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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dietary life of our traditional village as one of the fundamental culture in Gwangju. the
food culture of Sung-An Village, which has historical and traditional values, was research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s and
interviewing with villager. Sung-An village, located in Gwangju Bukgu Chunghyeodong, is a compiled village formed by the
descendents of General Kim Duck-ryung. The descendents' loyalty and filial piety have been handed down for generations in
the village. The villagers have gotten forest products, aquatic products and cultivated plants such as rice, corn, soybean and
perilla seeds, and plums as main ingredients and have earned income mostly from these foods. Since the villager's diets have
not developed due to poverty and the aging, food culture and traditional foods that represent Gwangju regional foods are not
found. However, it was explored that the fermented foods using soybean, such as soy sauce and soy paste, were used as
seasonings and Namul, cooked vegetables were regarded as important side dishes. (The soybean-fermented foods were the basis
of Namdo foods.) Also, as a main dish, it was discovered that the villagers ate Bap, using the mixture of rice and barley,
sweet potato, radish and green vegetables, and Juk (gruel), which was boiled with rice, freshwater fish or vegetable,
respectively to increase the volume of foods. Soybean paste soup was used as a main soup and Kimchi, Gangachi - radish and
perilla leaves preserved in soy sauce and paste - and Namul were used as side dishes. The villager made daily or special
meals at home using traditional cuisine.
In conclusion, traditional foods of Sung-An village were developed by the main ingredients using self-cultivated agriculture and
fisheries caught from streams. Also the meal pattern showed the meal style of inland area of Jeulla Province, which was
composed of foods seasoned with soy sauce, soy paste, various Kimchis, Gangachis, and Nam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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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광주, 전남은 예향, 의향 미향으로 알려져 있는 지방으로 아직
도 전통적인 민속과 특징을 갖고 있는 마을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변화로 새로운 변모를 하고 있다. 문화적인 유산 측
면에서 충장공 김덕령장군이 태어나 성장한 곳인 충효동은 고
인돌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산 김씨의 집성촌으로 이
루어진 전통마을로 그 마을의 전통적인 삶을 이해하고 조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광주
시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담양과 접해 있으며 가사문학관
과 인접해 있어 이 지역의 생활문화를 조사하여 문화중심도시
로서의 광주의 전통과 역사적인 면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이
용하고자 한다. 점차 전통적인 마을이 해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의 뿌리를 전통마을의 조사를 통해 정립하기 위해 광
주광역시 전통마을 중에서 문화유산의 집산지이며 역사적인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안마을의 식생활문화를 조사하고자 하였
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기간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7회에 걸쳐 충효동
성안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였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마을 거주자를 조사하였으며 통장님과
지역 어르신에게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추천을 받았으며 마을회
관, 주변 농경지, 가구를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2. 조사대상자
2007년 조사기간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76 가구 중 광산
김씨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식생활변화 양상을 설명해주실 있
는 분들을 통장과 어르신으로부터 추천받아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마을회관에 모여 계셨던 어르신과 성함
을 밝히시기 원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면담내용도 포함하였다.
3. 조사내용
과거와 현재의 식생활 양상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지역에서 생
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자료와 제보자의 과거의 식생활을 중
심으로 음식의 종류별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III. 조사결과
1. 충효동의 유래와 환경
충효동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가사문화권과 인접한 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무등산 북쪽 자락에 안겨 있는 지형이 성안
처럼 되어 있어 성안 또는 성내마을로 불리다 조선 정조 12년
에 충장 시호를 내리고 김덕령 장군과 가족의 충성과 효로 충

효리라는 이름이 하사되었다. 1955년 담양군 남면에 편입되었
고 1957년 동제 실시로 덕의 충효, 금곡의 3동을 충효동으로
하여 1998년 석곡동 관할되어 있다. 1972년 무등산 도립공원으
로 지정되었고 1989년 광주광역시 지정 기념물 16호인 왕버들
나무 3그루가 광주호 동쪽 호안과 충효동 마을사이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효동정려비각, 고분, 성지, 환벽당, 취가정
고인돌 등이 있다.
충효동은 광산김씨 낭장공파 후손들이 5백여년간 집성촌을 이
루며 살아오고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이지만 한적
한 시골마을과 다름없는 농촌지역으로 주요 직업이 농업이다.
