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Foods

Okra

아프리카의 맛, 오크라
과거 오크라는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수많은 국가의 식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했다. 이제 이 식물이 아디스아바바의 현대적 퓨전 요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MYSTERIOUS
TRAVELER

Originally from Ethiopia, okra has enriched culinary cultures beyond the
country’s borders since the 12th century. Now, it returns home through
the fusion-inspired cuisine of Addis Ababa’s modern eateries.

티그라이 주 후메라 지역의 소작농들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로 흐르는 테케제 강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양에서 이 아욱과 식물을 재배한다. 기온이 섭씨 42도까지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비한 셈이다.

for harvesting within about three months of flowering.
this reason they must be harvested by hand without delay,

깍지 안에는 하얗고 동그란 씨앗이 긴 깍지 모양을 따라 자리를

taking care to avoid discoloration. Because the harvest

잡는다고 한다. 목화꽃 같은 노란 꽃이 핀 후 약 3개월 안에

volume is small, Humera farmers personally deliver

수확한다. 잘 익은 오크라의 꼬투리는 빨리 썩거나 질겨지기

the okra to markets, which sell it to the local population

때문에 하루빨리 손으로 수확해야 하며, 색이 변질되지 않도록

directly instead of using middlemen or wholesalers.

볼레 국제공항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5분가량 달리면,

its role in the cuisine of the southern US, this ancient

불볕 태양이 내리쬐는 에티오피아 서부 지역에서 기원했다.

crop originated in the geographically isolated, scorching

오크라는 목화, 그리고 히비스커스와 같은 식물 과(科)에

regions of western Ethiopia. It is of the same plant family

속하는데, 초기 오크라 재배법에 대한 정보보다는 오크라가

as cotton and hibiscus, but more is known about okra’s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지역,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었는지가

path of migration than early okra cultivation practices. The

더 잘 알려졌다. 오크라에 대해 기록된 가장 초기의 내용은

earliest recorded history of okra, from the 12th century,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나일 북부

traces the northward spread of the crop from Ethiopia, via

지방으로 퍼져 이집트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그 이후 몇

the Upper Nile, and its adoption by the Egyptians. In later

세기에 걸쳐 아라비아로 전파되고, 홍해를 통해 인도아대륙까지

centuries, it spread to Arabia and the Indian subcontinent

뻗어나갔으며,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반투족을 통해

via the Red Sea, and to West Africa and beyond, through

서아프리카를 넘어 여러 지역으로 소개됐다.

the migration of the Bantu peoples from Central Africa.
Today, in its original home of Ethiopia, okra is

오늘날 오크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이 작물은
부작물로 여겨지며, 에리트레아와 수단 국경 부근에 위치한

considered a minor crop, but temperatures in the region

티그라이 주 후메라의 소규모 농장이나, 베니샨굴구무즈 주

it is grown reach as high as 42C, ideal for the heat-loving

또는 감벨라 주에서 주로 재배된다. 남수단과 국경을 마주하는

plant. It is grown on small-scale farms in places like the

에티오피아 남서부 지역의 베르타족은 오크라를 ‘켄카세’,

banks of the Tekezé River in Humera, a town near the

구무즈족 사람들은 ‘안데하’라고 부른다. 반면 오로모족이나

border with Eritrea and Sudan, and in the western states

암하라족은 아랍식 이름인 ‘밤야’라고 부른다.

of Benishangul-Gumuz and Gambela. In the latt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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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ripe, the pods can decay and toughen quickly, and for

다다른 오크라의 꼬투리는 길고 초록색을 띠며 원뿔 모양의

거치지 않고 오크라를 직접 시장에 가져가 판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식물은 지리적으로 외지고

As Haile Zibelo of the Humer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explains, on a mature plant the pods become ready

유의해야 한다. 수확량이 많지 않아 후메라 소작농들은 도매상을

Although okra may be most famous these days for

Berta ethnic group and andeha by the Gumuz.

올라가는 이 지역은, 적도의 열기를 먹고 자라는 오크라를
후메라 농업연구소의 하일레 지벨로에 따르면, 수확 시기에

오크라는 미국 남부식 요리를 통해 친숙한 아욱과 식물이다.

borders South Sudan, okra is known as kenkase by the

A 15-minute drive north of Bole International Airport is
Addis Ababa’s Wudasie Castle Hotel, where chefs Kidan
Haile and Bayush Tefera prepare a vegetarian okra stir-

우다시에 캐슬 호텔을 찾을 수 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의 셰프

fry with onions and tomatoes. Ten minutes further up the

키단 하일레와 바유시 테페라는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넣은,

road is Getfam Hotel, one of the newest luxury additions

채식주의자를 위한 오크라 볶음을 선보인다. 그 길을 따라

to Addis Ababa. Head chef Dawit Kebede, who has spent

북쪽으로 10분쯤 더 가면 에티오피아 육상 선수의 이름을 딴

a portion of his 20-year career as an executive chef in

하일레 게브르 셀라시에 가에 이르는데, 아디스아바바에 최근에

South Sudan, says okra is a much loved dish among the

세워진 고급 호텔인 겟팜 호텔이 그곳에 자리한다.

Ugandan, Kenyan, Eritrean and Nigerian expats there.

에티오피아의 열기를 받고 자라는 오크라는 수단과 남수단 국경 부근에서
재배된다(왼쪽 페이지). 아디스아바바 시장에서 판매되는 오크라는 에티오피아
재래 작물이지만 주로 수단과 인도 출신 이주민들이 구매한다(왼쪽, 아래).

