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et foods

자메이카의 대표 길거리 음식, 패티

One Patty,
One Love
노릇노릇 구운 초승달 모양의 페이스트리 안에 속이 꽉 찬 자메이카의
길거리 음식 패티는 세계적으로 드넓게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음식이다.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자메이카 패티를 소개한다.

A crescent-shaped, golden pastry shell wrapped around
seasoned fillings, Jamaica’s patty is a snack that has its share of
fans around the world. Passions run high on the island for
the century-old, ubiquitous roadsid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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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햇볕이 네그릴 도심을 뜨겁게 달구는 어느 목요일 오후

4시, 자메이카 현지 주민들이 꽉 막힌 로터리 옆 인도를 걷고 있
다. 학생들이건 직장인이건 ‘버스 파크’와 택시 승차장으로 두 블
록을 허겁지겁 달려가는 도중에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주시 패티
스’나 ‘해몬즈’라는 가게에 들른 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기름에
흠뻑 젖은 갈색 종이 봉투가 들려 있다.
자메이카 사람들이 패티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는 것은 일요
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자메이카에서
여행객이 주로 찾는 도심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외에서도 이런 진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패티는 부자건 가난한 이건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이었죠. 자메이카인들은 그렇
게 패티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정체성의 일
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미식가이자 자메이카 TVJ 방송
국에서 매주 방영되는 <투 시스터즈 앤드 어 밀>이라는 프로그램
의 공동 사회를 맡고 있는 미셸 루소의 말이다.
아름다운 청록색의 카리브 해와 백사장이 일품인 네그릴 해변
가로 가면 맨발의 여행객들이 패티 노점상 앞에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철 지붕 아래 대나무로 얽어 만든 노점상의 주인 니
아는 아키, 감자, 치즈 등 채식주의자도 즐길 수 있는 재료로 속을
꽉 채워 패티를 만든다. 에티오피아의 옛 황제를 숭상하는 자메
이카 종교, 래스터패리를 믿는 니아는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패티를 만들어 팔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소고기가 들어 있지 않은 패티입니다!” 그가 구워 내는 패티는

A

t 4pm on a Thursday, the sun is mercilessly beating
down on Negril’s town center as locals navigate

대표 길거리 음식인 패티를 판매하고 있다. 직접 만든 패티를 들어 보이는 소니아(위, 위
오른쪽). 갓 만든 패티를 접시에 담아놓은 모습(오른쪽 페이지).

Miss Sonia has been making Jamaica’s famous, ubiquitous patties
using a wood-fired oven at her small eponymous eatery in Negril for
about 30 years. The patties are prepared by hand using Miss Sonia’s
original recipe (above, top right and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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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패티는 자

patties come with vegetarian fillings, such as ackee, potato
and cheese. “No beef here!” says Rastafarian owner, Jah

the sidewalks past a congested roundabout. From

메이카의 음식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돈 1달러도 안

schoolchildren to uniformed employees, they scurry

되는 돈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패티는 페이스트리 안

towards the “bus park” and shared taxi stands two blocks

에 각종 향신료로 풍미를 더한 속이 가득 들어 있다. 속을 만들기

the crunchy, buttery turnover pastry is often stuffed with

away, but not without dropping by one of two stores on their

위해선 소고기, 닭고기 혹은 채소 중 하나를 골라 잘게 다진 다음

spiced, savory fillings — a choice of minced beef, chicken

path: Juici Patties and Hammond’s. They come back out

파, 양파, 백리향, 잘게 썬 당근에 매운 고추인 스카치보닛을 더

or vegetables, sautéed in coconut oil with scallions, onions,

with greasy brown paper bags in hand.

해 코코넛 오일로 재빨리 볶아내면 된다.

thyme, shredded carrot and scotch bonnet.