충효동의 총 가구수는 50호이며 광산김씨 낭장공파는 48가구인
데 이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폐쇄적 농촌사회로 내려왔기 때
문이다. 현재 이곳에 사는 후손들은 40대 중(中)자 항렬부터 43
대 동(東)자 항렬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다. 충효동의 주변은
무등산의 북동사면을 끼고 영산강의 지류인 증암천을 끼고 발
달한 지역으로 무등산 산지환경의 산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박철웅, 노충곤, 2007)
충효동에는 덕의, 금곡, 성안마을이 있는데 금곡마을에는 광
주광역시의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을 독점 재배하고 있어 수박
마을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 광주호 생태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음식물의 반입이 안 되며 충효동 주민에게는 옥수수 등 식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2. 성안마을의 주요 농산물과 특성
성안마을은 무등산줄기와 증암천의 물줄기를 끼고 있어 임산
물과 농사를 통해 얻어지는 산물과 천에서 얻어지는 담수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박철웅, 노충곤 2007).
주요 산물을 면담과 현재 재배, 생산되는 산물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는데 벼농사와 옥수수 및 수수를 재배하여 그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넓지 않은 마을 주변의 밭에 콩, 토란, 깻잎,
들깨 등을 재배하고 일부 소와 염소를 키우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어 농사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생활이 낙후되어 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매실이 중요 소득
원 중에 하나로 수확과 판매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은 그 종류가 많지 않아 주된
농산물을 알아보았으며 면담을 통해 조사된 즐겨 먹었던 음식
의 재료는 대부분 재배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1) 매실
매실은 수령이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활용하고 있
으며 새롭게 심거나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있어 활성화된 농촌
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이런 모습이 성안마을의 생활모습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소
득원으로 사용하는데 초록색의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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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랗게 익은 매실을 공동으로 수확하고 선별하여 대부분은
생과로 판매하고 있다. 몇 농가에서는 매실을 이용한 가공식품
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영세하며 제품으로는 설탕을 넣어
재운 다음 매실 청이나 매실주를 생산하고 있다.
2) 옥수수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텃밭이나 밭둑에 쉽게 심고 재배
할 수 있어 고령화된 농가에서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다. 특별
한 소득원이 없는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가사문화권
지역과 광주호 호수 생태원 주변의 관광객 대상으로 찐 옥수수
로 판매하는데 이 마을 주민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 보호를 받고 있다. 수량이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수익이 적지만 이 마을에의 경제적인 면에 기여를
하는 농작물이다. 최근 옥수수수염이 기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옥수수수염도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옥수수 재배는 특별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안마을 주민들에게 적합한 작물로 인지되어 옥수수 재배 단
지가 증가되고 있다.
3) 콩
건강식품으로서 콩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풍부해지고 이를 이
용한 전통적인 장류식품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재배한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무등산 자락과 구릉지로
되어 밭농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 밭작물이 콩이다. 우리나라는
콩문화권으로 콩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등을 맛을 내는 기본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남도 미향의 뿌리인 맛을 내는 조미
료로 사용한 식품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에 따라 콩
발효식품과 어패류 발효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마을은 순
창, 남원, 담양, 곡성으로 연결된 콩발효식품이 주요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장류를 담
가 사용하는 생활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토란
이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종류가 많지 않은데 토란
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척박한 토양에서 손이 많이 가
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란의 뿌리는
구황식물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칼슘을 많이 함유한 알칼리
성 식품으로 피로 회복, 고혈압과 변비 예방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줄기를 데쳐서 또는 말려서 저장하면서 나
물로 다양하게 조리하여 왔으며 지금도 즐겨 먹는 식품이다.
특히 하천에서 잡히는 미꾸라지로 끓이는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네 어르신의 면담을 통해 매운탕에
첨가는 재료로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들깨
들깨도 위에서 제시한 농작물처럼 재배하는데 특별한 요령이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쉽게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
축된다. 들깨와 들깻잎은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고 구황식품
으로도 이용하였다. 특히 농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을
에서 재배되었던 들깨는 들기름, 들깻묵, 들깻잎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 있으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한 기능
성식품이라 할 수 있다.
