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7일 금요일8

(46) 리사 시의 장편 해녀들의 섬 ②제주바다와 문학

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 해녀. 리사 시는 해녀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려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미국 리

사 시(Lisa See)의 장편소설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 (2019)은 작가가

제주 땅을 직접 밟고 단기간에 제

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온갖 자

료를 열심히 뒤져 읽으며 쓰여졌

다. 바깥에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면 소설을 통해 더

듬어가는 이야기들이 새로울 수

있겠지만 제주는 은둔의 섬 이

아니다. 제주4 3, 해녀문화, 한라

산, 돌담 등 이 섬이 안은 유산들

은 여러 경로로 알려져 왔다. 노

벨문학상을 받은 르 클레지오처

럼 리사 시 보다 앞서 제주를 다

녀간 뒤 기고한 글이나 창작한 문

학 작품도 적지 않다.

해녀들의 섬 은 작정하고 제

주를 말하려 한다. 거기엔 일제강

점기 이래 우리가 아는,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다 들어있다. 삼

성혈에서 영등굿까지 갖가지 역

사 문화 유산들도 녹여냈다. 김영

숙과 한미자를 주인공으로 해녀

와 4 3을 두 기둥으로 삼아 해녀

박물관이 있는 제주시 구좌읍 하

도리, 집단학살이 일어난 조천읍

북촌리를 주요 배경으로 했다는

점도 의도적이다. 두 마을을 오가

며 제주의 비극을 극적으로 풀어

내려 했다.

다소 진부해보이는 설정 속에

작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녀

의 존재를 파고들었다. 해녀들 사

이에 오가는 대화에 현실감이 떨

어지긴 하나 작가는 강인함 으

로 포장된 해녀 이미지 너머에 핍

박받는 군상들을 봤다. 해녀로 대

표되는 제주 여자들의 생애는 작

가가 소설 속에 때때로 끌어다 인

용하는 속담 중 하나인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에 압축되어 있다.

불턱에 모인 해녀들이 한마디

씩 한다. 우리 남편은 내가 번

돈을 술로 다 탕진해버려요. 우

리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정자

나무 아래서 자기가 무슨 성공한

농부라도 되는 양 유교 사상에 대

해 논하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

요. 우리 남편이 작은마누라를

집에 데려와도 내버려둬야 했어

요. 해녀들은 집안의 가장 노릇

을 했지만 미자처럼 더러 폭력 남

편에 시달렸다. 숨이 차는 물질로

해산물을 캐내 어촌계를 꾸려가

지만 정작 조직을 이끄는 자리는

남자들에게 돌아갔다.

소설 속 바다는 해녀들에게 여

신 설문대할망 으로 은유되는 한

라산과 동격이다. 바다는 그녀에

게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에게 먹

을 것을 주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바다는 한

번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작

가는 너른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

는 해녀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

로 묘사했다. 바다에 갈 때면 해

녀들은 일과 위험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 함께 수확하고, 함께 고

르고, 함께 판매한다. 바다는 공

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섬 결말에서 영숙이 먼 곳에서

온 증손녀를 바다로 이끄는 장면

은 미래 세대의 공동체 회복에 대

한 염원과 닿아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백과사전에 족발은 각을 뜬 돼지의 발 과 돼지

다리를 양념한 국물에 푹 삶아 편육처럼 썬 음식

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다수는 후자로 인식한다.

또 누군가에게 족발을 이용한 음식을 말해보라면

말 그대로 족발 과 오이, 당근, 양상추, 해파리와

겨자 소스를 버무린 냉채 족발 혹은 매운 양념

을 발라 구운 불족발 정도를 들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족발을 이용한 음식 한 가지를 더 소개하

려고 한다. 족발로 탕을 끓여낸 족탕 이다.

족발로도 탕을 끓이다니 생소하다는 사람도 있

겠지만, 족탕은 옛부터 도민들이 즐겨 먹던 제주

고유의 향토음식이었다.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

국 인근에 위치한 노형봉개 족탕 순대 는 족탕

전문점이다. 이수빈(45) 대표가 매일 정성스레 족

탕을 끓여내고 있다. 식당은 노형동에 있는 데 간

판엔 봉개 라는 지역 명칭도 함께 적혀 있다. 이

유를 물어보니 이 대표의 오빠인 이현석(48)씨가

이미 봉개동에서 10년째 족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대표는 오빠의 뒤를 따라 노형동에 식당

을 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끓여낸 족탕에는 껍데기가 도톰하게

붙은 돼지 족과 우거지, 메밀가루가 들어간다. 돼

지 특유의 냄새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

표는 핏물 털 제거 등 돼지 족 손질에만 3시간 가

량 공을 들인다. 이 대표는 10시간 동안 돼지 뼈

를 우려낸 것과 돼지 족을 삶은 물을 섞어 육수를

내는 데, 이렇게 해야 국물의 맛이 더 풍부해진다

고 했다. 족탕은 고추가루로 양념한 부추를 넣어

먹는다. 식성에 따라 새우젓을 더하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다.

국물에선 돼지 특유의 잡내를 느낄 수 없었다.

국물에 메밀가루가 넉넉히 들어가 첫 맛은 고소하

고, 뒷 맛은 칼칼한데 칼칼한 맛은 후추 때문이라

고 한다. 돼지 족에 붙은 껍데기는 탱탱한 식감이

잘 살아있었다. 돼지 족에는 젤라틴 성분이 풍부

해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 모유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해 임

산부와 수유부에게도 좋다.

노형봉개 족탕 순대를 찾는 손님들은 대다수

단골이다. 이 대표의 넉넉한 인심이 손님들의 발

길을 다시 불러들였다. 8000원짜리 족탕을 시키면

돼지 간, 오돌뼈, 염통 등이 작은 도마에 담겨 나

오는데 손님이 원하면 무한정 내어주는 무한 리

필 이다. 공깃밥도 원하면 무한정 내어준다.

노형봉개 족탕 순대 인근에는 노형중학교와 제

주제일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간간이 학생들도

찾아온다. 이 대표는 넉넉한 인심으로 학생들에겐

음식 값을 1000원씩 깎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학생들은 한창 먹을 나이이지 않느

냐 면서 1000원을 아껴 음료수라도 사먹으라는

마음에 음식 값을 깎아주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족탕과 함께 나오는 서비스의 경우 단

골 손님들 취향을 기억해뒀다가 취향에 맞게 원

하는 부위만 내어준다 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간다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힘이 솟는다

고 전했다.

노형봉개 족탕 순대는 제주시 정원로 6길에 위

치하고 있다. 족탕뿐만 아니라 순대 백반

(7000원), 내장탕(7000원), 창도름(1만원), 아강

발(1만5000원) 등도 판매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는 휴식 시간을 갖는다. 문의=0504-0544-260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당찬 맛집을 찾아서

<193> 제주시 노형봉개 족탕 순대

메밀가루로 맛을 내 첫 맛은 고소하고, 후추로 맛을 더해 칼칼한 뒷 맛을 내는 족탕(오른쪽)과

돼지 간과 오돌뼈와 함께 차려낸 순대 백반 한상 차림(왼쪽). 사진=이상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