화 가운데 하나다.

In Jeolla-do region, there is a special expression to describe 
the taste of fermented foods. When foods such as kimchi,
sauce, salted seafood and skates are fully fermented and thus
have savory tastes, locals say they have “Gae-Mi .” The word
“Gae-Mi ” is a local dialect used to call the fermented taste
that is completed with long time effort and dedication.
In the process of fermentation, the five basic tastes, the sweet,
salty, sour, bitter and savory tastes, develop to make a harmony.
Then they go deeper and create some unique taste that is
indescribable, and this is when the word “Gae-Mi ” is used to
call it. This saying is still used today to express the taste of
fermented foods. Along with the special fermented taste, 
this unique language that describes it is also part of the local
culture that has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Namdo Kimchi,
the Art of Taste

특별한 맛의 언어,
남도김치

전남 북서부(무안, 함평 등) Northwest Jeollanam-do(Muan, Hampyeong, etc.)

양파김치

ONION KIMCHI

박혜란 명인

남도김치

양파김치
양파는 무안과 함평의 특산물로, 수확한 양파를 오래도록 먹으려면 김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양파김치를 만드는 데는 뿌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어린 양파 중에
서 크기가 작은 것이 적당하다. 양파김치는 덜 익으면 알싸한 맛이, 익으면 단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

Being special regional products of Hampyeong and Muan area, onions
are often made to kimchi for longer preservation. To make kimchi, it is
appropriate to pick small young onions whose roots are not ripe. Onion
kimchi has a pungent taste before fermentation, but matures to have a sweet
taste afte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양파 1kg, 굵은 소금 50g,

 파는 껍질을 벗겨내고 줄기 쪽에
1. 양

쪽파 25g, 홍고추 2개, 고춧가루 50g,

열십자로 칼집을 내서 소금물에

다진 마늘 40g, 다진 생강 10g,

3~4시간 절인 뒤 채반에 건져

새우젓 40g, 멸치액젓 100g,
통깨 15g, 찹쌀풀 80g

물기를 뺀다.

2. 쪽파와 홍고추는 0.5cm 길이로 썬다.
 치액젓에 고춧가루를 넣고 불린 뒤
3. 멸
찹쌀풀,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새우젓,
홍고추와 쪽파를 넣고 양념을 만든다.
 파의 칼집 사이에 양념을 채우고
4. 양
남은 양념으로 전체를 버무려 용기에
담는다.
 념을 담았던 그릇에 약간의 물을 넣고
5. 양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김치를 담은
용기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부은 뒤
실온에서 하루, 냉장고에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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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시킨다.

전남 북서부(무안, 함평 등) Northwest Jeollanam-do(Muan, Hampyeong, etc.)

부추김치

CHIVE KIMCHI

박혜란 명인

남도김치

부추김치
부추김치는 봄과 여름철 별미 반찬으로, 멸치젓에 절이고 고춧가루로 양념하면 칼
칼하고 개운한 맛이 있다. 겉절이처럼 무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잎이 연한 부추
는 거칠게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담가야 한다.

Chive kimchi is made with salted anchovy and red pepper powder to produce
a spicy and refreshing taste. It is enjoyed as a seasonal delicacy in spring and
summer and often served as a fresh salad. Soft-leaved chives can smell like
grass when mixed with a seasoning, so extra care is neede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부추 1kg, 양파 100g, 마늘 30g,

 추를 깨끗이 다듬은 뒤 흐트러지지
1. 부

생강 10g, 고춧가루 100g,

않게 잡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멸치액젓 60g, 찹쌀풀 80g,

물기를 뺀다.

통깨 15g, 설탕 5g

2. 양파, 마늘, 생강을 믹서에 곱게 간다.
 치액젓에 고춧가루를 넣어 불린 뒤
3. 멸
믹서에 간 양파와 마늘, 생강, 찹쌀풀,
통깨, 설탕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추에 양념을 가볍게 바르듯이
4. 부
버무린 뒤 용기에 차곡차곡 눌러 담아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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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혜란 명인

김치는 한글이다

남도김치

삶과 마주하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시간이 하는 일과 노력이 하는 일
이 있다. 살면서 노력하지 않는 이들이야 없겠지만, 박혜
란 명인의 삶을 이 중 하나로 비유한다면 ‘노력이 하는 일’
이 아닐까 싶다. 대종가에서 태어난 박혜란 명인은 대농
가이자 교육자였던 부모 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귀하게 자랐다. 그대로 이어질 줄로만 알았던 삶
은 광산 김씨 종가의 막내며느리로 시집가면서 바뀌었다.
지어 주는 밥만 먹다가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비록
막내 종부였지만, 종부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김치뿐 아니라 의례음식, 반가음식, 시
절음식 등을 만들어야 하는 종부의 일상. 명인은 자신이
맞닥트린 삶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종부의 삶을 슬기롭
게 헤쳐 나가기 위해 음식에 대한 지식을 쌓기로 했다. 명
인의 공부는 단순히 한 분야로 끝나지 않고 궁중음식에서
전통음식으로, 전통 다과로, 발효음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게 공부를 한 지 23년째 되던 2014년,
명인은 자신이 지금껏 공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평가받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자신감도 과상도 아닌
자신을 향한 검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광주세계김치
축제였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김치

명인이 어려서부터 즐겨 먹던 김치가 있다. 바로 양파김
치와 부추김치다. 3대가 함께 살았던 대종가에서는 손님
접대다 뭐다 해서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늘 주변에 있었
고, 명인은 당연하게 그 음식들을 접하면서 살았다. 비록
그 음식들과 비교하면 양파김치와 부추김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명인에게 두 김치는 특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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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인의 고향 무안에서는 4~5월경이면 여느 가정에서
나 양파김치를 담가 먹었는데, 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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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김치와 함께 빠지지 않고 담갔던 김치가 멸치젓국으
로 간을 한 부추김치였다.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 보겠다”는 미식가 브리
야사바랭의 말처럼, 두 김치는 어린 시절의 명인과 늘 함
께했고, 어른이 된 명인에게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존재였다.

김치의 
특별 레시피

명인만의 특별한 김치 레시피가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
에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문한다. “지역 특산
물에 따른 재료의 특색과 개인적인 맛의 기호나 취향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치를 담그는 데 특별한 방
법이나 재료가 있을까요?” 명인은 신선한 재료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것, 거기에 손맛을 더하는 것이 진
정한 요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미국의 요리연구가
줄리아 차일드도 명인과 비슷한 말을 했다. “화려하거나
복잡한 걸작을 요리할 필요는 없다. 그저 신선한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하면 된다.” 그들의 말처럼 요리하는 데
특별한 재료나 레시피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좋은 재
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신선한 재료를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담그
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손맛을 더하는 것. 김치를 담그는 특
별 레시피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겠다.

고유의
음식 언어, 
김치

사람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의 섭취가 필요
한데, 채소는 곡물과 달라서 저장하기가 어렵고, 채소를
건조해 저장하면 본래의 맛을 잃고 영양분이 손실된다.
그래서 선조들은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 초, 향신료
남도김치

등과 섞어서 새로운 맛과 향기를 생성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김치다. 이 김치
를 명인은 한글에 비유한다. “언어에 그 나라의 혼과 정신
이 깃들어 있듯이, 김치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
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혼과 정신이 깃든 우리 민족 고유
의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김치를 음식 언어로서 한글이라
고 표현하고 싶어요.” 명인의 이 말은 김치를 우리 일상에
서 없어서는 안 될, 아니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우
리 민족 음식의 언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박혜
란 명인은 30년째 공부를 이어 가고 있다. 김치의 우수성
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명인의 공부가 끝나는 날
은 언제일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아마도 김치
를 향한, 더불어 한국 전통음식을 향한 명인의 꿈이 계속
되는 한 명인의 공부에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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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북서부(무안, 함평 등) Northwest Jeollanam-do(Muan, Hampyeong, etc.)

묵덕장김치

MUKDEOKJANG KIMCHI

서찬열 명인

남도김치

묵덕장김치
함평, 무안 등에서 장 담글 무렵에 만들어 먹었던 향토 별미 김치다. 묵덕장김치는
긴 겨울을 보내는 사이 김장김치를 거의 다 먹고 김칫국물만 남았을 무렵, 김칫국
물에 메주를 으깨 넣고 배추나 무와 함께 버무려 따뜻한 부뚜막 위에 올려 삭힌 것
이다. 묵덕장은 그 자체로도 별미 장이지만, 묵은지나 섞박지 등과 버무려 김치로
먹기도 한다.

This delicate kimchi was often made at the time of soy sauce production at
homes and has been favored mostly in Hampyeong and Muan areas. When
only a little kimchi and soup are left in winter, people put fermented soybeans
in the kimchi soup and mix it with fresh cabbage or radish before they keep it
on a warm wood-burning stove for a while. This kimchi is a delicacy in itself,
but it can be also be mixed with ripe kimchi or seokbakji (lettuce and radish
kimchi).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 2kg, 배추 2kg, 메주 300g,

 와 배추를 나박하게 썰어 소금에
1. 무

굵은 고춧가루 300g, 설탕 200g,
다진 마늘 200g, 다진 생강 100g,
새우젓 200g, 굵은 소금 적당량,
육수용 재료(물 1컵, 표고 3개,
마른 다시마 50g, 소고기 300g,
황태 1마리)

2시간 정도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수용 재료를 넣고 육수를 끓인 뒤
2. 육
식힌다.
 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생강, 설탕,
3. 굵
새우젓을 육수에 섞어 양념을 만든다.
 인 무와 배추에 양념을 넣고 버무려
4. 절

2~3일 정도 숙성시킨다.
 성된 김치에 으깬 메주를 넣고 버무려
5. 숙
보관 용기에 담고 다시 3일 정도
숙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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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북서부(무안, 함평 등) Northwest Jeollanam-do(Muan, Hampyeong, etc.)

고구마보리밥김치

SWEET POTATO BARLEY
RICE KIMCHI

서찬열 명인

남도김치

고구마보리밥김치
여름이면 금방 시큼해지는 보리밥을 버리지 않고 깍둑썰기해서 살짝 삶은 고구마
와 함께 버무려 담근 김치다. 달콤한 고구마에 매콤한 양념이 배어 독특한 맛이 난
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이 귀했던 시절, 선조들의 음식을 다루는 마음과 지혜가
담겨 있는 김치다.

This kimchi is made so as not to waste the precious barley rice that easily
spoiled in summer, by mixing it with chopped boiled sweet potatoes. The
sweet potatoes give a unique taste together with spicy kimchi ingredients.
This kimchi stems from the days when food was so valuable and people
treated it with respect and wisdom.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보리쌀 200g, 고구마 4kg,

 들꼬들하게 보리밥을 지어 식힌다.
1. 꼬

다진 마늘 200g, 다진 생강 100g,

 구마는 껍질째 설익을 정도로 삶아
2. 고

굵은 고춧가루 300g,
새우젓 200g, 설탕 100g

식힌다.
 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생강,
3. 굵
새우젓, 설탕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리밥과 고구마에 양념을 넣고
4. 보
버무린 뒤 그늘진 곳에서 1~2일 정도
숙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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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열 명인

사람살이와 닮은 김치

남도김치

김치의 스승

대개 김치 하면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리듯이, 김치 명
인 하면 자연스레 여성을 떠올린다. 가족의 식사를 담당
하는 건 여성 몫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당연히 여성의
자리로 생각되는 그곳에 당당히 상식을 깬 한 남성이 있
다. 2013년 광주세계김치축제 수상자 서찬열 명인이다.
김치 명인으로 이어지기까지 서찬열 명인의 사연은 남자
김치 명인만큼이나 특별해 보인다. 서찬열 명인은 종가
의 대를 잇기 위해 네 살 때 아들이 없던 큰집 양자로 들어
갔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는 네 살배기 꼬마는 그날
이 김치로 이어진 운명의 날이었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어릴 때 명인은 일명 할머니 껌딱지였다고 한다. 음식 솜
씨가 좋으셨던 할머니는 종가음식은 물론 동네잔치가 있
는 날이면 그 솜씨를 발휘하시곤 했는데, 명인은 할머니
를 따라다니며 할머니의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게 좋
았고, 할머니를 돕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지금과 달리 옛
날에는 남자가 부엌을 드나들면 큰일을 못 한다는 말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찬열 명인 역시 매일같이 할아
버지에게 혼이 났고, 친구들에게는 여자애 같다며 놀림을
당했다. 그래도 그는 할머니 옆에서 조물조물 음식을 만
드는 게 좋았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네 살배기 소
년은 그렇게 음식을 배웠고, 수십 년이 지나 대한민국 김
치 명인이 되었다.

“가방 공장 갈래?
식당 갈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에 쫓겨 몸을 숨겨야 했던 명인
은 광주를 떠나 서울 용산역에 도착했다. 연고지 하나 없
는 서울에서 명인이 갈 곳이라고는 직업소개소밖에 없었
다. 그곳에서 그는 일자리 두 군데를 소개받았다. 가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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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식당이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명인은 식당을
골랐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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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당 일은 고되었지만,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즐거웠다. 무슨 일이
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듯이, 일을 시작한 3개
월 만에 심야 주방장을 맡았고, 그의 요리 실력은 호텔 주
방 스카우트 제의로 이어졌다. 명인은 호텔에서 양식 요
리를 하며 나날이 실력을 쌓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는 아무리 멋지고 호화스러운 음식도 어린 시절 할머니가
지어 주신 따끈따끈한 밥과 김치, 국 등에 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한 그리운 마
음은 결국 호텔 주방장까지도 가능했을 미래를 버리고 ‘한
식’ 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성공적인 삶의 비밀은
무엇을 하는 게 자신의 운명인지 찾아낸 다음 그것을 하
는 것이다.” 당장 먹고 잘 곳이 필요해서 택한 주방 일에서
김치 명인이 되기까지, 서찬열 명인은 기꺼이 자신이 처
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기회로 만들어 낸 것이다.

절임의 미학

김치마다 특성이 달라 완전하게 절여야 맛있는 김치가 있
고 덜 절여야 맛있는 김치가 있다. 또 어떤 소금을 쓰느냐
에 따라 절임이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
름에는 소금을 적게 넣고도 짧은 시간에 절일 수 있고, 겨
울에는 소금을 더 많이 넣고 시간도 더 걸린다. 즉 잘 절이
면 김치는 맛있다. 이것을 서찬열 명인은 ‘절임의 미학’이
라 칭했다. 이 절임의 미학을 위해 명인은 삼투압 작용을
하는 소금의 역할까지 고려해 절임 시간을 맞춘다. 자칫
잘못 절이면 채소의 좋은 성분까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
이다. 명인은 간물을 만들 때 소금 5에 설탕 1의 비율로 맞
춘다. 여기서 설탕은 단맛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양념을
남도김치

받아들이기 위한 완충 역할이자 밑거름 역할이다. 또한

명인은 김치를 절일 때 단 한 번도 고무장갑을 낀 적이 없
다. 언제나 맨손을 고집한다. 손에서 나오는 열, 즉 원적외
선을 막지 않기 위해서다. ‘손맛’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경
험 끝에 얻은 감의 맛, 마음의 맛, 정성의 맛으로도 설명되
는데, 사실 이 말은 손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플 때 손으로 문질러 주면 배가 편안해
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마다 손에서 나오는 열이 다른
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맛이 다른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살이와 닮은
김치

“김치는 마치 사람살이와 닮았어요.” ‘김치란 무엇일까’에
대한 서찬열 명인의 대답이다. “김치에 들어가는 각기 다
른 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좋은 맛을 내는 게 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
지 않아요?” 의미심장한 그의 답변에서 인생의 철학마저
느껴진다. 재료와 재료가 만나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에
도 좋고 맛도 좋은 김치가 완성되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
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룬
다. 그 모습이 정말이지 각기 다른 성질을 지닌 김치의 재
료들과 닮아 보인다. 서찬열 명인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다. 여러 사람과 김치를 담그며 사람살이의 멋과 맛을 느
끼고 공유하는 것. 명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문득 행복이
라는 게 별것이 있을까 싶다. 함께 담근 김치에 따끈따끈
한 밥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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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서부(강진, 진도 등) Southwest Jeollnam-do(Gangjin, Jindo, etc.)

묵은갓지

OLD GAT-JI
(Old native leaf mustard
kimchi)

김은숙 명인

남도김치

묵은갓지
갓지는 전라남도 토박이들이 말하는 ‘갓김치’의 명칭이다. 묵은갓지는 전년도 가을
에 재래종 갓과 무로 담가 1년 정도 지난 김치로,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
재료로도 활용된다.

Gat-Ji is the Jeollanam-do name for leaf mustard kimchi. Aged Gat-Ji is
made with native mustard leaves and radish and is preserved for a year. It can
also be used as an ingredient to make a kimchi stew with pork.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재래종 갓 2kg, 무 100g,

 래갓은 굵은 줄기 부분에 소금을
1. 재

굵은 소금 180g, 마늘 50g,

뿌리고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인 뒤

생강 20g, 굵은 고춧가루 150g,

건져 놓는다.