Okra thrives in the heat of western Ethiopia, where it is grown near
the borders of Sudan and South Sudan (opposite). Despite being
native to these regions, vendors say it is mostly Sudanese and Indian
expats who buy the vegetable in Addis Ababa’s markets (left, below).

오크라는 수단이나 인도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주로

bamia tabalia, on the other hand, is made with minced

구입한다고 말한다. ‘수다니즈 레스토랑’이라는 음식점의

meat and sun-dried okra. The relative scarcity of okra in

케디르 마하메드 주방장은 육류를 주재료로 하는 요리에 신선한

Ethiopian cuisine outside the regions that border Sudan

오크라를 더한 ‘바미아 벨 키스라’를 선보인다. 반면에 ‘바미아

and Eritrea can be attributed to an unusual feature that

타발리아’라는 요리에는 다진 고기와 햇볕에 말린 오크라를

can discourage even the most venturesome cook and is

사용한다. 수단과 에리트레아와 국경을 맞댄 에티오피아의

incongruent with most traditional Ethiopian dishes — its

지역 외에서 오크라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이유는 오크라의

gooey, mucilaginous texture when cut and cooked.

독특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썰어서 익혔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끈적끈적한 점성 말이다.
오크라의 끈적함은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그 맛이 궁금하다면,

For those who have a low tolerance for okra’s
gooeyness but are still curious to sample this ancient crop
at home, chef Kebede recommends cutting the vegetable

케베데 주방장의 조언에 귀 기울여보자. 그는 오크라를 조금씩

sparingly and frying it. Dried okra also produces much

썰어서 튀겨보라고 귀띔한다. 말린 오크라 또한 신선한 오크라와

the same results as the fresh product. Okra is similar in

같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오크라의 맛과 향은 아스파라거스나

flavor to asparagus and eggplant, so it can replace those

가지와 비슷해서, 두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 요리에 오크라로

vegetables in recipes that require them. But perhaps the

아디스아바바의 주방장들은 오크라의 끈적거리는 식감에 거부감을 느끼는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오크라를 색다르게 맛볼 수 있는 가장

most intriguing way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okra is

에티오피아인들도 오크라를 즐길 수 있도록 조리한다(오른쪽 페이지).

참신한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즐겨

a little-known method said to have been developed by the

Chefs in Addis Ababa are attempting to reintroduce okra to Ethiopians,
who can find its gooeyness when cooked unappetizing (opposite).
For those who dislike that texture, chefs recommend cutting the
vegetable sparingly and then frying it (above, right).

음용했다고 알려진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오크라 씨앗을

ancient Egyptians: toasting and grinding the seeds and

볶아 가루를 낸 다음, 이를 마치 커피처럼 내려서 차로 마셨다고

then brewing them as a coffee substitute.

오크라를 잘게 썰어 튀기면 끈적끈적한 식감이 한결 완화된다(위, 오른쪽).

전해진다.

수세기 만의 귀환 남수단의 레스토랑에서 약 20년간 총주방장을

MAKING A COMEBACK “The main thing is to get people

지낸 요리 경력을 자랑하는, 겟팜 호텔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의

in Addis Ababa accustomed to okra in their food,” chef

수석 주방장 다윗 케베데에 따르면 오크라는 우간다, 케냐,

Kebede says. He may do so by first introducing okra to the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주민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menu as the hotel restaurant’s “Surprise Me” dish, which

높은 채소 중 하나라고 한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많은

changes daily. Additionally, chef Kebede says, “I will prefer

이들이 겟팜 호텔을 찾기 때문에, 앞으로 아디스아바바에서

to use okra in tibs,” referring to a favorite Ethiopian dish

남동쪽으로 60킬로미터 떨어진 비쇼프투에서 도매로 공급받는

of beef or lamb sautéed in clarified butter, with a base of

식자재 목록에 오크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onion, tomato, green pepper and the special chili blend
berbere that is then eaten with injera — the traditional

다윗 케베데는 “우선 아디스아바바 사람들이 오크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flatbread accompaniment of Ethiopian food. “With the

매일 다르게 선보이는 메뉴에 오크라를 포함시키는 것도 한

addition of okra, tibs will become tastier. I plan to introduce

방법이다. 케베데는 오크라를 ‘팁스’에도 즐겨 쓰는데, 팁스는

this dish to Getfam Hotel’s restaurant menu and eventually

에티오피아인들이 즐겨 먹는 요리로, 소고기나 양고기를 양파,

to the wider population of Addis Ababa,” says Kebede.
It may take a while for okra to catch on with Ethiopians.

토마토, 파프리카, 특제 칠리 소스인 베르베르와 함께 정제된
버터에 튀기듯 볶아 에티오피아 전통식 빵인 인제라에 곁들여

For now, you’ll rarely even see them buying it in Addis

먹는다. “오크라를 넣으면 팁스의 맛이 더 특별해져요. 이

Ababa’s markets. The okra there is purchased almost

요리를 겟팜 호텔 메뉴에 곧 추가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exclusively by Sudanese and Indian expats, say the

아디스아바바 사람들에게 오크라의 진짜 맛을 전하고 싶어요.”

produce merchants. At the simply named Sudanese

케베데가 본인의 바람을 슬쩍 내비쳤다.

Restaurant, chef Khedir Mahamed prepares a meat-

아디스아바바 시장에서 오크라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based recipe with fresh okra, called bamia bell kisra.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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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레베카 피세하 사진 보아즈 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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