들깨는 볶아서 양념으로 또는 한과나 죽 등을 만드는 데 사용
하였고 들깻잎은 생잎, 나물, 김치, 장아찌 등으로 사용하여 기
본반찬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충효동 주민 면담을 통해 조사된 음식 종류
성안마을은 현재도 경제 활동이 거의 없어 소득이 낮지만 특산
물이 거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전통 마을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미향인 남도와 광주의 전반적인 음식문화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문화유적과 더불어 김덕령장군의 충효사상이
깃들어 있는 전통마을로 이 지역의 식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신말식, 김지명,
2007). 조사된 자료를 통해 이 마을의 식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을 정리하였다.
1) 주식
① 밥류
이 마을에서도 벼농사로 주식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워 일상식으
로 보리밥을 먹었으며 어려울 때는 풋보리를 물에 불려 확돌에
문질러서 껍질을 벗겨 깨끗한 물에 헹구어 솥 밑에 깔아 풋보
리밥을 먹어왔다. 지금도 일부 재배를 하지만 고구마가 수확되
는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는 고구마를 넣어 밥을 짓거나 삶아
서 식사대용이나 간식용으로 먹었다. 고구마밥은 고구마를 씻
어 잘게 자르고 쌀이나 보리를 몇 줌 얹어서 밥을 지었는데 지
금의 밤고구마를 주로 사용하였다. 양식이 없을 때는 무밥(무시
밥)을 주식으로 하였는데 가을에 수확한 무와 밭에 남아있던
자그마한 무까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겨우내 밥에 넣어 양을
늘리기 위해 많이 먹었다. 조리방법은 무를 굵직굵직하게 채
썰고 쌀 또는 보리쌀을 씻어 몇 줌 넣어 밥물의 양은 보통보다
적게 넣고 재배한 콩을 집에서 키운 콩나물로 콩나물밥을 지었
고 산이나 밭 등지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물을 이용하여
비빔밥을 즐겼다.
주식으로는 쌀밥보다는 쌀과 보리에 밥양을 늘리기 위해 생산
되는 다양한 작물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
운 식생활을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밥 이외의 주식류
죽은 소화하기 쉽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또는 환자를 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져 있지만 곡물에 비해 물을 많이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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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이기 때문에 죽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
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효동 주변의 하천에서
투망으로 잡은 피리를 배를 따서 쌀과 된장을 넣고 피리죽을
끓였으며 민물고기 죽은 쌀 또는 수제비를 넣어 끓였는데 잡은
민물고기를 손질하여 식초를 넣고 깨끗이 씻어 삶아 으깬 다음
분리하여 불린 쌀과 밀가루로 수제비 반죽을 한 것을 넣어 끓
인다. 특별한 날에는 닭죽을 끓였는데 닭을 삶고 녹두와 쌀을
넣어 끓인다.
보리죽은 덜 여문 보리를 뜯어서 수염을 없앤 다음 찜통에 쪄
서 말리거나 솥에 볶아서 절구에 찧은 보리가루를 물에 풀어서
잘 섞어 가며 가열하여 적당한 끈기가 있을 때 뜸을 드리고 소
금 간을 하여 만들었으며 아욱, 근대, 쑥 등 여러 채소를 이용
하여 채소죽을 끓였는데 맛을 내기 위해 된장을 풀거나 멸치나
건새우 등도 사용하였다.
콩국수는 여름철 기력이 없을 때 별미로 먹었으며 콩을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하고 삶은 다음 갈아서 고운체에 거른 콩국물
을 준비하고 콩국물을 넣어 반죽한 칼국수를 삶아 차게 한 음
식이다. 무등산 맑은 물에서 자란 다슬기로 삶은 국물에 다슬
기 속살과 밀가루 반죽으로 수제비나 칼국수를 넣어 끓인 대사
리 수제비와 칼국수도 별미로 즐겼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지역
에서는 향토음식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충효동에도 전문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
2) 콩 발효식품인 장류
지역적으로 밭농사로 콩을 심어왔기 때문에 콩을 이용한 발효
식품이 주요 조미료로 사용되어 왔다.