멸치젓 100g, 새우젓 20g,
찹쌀풀 100g, 건고추 30g

 는 큼직하고 얇게 썰어 소금에
2. 무

1시간 정도 절인다.
3. 굵은 고춧가루를 찹쌀풀에 넣어 불린다.
 고추, 마늘, 생강, 멸치젓, 새우젓을
4. 건
믹서에 넣고 간 뒤 고춧가루를 불린
찹쌀풀과 섞어 양념을 만든다.
 인 재래종 갓과 무에 양념을 버무려
5. 절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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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서부(강진, 진도 등) Southwest Jeollnam-do(Gangjin, Jindo, etc.)

쌀겨갓지

BROWN RICE BRAN 
GAT-JI

김은숙 명인

남도김치

쌀겨갓지
쌀겨갓지는 고춧가루가 없었던 시절, 소금에 절인 갓을 현미 쌀겨로 무쳐 숙성시
킨 김치를 가리킨다. 쌀겨를 이용해 저장성을 높였는데, 이는 고대 김치를 담갔던
방법과 유사하다. 쌀겨갓지의 특징은 먹을 때 쌀겨를 씻어 낸 갓김치에 갖은양념
을 버무려 먹는다는 점이다.

Originated from the days when red pepper powder was not yet introduced,
this kimchi is made by mixing salted mustard leaves with brown rice bran and
fermenting it. It is similar with ancient kimchi in the sense that the rice bran
is used to preserve the kimchi for a longer time. It is enjoyed in a unique way:
it is washed before it is seasoned with various other spices.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재래종 갓 2kg, 쌀겨 4kg ,

 을 소금물에 담그고 줄기 부분에
1. 갓

굵은 소금 180g, 마늘 10g,

소금을 뿌려 2시간 정도 절인 뒤

통깨·참기름 약간씩

채반에 건져 놓는다.

2. 쌀겨를 재래종 갓과 섞은 뒤 저장 용기에
담아 숙성시킨다.

3. 숙성된 갓을 먹을 때는 쌀겨를 씻어 내고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먹는다.
*기호에 따라 액젓을 넣어 버무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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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명인

김치는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다

남도김치

정성을 
고집하다

밥 한 끼로 인생의 짐을 나눌 수야 없겠지만, 요리 강습을
하던 김은숙 명인은 식사 한 끼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
고 싶어 종종 요리 강습에 오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
를 만들었다. 그럴 때면 명인은 꼭 직접 만든 반찬을 곁들
였는데, 그중 빠지지 않는 게 김치였다. 그런데 사람들에
게 소소한 정을 베풀고 싶어 마련한 식사 자리가 오히려
명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돌아왔
다. 그것은 “김치가 맛있다!”는 사람들의 한마디였다. 어느
새 명인이 만든 김치가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고
전시되기에 이르렀고, 그때마다 명인은 다짐했다. 절대
김치를 허투루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한다. 명인은 고추는
물론 생강, 마늘 한 톨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재료를 고르
고 아무리 값이 비싸도 국내산 재료를 고집한다. 그리고
‘내가 만든 김치는 곧 나 자신이자 나의 얼굴’이라는 마음
으로 정성껏 김치를 만든다.

기억의 맛

김은숙 명인의 고향 강진에서는 야생 고들빼기김치와 갓
김치, 파김치, 풋마늘김치 등을 주로 담가 먹었다. 바다가
가깝고 따뜻한 기후 덕분에 젓갈이며 식재료며 뭐든 풍부
해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도 풍성했다. 공기에 겨울 냄새
가 묻어날 무렵이면 명인은 어머니가 만들어 준 백김치를
떠올린다. 어머니의 백김치는 간단했다. 청각 같은 부재료
를 넣은 배추에 맑은 젓국을 붓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명인은 좀처럼 그 맛을 흉내 낼 수 없다. 시골 공기와 물이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처 놓친 재료가 있
는 것인지 어머니의 백김치 맛을 흉내 내기란 쉽지 않았
다.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듯, 어쩌면 명인이 기억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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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김치에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가
득 담은 어머니만의 손맛이 함께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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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에 맞는
담금법

김치에도 제철(계절 김치)이라는 게 있다. 제철에 나오는
김치는 재료에 따라 만드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양념이나
젓갈, 소금에 절이는 시간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배
추라도 물이 많은 봄배추가 있고 여름에는 고랭지에서 자
란 배추가 있는가 하면, 김장용으로 쓰는 가을배추와 겉
절이로 담가 먹는 얼갈이배추가 있다. 그리고 그 배추에
맞는 젓갈의 종류나 소금에 절이는 시간이 있다. 김은숙
명인은 제철에 나는 채소로 김치를 담근다. 요즘이야 사
계절 내내 채소가 나지만, 계절이 만들어 낸 채소는 어떤
양념보다도 가장 좋은 김치 맛을 내기 때문이다.

명인의
김치 노하우

어떤 음식이건 중요한 것은 재료다. 최고의 재료를 쓰는
것. 그것이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물론 요리를 하는 사람
에게 요구되는 기본이다. 김은숙 명인은 김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최고의 재료로 꼽는다. 최고의 재료
가 준비되었다면, 그다음이 절임이라고 그는 말한다. 특
히 명인은 절이는 과정에 정성을 쏟는다. 한 밭에서 갓
을 뽑아도 빨리 뽑은 갓과 나중에 뽑은 갓의 절임 시간이
달라지고, 무만 토막 내서 담그는 무김치와 무청을 살려
서 담그는 무김치의 절임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
듯 절임은 김치의 맛을 좌우한다. 최고의 재료와 절임 과
정을 중시했다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방법을 따라 김치를
담그면 된다. 그 기본 방법에 자신만의 손맛과 개성을 보
태는 것. 그것이 김은숙 명인이 담그는 김치의 노하우다.

맛을 
기억하는 힘

김은숙 명인은 LA에서 열리는 김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명인이 담근 갓묵은
남도김치

지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렸을 때 맛보았던 그리운

맛에 눈물을 쏟은 것이다. 그 할머니를 통해 명인은 어렸
을 때의 입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한다. “김
치는 발효식품이자 건강식품이에요. 이 좋은 식품을 살리
고 이어 가는 건 저 같은 명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몫이
에요. 한국인인데, 김치를 먹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김치를 먹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입맛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김치를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김치를 더 널
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김은숙 명인은 오늘도 정성껏 김
치를 담근다.

82

83

전남 남서부(강진, 진도 등) Southwest Jeollnam-do(Gangjin, Jindo, etc.)

차조대파김치

MILLET WINTER AND
GREEN ONION KIMCHI

박기순 명인

남도김치

차조대파김치
진도는 겨울철 대파의 주산지로, 다른 지역보다 날이 따뜻해 한겨울에도 단맛이
강한 대파를 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대파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견디기 위해 줄기
나 잎에 영양분을 쌓아 두기 때문에 익을수록 단맛이 난다.

Jindo is a major producer of winter green onions. Since the weather is warmer
than other regions, deeply sweet green onions can be found even in the middle
of winter. This green onion keeps a lot of nutrients in its stems and leaves in
order to withstand the scorching sea breeze, which makes the kimchi taste
sweeter as it matures.

재료 준비

 조로 지은 밥에 육수를 넣고 믹서에
4. 차
갈아 차조풀을 만든다.

대파 10kg, 무 250g, 양파 150g ,

 파를 절였던 멸치액젓을 무, 양파,
5. 대

생강 30g , 마늘 250g , 새우젓 350g ,

생강, 마늘, 새우젓과 함께 믹서에 갈아

멸치액젓 450g, 불린 차조 200g ,

양념을 만든다.

굵은 고춧가루 400g, 물엿 400g ,

 념에 차조풀과 굵은 고춧가루, 물엿,
6. 양

소주 150g, 육수용 재료(마른

소주를 넣고 잘 섞어 2시간 정도

다시마 1장, 표고 5개)

숙성시킨다.
 파에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린 뒤
7. 대
저장 용기에 담아 4~5일 정도 실온에

만드는 법

1. 대파를 흰 부분과 줄기 부분으로 자르고,
흰 줄기 부분은 세로로 반을 가른다.
 른 다시마와 표고는 찬물에 10시간
2. 마
정도 우려 육수를 낸다.
 파를 멸치액젓에 4시간 정도 절인 뒤
3. 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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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 않고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이때 멸치액젓은 버리지 않는다.

두었다가 냉장 보관한다.

전남 남서부(강진, 진도 등) Southwest Jeollnam-do(Gangjin, Jindo, etc.)

풋고추열무김치

GREEN PEPPER AND 
YOUNG RADISH KIMCHI

박기순 명인

남도김치

풋고추열무김치
여름에 나는 열무를 사용해 담근 김치로,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풋고추열무
김치는 청양고추가 내는 알싸한 매운맛과 풋고추가 내는 싱싱한 맛과 색이 특징이
다. 열무김치는 너무 익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맛도 없어지므로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

This kimchi is made with young radish that grows in summer and is well
known for its savory soup. It also gives a spicy taste from Cheongyang chili
pepper together with a fresh taste from green pepper. It is better to keep it
cool in a refrigerator as it loses its original taste once it is too much mature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열무 1.5kg, 얼갈이배추 500g,

 무와 얼갈이배추는 깨끗이 씻어
1. 열

청고추 100g, 청양고추 50g,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인 뒤

양파 1개, 무 200g, 마늘 60g,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생강 20g, 새우젓 60g, 사과 1개,

 고추, 청양고추, 양파, 무, 마늘,
2. 청

멸치액젓 40g, 밀가루풀 600g,

사과, 생강, 새우젓을 믹서에 간 뒤

절임용 소금 240g, 소금 약간

밀가루풀과 멸치액젓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3. 열무와 얼갈이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고추를 어슷하게 썰어 고명으로
4. 홍
얹고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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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순 명인

새로운 삶의 안내자

남도김치

만학도의 꿈

박기순 명인에게 김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안내자다.
그 시대 대부분의 여성이 그러했듯이, 명인은 결혼과 동
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다. 아내로서, 엄
마로서 살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이 마흔이 훌쩍 넘
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에게는 안정된 삶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선택도 있었다. 하지만 명인은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47세의 나이로 대학에 들어갔다. 47세 만
학도의 선택은 식품영양학이었다. 주부로 살면서 늘 음식
과 가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는 마음
에서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그의 꿈이 되어 있었다. 조금
의 망설임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이는 두려워
서, 어떤 이는 안주하고 싶어서 넘지 못하는 문턱을 박기
순 명인은 기꺼이 넘었다.

고향을 부르는 맛

진도에서 태어난 박기순 명인은 어린 시절 먹었던 김치의
맛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풋고추열무김치는 그
에게 고향을 부르는 김치라 할 수 있다. 아직 냉장고도 없
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무더운 한여름이면 그의 친
정어머니는 콩밭에서 키운 열무를 뽑아다 소금에 절이고
절구통에 먹다 남은 보리밥, 풋고추, 마늘, 생강 같은 갖은
양념을 넣고 거칠게 빻아 김치를 담가 주었다. 바로 풋고
추열무김치다. 김치가 익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에 담가 두면서 먹곤 했지만, 명인
에게는 그 시어 빠진 김치가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특별
한 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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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킴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두고 명인은 “밥상 위의 건강 지킴이이자
맛과 건강을 지키는 슬로푸드”라고 표현한다. 명인은 새
로운 김치를 만들기보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키며 김치
를 만든다. 예를 들어 2010년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대통
령상을 받은 명인의 꽃게 보쌈김치가 그렇다. 꽃게 살을
넣어 김치의 단맛을 살리고, 다양한 젓갈을 쓰는 대신 새
우젓과 약간의 멸치젓만 넣어 간을 맞췄다. 또 꽃게 다리
와 살을 발라낸 등껍질로 육수를 만 들어 풀을 쑤고 양념
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새로울 것 같은 꽃게보쌈김치는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든 김치다. 선조들이 술지게미를 김
장에 이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 술지
게미를 활용해 김치의 단맛과 시원한 맛을 살린 것이다.
이렇듯 명인의 김치는 늘 전통의 맛을 기본으로 한다.

정성이 담겨야 
제맛

어떤 이들은 김치의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기도 하고, 어
떤 이들은 과일을 넣기도 한다. 또 김치의 윤기를 위해 물
엿을 넣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설탕이나 물엿을
넣으면 김칫국물이 끈적해질 수 있으니 넣지 않을 것을
권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박기순 명인은
명쾌하게 정리한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김치는 만드는 사
람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기본 용
량, 기본 방식은 따르되 나머지는 기호에 따라 만들면 되
지 않을까요?” 그에 따르면 단순한 견해 차이일 뿐, 김치
를 담그는 재료나 방법에 정답은 없다. 같은 재료, 같은 레
시피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
지다. “김치의 맛은 대한민국 주부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는 말이 있다. 채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금에 절
남도김치

이는 시간도 다르고 고춧가루마다 맛도 다르듯, 김치도

사람에 따라 다른 맛을 낸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사
용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치를 담그는 사
람의 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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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여수, 순천, 고흥 등) East Jeollanam-do(Yeosu, Suncheon, Goheung, etc.)

해초김치

SEAWEED KIMCHI

허순심 명인

남도김치

해초김치
미역이나 톳, 다시마 등의 해초에 갖은양념을 버무려 담그는 김치다. 주로 겨울철
에 담가 먹는데,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 임신 초기 산모에게 좋고, 개운하고 담백한
맛은 물론 향긋한 바다 향기를 입안 가득 즐길 수 있는 별미 김치다.

This kimchi is made with sea mustard, sea weed fusiforme and kelp which
are mixed with various seasonings. Usually enjoyed in winter, it is rich in folic
acid and potassium, which is good for early pregnancy, and brings a feeling of
the ocean in the mouth.

재료 준비

만드는 법

톳 200g, 다시마 100g, 미역 200g,

 은 토막을 내고 다시마는 채 썰고
1. 톳

멸치액젓 80g, 맛술 40g, 생강 5g ,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고춧가루 75g , 배 200g, 마늘 10g,

 , 다시마, 미역을 깨끗이 씻어
2. 톳

세모가사리 100g , 통깨 약간

소금물에 데친 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치액젓, 맛술, 고춧가루, 배, 마늘,
3. 멸
생강을 믹서에 갈아 양념을 만든다.
 기를 뺀 톳, 다시마, 미역을 양념으로
4. 물
버무린 뒤 통깨를 뿌린다.
 모가사리를 물에 살짝 불린 뒤
5. 세
고명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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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여수, 순천, 고흥 등) East Jeollanam-do(Yeosu, Suncheon, Goheung, etc.)

전복물김치

ABALONE WATERY
KIMCHI

허순심 명인

남도김치

전복물김치
전복물김치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던 고급 김치로, 기력이 쇠하거나 매운 음
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고단백 음식이다. 또한 고명으로 올린 유자
껍질에서 나는 상큼한 유자 향이 입맛까지 살리는 건강 김치다.

Abalone watery kimchi is a high-quality kimchi that was served at the King’s
table. This light kimchi contains high-protein abalone, which gives energy to
those who are under-energized or cannot eat spicy food. It is garnished with
the peel of citron to add fresh scent.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전복 5마리, 물 5컵, 양파 100g,

 자를 제거해서 길게 칼집을 넣은
1. 창

배 150g, 마늘 50g, 생강 10g,

전복을 깨끗하게 손질한 전복 껍질에

맛술 100g, 홍고추 20g, 청고추 20g,

올린다.

유자 껍질 100g, 소금 약간

 , 양파, 배, 생강, 마늘을 갈아 육수로
2. 물
만들어 면 보자기에 거른다.
 른 육수에 맛술을 넣어 5컵 정도의
3. 거
양으로 맞추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자 껍질, 청고추, 홍고추, 배를 채 썰어
4. 유
전복 칼집 사이에 넣는다.

5. 전복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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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심 명인

삶의 발자취

남도김치

시어머니가 
전수한 맛

의상실을 운영하는 새색시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
질하듯, 김치를 담글 때도 한 톨 한 톨, 한 겹 한 겹 정성스
레 버무렸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에 접어든 새색시
는 여전히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레 김치를 담근다. 허순
심 명인의 김치 인생은 시어머니를 만나고부터 시작되었
다. 시어머니는 시집온 그에게 제일 먼저 김치 만드는 법
부터 가르쳤다. 재료를 고르는 데서부터 그릇에 담기까
지,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
까지 자신의 요리법을 며느리에게 전수했다. 바느질 솜씨
가 남달랐던 며느리가 요리 솜씨도 남다르다는 사실을 시
어머니는 알아차렸던 것일까? 시어머니의 선견지명대로
며느리는 30여 년 뒤 대한민국 김치 명인이 되었다.

제2의 고향,
여수

명인에게 여수는 제2의 고향이다. 결혼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순천을 떠난 적 없던 명인은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얼마간 서울에서 살다 여수로 내려갔다. 내려가 산 지 어
느덧 46년, 이제 여수는 명인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
이 되었다. 바닷가 마을 여수는 고향 순천에 비해 해산물
이 풍부해 해초나 전복으로 김치를 만들고, 고기보다는
생선 살을 발라 양념을 만든다. 특히 여수 하면 돌산갓김
치가 유명한데, 명인의 갓김치 역시 ‘최고의 식객’으로 불
릴 만큼 맛있기로 정평 나 있다. 명인의 갓김치는 2013년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데, 명인의
갓김치 조리법에 특별할 건 없어 보인다. 싱싱하고 부드
러운 갓을 골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금물에 절이고,
물에 불린 마른 고추,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멸치생
젓에 사과, 양파, 마늘, 생강, 찹쌀죽을 넣고 양념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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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절여 놓은 갓에 잘 버무리는 것. 그게 명인의 갓김치다.
그런데 그의 김치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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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김치에 함께 담는 정성 가득한 손맛 때문일 것이다.

절이기와 양념의 
묘미

명인이 김치 담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김치의
간이다.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기 때문이다. 김치
의 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 절이기를 잘해야 한다.
소금물에 절일 때는 재료에 골고루 절여지도록 해야 간
이 알맞게 밴다. 배추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도 소금에 절
이는 시간이 달라지지만, 배추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 즉 소금에 절이는 데도 세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첫째
가 절이기라면 둘째는 양념이다. 양념에서도 중요한 것이
젓갈인데, 명인은 새우젓, 갈치젓, 조기젓, 황석어젓 등 모
든 젓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젓갈을 담아 놓으면 위
로 맑은 국물이 생기는데, 명인은 김치를 담글 때 그 국물
을 체에 걸러 사용한다. 맑은 생젓국에서도 가장 위 국물
은 끝 맛이 달콤하기까지 한데, 맛도 맛이지만 명인이 생
젓국을 이용해 김치를 담그는 이유는 김치의 빛깔을 살리
기 위해서다. 맑은 생젓국을 쓰면 김치의 붉은색이 더 살
아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명인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
대로 포 뜬 동태 살을 다져서 김치에 넣기도 한다. 거기에
생새우와 생조기 살을 더한다. 그렇게 하면 양념이 찰지
고 김치가 숙성될수록 진한 풍미가 있다. 김치에 따라 시
원한 맛을 내기 위해 무를 갈아 넣기도 하지만, 명인은 김
치 절이기와 양념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김치와 함께한
세월

명인의 인생에서 김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삶의 발
자취”라고 대답한다. “결혼해서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도 김치를 담그고 있으니, 김치는 나의 인생이라도 할 수
남도김치

있지요.” 그저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힘입어 지금껏 김

치를 담가 왔고, 오래 담그다 보니까 김치 명인도 되었다
는 허순심 명인. 김치에 관해 말하는 명인의 입가에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시어머니에 의해 시작했던 김치가
어느새 그 인생의 한 부분이 된 명인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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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청김치

RADISH LEAF KIMCHI

최상심 명인

남도김치

무청김치
주로 여름에 먹는 김치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
들기 위해 무청을 이용했다. 무청김치는 무청의 부드러운 속 부분을 사용해 김치
로 만들고, 무청의 겉 부분은 말려 시래기를 만들다.

This kimchi is usually enjoyed in summer nowadays, but at the time when the
winter was long and harsh, people used radish leaves to make a side dish that
can be eaten throughout the whole season. The young and soft leaves inside
were made into kimchi while the grown leaves outside were dried for other
cooking purposes.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청 2kg, 굵은 소금 500g, 마늘 150g,

 청은 소금물에 1시간 동안 절인 뒤
1. 무

풋고추 300g, 양파 1개, 쪽파 150g,

깨끗이 헹궈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생강 100g, 완두콩 200g, 새우젓 100g,

2. 쪽파는 3cm 길이로 썬다.

까나리액젓 100g, 찹쌀풀 30g, 밤 45g,

 수용 재료를 넣고 끊인 육수는
3. 육

홍고추 2개, 육수용 재료(무 100g,

식히고, 완두콩은 물에 30분간 불려

마른 북어 머리 2개, 마른 새우 100g,

20 ~30분 정도 삶아 믹서에 간다.

밴댕이 100g, 마른 다시마 5g,
대파 뿌리 6개)

 고추, 양파, 마늘, 생강, 새우젓,
4. 풋
까나리액젓, 찹쌀풀을 넣고 믹서에 간다.
 수에 쪽파, 완두콩, 믹서에 간 재료를
5. 육
섞어 양념을 만들어 무청에 골고루
버무린다.
 고추와 밤은 채 썰어서 고명으로
6. 홍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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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청각김치

OYSTER AND 
SEA STAGHORN KIMCHI

최상심 명인

남도김치

굴청각김치
청각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굴청각김치는 곰삭
은 맛보다는 바닷냄새를 느끼면서 신선한 맛으로 먹어야 제맛이므로 익혀서 먹는
것보다 조금씩 바로 담가 먹는 것이 더 맛있다.

Oyster and sea staghorn kimchi is well known as a healthy food that cleans
blood vessels. This kimchi tastes good when fresh with the scent of the sea, so
it is better to eat it as soon as it is mad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청각 2kg, 생굴 200g, 무 150g,

 각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1. 청

생강 100g, 배 100g, 양파 50g,

씻어 주고 찬물에 20∼30분간 불린 뒤

쪽파 150g, 찹쌀풀 30g,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까나리액젓 100g, 마늘 100g,

2. 물기를 뺀 청각을 큼직하게 자른다.

굵은 고춧가루 100g, 소금 100g,

 굴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3. 생

홍고추 2개, 잣 20g

무는 채 썰고 쪽파는 3등분한다.
 파, 마늘, 생강, 배는 믹서에 간 뒤
4. 양
까나리액젓, 소금, 굵은 고춧가루,
찹쌀풀, 무채, 쪽파를 넣고 양념을
만든다.
 각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린 뒤
5. 청
데친 굴을 넣고 한 번 더 살살 버무린다.
 과 홍고추를 고명으로 올린다.
6.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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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심 명인

육십 여 년의 삶을
지켜 온 김치

남도김치

놀이터가
되어 준 부엌

달리는 내내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지만, 힘들어도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
최상심 명인은 자신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명인의
나이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아홉 살이었던 명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도맡았고 아직 어린 동생
들을 돌보았다. 엄마가 일하러 나갔을 때면 동생들 배를
곯지 않기 위해 텃밭에 심어 놓은 채소로 직접 반찬을 만
들었다. 어깨너머로 봐 온 엄마의 방식을 흉내 내며 명인
은 그렇게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직 어린 아홉 살 소녀
는 놀이터가 아닌 부엌으로 갔지만, 부엌은 소녀의 작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손맛을 되새기다

동네에서도 손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어머니는 동네
잔치가 있는 날이면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솜씨를 발
휘했다.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싸가는 정도지만, 기
름진 잔치 음식을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어서였다. 어머니
는 김치에 완두콩을 넣었고 굴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직
접 굴을 따서 굴김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
이켜 보면 완두콩이 들어간 김치나 굴김치는 자식들의 영
양을 생각한 어머니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김치를 담
글 때 명인은 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한다. 아홉 살 소녀
가 어머니의 손맛을 흉내 내려 했듯이, 지금도 명인은 어
머니의 손맛을 되새기며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손수
김치를 담가야 했고, 할 줄 아는 게 김치 담그는 것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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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김치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만, 김치는 어느새 명인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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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공식

전라도 김치에는 기본 10가지에서 13가지 종류의 양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라도 김치는 맛도 깊고 영양가도 높
다. 최상심 명인은 김치 양념을 만들 때 15가지 재료를 넣
는다. 갓과 파, 청각, 마늘, 홍로 등의 재료에 깊고 깔끔한
감칠맛을 내는 밴댕이 육수와 조기나 갈치 살을 잘게 잘라
넣어 양념을 만든다. 그 생선 살이 김치와 함께 발효되면
서 김치의 맛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풀을 쑬
때는 무와 다시마, 표고, 대파 뿌리를 넣고 끓인 육수를 사
용한다. 맛있는 요리의 기본에는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하
듯이, 김치는 만드는 데도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한다. 신선한 재료만큼이나 명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절이는 방법이다. 그는 간물을 여러 번 쓰지 않는다. 그렇
게 하면 김치가 쓰기 때문이다.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도
그는 가른 배추에 소금을 세 번에 걸쳐 켜켜이 넣어 준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최고의 김치를 만드는 하나의 공식처
럼 보인다.

가난이 가져다준 
선물

최상심 명인은 김치를 두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보약”이라고 말한다. 명인의 말대로 김치는 한국인
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먹을거리임이 분명하다.
명인은 약으로만 병을 나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명인의 말
을 듣고 있으니 “식사법이 잘못되었다면 약이 소용없고,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는 고대 속담이 떠오른
다. 그는 육십 평생 김치를 담그면서 네 번이나 손톱이 빠
졌다. 재료를 다룰 때 절대 장갑을 끼지 않고 소금 한 줌
까지 모두 맨손으로 하기 때문이다. 명인의 김치에는 그
만큼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노력과 정성이 그
남도김치

를 김치 명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 하지만 만약 그에

게 타고난 미식 감각과 좋은 식재료를 볼 줄 아는 눈이 없
었다면 과연 그가 김치 명인이 될 수 있었을까? 먹고 살
기 위해, 남들 하는 만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자
신의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명인은 60여
년 인생을 김치를 담가 왔다. 비록 그 시작은 생계였을지
몰라도 명인은 김치를 가난이 가져다준 인생 최고의 선물
이자 커다란 긍지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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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김치

GREEN LAVER KIMCHI

곽은주 명인

남도김치

파래김치
파래가 많이 생산되는 고흥 지역의 대표 김치다. 고흥에서는 파래를 수확하면 오
래 두고 먹기 위해 멸치액젓과 재래 간장 등으로 간을 해서 김치를 만들었다. 파래
김치가 익으면 노랗게 변하는데, 옛날에는 그 파래를 젓가락에 돌돌 감아 숯불에
구워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

This kimchi is from the Goheung region where green laver is much harvested.
Locals made green laver into kimchi by adding anchovy sauce and traditional
soy sauce in order to store it for a longer time. When ripe enough, it becomes
yellow, and used to be enjoyed as a snack after it was rolled on a chopstick
and roasted over charcoal.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생파래 500g, 무 200g, 실파 50g,

 파래는 깨끗이 씻어 채반에 건져
1. 생

마늘 30g, 생강 5g, 멸치액젓 30g,
굵은 고춧가루 50g, 국간장 40g

물기를 뺀다.
 는 채 썰고 실파는 4cm 길이로
2. 무
자른다.

3. 마늘과 생강은 믹서에 넣고 곱게 간다.
 채에 굵은 고춧가루와 멸치액젓을
4. 무
섞어 무에 빨간 물을 들인다.
 기에 생파래, 무, 실파를 담고 국간장,
5. 용
마늘, 생강 등을 넣어 간을 맞춘다.

108

109

전남 동부(여수, 순천, 고흥 등) East Jeollanam-do(Yeosu, Suncheon, Goheung, etc.)

뿌리배추김치

CABBAGE ROOT KIMCHI

곽은주 명인

남도김치

뿌리배추김치
옛날에는 배추가 귀하다 보니 배추의 뿌리를 모아 뒀다가 말려서 김치를 담갔다.
배추 뿌리 자체에 단맛이 있어 간식으로 깎아 먹기도 하였고, 단맛을 내는 양념을
따로 넣지 않아도 김치 맛이 좋았다.

In the past when cabbages were valuable, people collected cabbage roots and
dried them to make kimchi. Cabbage roots have a sweetness which makes the
kimchi sweet too even without any other ingredients. They also used to be
enjoyed as a snack.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뿌리배추 2kg, 굵은 고춧가루 150g,

 리배추는 도톰하게 썰어 깨끗이 씻고
1. 뿌

굵은 소금 150g, 멸치액젓 100g,

굵은 소금에 살짝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마늘 60g, 생강 10g, 실파 100g,

물기를 뺀다.

찹쌀풀 80g

 늘, 생강은 다지고 실파는 4cm 길이로
2. 마
자른다.
 은 고춧가루, 멸치액젓, 다진 생강과
3. 굵
마늘, 찹쌀풀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리배추에 양념을 넣고 버무리다
4. 뿌
실파를 넣고 다시 버무린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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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주 명인

인생의 터닝포인트

남도김치

나를 
찾아가는 방법

엄마로서 아내로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마흔을 앞두고 있
는 자신과 마주한 곽은주 명인. 살다 보면 별다른 이유 없
이도 사방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방법은 없고 마음을
비우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때에 등을 떠밀어 주거
나 끌어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마흔을 앞둔 곽은주 명인
이 마주한 감정도 이와 비슷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명인
의 등을 떠밀어 준 것은 바로 음식이었다. 첫째 딸이었던
명인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에게 밥을 지어 주
고 반찬을 만들어 주던 시절이 떠올랐다. 동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자
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게 요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
해 그는 한국 전통 음식 연구가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발을 내디뎠고, 그 발걸음은 2000년 광주세계김치축제로
이어졌다. 곽은주 명인은 마흔 살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을 돌아보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마흔 이전의 삶이 내 삶의 전반전이라면, 마흔 이
후의 삶은 후반전인 셈이죠. 김치를 포함한 전통 음식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었어요.”

추억의 간식

김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머니다. 곽은
주 명인 역시 마찬가지다. 요리할 때마다, 김치를 담글 때
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명인이 만드는 모든 요리의 밑바탕에는 어릴 적 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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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운 조리법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있었
다. “늦가을이 되면 파래가 나오는데 엄마는 그맘때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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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김치를 담가 주셨어요. 그 김치를 참 좋아했어요. 파
래김치는 시면 갈색이 되는데, 그러면 나무젓가락에 파래
김치 건더기를 호롱처럼 말아서 된장을 발라 화롯불에 구
워 먹기도 했어요. 고구마 구워 먹듯이 간식처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맛의 기억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마다 명인이 새삼 깨닫는
게 있다. 바로 어릴 때의 식사다. 프랑스 미식가 브리야사
바랭은 “식탁은 절대로 싫증 나는 일이 없는 유일한 장소”
라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밥 먹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
니라 식사가 지닌 의미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끼니를 때
우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는 하루 세끼 만족스러운 식사
가 중요하다. 어릴 때의 입맛은 평생 간다. 어렸을 때 새
겨진 맛의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의 입맛은 물론 정서까
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곽은주 명인은 “혀가 기억하는 것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해요”라며 어렸을 때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맛
을 통해 많은 것을 기억한다. 보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만지는 것, 혀로 느끼는 것, 그중 가장 오
래 기억에 남는 것이 혀로 느끼는 감각이다. 먹는 이야기
를 하면 입에 침이 고이듯이 말이다. 문득 명인이 만드는
김치 역시 어쩌면 명인이 기억하는 김치 맛의 재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즐거움이 
양념이 되다

곽은주 명인은 김치의 담백한 맛과 시원한 맛을 위해 김
치를 담글 때는 생새우를 넣고, 김장할 때는 생조기를 넣
는다. 생조기의 살은 포 떠서 멸치젓국에 하룻동안 절여
남도김치

양파, 마늘 등과 같이 갈아 양념을 만들고, 생조기의 뼈와

머리는 표고와 함께 삶아 육수를 내서 그 육수로 찹쌀풀
을 쑨다. 이외에 그가 김치를 담글 때 중요시하는 맛이 있
다. 바로 행복한 맛이다. 그는 요리란 만든 사람이 행복해
야 그 감정이 전해져 먹는 사람도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
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
는 일이자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김치 담그는 일이
라고 말하는 명인. 명인이 만드는 김치를 ‘행복한 김치’라
고 이름 붙여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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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돔배추김치

CHROMIS CABBAGE
KIMCHI

현숙희 명인

남도김치

자리돔배추김치
제주의 특산물인 자리돔을 이용해 담근 김치다. 제주도 김치는 짜지 않고 깔끔한
게 특색인데, 자리돔배추김치는 숙성이 될수록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을 낸다.

Chromis Cabbage kimchi is made with raw chromis, one of the principal
products of Jeju Island. Kimchi from Jeju is well known for its clean and plain
taste, and Chromis Cabbage kimchi becomes cleaner and plainer in taste as it
matures deepe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배추 15kg, 굵은 소금 1kg, 무 3kg,

 추는 4등분하여 15% 정도의 소금물에
1. 배

갓 1kg, 미나리 300g, 쪽파 1kg,

하루 정도(여름에는 4시간) 절인 뒤

마늘 250g, 생강 80g, 새우젓 200g,

깨끗이 씻어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생자리돔젓갈 500g, 찹쌀가루 200g,
굵은 고춧가루 400g, 설탕 50g,
육수 6컵(북어, 밴댕이, 새우, 표고,
마른 다시마, 양파)

 는 4cm 길이로 채 썰고 파, 갓,
2. 무
미나리, 쪽파도 4cm 길이로 썬다.
 늘과 생강은 곱게 다지고,
3. 마
생자리돔젓갈과 새우젓은 믹서에 간다.
 인 육수에 찹쌀가루를 풀어
4. 끓
찹쌀풀을 만들고, 찹살풀이 따뜻할 때
굵은 고춧가루를 풀어 그대로 식힌다.
 비한 채소와 젓갈, 고춧가루 불린
5. 준
찹쌀풀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춧잎 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6. 배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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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비지미

SEA URCHIN BIJIMI

현숙희 명인

남도김치

성게비지미
비지미는 통 무를 어슷하게 빗겨(비지게) 썰어 갖은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다. 제주
바다에서 많이 나는 씁쓸한 맛을 내는 성게에 무와 갓, 미나리, 쪽파를 넣음으로써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진 맛과 향을 낸다.