가을에 수확한 콩으로 음력 10월경에 메주를 쑤어 띄우는데
장을 담그는 방법은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나
장 담는 날을 정하고 담는 몸가짐을 중요시한 것은 거의 유사
한 전통적인 문화로 이해된다. 메주콩을 삶아 더운 김을 빼고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찧어 메주를 만들고 표면이 마른 메주
는 짚으로 네 군데를 묶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 매달
아 메주를 만든다. 가을에 쑨 메주를 보관하였다가 정월에 장
을 담았다.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의 농도와 장을 간장과 된장으
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지역의 기후와 민속에 의해 전해
오는 풍습이 있는데 성안마을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고추장이나 청국장과 같은 전통장류를 직접 담아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였는데 이 마을만의 조리방법을 확인할 수 없
었으며 고추장에 보리와 쌀을 사용하고 주로 보리와 찹쌀고추
장을 담갔음을 전해 들었다. 청국장은 콩 발효식품 중에서 만
든 다음 바로 먹는 음식으로 겨울철에 국이나 찌개의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된장으로 만든 국이나 찌개보다는 흔하게 사용되
지 않았다.
3) 부식류

①국
국은 주로 된장국이 흔하게 조사되었는데 사용하는 재료로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채소와 말린 채소이며 콩나물국도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충효동이 위치한 곳은 전라도의 내륙으로 콩발효식
품이 발달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도 음식의 특징을 장
류와 젓갈을 이용한 감칠맛과 풍부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음식으로 말한다면 성안마을과 주변지역은 발효된 간장, 된장
등의 감칠맛으로 음식의 맛을 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여야 힘을 쓴다는 말은 된장국이 어려운
계층에서도 늘 먹었던 기본음식임을 말해주고 있다. 된장국에
첨가되는 재료로 김장철에 준비한 실가리와 토란대 등을 사용
하였다.
충효동 성안마을은 광주댐이나 하천에서 메기나 빠가사리 등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기도 하였다. 메기는 비늘이 없
는 민물생선으로 독특한 냄새가 나서 탕으로 끓일 때 된장을
풀고 생강이나 강한 양념을 하며 들깨를 걸쭉하게 갈아 국물에
사용하고 있다. 광주 댐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로 고구마 순이
나 무를 넣고 통고추로 만든 다데기를 양념으로 넣어 찜을 한
붕어찜이나 메기찜 등도 만들어왔으며 음식들이 관광지를 주변
의 관광자원으로 주위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② 김치류
전라도 김치는 배추나 채소를 소금에 절여 붉은 생고추를 그대
로 갈고 여기에 찹쌀밥을 함께 넣어 확돌에 갈아 젓갈과 양념
으로 다데기를 만들어 담아 다른 지방과 양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고유한 전라도의 맛을 내고 있다.
이 마을은 풍부한 살림을 가진 집안이 적어 화려한 음식을 찾
아보기 어려우며 조사된 김치의 종류도 많지 않았다. 배추김치
외에 바로 먹을 수 있게 겉절이와 유사한 얼갈이김치를 주변에
서 나는 풋배추로 담가 바로 먹었는데 김치 양념 다데기를 준
비하여 쉽게 만들었다고 한다. 배추를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으
로 버무렸고, 젓갈로는 전라도김치 양념에 주요한 젓갈로 사용
되는 멸치젓을 사용하였다.
재배한 무와 무청으로 싱건지를 담았는데 잎이 붙어 있는 무를
소금에 굴려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소금을 뿌려 3일간 두었
다가 소금물을 붓어 익혀 겨울철 반찬으로 먹었으며 싱건지 무
는 장아찌를 담갔다.
③ 장아찌류
콩발효식품이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아찌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중 순창군이 향토음식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재배된 농산물과 김치를 이용하여 장아찌를 만들어
기본 반찬으로 이용하였다. 싱건지나 동치미, 김치 무를 건져
물기를 없애고 된장에 박아 산미가 있던 무가 된장의 짠맛과
어우러져 짭조름한 독특한 맛을 갖는 무장아찌로 만들었다. 또

- 4 -

한 깻잎장아찌는 재배한 깻잎을 소금물에 삭혀 된장이나 간장
에 박아두었다가 반찬으로 먹었던 저장식품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 절인 오이를 된장에 박아 먹는 오이장아찌, 여문 고추를
된장에 박거나 삭힌고추를 간장에 넣어 만든 고추 장아찌, 고
추를 수확하고 나서 된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풋고추와 잎이 달
린 고추송이채 뜯어내어 담근 고추잎 장이찌 등이 조사되었다.