Bijimi is a kimchi made by cutting the whole radish diagonally into triangle
shapes and seasoning them with various spices. The mild bitterness of the sea
urchin adds the taste of the sea of Jeju, and the radish, mustard leaves, water
parsley, and small green onions add a harmonious taste and scent of lan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 1kg, 굵은 소금 100g,

 를 어슷하게 빗겨 썰어 굵은 소금을
1. 무

성게 100g, 갓잎 20g,

뿌려 5 ~10분 절인 뒤 채반에 밭쳐

실파 50g, 미나리 20g, 마늘 20g,

물기를 뺀다.

생강 5g, 굵은 고춧가루 40g,

2. 성게는 까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고운 소금 20g

 잎, 미나리, 실파는 3cm 길이로 썰고,
3. 갓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진다.
 에 굵은 고춧가루를 뿌려
4. 무
빨간 고춧물을 들인다.
 춧물을 들인 무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5. 고
골고루 버무린다.
 지막으로 성게를 넣고 으깨지지
6. 마
않도록 가볍게 버무린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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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희 명인

오감을 부르는
도마 소리



남도김치

정겹고
그리운 소리

50여 년 전, 제주도 서귀포의 한 씨족 동네 대종가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동네 친인척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했다. 사
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전 부치는 소리,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 사이로
‘통통통’ 도마 소리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북적북적한 그
속에는 기분 좋게 일손을 거드는 어린 명인이 있었다. 현
숙희 명인은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드는 날이면 행복했
다. 집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맛있는 냄새도 좋았지만, 사
람들의 온기 어린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울려 퍼지는 도
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머니
의 너른 품처럼 꼭 품어 주는 것 같고, 마치 토닥여 주듯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정겨운 도마 소리. 명인은 도마 소
리를 “나를 부르는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 같다”고 말한다.

취미에서 
직업으로

대종가의 종부로 살아가신 할머니와 어머니는 손님이 맞
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한 달에도 몇 번
씩이고 김치를 담가 땅에 묻으셨다. 음식을 장만하는 날
이면 고사리손도 제법 쓸 데가 있어, 어린 명인 역시 어른
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집밖으로 나가
뛰노는 게 더 즐거울 법도 한데, 명인은 할머니와 어머니
를 돕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다. 제주도에서 단 한 번도 떠
나 본 적 없던 명인이 제주도를 떠난 건 결혼하고서였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그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수 있는 건 음식이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면 음식을 만들
고 김치를 담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었다. 그러는 사
이 단순히 취미로 음식을 만들기보다 음식 분야의 전문가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리는 나에게 마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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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고,
공부하다 보니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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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
었을 테고, 그 시간 속에는 크고 작은 좌절도 있었을 테지
만, 명인은 꿈이 없었다면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했
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도 김치와 
전라도 김치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명인은 결혼한 뒤 광주에서 살면
서 전라도식 김치를 배웠다고 한다. 전라도 김치와 어떻
게 다른지 명인에게 물었다. 명인에 따르면, 제주도 김치
의 특색은 해산물이 많다.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가깝지
만, 갓, 쪽파, 미나리 등 부재료를 많이 넣는 전라도식 김
치와 달리 부재료를 많이 쓰지 않는 서울식 김치에 더 가
깝다. 제주도에는 김장 개념이 거의 없다. 날씨가 따뜻해
서 사계절 내내 밭에 채소가 있기 때문이다. 젓갈만 해도
전라도 김치는 멸치젓을 많이 사용하지만, 제주도는 주로
자리돔젓을 사용한다. 멸치젓을 쓸 경우에는 끓여서 액젓
을 사용하고, 자리돔젓은 믹서기에 갈아서 생젓으로 사용
한다. 전복김치, 해초김치 등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김
치가 있는데, 그중에는 명인이 어릴 때 자주 먹던 성게김
치와 구쟁기김치가 있다. 성게김치는 무를 어슷하게 썰어
서 겉저리식으로 무쳐 쪽파, 갓 등을 송송 썰어서 무치고
아직 살아 있는 성게를 썰어 고명으로 올려 먹는 김치로,
성게의 씁쓸한 맛이 살아 입맛을 돋우는 게 특색이다. 한
편 구쟁기(뿔소라의 제주도 사투리)김치는 살짝 데쳐서 채소
와 함께 무쳐 먹는 김치인데, 골뱅이가 없는 제주도에서
골뱅이처럼 먹었던 김치라고 한다. 명인은 김치의 특색을
이용해 양념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채소는 순하고 어떤
채소는 향이 강하다. 순한 채소에는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사용하고, 갓이나 쪽파처럼 향이 강한 채소에는 멸치생젓
남도김치

을 넣는다. 향이 강하면 재료도 강해야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명인이 담그는 김치
를 제주도 김치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가 담그
는 김치는 제주도 김치와 전라도 김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김치도 전라도 김치도 기본
을 따라 김치를 담그듯, 그의 김치 역시 기본에 충실한다.

세계인과
교감하는 맛

어느 날 김치를 담그는데, 빨간 색감을 내기에는 고춧가
루가 조금 부족했다. 그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며칠 전
텃밭에서 거둬들인 비트를 떠올렸다.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지만, 그는 고춧가루 대신 비트즙을 이용해 고춧가루
가 내는 빨간색을 살려 보기로 했다. 결과는 상상 그 이상
이었다. 고춧가루와 비트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만들어 낸
빨간색은 선명하면서도 고운 선홍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
었다. 게다가 비트의 상큼한 향이 김치에 배어 김치의 맛
을 더 시원하게 해 주었다. 이 뜻밖의 발견을 통해 그는 외
국인은 물론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비트로 다양
한 김치를 선보이기도 했다. 언제나 어린아이부터 노인,
외국인들까지 즐겨 먹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의 재료
를 연구하는 명인의 김치에는 양념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바로 ‘교감(交感)’이라는 양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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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는 5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씨족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고유한 가족 제도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종가음식은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종가김치는 같은 공간에서
세대 간 다른 시간을 영속해서 이어 주는 내림음식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전통의 맛이다. 현세대의 종부가 다음 세대 종부에게
입으로 손으로 전해 주는 김치의 맛과 전통, 그 손과 입을 거친
김치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숙성되어 익어간다. 종부로서
긴 세월을 보낸 그들의 삶에서 김치의 묵은 맛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The head family (Jong-ga) is a unique family type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500 years. It shows the tradition of a clan society
and thus is considered a distinctive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e head family food, which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represents not only the head family itself but also 
the whole nation. Especially the head family kimchi, among other 
foods, presents the living traditional taste that shares the same 
place across the different times. Jongbu (the first daughter-in-law 
in the head lineage family) passes on her kimchi making skills 
to the next jongbu through her words and hands, based on 
the know-how she inherited from her mother-in-law and 
her mother, coupled with her own experience.

Kimchi from Head Family Houses Tells 
the Story of Hundreds of Years

수백 년의 
이야기를 담은, 
종가김치

종가김치

장흥 고씨 학봉 고인후 종가
The Jangheung Ko Clan Hakbong Ko Inhu Head Family House

장흥 고씨 가문은 임진왜란 의병장 고경명 장군과 두 아들 고종후, 고인후, 삼부
자가 불천위(不遷位)로 인정받아 호남을 대표하는 애국지사 가문으로 명성을 얻었
다. 불천위는 대학자나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인물의 위패를 사당에 모시고 영원
히 제사를 지내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가리킨다. 학봉 종가는 삼부자 중 둘
째 아들을 중시조로 분파된 종가로, 담양의 대표 애국지사 가문으로 꼽힌다.

The Jangheung Ko clan achieved nationwide fame and became the
representative patriotic house in the Honam region when General Ko
Gyeongmyeong and his two sons, army leaders Ko Jonghu and Ko Inhu,
received the Immutable Position Ritual. The Immutable Position Ritual is
an ancestral rite for good designated by the nation for people who render a
distinguished service and for great scholars. The Hakbong family was divided
into a branch family by making the second son as their progenitor and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patriot house of Dam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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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물김치

BAMBOO SHOOT WATERY
KIMCHI

이숙재 종부

종가김치

죽순물김치
죽순이 많이 나는 담양은 대나무 생육에 가장 알맞은 기후와 풍토를 지니고 있다.
죽순은 맛과 향이 튀지 않아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로, 죽순물김치는 아삭
아삭함과 달짝지근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죽순은 끓는 물에 데쳐서
김치를 담가야 무르지 않고 씹는 식감이 좋다.

Damyang has a climate that is adequate to grow bamboos and is a main
producer of bamboo shoots. Bamboo shoots are used in numerous dishes
for they have a mild taste and scent, and thus good to be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Bamboo shoot watery kimchi has a unique taste with its crispness
and sweetness. Its crispness comes from blanching the bamboo shoots before
making kimchi.

재료 준비

 와 사과는 5cm 길이로 채 썰고,
3. 무
쪽파는 2cm 길이로 썬다.

배추 5kg, 죽순 200g, 쪽파 100g,
새우젓 120g, 사과 80g, 당근 40g,
양파 80g, 배 40g, 마늘 50g,
생강 10g, 찹쌀풀 70g, 밤 10개,
대추 10개, 석이 10g, 육수 4컵
(새우, 멸치, 무, 양파, 마른 다시마)

 늘, 생강, 새우젓, 배, 사과, 양파를
4. 마
믹서에 갈아 즙을 낸다.
 수에 찹쌀풀을 끓인 뒤 즙과 섞어
5. 육
김칫국물을 만든다. 김칫국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과 대추는 채 썰고, 석이는
6. 밤
물에 불려 깨끗이 손질한 뒤 채 썬다.

만드는 법

 추는 반으로 잘라 소금물에 담그고
1. 배
배춧잎 사이에 소금을 뿌려 8시간 정도
절인 뒤 헹구어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순은 끓은 물에 삶아서 식을 때까지
2. 죽
우린 뒤 깨끗한 물에 헹구어 3~4시간
두었다가 채반에 건져 물기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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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길이로 채 썬다.

 와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모양 틀을
7. 배
이용해 꽃잎 모양으로 찍는다.
 춧잎 속에 죽순과 무, 사과, 쪽파를
8. 배
넣고 겉잎으로 감싼 뒤 용기에 담고
김칫국물을 붓는다.
 , 대추, 석이, 배, 당근을 고명으로
9. 밤
올린다.

깻잎김치

SESAME LEAF KIMCHI

이숙재 종부

종가김치

깻잎김치
깻잎을 소금물에 담가 삭힌 후 먹을 때마다 양념을 깻잎 한 장 한 장에 켜켜이 발라
만든 김치다. 깻잎의 쌉쌀한 맛과 향이 멸치액젓과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 준다.

This kimchi is made with sesame leaves by soaking them in salt water for
a while and spreading prepared kimchi seasoning on each leaf when it is
served. The astringent taste and scent harmonize with anchovy sauce and stir
the appetite of anyone exhausted from the hot weathe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깻잎 400g, 멸치액젓 100g,

 잎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1. 깻

굵은 고춧가루150g, 밤 30g,

소금물에 담가 7~10일 정도 삭힌다.

홍고추 50g, 굵은 소금 100g,

 치액젓, 굵은 고춧가루, 통깨를 섞어
2. 멸

통깨 약간

양념을 만든다.
 념을 깻잎에 한 장씩 바르고
3. 양
겹겹이 모아 실로 묶는다.
 과 홍고추를 채 썰어 고명으로
4. 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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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재 종부

그래서 더욱 특별한 그곳

살갗에 와닿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따스하게 감싸는 겨울 볕이 기분 좋게
느껴졌던 날. 그 볕만큼이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장흥 고씨 학봉 종가의
14대 이숙재 종부를 만났다.

종가 이야기
조선 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삼부자가 불천위
를 받은 장흥 고씨 학봉 종가. 비록 구한말 시대 일본 경찰에
의해 생가는 불타 숟가락 하나 남지 않고 전소되었지만, 이
곳에는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
조들의 생생한 삶과 역사, 그리고 그들의 얼이 살아 숨 쉰다.
대문을 들어서 잔디밭 위로 촘촘히 놓인 돌길을 따라 들어
가니 근대식 한옥이 오도카니 서 있다. 이 집은 일본 경찰이
생가를 불태울 당시 신위만 챙겨 나온 집안의 사람들이 종
가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친척들 집을 전전하
다 1947년에 다시 지은 집이다. 이곳에는 1907년 녹천 고광
순 의병대장이 ‘不遠復(불원복)’이라는 세 글자를 수놓은 군
기가 있다. 지금의 태극기와 괘의 위치도 태극도 다르지만,
이 군기에는 ‘독립이 멀지 않았다’는 국권 회복을 향한 강한
신념이 담겨 있다. 2008년 등록 문화재 394호로 지정되었는
데, 현재 원본은 독립기념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종가에
종가김치

서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다.

50여 년을 함께한 기념관
학봉 종가에서는 2019년 12월 29일 50여 년의 시간과 정성
을 쏟은 녹천 고광순 의병대장의 기념관(포의사) 준공식을 마
쳤다. 기념관 건립까지의 시간은 이숙재 종부가 종부로 살아
온 삶과 함께한다. 종부는 포의사 준공식까지의 과정을 이
렇게 말한다. “포의사가 건립되기까지 몇 번의 고비를 넘겼
는지 몰라요. 삶의 고비라는 게 넘길 때마다 매번 힘들게 느
껴져요.” 첫 포의사 현판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받았다고 하
면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까? 비록 첫 현
판은 사용하지 못하고 새롭게 받았지만, 2019년은 한말 호
남 의병의 선구자 녹천 고광순 의병장의 순국 100주년이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포의사
의 준공식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굳게 닫힌 외삼문에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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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한 기운마저 감돌던 곳에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과 손길이
맞닿을 것이다. 지금껏 이곳을 지켜 왔던 종손과 종부의 마
음이 얼마큼 뿌듯할지 그 모습을 상상하자,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린다.

삼국 정신을 배우다
이숙재 종부는 제실을 이용해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
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한옥에 머물렀다 가는 게 아
니라 다도 체험, 전통주 담그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옥 스테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
아온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어릴 적 한옥 생활을 하던 어르신들이
추억을 그리며 찾아오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종가 밥상을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숙재 종부는 기꺼
이 밥상을 차려 준다. 상에 오르는 반찬은 종가 텃밭에서 손
수 가꾼 채소들로 만든 김치와 밑반찬, 그리고 종가의 씨간
장을 넣어 만든 찌개 같은 음식들이다. 종부는 “식당에서 먹
는 밥에 비하면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 밥상
에 자연의 맛은 물론 종부의 손맛과 전통이 담겨 있음을 밥
상을 원하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수백 년의 장을 잇다
씨간장이란 씨앗이 되는 간장을 뜻한다. 그 집안 특유의 맛
이 살아 있는 오래 묵힌 간장으로, 햇간장을 담그고 그 속에
묵힌 간장을 넣어서 간장 특유의 맛을 대물림한다. 그 독을
종가김치

비우지 않고 매년 채워 가는 것, 그것이 씨간장이다. 이 씨간

장에는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간장의 맛을 대물림한다는 의
미를 넘어서 가문의 전통과 소중함까지 이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봉 종가의 씨간장은 여러 의미에서 특별하다.

14대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 간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일본 경찰이 의병대장 고광순의 집이라며 모두 불태웠을 때
유일하게 하나 남은 장독에 있던 것이 바로 400년 된 씨간
장이었다. 수백 년을 버텨 온 장맛이라니, 쉬이 상상이 가지
않는 세월의 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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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집약된 내림음식들
학봉 종가의 대표 음식으로 준치완자탕이 유명하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맛이 일품인 준치는 어획량
이 적어 예부터 귀한 생선으로 대접받았다. 종가에서는 준치
살로 경단을 빚어 준치완자탕을 만들어 먹었다. 잔뼈가 많은
준치는 살을 발라낸 뒤 다져서 동글동글하게 경단으로 만들
었고, 뼈는 탕의 육수로 사용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준
치가 잘 나오지 않아 종가에서는 준치완자탕 대신 민어탕을
만든다. 민어는 살을 포 뜨고 소금에 살짝 뿌려 둔다. 민어
머리와 뼈로 육수를 내고 소금 간을 한 민어살을 넣어 끓인
다. 종가 내림음식에 특별한 조리법이 있냐는 질문에 종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법 그대로 음식을 하므로 그게 특별
한지 모르겠고, 또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종부에게는 그 음식들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학봉 종가의 음식. 종부는 여전히
지금껏 해 온 방법 그대로 김치는 물론 전통주, 다과 등 모든
걸 직접 다 만든다. 그가 모든 걸 직접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지
금껏 건재해 왔던 학봉 종가의 맥을 잇고 싶은 마음에서다.

종가의 김치
이숙재 종부가 김치 전시에 소개한 김치는 두 가지다. 죽순
물김치와 깻잎김치다. 담양 특산물인 죽순과 텃밭이나 시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깻잎이라는, 흔하다면 흔한 재료로
만든 종가의 김치는 과연 어떤 맛일까? 죽순을 이용해 담근
물김치는 집안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종가에서 빠트리지
종가김치

않고 만들었던 반찬이었다. ‘국물 없는 밥상’이 아니면 식사

를 하지 않으셨던 집안 어르신들의 입맛을 위해 종가에서는
늘 국물 있는 김치를 담갔는데, 그중 하나가 죽순물김치다.
죽순은 맛과 향이 튀지 않아 어디에도 잘 어울려 여러 음식
을 만들 수 있다. 죽순전, 죽순나물, 죽순회, 죽순 산적, 죽순
튀김, 죽순 된장국은 물론,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죽순을 구
워 먹었다. 그 흔한 죽순이 학봉 종가에서는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소중한 식재료였던 것이다. 종가에서 담그는 깻잎김
치는 소금으로 간을 한 깻잎(빳빳한 깻잎)을 돌로 눌러 7~10
일 정도 숙성시킨 뒤 저장해서 먹는 반찬이었다. 숙성된 깻
잎은 노랗게 익는데, 거기에 기름을 둘러 조림으로 먹기도
하고 양념을 발라 김치로 먹기도 했다. 깻잎김치는 종가에
서 가을이면 늘 담그는 저장 김치였다고 한다.

종부의 마음
교육행정직 일을 하다가 스물다섯 살에 종가로 시집온 이숙
재 종부는 종부의 삶이 힘들 법도 한데, 종부라는 삶의 무게
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종부는 70년대에 접어든 지금도
학봉 종가의 문화는 물론 내림음식, 종가의 사당을 여전히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런 만큼 종부는 걱정이 크다. 본인 대에
서 종가의 맥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들의 삶도 중요하기에 종가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다.
비단 학봉 종가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 가슴이 아련해진
다. “종가의 삶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과 이곳에서 사는 것
은 달라요. 하지만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이곳으로 돌아오
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종부의 그 말에는 종부라는 삶의
무게를 쉽게 강요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함께 종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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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계승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짙게 묻어난다.

종가김치

성주 이씨 보성 참의공 종가
The Seongju Lee Clan Bosung Chamuigong Head Family House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에 자리한 성주 이씨 종가는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
정변의 주역인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1864년~1951년)의 외가로도 유명하다. 유
력 명문가로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에 늘 잔칫집 분위기처럼 음식을 만들
었다. 종갓집 종부였던 친정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7남매 중 맏딸은 전남 장
성 울산 김씨 종가의 장손과 결혼해 그 음식 솜씨를 이어 갔다. 그리고 광주광역
시 지정 무형문화재(남도의례음식장 제17호)까지 오르게 되었다.

The Seongju Lee Clan settled in Ganae Village, Mundeo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and is famous as the home of the mother of Seo Jae-pil
(1864-1951) who walked the path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the main

figure of the Gapsin coup which lasted only three days. The reputable house
was always crowded and food was always prepared like a feast accordingly.
The first daughter of seven siblings who took over her mother’s cooking skills
continued even after she had married into the head family of Jangseong,
Jeollanam-do. She has been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7
Master of Ritual Food of Nam-do)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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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빼기김치

GODEULPPAEGI KIMCHI
(Sowthistle-leaved
hawksbeard)

이애섭 종녀

종가김치

고들빼기김치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고들빼기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담가 먹는 겨울 김장김치
중 하나다. 비타민이 풍부한 고들빼기김치는 쌉쌀한 맛과 향이 마치 인삼과 같다
고 해서 ‘인삼김치’라고도 하고, 시골에서는 ‘씀바귀김치’라고도 한다.

This is a winter kimchi made mostly in the Jeolla-do region and features a
unique bitter taste. It is rich in vitamin, and is often called ‘ginseng ’ kimchi
for it has the taste and scent of ginseng. In country areas, it is also called
‘sseumbagwi ’ kimchi.

재료 준비

만드는 법

고들빼기 1.4kg, 소금 500g,

 들빼기는 뿌리를 다듬어 씻은 뒤
1. 고

미나리 100g, 청각 20g, 사과 60g,
마늘 100g, 쪽파 100g, 홍고추 15g,

소금물에 하룻동안 절인다.
 인 고들빼기를 2일 정도 물에 담가
2. 절

통깨 30g, 대파 100g, 새우젓 30g,

하루에 1번 물을 갈아 주면서 쓴맛을

굵은 고춧가루 200g, 찹쌀풀 150g,

우려 낸다.

양파 40g, 생강 10g, 밤 3개,
멸치젓·갈치젓·황석어젓 100g

 각은 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3. 청
미나리와 쪽파는 깨끗이 손질하여

4~5cm 길이로 썬다.
 치젓, 갈치젓, 황석어젓은 함께 끓여
4. 멸
체에 건져 국물을 낸 뒤 굵은 고춧가루,
새우젓, 사과, 양파, 마늘, 생강을 한데
섞어 믹서에 간다.
 파는 어슷썰기하고, 홍고추와 밤은
5. 대
얇게 채 썬다.
 비된 재료를 모두 섞어 양념을 만들어
6.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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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빼기에 버무린다.

석류무물김치

POMEGRANATE AND 
RADISH WATERY KIMCHI

이애섭 종녀

종가김치

석류무물김치
칼집을 낸 무에 김치 양념과 석류를 넣어 만든 김치다. 맑은 국물에 석류의 색과 향
이 배어 빛깔이 곱고, 무와 석류 향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내는 것이 특
징이다.

This kimchi is made with radish that is made cuts and filled with kimchi
seasoning and pomegranate. Its clear soup is fine in color coming from the
pomegranate and fresh in taste coming from the radish.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 6개, 굵은 소금 100g, 석류 1개,

 는 5cm 두께로 토막 내서 1cm 간격의
1. 무

밤 10개, 석이 20g, 대추 8개, 배 1개,

격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 소금물에

사과 1개, 양파 1개, 다진 마늘 20g,

1시간 절인 뒤 흐르는 물에 헹구어

다진 생강 10g, 새우젓 50g, 물 2컵,
찹쌀 10g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 대추는 곱게 채 썰고, 석이는 물에
2. 밤
불려 손으로 비벼 씻은 뒤 곱게 채 썬다.
 류 알은 으깨지지 않게 조심히
3. 석
빼 둔다.

4. 찹쌀에 새우젓과 물을 붓고 끓인다.
 파와 사과, 배를 믹서에 간 뒤
5. 양
찹쌀을 넣고 끓인 새우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과 함께 면 보자기에 넣고
짜서 김칫국물을 만든다.

6. 밤, 대추, 석이, 석류를 무 칼집 사이에
넣어 그릇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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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석류 알을 무 위에 올리고
7. 남
김칫국물을 붓는다.

이애섭 종녀

맥을 이어가다

“그저 그런 늙은이로 늙을 수 있는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그저 요리하는 게 좋았다는
광주시 남도의례음식장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애섭 종녀는 남도 전통을 살리는
의례음식 전수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성의 파란 하늘을 닮은 미소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의사,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
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었던 서재필 선생이 일곱 살 때까
지 살았던 외가로도 유명한 이곳 성주 이씨 참의공 종가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매일
같이 이곳을 드나들며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길 덕분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애섭 종녀와 이수자인 딸 김현진
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활짝 웃는 그들의 미소가 보성의 파
란 하늘만큼이나 맑고 투명하다. 종녀는 종가의 문지방, 기
둥, 마루, 담벼락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에서 살았던 추억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 종가
구석구석으로 시선을 옮기는 사이 어느새 그곳에는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운 소녀 시절 종녀가 있었다.

종가김치

특별한 종가의 별미 반찬
겨울철이면 종가에서 먹었던 별미 반찬이 있다. 참게장과
집장이다. 이것들은 어릴 때부터 종녀가 즐겨 먹던 추억의
음식이다. 민물 참게를 사용하여 만드는 종가의 참게장은
일반 참게장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참게장은
양념장을 끓여서 삭혀 먹지만, 종가의 참게장은 다진 소고
기에 갖은양념을 해서 살짝 볶은 다음 게딱지를 벌려 게살
과 섞는다. 그런 다음 면실로 묶어 달인 양념장을 부어 보름
이상 숙성시킨다. 종가의 참게장은 익을수록 간장 맛이 진
해져 삼삼하고, 게살과 함께 소고기도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별미다. 그런가 하면 종가의 집장 만드는 과정에서는 옛 정
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집장은 무청, 무, 도라지, 고춧잎, 가
지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이고 찰밥을 지어 고춧가루와 메
줏가루를 섞어 찰떡처럼 무르게 만들어 버무린다. 버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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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는데, 옛날에는 추수한 짚과
산에서 베어 온 풀을 썩혀서 퇴비를 만들었다. 쌓아 놓은 풀
과 짚이 썩기 시작하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종녀의
어머니는 집장을 담은 항아리를 거죽으로 덮은 뒤 두엄더미
속에 묻고 숙성시켰다. 두엄에 훈짐이 나면서 뜨근뜨근해지
면 일주일에 한 번씩 두엄의 위아래를 바꿔 주는데, 그때 집
장을 꺼내 먹었다. 오랜 정성이 필요한 이 음식들을 가르치
다 보면 종녀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난다. 힘든 종부의 삶
을 지고 살아 간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때문이
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종녀로 전해진 이 음
식들은 이제 종녀의 딸 김현진 씨에게로 전해진다. ‘어머니
의 정성 가득한 고향의 맛’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말이다.

종가의 문화
서재필 선생의 외가이기도 했던 종가에서는 객식구가 끊이
지 않았다. 늘 많은 음식을 만들었고 늘 집은 잔칫집 같은 분
위기였다. 그런 속에서 종녀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도와 음
식 준비를 했다. 참의공 종가의 손님 대접은 여느 종가와는
달랐다. 대개 종가는 손님을 대접할 때 다과나 술을 낸다. 하
지만 참의공 종가에서는 술과 다과 대신 꿩이나 노루 고기
로 육포를 만들어 손님 대접을 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
던 종가에서 술이 올라오는 날은 일가친척들이 모이는 화수
회(花樹會) 때였다. 그날이면 할머니는 보성 강하주를 만들곤
했다. 보성의 대표 술이기도 한 강하주는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에서 전해지는 토속주로, 생강, 대추, 계피, 용안육 등의
한약재를 이용해 담그는데 향과 맛이 뛰어나 예로부터 임금
님께 진상하던 술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담그
종가김치

시는 강하주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같은 형태의 집

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에 따라 생활 문화나 방식이 다르
듯, 지역이나 가문, 그곳에 사는 사람에 따라 종가의 문화도,
내림음식 문화도 발전해 가는 법이다.

종가의 김치
손님에게 대접하는 종가의 김치는 조금 색달랐다. 맛도 맛
이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해서 종가에서는 뒤꼍에 심어 놓
은 석류나무의 석류를 이용해 석류물김치나 석류김치를 담
갔다. 석류로 만든 김치는 김치의 시원한 맛과 석류의 새콤
한 맛이 어우러져 상큼한 맛이 특징인데, 김치의 청아한 붉
은빛에 반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석류의 새콤함에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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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반하고 만다. 벌교가 가까워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음식
이 많았던 만큼 종가에서는 해산물을 넣은 김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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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뼈와 소뼈를 고아 만든 사골 진액에 찹쌀풀과 멸치젓
갈을 넣어서 김치 양념을 만들고, 젓갈은 멸치젓, 황석어젓,
갈치젓, 새우젓, 조기젓 등 4~5가지 젓갈을 섞어 썼다. 단, 젓
갈을 그냥 쓰지 않고 2년 이상 곡물로 채운 항아리에 숙성시
켜 깊은 맛이 최고치에 달할 때 김치 양념으로 사용했다. 그
렇게 담근 종가의 김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맛을 낸다.

전통을 잇는 맥
종녀는 한국 전통 의례음식의 맥을 잇기 위해 전시회며 강
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음식 가운데는 친정어
머니의 부각도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가 만든 부각은 특별
했다. 찹쌀풀을 발라서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먹는 부각과
다르게 어머니의 부각은 사골 육수로 찹쌀풀을 쑤고 검정
깨를 갈아서 넣는다. 종녀는 어머니가 만든 부각의 맛을 살
리기 위해 어머니가 만든 방식 그대로 부각을 만든다. 추억
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이야기하는 내내 이애섭 종녀는 행복
해 보인다. 그의 곁에는 막내딸이자 종가 의례음식 이수자
인 김현진 씨가 있어서다. 성악을 전공한 김현진 씨는 잘나
가는 성악가라는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뒤를 잇
기 위해 스스로 이수자의 길을 택했다.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는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고운 마음과
함께 전통음식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묻어난다. 해맑은 미소
가 꼭 닮은 두 모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전해져 온다.

종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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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김치

해남 윤씨 고산 윤선도 종가
Haenam Yoon Gosan Yoon seondo Head Family House

해남 땅끝마을에 위치한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깃든 종가로, 임금의 스승인 고산
윤선도 선생의 집안답게 궁중음식의 영향을 받아 종가음식이 화려하고 우아하
다.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사찬(賜饌)이 종가로 전해져 전라도의 다른 종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복, 해삼 등의 고급 식재료를 이용해 종가음식을 만들었다. 종
부는 (사)녹우당종가음식보존연구회를 통해 종가음식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간편한 조리법을 연구하는 등 500년 동안 가문 대대로 이어진 종가음식을 계승하
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Gosan Yoon Seondo head family settled in Haenam, the area located far down
to South. Gosan Yoon Seondo was a teacher of the King, and so his head
family house was influenced by royal cuisine. Using the royal food that was
bestowed from the King such as abalone and sea cucumber, they made fine
cuisine that wasn’t easily found in other head families in Jeolla-do. The jongbu
is striving to preserve five hundred years of family recipes by reinterpreting
and updating them and studying simplified recipes through the Nokwoodang
Food Preservation Research Institut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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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쌈지

GATSSAMJI
(Leaf mustard rapped 
kimchi)

김은수 종부

종가김치

갓쌈지
‘갓소박이’라고도 부르는데, 톡 쏘는 갓 향기에 매콤한 양념이 더해져 매우면서도
감칠맛이 난다. 전복과 갈치를 멸치액젓에 하루 정도 담가 맛이 배게 한 뒤 양념에
버무려 알싸한 갓의 맛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종가의 비법이다.

Also called ‘Gat Sobaki ,’ this kimchi has a deep and chili taste which comes
from the mustard leaves and the spicy seasoning. The secret recipe of the
head family house is that they soak abalone and hairtail with anchovy sauce
for a day and mix them with kimchi seasoning to make a harmony with the
pungent flavor of the mustard leaves.

재료 준비

만드는 법

홍갓 2kg, 쪽파 100g, 무 500g,

 갓과 쪽파는 씻은 뒤 채반에 건져
1. 홍

굵은 고춧가루 100g, 다진 마늘 50g,

물기를 뺀다.

다진 생강 20g, 굵은 소금 150g,

2. 무는 2cm 길이로 채 썬다.

전복 50g, 갈치 200g, 조기 200g,

 복과 갈치, 조기는 얇게 포 떠서
3. 전

멸치액젓 100g, 찹쌀풀 100g

채 썬 뒤 멸치액젓에 담가 하룻동안
숙성시킨다.
 성시킨 전복과 갈치, 조기에
4. 숙
굵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찹쌀풀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갓 잎에 양념을 펴 바르면서
5. 홍
켜켜이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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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박지

SEOKBAKJI
(Kimchi with radish and 
various seasonings)

김은수 종부

종가김치

섞박지
녹산벌(현재 해남)에 많이 자라는 무는 임금에게 올렸던 진상품이었다. 해남의 무는
토질이 좋아 단단하면서도 사각사각한 것이 특징으로, 해물을 넣어 담근 섞박지는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낸다.

Radish from Noksanbeol , presently Haenam area, was offered to the King.
Thanks to the fertile soil in that area, it is famous for being hard and crunchy.
This kimchi has a deep and fresh taste mixed with seafoo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무 2kg, 쪽파 50g, 굵은 소금 80g,

 를 깨끗이 씻어 큼직하게 썰어
1. 무

굵은 고춧가루 50g, 다진 마늘 50g,
다진 생강 10g, 멸치액젓 15g,
새우젓 20g, 찹쌀풀 100g,
조기 200g, 갈치 200g

소금에 절인다.
 기와 갈치는 포 떠서 멸치액젓에
2. 조
담가 하룻동안 숙성시킨다.
 , 생강, 마늘은 믹서에 갈고,
3. 배
쪽파는 잘게 썬다.
 성시킨 전복과 갈치, 조기에
4. 숙
굵은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찹쌀풀을 한데 섞어 양념을 만든다.