④ 나물류
성안마을은 산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으로 주변에서
다양한 산나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 재료로 나물을 만들어
먹었다. 즉 주로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하였으며 여기에 민물고
기를 이용한 음식이 곁들여 음식문화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주로 봄에 채취하여 데친 다음 말려두었거나 바로 채취한
고사리를 사용하거나 취나물, 머위대, 토란대 등을 나물로 만들
었다. 고사리나물은 단단한 부분을 잘라 부드럽게 손질하여 마
늘과 파, 간장을 넣어 볶다가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물에 풀어
넣고 걸쭉하게 볶아 양념한다. 취나물은 생취나 데쳐서 말린
취를 볶다가 양념하고 들깨가루와 쌀가루로 걸쭉하게 하기도
하지만 된장을 넣어 무치거나 그대로 참기름에 볶아내기도 한
다. 머위나물은 머위대 껍질을 벗겨 물에 하루 정도 담가 쓴맛
을 우려낸 다음 작게 잘라 새우와 함께 살짝 볶거나 불린 쌀과
들깨를 갈아 볶은 머위 대와 섞은 후 물을 넣고 걸쭉하게 양념
하여 끓이는 조리방법을 사용한다. 토란대 나물은 가을에 껍질
을 벗겨 가늘게 잘라 말린 토란대를 삶아서 물에 담가 두었다
가 씻어 물기를 짜서 들깨즙, 쌀가루를 섞어 물을 자박할 정도
로 넣고 푹 끓이고 소금과 마늘 등으로 양념한다.
묵은 나물은 음력 정월보름날 먹는 세시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데 가을 수확기나 김장을 하기 전에 호박, 박, 각종 버섯, 고사
리 시래기 등을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마른 호박오가리, 산취나
물, 고사리, 토란 줄기 등을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보름날 나물
을 여러 종류의 나물을 해 먹는다.
⑤ 부각
부각은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김이나 들깨송이 등으로 만들어
먹는 별미로 찹쌀가루로 풀을 쑤어 부각용 재료 찹쌀 풀을 표
면에 발라 말린 것으로 일상적인 반찬이기보다는 명절에 만들
어두고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이다.
4) 떡과 한과류
떡은 쌀을 수침한 후에 제분한 쌀가루로 만들어 명절이나 절기
에 먹었던 음식으로 우리의 전통식품이다. 찹쌀과 멥쌀가루로
만들며 백설기 같은 찌는 떡, 절편이나 인절미 같은 치는 떡,
경단 등 빚는 떡, 화전 등의 지지는 떡으로 나눈다. 지방에 따
라 쌀가루로 만든 떡에 지역 특산물을 첨가하여 향토음식으로
서의 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성안마을에서도 가래떡, 인절미, 절
편이나 송편 등의 떡을 명절이나 절기음식으로 먹어왔다.

①떡
봄에 논두렁이나 주변에 나는 어린 쑥을 채취하여 삶아두고 멥
쌀가루와 버무려 시루에 찐 떡인 쑥버무리와 떡메로 쳐서 찰진
덩어리를 조금씩 떼어 참기름을 바르고 납작하게 눌러 자르면
쑥절편은 봄내음이 묻어나는 떡으로 만들었다. 식량이 부족하
여 궁할 때는 쌀이나 밀, 보리 등으로 반죽하여 쪄서 개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쑥개떡, 밀개떡, 보리개떡이 있으며 주식대용
으로 먹었던 떡이다. 쑥을 넣어 만든 반죽을 찜통에 쪄서 참기
름을 바른 쑥개떡, 보리 가루만으로 빚거나 보리겨와 호박잎,
간 감자를 함께 반죽하여 빚은 보리개떡과 밀을 멧돌로 갈아
만든 밀개떡 등을 만들어 먹었다.
떡을 만들 때 쌀가루를 빻아 만들기 전에는 밥을 찌거나 지은
다음 떡메나 절구에 넣고 찧어서 친 떡인 인절미, 절편을 만들
었기 때문에 즐겨 만들어 먹었던 떡 중에는 인절미나 절편을
뽑을 수 있다. 쌀가루를 절구나 디딜방아로 빻아서 만드는 것
은 쉽지 않았으며 그 이후 쌀가루를 방앗간에 빻아 사용할 수
있을 때 설기떡이나 송편 등 다양한 떡을 만들었는데 쌀과 찹
쌀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도 특별한 날에 먹었
던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더운 여름철에 별미로 먹었던 기정떡은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
어 발효시킨 반죽을 찐 떡으로 저장할 때 쉽게 상하지 않아 여
름철에 먹었던 떡이다.
② 한과
한과도 떡과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으
로 대부분 찹쌀가루로 만드는데 찹쌀을 물에 오래 담가 삭힌
것을 이용한다. 한과는 만들기 복잡하지만 통과의례음식으로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성안마을에서도 만들었던 것이 조사되었다. 한과에는 찹쌀 풀
을 만들어 꽈리를 쳐서 끈기가 좋게 하고 공기를 함유하도록
하여야 산자나 유과의 품질이 좋아진다. 밀가루에 참기름을 발
라 튀겨서 만드는 약과와 쌀을 쪄서 팽화시킨 다음 붙여서 만
드는 강정이 있는데 엿기름으로 쌀 조청을 만들어 한과 만드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엿도 만들었다.
③ 음청류
식혜(감주)는 엿기름을 밥에 넣고 더운 아랫목에서 밥알이 뜰
때까지 삭히고 밥알이 떠오르면 끓여 설탕을 넣어 만든 전통
음청류로 수정과와 함께 전통음료의 대표이다. 식혜나 수정과
도 미리 준비한 재료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식혜는 엿기름
과 쌀 또는 찹쌀을 사용하고 수정과는 곶감과 계피, 생강을 사
용하기 때문에 떡이나 한과처럼 통과의례나 명절 등에 먹는 음
식으로 소개되었다.
④술
전통적으로 통과의례의식에 사용한 술은 특별하게 만들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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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성안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에는 통과의례 때에도 판
매하는 음식과 술로 제를 지낸다고 전하고 있지만 몇년전만 하
더라도 술을 직접 담가 사용하였던 것이 조사되었다.
술의 품질은 누룩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누룩은 밀을 맷돌에
갈아 찹쌀 또는 좁쌀을 섞어 마대자루에 넣어 위를 덮고 발로
밟아 따뜻한 방에서 발효하여 둥근 고리 모양으로 빚어 띄운다.
잘 말린 누룩을 가루로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다. 술밥은 집안
에 따라 찹쌀, 멥쌀, 보리, 조 증에서 선택하였고 시루에 고두밥
쪄서 멍석에 얇게 펴서 식혀 누룩가루와 잘 비벼 발효시킨 것
이 술이다. 술을 발효할 때 온도가 중요하므로 뚜껑을 덮은 독
을 따뜻한 곳에서 이불을 덮고 약 사흘간 발효를 시킨다. 발효
온도뿐만 아니라 발효기간도 술맛을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독 위에서 성냥을 그은 다음 불이 꺼지면 술이 다된 것을 나타
낸다. 다 익은 술의 밑술은 탁주, 여기에 용수를 박아 떠낸 맑
은 술이 청주, 밑술을 증류하여 얻을 것은 소주라고 하며 술지
게미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먹었으며 장아찌를 담을 때도 사
용하였다.
IV 결론
광주광역시의 기층문화로서 전통마을 식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와 전통성을 갖는 성안마을의 음식문화를 주민의
면담과 관련된 문헌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전통마을은 김덕령장군의 후손에 의해 형성된
집성촌이며 충효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임산물과 수산
물과 농사로 재배한 쌀, 옥수수, 콩, 들깨 등 및 매실을 주요 식
재료로 얻고 있으며 소득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의 식생활
이 가난과 고령화로 발달되지 않아 광주음식을 대표할 음식문
화나 향토음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도음식의 맛의 뿌
리인 콩 발효식품인 장류가 조미료로 사용되었으며 나물이 주
요 반찬으로 조사되었다. 주식으로는 밥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쌀에 보리, 고구마, 무와 나물 등을 넣은 밥과 민물고기나 채소
로 끓인 죽이 조사되었다. 된장국이 기본으로 사용되고 김치,
장아찌(무와 깻잎장아찌)와 나물이 반찬을 사용하였다. 일상이
나 특별식의 음식은 집에서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손수 만들어
먹었다. 결론적으로 성안마을의 전통음식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하천에서 얻는 수산물을 주요 재료로 발달하였으며
상차림은 장류로 만든 음식, 다양한 김치, 장아찌 및 나물류를
사용한 전라도 내륙지방의 식사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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