5. 무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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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수 종부

초록 비 내리는 녹우당의 육백 년

600년 동안 한곳에서 
삶을 이어 온 녹우당.
옛 그대로 전통과 문화를 아끼며 
긴 세월을 보낸 그들의 삶에서 
애정 깊은 맛이 묻어난다.

녹우당 종부들이 이어온 전통
교직 생활을 하다가 26세에 결혼해 어느덧 종부의 나이 82세.
김은수 종부는 60여 년간 종부의 삶을 이렇게 말한다. “녹우
당의 전통이 6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앞선 종부님들
이 모두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분들에게 누
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왔어요. 60년 가까이 종부로 살면
서 한도 많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매일 끼니마다 상을 10개
씩 차렸는데, 손님상만 5개나 됐어요. 60년간의 종부 삶을
책으로 쓴다면 구한말 시대 광주 이씨 할머니가 쓰신 『규한
록』보다 더한 현대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간간
이 먼 산을 보는 종부의 모습에서 그간의 노고와 애환이 묻
어난다. 시대를 겪으면서 손님상을 마련하고 제사 음식을
손수 차려 왔던 김은수 종부는 누군가가 차려 주는 밥상을
받을 나이가 된 현재까지도 종부의 삶을 온전히 지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남기고 싶은 얘기도 많을 법도 하지만, 종
부는 말을 아낀다.
종가김치

녹우당의 음식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음식도 상차림도 조금씩 바뀔 수 있건
만, 녹우당에서는 고산 윤선도 선생이 생일에 궁에서 하사
받았던 음식을 비롯해 옛 음식이 옛날 방식 그대로 상 위에
오른다. 궁에서 많은 식재료를 가져왔던 만큼 종가의 음식
에는 궁중음식이 많은 편이지만, 녹우당의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지역 특산물로 음식을 만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가 음식 중에서도 유명한 육만두나 어만두에는 해남 지방
의 특산물인 배추를 꼭 넣는다. 그렇게 만두가 완성되고, 그
만두야말로 녹우당의 진짜 음식이 된다. 전통을 중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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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을 생각하는 녹우당의 마음 씀씀이가 존경스럽기까
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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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가지의 애환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녹우당의 음식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 술을 비롯해 비자강정, 유과, 다과, 초복탕, 오미자국
수, 부각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힘들 정도다. 종가에서는
지금도 1년에 제사만 32번이나 있는데, 그 많은 손님을 대
접하기 위해 종가에서는 부각이나 장아찌 같은 저장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 이외에도 소 다리를 고아서 곱게 다진 뒤 채
소를 넣고 응고시킨 족편이 있는가 하면, 500년 전부터 궁에
서 내려온 해삼말이, 종부가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이
라고 비유한 감단자 등 그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음식
들이 많다.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몇백, 몇천 개의 재료
를 손질하고 몇 날 며칠 가마솥에 저어 가며 불 조절을 했을
종부의 모습을 떠올리니, 100여 가지가 넘는 녹우당 음식에
담긴 종부의 삶과 애환이 느껴진다. 녹우당의 음식에는 말
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음식 역사가 있다. 그 값어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녹우당의 음
식은 (사)녹우당종가음식보존연구회에 의해 현재 모두 기록
되고 전수되고 있다.

녹우당의 김치
녹우당의 김치에는 전복, 해삼, 미역, 멸치, 갈치 등 바다에
서 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젓갈도 조기젓을 비롯해 다
양한 젓갈이 들어간다. 해산물을 많이 넣으면 비릿한 맛이
날 법도 한데, 종가김치는 비린 맛은커녕 오히려 시원하고
담백하다. 녹우당이 위치한 해남에는 홍갓과 배추, 무가 유
명한데, 특히 해남의 무는 임금에게 진상되었을 정도로 토
종가김치

질이 좋아 단단하면서도 사각사각 맛있기로 유명하다. 종가

에서는 그 맛있는 무를 이용해 나박김치, 섞박지, 무장아찌
등 다양한 무김치를 담가 왔다. 어떤 김치이건 녹우당 김치
는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깊은 맛이 있다. 여기에 특별한 재료
나 비법 같은 것은 없다. 옛그저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옛
날부터 담가 왔던 방법 그대로 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비교
할 대상도 없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냐고 물어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종부. 이것이 600년 동안 내려온 종가김치의 특징
이자 비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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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구조
녹우당의 장독대는 그 구조가 특이하다. 뭐라 콕 집어서 말
할 수 없지만, 이곳 장독대에는 옛 선조의 지혜와 풍속이 담
겨 있음이 분명하다. 지대가 낮고 서늘한 장독에서는 젓갈
류가 담겨 있고, 볕이 잘 드는 장독에서는 장류가, 비자나무
숲 안쪽에 있는 장독에서는 매실이 향을 풀풀거리며 숙성되
어 간다. 얼핏 보면 무심코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숙성 온도,
풍향, 일조건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배치해 놓은 구조가 아
닐까 싶을 정도로, 녹우당의 장독대는 과학적이면서도 풍속
적이다. 장독의 자리를 바꾼 적 없이 선조 때부터 그대로 유
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녹우당의 전통과 문화를 지
키며 살아온 녹우당 종부들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진다. 수
세대에 걸쳐 종부의 삶과 함께해 온 장독대, 거기에는 종부
의 손길과 함께 삶의 무게도 켜켜이 쌓여 있을 것이다.

종가김치

전통을 이어 가는 삶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등이 묻어난다. 책으로
가득 채워진 18대 윤형식 종손과 김은수 종부의 책장에서는
녹우당을 아끼고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깊은 사랑이 느껴진
다. 어느 종가든 선조들이 살아온 장소를 관리하고 보전하
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아온 선조들의 얼과 그 안에 내재된 종가의 가
치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서기 그윽한 고택은 물론 내림음
식, 문화유산, 유물 등 600년의 전통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녹우당은 전통문화의 보고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
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전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 낸 사람
들의 눈물겨운 서사와 애환이 함께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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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김치

함평 이씨 계일헌 이명룡 종가
Hampyeong Lee Clan Gyeilheon Lee Myungryong Head Family House

계일헌 이명룡은 1759년(영조 39)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관직을 역임했
고 문인 가문으로서 길을 열었다. 광주 김해 김씨 대종가의 딸이었던 종부의 친정
어머니는 화순 창녕 조씨 대종가로 시집갔다. 친가도 외가도 모두 종가에서 태어
난 종부는 함평 이씨 종가로 시집와 친정어머니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해산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생선을 이용한 상차림이 많다.

Gyeilheon Lee Myungryong passed the state exam in the year of 1759 (Yeongjo
39) and brought honor to his family by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The jongbu ’s mother, born in the head family of Gwangju Gimhae Kim
clan, married into the head family of the Hwasun Changnyeong Cho clan.
The jongbu married into the head family of the Hampyeong Lee clan and
is continuing her mother’s life. Fish is often used in the dishes of this head
family as seafood is easily harvested around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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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걱지

BBEOGEOKJI
(Radish kimchi)

조선자 종부

종가김치

뻐걱지
무를 빠개서 김치를 담근다고 해서 광주에서는 ‘뻐걱지(빠각지)’라고 하며, 다른 지
역에서는 ‘비늘김치’ ‘세갈지’라고도 부른다. 4등분으로 칼집을 낸 무 사이에 갖은 채
소와 생새우를 넣는데, 새우 맛과 무 맛이 어우러져 더욱 시원한 맛을 낸다.

It is called ‘Bbeogeokji ’ or ‘Bbagakji ’ in Gwangju because it is made by
splitting the radish, but it is also known as ‘Bineul Kimchi ’ or ‘Segalji ’ in other
areas. This kimchi is made by cutting deep into the radish and stuffing it full
of seasoning including various vegetables and peeled raw shrimps. The shrimp
and radish mixed together give a fresh taste.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총각무 2kg, 쪽파 100g, 홍갓 50g,

 각무를 세로로 3 ∼4개 칼집을 내고
1. 총

생새우 50g, 굵은 고춧가루 100g,

소금을 뿌려 1시간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다진 마늘 30g, 다진 생강 10g,

물기를 뺀다.

멸치액젓 50g, 보리쌀죽 200g,

2. 무청은 깨끗하게 씻어 둔다.

굵은 소금 150g, 통깨 약간

3. 쪽파와 홍갓은 3cm 길이로 썬다.
4. 생새우는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5. 굵
멸치액젓, 보리쌀죽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파, 홍갓, 새우를 양념을 넣고
6. 쪽
버무린 뒤 칼집 사이에 넣고 무청으로
묶는다.

7. 통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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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배추김치

GIZZARD SHAD 
CABBAGE KIMCHI

조선자 종부

종가김치

전어배추김치
함평 이씨 계일헌 종가를 대표하는 김치다. 가을 전어를 내장만 빼고 뼈째 채 썰어
넣는데, 김치가 익으면서 고소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옛날에는 전어
의 비린 맛을 잡기 위해 사철나무 잎을 끓여 우린 뒤 식힌 물에 전어를 넣었다.

Being the representative kimchi of the head family house, this one is made
with gizzard shade that is cut together with its bones after its guts are
removed. It is unique in that it becomes richer and fresher in taste as it
matures. In the past, gizzard shade was soaked in water that was brewed with
ironwood leaves in order to remove the fishy smell.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배추 3포기, 전어 20마리,

 추를 4등분하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1. 배

굵은 소금 500g, 무 400g, 갓 200g,
쪽파 100g, 당근 200g, 양파 300g,
굵은 고춧가루 400g, 무즙 600ml,

건져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

8시간 절인 뒤 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와 당근은 4cm 길이로 채 썰고,
2. 무

마늘 150g, 생강 30g, 배 300g,

갓은 3cm 길이로, 쪽파는 4cm 길이로

마른 홍고추 100g, 멸치젓 120g,

썬다.

새우젓 120g, 갈치젓 60g,

3. 마른 홍고추는 물에 담가 불린다.

찹쌀죽 400g

 어는 비늘과 내장을 벗겨 내고
4. 전
흐르는 물에 헹궈 뼈째 채 썬다.
 린 홍고추와 굵은 고춧가루, 무즙,
5. 불
마늘, 생강, 멸치젓, 새우젓, 갈치젓,
찹쌀죽, 배를 넣고 믹서에 간다.
 비한 채소와 채 썬 전어, 믹서에 간
6. 준
재료를 섞어 양념을 만든다.
 인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7. 절
골고루 발라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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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자 종부

물 한 잔에도 배부른 곳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지만, 
그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자욱했고, 
그래서 더 멋스러움이 묻어났다. 
운치 있는 그곳에서
그 집과 꼭 닮은 미소가 인상적인
조선자 종부를 만났다.

웅숭깊은 그곳
팔각지붕과 조선 후기 전라남도에서는 보기 드문 ㄷ 자형의
이건풍 가옥은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한갓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집 뒤편에 있는 나지막한 산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웃집들, 동네 입구에 있는 정자에서 시골 풍경의 고즈넉
함이 물씬 풍겼고, 종가는 그 풍경과 절로 어우러져 한껏 고
택의 멋스러움을 뽐낸다. 왠지 이곳에서는 밥 한 공기도, 물
한 잔도 모두 맛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시골 풍경과 냄새를 만끽하고 있자, 동네일을 마친 조
선자 종부가 돌아왔다. 고택과 꼭 닮은 멋스러운 종부의 미
소가 인상적이다. 함평 이씨 10대 종부로 시집온 조선자 종
부는 막내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남편을 여의고 시아
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종가를 이끌어 왔다. 힘들 법도
한데, 종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의 삶에 관해 묻자 종부는 말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나고 혼자 남으니까 옛 생각
종가김치

이 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종부라는

삶의 의미보다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더라고요. 뭐든 마
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돌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이구
나 하고, 당연한 삶의 이치를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가문을
위해, 조상을 위해 숙명처럼 살아온 종부의 삶, 그 속에 서려
있는 웅숭깊은 마음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종가의 음식과 차
음식의 가짓수는 예전처럼 많지 않지만, 종부는 옛날 방법
그대로 음식을 만든다. 봄이면 쑥을 다진 쑥단자와 쑥에 찹
쌀가루를 버무린 쑥고물을 만들고, 겨울이면 쌀과 콩을 섞
어 일주일 동안 삭혀 산자를 만들었다. 함평 이씨 종가에서
는 예부터 찹쌀강정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
168

가에서는 쌀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전통 방식을 따랐다. 맑
은 물에 모래를 씻어 체에 거른 다음 그 모래를 다시 씻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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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에 들기름과 함께 넣고 볶는다. 여기서 들기름은 소
독용이다. 모래가 뜨거울 때 고실고실하게 쪄서 말린 찹쌀
을 넣으면 찹쌀이 튀겨지면서 모래 위로 올라오는데, 그 찹
쌀로 강정을 만들었다. 이외 종가 특유의 음식으로 생선 요
리와 삭힌 요리가 있다. 바다가 가까운 종가에서는 젓갈류
를 비롯해 낙지, 주꾸미 같은 생선 요리를 주로 먹었고, 지금
처럼 홍어가 흔하지 않았을 때 홍어를 많이 먹었다. 제사 때
는 계절에 따라 민어나 도미 같은 큰 생선을 올렸는데, 생선
이 다섯 가지면, 나물도 다섯 가지, 전도 다섯 가지로 가짓수
를 맞췄다. 종가에서 생선 요리와 함께 내는 차는 오미자차
다. 오미자차는 함평 이씨 계일헌 종가를 대표하는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가에서는 예부터 입안에 남아
있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생선 요리를 먹은 뒤에
는 꼭 오미자차를 마셨다.

종가의 김치
종가에서는 새우나 전어 등을 넣어서 김치를 만든다. 김치
에 새우를 넣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손님에게 색다
른 김치를 대접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새우와 채소가
만나면 그 시원한 맛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종부는 무김
치를 만들 때는 찹쌀죽이 아닌 보리쌀죽을 쑨다. 그래야 텁
텁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새우를 넣은 김치 외에도 전
어를 넣고 배추김치를 담그는데, 전어는 막 잡은 싱싱한 게
좋다. 옛날에는 전어의 비린 맛을 잡기 위해 사철나무 잎을
넣고 우린 물에 전어를 담가 비린내를 잡았지만, 지금은 녹
차 우린 물로 비린내를 잡는다고 한다. 종가에서는 배추김
치를 만들 때 꼭 빠트리지 않고 넣는 게 있다. 바로 무즙이
종가김치

다. 김장할 때도 무를 갈아서 면 보자기에 짠 무즙을 넣어 양

념을 만든다. 무즙을 넣는 것은 김치의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한 종부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종부라는 삶의 무게
결혼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종부는 친정어머니가 담
가 주신 뻐걱지가 그리워진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종부로
살아간 친정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조선자 종부. 그는 음식을 만들 때도 종부의 삶을
생각할 때도 친정어머니를 생각한다. 수백 년을 새기고 다
듬어 가는 종부에서 종부로 이어지는 삶, 거기에는 수대에
걸쳐 전승된 종가 전통의 맛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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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김치

밀양 박씨 청재공파 박종 종가
Milyang Park Clan Cheongjaegongpa Parkjong Head Family House

밀양 박씨 가문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 가문은 대
한제국의 궁내부 주사를 역임하고 장흥군수로 활동한 박재규 선생 대에 이르러
크게 번창했다. 종부가 1974년에 종가로 시집와 시어머니에게 배운 종가음식을
계승 발전하고 있다.

The Milyang Park clan house is closely related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is clan flourished greatly in the days of Park Jaekyu, who served as an official of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in the
Korean Empire, and the governor of Jangheung. The jongbu got married into
this family in 1974 and has been developing its cuisine passed on from the
mother-in-law.

172

173

반동치미

BANDONGCHIMI
(Kimchi cabbage and
radish watery kimchi)

강정숙 종부

종가김치

반동치미
나주 특산물인 배를 갈아 넣은 단맛과 살만 바른 생조기를 넣은 시원한 맛이 일품
이다. 김치로도 먹고 동치미로도 먹는데, 김치를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고 국물은
시원하고 담백하며, 다른 김치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이 난다.

Its fresh taste comes from the sweet ground pear, specialty of Naju, and
deboned raw croaker. When chewed, this kimchi is crispy while the soup is
fresh, and gives a unique taste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kimchi.

재료 준비

 진 마늘과 생강, 조기 살, 굴을
4. 다
면 보자기 4개에 나눠 담는다.

배추 3포기, 무 5.5kg, 양념용 무 930g,

 강, 밤, 무, 당근, 사과, 배, 마늘, 양파,
5. 생

사과 330g, 미나리 110g, 홍갓 60g,

홍갓은 채 썰고, 미나리와 쪽파는

쪽파 120g, 당근 250g, 청각 120g,

5cm 길이로 썰고, 청각과 새우젓은

새우젓 2kg, 물 15L, 조기 육수 350g,

곱게 다진다.

조기 살 70g, 마늘 220g, 생강 60g,

 비한 채소에 실고추, 멸치액젓,
6. 준

밤 100g, 양파 690g, 실고추 4g,

굵은 고춧가루, 조기 육수를 넣어

굵은 고춧가루 130g, 멸치액젓 420g,

양념을 만든다.

면 보자기 4개

 인 배추의 잎 사이와 무 칼집 사이에
7. 절
양념을 넣는다.
 관 용기에 배추와 무를 담고
8. 보

만드는 법

그 사이에 면 보자기 4개를 넣는다.
 우젓에 물을 붓고 끓인 뒤 체에 걸러
9. 새

 추는 6 ~7시간 소금에 절인다.
1. 배
 는 껍질을 벗겨 6cm 두께로 잘라
2. 무
격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 1시간

식히고, 끓인 물에 소금을 넣고 식힌다.

10. 3 일 뒤 새우젓 국물과 소금물을 부어
실온에서 2주 동안 숙성시킨다.

정도 소금에 절인다.
 기는 살을 발라 두고 뼈는 물을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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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고 끓여 육수를 만든다.

* 새우젓 국물과 소금물은 겨울에는 끓여서

3일째 되는 날, 여름에는 바로 부어 준다.

홍갓김치

HONG GAT KIMCHI
(Red leaf mustard kimchi)

강정숙 종부

종가김치

홍갓김치
독특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 향신 채소인 홍갓으로 담근 종가의 별미 김치다. 종
가에서는 대대로 나주 영산강 변에 있는 포전 밭에서 재배한 홍갓으로 김치를 담
갔는데, 홍갓과 어우러진 무는 더욱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다.

This delicate kimchi of the head family has a unique aroma from the red
mustard leaves, a condiment herb that can arouse the appetite. The head
family house used red mustard leaves and radish grown on a nearby farm next
to the Yeongsan River, Pojeon, Naju. The radish mixed with mustard leaves
feels crunchier when chewed.

재료 준비

만드는 법

홍갓 2kg, 무 200g, 쪽파 500g,

 갓은 다듬어 씻고 소금을 뿌려
1. 홍

굵은 소금 180g, 굵은 고춧가루 130g,

3시간 동안 절인 뒤 물에 헹궈 채반에

멸치젓 20g, 새우젓 10g, 생새우 50g,

건져 물기를 뺀다.

찹쌀풀 100g, 사과 100g, 배 100g,
다진 마늘 50g, 다진 생강 20g,
양파 100g

 는 1cm 두께로 썰고, 쪽파는 소금에
2. 무
절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 사과, 양파, 굵은 고춧가루, 멸치젓,
3. 배
새우젓, 찹쌀풀, 생새우, 다진 마늘과
생강을 믹서에 넣고 갈아 양념을
만든다.
 인 홍갓과 쪽파, 무에 양념을 골고루
4. 절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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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종부

사람 사는 소리 가득한 고택

대학을 졸업한 뒤 고등공민학교에서
선생을 지냈던 강정숙 종부는 
그로부터 20여 년 지나 종가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등공민학교가 있던 자리에 유치원을 
만들었다. 종부로서 교육자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는 
그의 일상을 찾아가 보았다.

3대가 사는 고택
담벼락을 따라 사람들의 말소리가 넘어온다. 대개 종가 하
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이건만, 3대가 모여 사
는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하다. 파란빛이 도는 하늘,
기와 위에서 자라는 와송, 정갈하게 놓여 있는 장독대, 그 풍
경과 리듬 좋게 어우러지는 시끌벅적한 사람 사는 소리까
지, 왠지 이곳이야말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망중한을 누리기
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파고택
2009년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남파고택은 안채와 바
깥사랑채, 아래채, 문간채, 초당채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남 지방 자산가의 주거 형태를 띤다. 안채는 당시에는 흔
하지 않았던 일자형 주거 형태로 1900년 초 궁궐 목수들이
종가김치

3년에 걸쳐 지었다고 한다. 고택에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연장들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가 하면, 증조할아버지였던
박정업 선생이 일본에 맞서 내걸고 싸운 태극기를 포함해
소반, 뒤주, 도시락, 가마솥, 다기, 맷돌 등 100년이 넘는 근
현대 유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종부 이야기
종부의 삶이 어떠했냐는 질문에 종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 입을 뗐다. 그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젊어서 몰랐어요.”
결혼 당시에는 종가에 일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종부는 종가의 일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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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가 종부의 고된 삶을 실
감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였다. 종가의 일은
온전히 종부의 몫이 되면서 그는 그동안 시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종가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런 속에서도
며느리의 일을 존중해 주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종부로서 첫 제사를 맞았을 때는 많이 울었다고 한
다. 혼자 하려니 덜 컥 겁이 나기도 했고, 종부라는 삶의 무
게가 턱없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
단히, 대충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 옆에서 늘 지켜보았던
만큼, 종가의 전통과 격식을 지키는 데 얕은꾀 같은 건 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부는 시어머니가 그래 왔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종부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
다. 종부라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에, 그
선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힘들다고 생각
할 겨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했다.

종가김치

교육자로서의 삶
1960년,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종가의 할아버지는 고등국민학교를 세워 무상으로 학생들
을 가르쳤다. 대학을 졸업한 뒤 종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으로 일하면서 종가와 인연이 닿은 종부는 현재 교육자
로서 종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론 무겁게 느껴
지는 종부의 삶도, 일상의 고단함도, 종부는 아이들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고 말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국민학교에
부임해 처음 가르쳤던 학생들과의 추억도, 모내기했던 추억
도, 수학여행을 갔던 추억도 종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듯, 아이들과 함께한 40여 년의 시간
을 가리켜 종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준 시
간이라고 말한다. 종가와 인연이 된 지 어느새 45년의 세월
이 지난 만큼 20대의 젊은 선생은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있지만, 종부는 “할머니” 하고 와서 안기는 아이들의 품이
참 좋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삶이라도 종부
는 지금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 모습에서 행
복이란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
닫게 된다.

어디에도 없는 반동치미
남파고택에는 종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내림김치가 있다.
바로 반동치미다. 통배추 김치에 새우젓 국물을 부어 동치
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종가의 반동치미는 옛날에는 주
로 동지 무렵에 먹거나 동지죽과 함께 제사상에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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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지금은 종가에서 자주 담가 먹는 김치 가운데 하나
가 되었다. 종가 동치미는 조기젓을 사용하는 통배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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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치젓을 사용하는 전라도 지역의 배추김치와 달리 새우
젓을 사용한다. 또한 일반 맑은 동치미 국물과 다르게 반동
치미는 배춧잎에 들어가는 양념을 고춧가루로 버무리는 게
특징인데, 육수를 부으면 고춧가루 국물이 빨갛게 우러난다.
고춧가루 국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텁텁한 맛을 상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맑은 동치미 국물보다 깔끔하고 맛깔스
럽다. 종부는 나주 특산물인 배를 이용해 단맛을 내고, 시어
머니에게서 배운 방법 그대로 생조기 살을 발라 양념으로
만들고 남은 조기는 끓여 육수를 낸 뒤 양념에 넣고 버무린
다. 이외에도 동치미에는 2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다.
하나의 음식에 이 많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가는 반동치미는
다른 데는 없는 밀양 박씨 종부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종
가만의 독특한 내림김치다.

전통을 잇다
강정숙 종부는 200년 전통의 내림간장도, 내림음식도, 시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따르고 있고, 본인이 배웠던 그대
로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있다. 종가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
는 여러 일 가운데서도 종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중에는 제사나 시제만큼이나
종부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있다. 바로 조왕물이다. 종부는
매일 새벽 부뚜막에 물을 올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리고 조왕물 앞에서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한다. 이전
의 할머니들에서 할머니로, 시어머니로, 그리고 종부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이 조왕물은 신앙 같은 것이었다. 종부는 시
어머니가, 이전 종부들이 그래 왔듯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
고 조왕물을 올리며 종가의 전통을 이어 간다. 그런 의미에
종가김치

서 보면, 조왕물은 단지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신앙을 넘

어 남파고택의 전통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리
고 그 전통은 이제 종부에서 자식들로, 손주들에게로 전해
지고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종가의 일상을 보고 있으니, 남
파고택은 몇백 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 사는 소리로 시끌벅
적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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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광주광역시는 매년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치 명인을 선발하고 있다. 명인이 담그는 김치는
전통과 역사는 물론 지역의 특산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리고
재료의 영양과 발효 과학이 모두 담긴 하나의 작품이다.

Every year, Gwangju Metropolitan City holds ‘Korea Kimchi Contest’ 
to select a kimchi master who will be given a presidential prize and 
represent the nation. Kimchi made by the master is a masterpiece 
that contains tradition, history, local specialty, secret recipe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 nutrition and fermentation 
science of ingredients.

Kimchi Masters’ Choice, 
Love by Everyone

만인을 사로잡은
김치 명인의 손맛

맨드라미백김치

COCKSCOMB 
WHITE KIMCHI

곽은주 명인
제7회 대통령상 수상작(2000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맨드라미백김치
어릴 적 맨드라미꽃의 기억을 김치에 담았다. 옛 문헌을 보면 김치에 붉은 고추를
사용하기 전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맨드라미 꽃대를 꺾어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닭의 벼슬과 같아 계관(鷄冠)이라고도 부르는 맨드라미꽃으로 우린 백김치는
색감이 고운 것이 특징이다.

For many Koreans, cockscomb flowers are said to be reminiscent of the memories of childhood when those flowers were easily found. It is recorded that,
before red pepper was introduced as the main ingredient in kimchi, the flower
bed of cockscomb was used to give the red color to kimchi. It is still used
today and well known to give exquisite color.

재료 준비

만드는 법

배추 2포기, 무 1개, 맨드라미 2묶음,

 추를 통으로 절여 깨끗이 씻은 후
1. 배

배 1개, 대추 10개, 갓 5잎, 홍고추 10개,
청각 10g, 찹쌀풀 30g, 새우젓 100g,
소금 300g, 마른 다시마 1장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에 맨드라미를 담가 국물을
2. 물
곱게 우려 낸다.
 , 무, 대추, 청각, 갓, 홍고추를
3. 배
곱게 체 썬다.
 린 맨드라미 물에 새우젓, 소금,
4. 우
찹쌀풀, 마른 다시마를 넣고
맨드라미 육수를 만든 뒤 식힌다.
 인 배추 사이에 준비한 채소를
5. 절
골고루 넣어 보관 용기에 담는다.
 드라미 육수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6. 맨
배추가 잠기도록 부어 숙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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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늘김치

FISH SCALE KIMCHI

김호옥 명인
제12회 대통령상 수상작(2005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비늘김치
겨울 김장철이 되기 전인 10월 말경, 무에 생선 비늘처럼 칼집을 넣고 소금에 절인
뒤 양념을 넣어 만든 김치다. 김치를 먹을 때 낙지를 김치 양념에 버무려 먹거나 김
치와 함께 먹는 게 특징이다.

This kimchi is made by making fish-scale-like cuts on the radish, then
salting and filling it with seasoning. It is made around the end of October,
right before making kimchi for the winter. It is enjoyed with octopus mixed
with the seasoning or served together with cabbage kimchi.

재료 준비

무 10개, 배춧잎 30장, 갓 100g,
무(양념용) 1개, 굵은 소금 300g,
쪽파 100g, 미나리 50g, 마늘 240g,
생강 60g, 굵은 고춧가루 300g,
멸치액젓 200g, 새우젓 180g,
육젓 100g, 생새우 100g, 전복 4개,
낙지 2마리, 밤·대추·홍고추 약간씩

 늘, 생강, 멸치액젓, 새우젓, 육젓은
4. 마
믹서에 간 뒤 굵은 고춧가루를 넣고

2시간 숙성시킨다.
 지와 전복을 삶아 식힌 뒤 곱게
5. 낙
채 썬다.
 성시킨 양념에 채 썬 낙지와 전복,
6. 숙
미나리, 쪽파, 갓, 무를 넣어 양념을
만든다.
 의 칼집 사이에 양념을 넣고
7. 무
배춧잎으로 감싼다.

만드는 법

 는 껍질을 깎지 않은 채로
1. 무
이등분하고 껍질 쪽에 어슷하게
칼집 4개를 넣는다.
 와 배춧잎은 소금을 뿌려 2시간 동
2. 무
안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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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쪽파, 갓은 3cm 길이로 썰고,
3. 미
양념용 무는 3cm 길이로 채 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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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추, 홍고추는 채 썰어서
8. 밤
고명으로 올린다.
*낙
 지와 전복을 양념과 함께 버무려 먹어도
좋고, 양념에 버무리지 않고 김치와 함께
먹어도 좋다.

고들빼기김치

GODEULPPAEGI KIMCHI
(Sowthistle-leaved
hawksbeard)

김은숙 명인
제13회 대통령상 수상작(2006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고들빼기김치
전라도 토속 약용으로 쓰이는 고들빼기김치는 쌉쌀한 입맛, 부드러운 질감, 감칠
맛으로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품이기도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김치로 저장성
이 좋아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김치이기도 하다.

Godeulppaegi kimchi used to be used for medical purposes in the region and
served at the King’s table because of its soft texture and pungent savory taste.
It is a traditional kimchi that stores well, so is popular with people who miss
their hometowns.

재료 준비

만드는 법

고들빼기 3kg, 굵은 소금 180g,

 끗이 씻은 고들빼기에 소금을 뿌리고
1. 깨

쪽파 500g, 굵은 고춧가루 70g,

물을 부어 하루 정도 절인다.

마른 홍고추 200g, 마늘 45g,

2. 쪽파는 씻어서 그대로 사용한다.

생강 10g, 멸치젓 120g,

 에 불린 홍고추와 마늘, 생강, 멸치젓,
3. 물

새우젓 240g, 찹쌀죽 100g,

새우젓, 찹쌀죽, 배를 믹서에 갈아

배 300g, 통깨 약간

굵은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만든다.
 인 고들빼기와 쪽파에 준비한
4. 절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 뒤 통깨를
뿌린다.
* 기호에 따라 생강은 생략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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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총각무물김치

BEETROOT AND 
RADISH WATERY KIMCHI

현숙희 명인
제15회 대통령상 수상작(2008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비트총각무물김치
진한 분홍빛이 일품인 물김치로, 비트의 향과 절묘하게 어우러질 뿐 아니라 다른
무물김치에 비해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비트와 고춧가루를 섞으면 김치의 빛깔을
더욱더 곱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This kimchi has a distinctive deep purple color and a unique scent coming
from the beetroot. It also has a cleaner taste compared to other kinds of
radish watery kimchi. The beetroot, when mixed with pepper powder, makes
the kimchi color even more beautiful.

재료 준비

만드는 법

총각무 3kg, 굵은 소금 200g,

 각무는 잔뿌리를 떼고 다듬어서
1. 총

육수 3컵(마른 다시마, 양파),

깨끗이 씻고 소금물에 4시간 절인 뒤

새우젓 150g, 비트 100g,

물에 헹궈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배 300g, 굵은 고춧가루 30g,
찹쌀가루 30g, 마늘 50g,
생강 5g, 고운 소금 적당량

 수에 찹쌀가루와 굵은 고춧가루를
2. 육
넣고 끓여 식힌다.
 트와 배, 마늘, 생강, 새우젓은
3. 비
믹서에 갈아 체에 걸러 육수를 낸다.
 쌀풀과 육수를 면 보자기에 넣어
4. 찹
김칫국물을 만든다.
 인 총각무는 보관 용기에 담고
5. 절
김칫국물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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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김치

BANJI (half-half) KIMCHI

김옥심 명인
제16회 대통령상 수상작(2009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반지김치
국물이 많은 동치미도 아니고 배추김치도 아닌 중간 정도의 김치, 즉 물 반, 김치
반이라고 해서 ‘반지’라고 한다. 하루가 지난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춘 육수를 가득
부어 주면 시원한 맛이 난다.

It is a medium-type kimchi between the watery Dongchimi kimchi and
cabbage kimchi, and is thus called Banji kimchi meaning half-water and halfkimchi. It is preserved for a day before it is added with salted kimchi soup to
give a fresh taste.

재료 준비

 수용 재료를 냄비에 넣고 고기가
3. 육
물러지도록 삶아 육수를 만든다.

배추 3kg, 무 1kg, 굵은 소금 400g,
양념용 무 300g, 미나리 20g, 갓 20g,
실파 20g, 마늘 50g, 생강 20g,
마른 청각 10g, 고운 고춧가루 50g,
찹쌀풀 100g, 배 150g, 밤 50g,

 념용 무는 4cm 길이로 채 썰고,
4. 양
미나리와 갓, 실파는 2cm 길이로 썬다.
 과 청·홍고추는 채 썰고, 석이는
5. 밤
물에 불려 채 썰고, 마른 청각은
물에 불려 다져 고명용 재료를 만든다.

청·홍고추 40g, 석이 5g, 새우젓 50g,

 춧잎 사이사이에 무채와 미나리,
6. 배

조기액젓 20g, 육수용 재료(물 10컵,

갓, 고명용 재료들을 넣고 겉잎으로

아롱사태 100g, 대파 10g)

감싸고, 무 칼집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넣는다.
 수에 찹쌀풀, 배, 마늘, 생강, 새우젓,
7. 육

만드는 법

조기액젓,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믹서에 간 뒤 체에 걸러 김칫국물을

 추는 반으로 잘라 소금물에 담갔다가
1. 배
건져 줄기 쪽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 8시간 절인 뒤 물에 헹궈 채반에

만든다.
 관 용기에 속을 넣은 배추와 무를
8. 보
담고 김칫국물을 붓는다.

건져 물기를 뺀다.
 는 3cm 두께로 자르고 칼집을 내서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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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뿌려 1시간 절인 뒤 물기를 뺀다.

* 새우젓은 물을 넣고 오랫동안 끓인 뒤
한지로 걸러내서 사용하면 좋다.

꽃게보쌈김치

CRAB BOSSAM KIMCHI

박기순 명인
제17회 대통령상 수상작(2010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꽃게보쌈김치
소금에 절인 꽃게 살을 양념에 넣어 나박나박 썬 배추와 무를 버무리는 보쌈김치
다. 꽃게와 젓갈이 섞이면서 게살의 맛이 김치에 더해져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시원
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This kimchi is made by putting salted and deboned crab into the kimchi
seasoning and mixing it with chopped salted kimchi cabbage and radish. As
it gives a unique taste with crab meat and salted seafood mixed together, you
won’t be able to resist saying ‘refreshing!’ when you take a bite of it.

재료 준비

 을 바르고 남은 꽃게 몸통과 다리는
3. 살
물에 넣고 끓여 꽃게 육수를 만들고,

배추 8kg, 무 400g, 쪽파 100g,

육수에 찹쌀가루를 풀어 찹쌀풀을

고춧가루 300g, 마른 홍고추 50g,

만들고 굵은 고춧가루를 넣어

꽃게 육수 300ml, 양파 100g,

숙성시킨다.

마늘 250g, 생강 50g, 배 300g,
멸치액젓 60g, 새우젓 200g,
찹쌀풀 300g, 꽃게 살 300g,
생강즙 10g, 청주 10g

4. 무는 채 썰고, 쪽파는 3cm 길이로
자른다.
 른 홍고추를 꽃게 육수에 10분
5. 마
불린 뒤 마늘, 생강, 새우젓, 배와 함께
믹서에 갈아 고춧가루를 넣은 찹쌀풀과
무, 쪽파, 꽃게 살을 섞어 양념으로

만드는 법

만들고 2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듯
6. 배

 추를 소금물에 30분 담갔다가
1. 배
줄기 부분에 속 소금을 뿌려

12시간 동안 절인 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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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의 몸통 살을 발라서 생강즙,
2. 꽃
청주, 멸치액젓으로 무친다.

버무려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한다.

발효콩배추백김치

FERMENTED BEAN
WHITE CABBAGE
KIMCHI

서찬열 명인
제20회 대통령상 수상작(2013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발효콩배추백김치
김칫국물에 메주를 으깨서 넣고 부뚜막에 올려 삭혀 먹었던 묵덕장을 모태로 만든
김치다.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발효콩배추백김치는 여러 가지 영양소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과 혈관 건강에 좋다.

This kimchi is based on Mukdeokjang , the kimchi made by mixing the leftover
kimchi soup from the winter time with fermented soybeans and keeping it
on a warm wood-burning stove. It shows the wisdom of the ancestors, and
its various nutrients and lactobacillus aid digestion and are good for blood
vessels and intestines.

재료 준비

 , 마늘, 생강, 배, 밤은 곱게 채 썰고,
3. 무
청고추와 홍고추는 1cm 길이로

배추 3포기, 메주 200g, 무 500g,

채 썰어서 섞은 뒤 소금과 설탕으로

배 300g, 청고추 50g, 홍고추 50g,

간을 맞춘다.

쪽파 150g, 마늘 100g, 생강 60g,
밤 60g, 육수용 재료(황태 머리 3개,
마른 고추 5개, 마른 다시마 100g,
생강 30g, 물 6L ), 소금 약간,
설탕 약간


사이에 소금과 설탕으로
4. 배춧잎
간을 한 채소를 넣고 겉잎으로 감싸서
보관 용기에 담는다.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 뒤
5. 육수에
김치에 붓고 대나무 잎으로 덮어 둔다.

6. 실온에서 2일 정도 1차 숙성시킨다.
7. 1 차 숙성된 백김치에 으깬 메주를 넣고
만드는 법

약 15℃ 실온에서 2일 정도 2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한다.

 추는 반으로 갈라 소금물에 담근 뒤
1. 배
배춧잎 사이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

7∼8시간 정도 절인 뒤 물에 씻어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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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
2. 육

3시간 정도 끓인 뒤 식힌다.

복분자효소수삼
백보쌈김치

RASPBERRY ENZYME
FRESH GINSENG WHITE
BOSSAM KIMCHI

박혜란 명인
제21회 대통령상 수상작(2014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복분자효소수삼백보쌈김치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김치다. 김치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전복, 낙
지, 생새우 등의 해산물을 넣고, 건강한 맛을 위해 수삼을 넣었다. 거기에 복분자
효소를 넣어 색이 예쁘고 정갈하다.

To make up for the lack of protein, this kimchi has additional seafoods
including abalone, small octopus and raw shrimp. It also contains ginseng to
make it healthier and is, therefore, said to have a balance in nutrition as well
as in taste. The neat and pretty color coming from the raspberry wine enzyme
is a bonus.

재료 준비

 인 배추는 겉잎을 떼고 2 × 2 .5 × 0.5cm
2. 절
크기로 썰고, 무도 같은 크기로 썰어

배추 6kg, 무 700g, 수삼 2뿌리,
밤 250g, 감 80g, 배 500g, 쪽파 100g,

소금에 절여 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와 감은 무와 같은 크기로 썰고,
3. 배

갓 200g, 미나리 100g, 전복 5마리,

밤은 납작하게 썰어 반으로 나누고,

낙지 3마리, 생새우 150g, 표고 20g,

쪽파와 미나리, 갓은 2 .5cm 길이로 썰고,

석이 5g, 마늘 100g, 생강 30g,
새우젓 130g, 실백 100g, 소금 400g,

생강과 마늘, 수삼은 채 썬다.
 수용 재료를 넣고 30분간 끓인 뒤
4. 육

육수용 재료(물 13컵, 북어 1마리,

면보자기에 걸러 김칫국물용 육수를

마른 다시마 1쪽, 양파 1개, 표고 5장,

만든다.

대파 2대), 김칫국물(굵은 소금 36g,
복분자 효소 1컵, 육수 9컵)

 지는 데친 후 3cm 길이로 썰고,
5. 낙
손질한 새우 전복은 쪄서 적당한
크기로 썬다.

6. 물에 불린 석이와 표고는 채 썬다.
만드는 법

 든 재료를 한데 넣고 새우젓으로
7. 모
간을 하여 김치를 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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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를 2등분하여 소금물에 적셔
1. 배

 추 겉잎을 3~4장 깐 뒤 김치를 얹고
8. 배

건진 뒤 줄기 부분에 소금을 뿌려

감싼 뒤 미나리 줄기로 묶어서 보쌈을

6~8시간 정도 절인 뒤 깨끗이 씻어

만들어 용기에 담는다.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뺀다.

 칫국물용 재료를 넣고 김칫국물을
9. 김
만들어 보쌈이 잠기도록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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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갓무동치미

RED MUSTARD LEAF AND 
RADISH DONGCHIMI

허순심 명인
제22회 대통령상 수상작(2015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홍갓무동치미
홍갓에서 우러난 색깔과 특유의 갓 향을 이용하여 담근 김치다. 무에 양념을 넣고
갓잎으로 돌돌 말아 한입에 갓과 무의 맛과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비타민이 풍
부한 갓은 몸의 기운을 살리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

This kimchi is made by using the unique color and scent from the brewed
red mustard leaves. Fill the radish with kimchi seasoning and roll it with the
leaves, and you will feel its taste and scent in a single bite. Rich in vitamin, it
helps lift energy levels as well as stave off colds.

재료 준비

 태 머리에 물을 넣고 10분간 끓이다가
3. 황
머리를 건져 내고 기장을 넣어 끓인 뒤

갓 3kg, 초롱 무 2kg, 무 300g,
홍고추 2개, 청고추 2개, 밤 3개,
대추 5개, 석이 10g, 배 150g,
굵은 소금 3.5컵, 황태 머리 1개,

식으면 체에 밭쳐 풀죽을 거른다.
 파, 배, 무에 물을 넣고 곱게 간 뒤
4. 양
체에 걸러 즙을 낸다.
 , 청·홍고추, 밤, 대추, 석이, 배는
5. 무

기장 100g, 양파 1개, 배 300g,

곱게 채 썰어 소금으로 간을 해서

무 150g, 물 4L, 파 100g, 마늘 200g,

양념을 만든다.

생강 20g, 불린 청각 100g,
청양고추 5개, 면 보자기 1개

 늘과 생강, 청양고추는 굵게 다져서
6. 마
불린 청각과 함께 면 보자기에 싼다.
 죽과 즙을 섞어 소금으로 간을 맞춰
7. 풀
육수를 만든다.

만드는 법

8. 구멍 낸 무에 양념을 넣고 절인 갓잎으로
돌돌 말아 용기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의 뿌리 부분과 억센 줄기 부분은
1. 갓
다듬고 소금을 뿌려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절인다.
 롱무는 7cm 길이로 썰어 가운데에
2. 초
구멍을 내고 20 ~30분 정도 소금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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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다.

 보자기와 남은 갓잎, 파낸 무도
9. 면
함께 곁들여 익힌다.

와송수삼백김치

WASONG AND FRESH
GINSENG WHITE KIMCHI

최상심 명인
제23회 대통령상 수상작(2016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와송수삼백김치
항암 효과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와송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으나 따뜻한 수삼과
만나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약이 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와송과 어우러
져 탄생한 보양식 백김치다.

Wasong is a small cactus plant known for its remarkable anti-cancer
properties. It has a cold quality but becomes a good medicine when mixed
with the warmth of ginseng. This kimchi is a health food containing plenty of
wasong fiber.

재료 준비

 각무는 껍질을 깎아 깨끗이 다듬은 뒤
2. 총

2cm 길이로 썰고 가운데 구멍을 낸다.
배추 2포기, 총각무 7뿌리, 당근 1개,
무 100g, 마늘 100g, 생강 100g,
쪽파 5뿌리, 미나리 10뿌리, 갓 2뿌리,
양파 1개, 소금 30g, 잣 15g, 비트 1개,
홍고추 5개, 찹쌀 30g, 밤 2개, 대추 5개,
수삼 2뿌리, 맑은 가자미액젓 75g,
와송 효소 30g, 육수용 재료(통북어

1마리, 마른 다시마 100g )

3. 마늘, 생강, 양파는 믹서에 갈아
면 보자기에 넣어 국물만 걸러 낸다.
 트와 배는 갈아 비트즙을 만든 뒤
4. 비
소금으로 농도를 맞춘다.
 을 담은 냄비에 육수용 재료를 넣고
5. 물

20분간 끓여 육수를 낸다.
 에 불린 찹쌀을 믹서로 갈아 육수와
6. 물
섞어 찹쌀풀을 만든다.
 , 수삼, 대추, 홍고추는 채 썰고,
7. 밤
쪽파, 미나리, 갓은 2cm 길이로 썬다.

만드는 법

 과 준비한 채소를 한데 섞어서
8. 잣
배추와 총각무 사이에 넣는다.

 듬은 배추는 소금물에 담그고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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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 맑은 가자미액젓을 넣어 끓인 뒤
9. 육

배추 위에 소금을 뿌려 3시간 30분

와송 효소, 비트즙, 국물을 섞어

동안 절인 뒤 깨끗이 헹궈 채반에

소금으로 간을 한 뒤 김치에 붓는다.

건져 물기를 뺀다.

무등산푸랭이해물반지

MUDEUNG MOUNTAIN
‘PURANGI’ WATERMELON
AND SEAFOOD BANJI

김효숙 명인
제24회 대통령상 수상작(2017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무등산푸랭이해물반지
무등산 삼백 고지에서 수확한 광주 특산품 푸랭이수박을 활용해 담근 김치다. 푸
랭이수박은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수박과 달리 당질, 단백질, 항산
화 물질, 비타민, 칼륨, 섬유질 등이 풍부하다. 함께 넣는 문어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 김치다.

This kimchi is made by using Purangi watermelon, specialty of Gwangju

Mudeung mountain. The watermelon is 95% moisture, but unlike the other
varieties, it also contains sugar, protein, antioxidants, vitamins, potassium,
and fiber. This kimchi becomes a health food when octopus is added, as it
aids the liver and relieves fatigue.

재료 준비

 수용 재료에 물을 붓고 30분간 끓여
2. 육
식히고 체에 거른 뒤 찹쌀가루를 풀어

배추 10포기, 굵은 소금 7kg, 배 6개,
양파 4개, 무 3개, 냉동 수박 5kg,
마늘 500g, 생강 300g, 사과술 600g,
청각 15g, 홍 . 청양고추 3개, 쪽파 100g,
수박 속 말랭이 130g, 문어 2마리,
새우 6마리, 전복 6마리, 미나리 50g,
청갓 300g, 석이 20g, 대추 20g,

찹쌀풀을 만든다.
 늘, 생강, 양파, 배, 홍 . 청양고추, 무,
3. 마
냉동 수박을 믹서에 갈아 면 보자기에
걸러 육수를 만든다.
 쌀풀과 육수를 섞어 김칫국물을
4. 찹
만든다.
 복, 새우는 껍질을 제거하고, 문어는
5. 전

밤 30g, 찹쌀가루 100g, 육수용 재료

내장과 머리를 손질하여 밀가루와

(새우젓 150g, 마른 홍고추 10개,

굵은 소금으로 점액을 제거한 뒤

대파 뿌리 5개, 구운 황태살 150g,

사과술을 넣고 5분 정도 삶았다가

고추씨 300g, 마른 다시마 10g,

헹군다.

마른 수박 껍질 50g )

 나리, 쪽파, 수박 속 말랭이, 청갓,
6. 미
밤, 대추, 석이는 2cm 길이로 썬다.
 은 전복, 새우, 문어와 2cm 길이로 썬
7. 삶

만드는 법

채소를 섞어 새우젓으로 간을 하여
양념을 만든다.

1.배추는 다듬어 이등분해서 소금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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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춧잎 사이에 양념을 넣고 보관 용기에
8. 배

담그고 배춧잎 켜켜이 소금을 뿌려

담은 뒤 김칫국물을 붓고 육수를 걸러 낸

4시간 동안 절인다.

면 보자기로 배추를 덮어 둔다.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

PUMPKIN SWEET POTATO
AND RADISH KIMCHI

김경미 명인
제25회 대통령상 수상작(2018년)

김김김김김 김김

김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
호박고구마는 수확한 뒤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서 일정 기간 숙성시켜야 단맛
이 나고 부드러운 식감이 나타난다. 호박고구마가 맛있게 숙성되었을 때 무와 섞
어 김치를 담그면, 호박고구마의 단맛과 무의 알싸한 맛이 절묘한 무김치가 탄생
한다.

Pumpkin sweet potato becomes sweeter with a soft texture after marinating in
a cool dry place. When well marinated and mixed with radish, it becomes a
delicious kimchi, harmonizing the sweetness of the pumpkin sweet potato and
the pungent taste of the radish.

재료 준비

만드는 법

호박고구마 800g, 무 3 .5kg,

 박고구마와 무는 4cm 크기로
1. 호

죽용 호박고구마 200g, 양파 400g,

나박하게 썰고, 생굴은 소금물에

다시마 우린 물 400g, 마늘 200g,

흔들어 씻는다.

생강 50g, 굵은 고춧가루 200g,

 파와 호박고구마를 잘게 썰어
2. 양

새우젓 100g, 멸치액젓 100g,

믹서에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매실청 50g, 갓 200g, 쪽파 300g,

곱게 갈아 죽을 만든다.

미나리 200g, 생굴 200g

 , 쪽파, 미나리는 다듬어 씻은 뒤
3. 갓

4cm 길이로 썰고,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진다.
 어 놓은 호박고구마와 무를
4. 썰
굵은 고춧가루로 버무려 둔다.
 진 마늘과 생강, 새우젓, 멸치젓,
5. 다
매실청을 죽에 넣어 섞는다.

6.고춧가루에 버무린 호박고구마와
무에 갓, 쪽파, 미나리, 죽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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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무린 뒤 생굴을 넣어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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