On any given day (besi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소니아는 네그릴 해변에 자리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에서 30여 년간 자메이카의 		

빵이 더 두껍고 직화로 굽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메이카인에게 굽거나 튀긴 패티를 한 손에 들고 먹는 것은

Niah. His patty crust is thick and fried over an open fire.
Belly filling and inexpensive (priced at just over US$1)

The patties are baked, or sometimes fried, and the

in tourist towns or out “in country,” Jamaicans line up for

일상이나 마찬가지다. 패티를 사먹는 가게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

choice of where one goes to get these handheld snacks

patties. “The patty has been the go-to street snack for the

의 취향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도시 시민들은 포장 전문 체인점

is personal. Urbanites are loyal to Tastee or Juici. These

rich and poor for decades,” says Michelle Rousseau, foodie

인 ‘테이스티’나 ‘주시’를 단골로 삼는다. 이 두 프랜차이즈 브랜

competing patty takeout stores are fixtures on most

and co-host of Two Sisters and a Meal, a weekly show on

드는 자메이카 어느 동네를 가든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main roads in any given town. Older people recall the

Jamaica’s TVJ channel. “We eat the patty with such love.

하지만 중장년층은 1920년대 동네를 돌아다니며 패티를 구워

neighborhood “patty man” of the 1920s, baking and

It’s a part of Jamaica’s identity.”

팔던 ‘패티 맨’을 아직도 기억한다. 오늘날에도 대형 체인점 외에

selling out of a “patty pan,” a portable aluminum tin

On Negril’s beach side, along powdery soft white sands

소규모 패티 상인들이 굳건하게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oven. Today, alongside the commercial chains, the small

and the turquoise Caribbean Sea, barefooted tourists wait

런 소상인이야말로 할머니 적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조리법

patty enterprises stand strong. These are places where

beside a tin-roofed, bamboo shack. Niah’s made-to-order

에 따라 불 위에 직접 패티를 굽는 이들이다.

grandmothers’ recipes live on, open wood fires bu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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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in a Patty Golden crusts scatter, and pieces

fall into the bag, to be savored at the end. Mini cartons of
“box juice” in local fruit flavors wash it all down.

“The tradition of jerk cuisine dates back to the Maroons,
but it is fairly new in terms of its introduction into mainstream
cuisine,” says Anne Crick, co-owner of Jamaica Culinary
Tours. “The patty has been around longer, and is widely
available.” The origins of Jamaica’s patty remain a matter of
speculation. It is believed to be a descendant of the British
Cornish pasty, because of its shape. “When the British
arrived in the 17th century, many were poor countrymen from
the seafaring Cornwall region,” explains Jacqueline Sinclair,
known in Jamaica as Juicy Chef. “The pasty was a working
class food, easy to carry and keep.”
Any prior version of this pastry was ultimately made
Jamaican in the way it is prepared, combining ingredients
that celebrate the island’s cultural diversity — from the
African scotch bonnet, to the Indian curry powder and the
Rastafarian vegetarian influence. “The heart of Jamaica is
in a patty,” says food writer Rosemary Parkinson. “There is
nothing that shouts ‘Jamaica’ like these delightful snacks.”
Text and photographs by Lily Lebawit Girma

자메이카의 심장 네그릴에서 30년 동안 패티를 판매해온

customers are served amid humble surroundings.

요리법이 대중적인 요리에 차용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라며 “패

소니아는 이제 네그릴을 대표하는 명물 인사로 꼽힌다. “제 할머

“In my grandmother’s day, the beef patty was the only

티는 저크 소스를 이용한 요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고 말

니가 패티를 판매하던 시절에는 소고기로 속을 채운 패티밖에 없

patty,” says Miss Sonia, an icon in Negril for the fare she

한다. 자메이카 패티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

었어요. 예전에는 나무 땔감으로 불을 피웠답니다.” 소니아의 가

has served for 30 years. “We used wood-fueled ovens,

다. 초승달과 같은 모양 때문에 영국 콘월 지방의 파이인 코니시

게는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소박한 분위기다. 이곳에선 패티에

with a piece of zinc as a baking sheet.” Filling options at

패스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들어갈 속의 재료로 소고기, 닭고기, 바닷가재, 게살 중 하나를

Miss Sonia’s eatery — a screened bamboo porch with four

쿠바의 페이스트리 요리가 자메이카 패티의 바삭한 식감에 영

고를 수 있다. 패티 반죽은 밀가루와 쇼트닝, 강황이나 카레, 약

tables, on busy Norman Manley Boulevard — now include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최근 등장했다. “자메이카 출

간의 소금과 차가운 물을 섞어 만든다. “저희 할머니처럼 손맛도

beef, chicken, lobster and crab. The most critical part is

신의 부모님을 둔 저희 증조할머니는 쿠바에서 자메이카의 수도

있어야 해요.” 소니아와 함께 일하는 손자, 브라이언 존슨의 말이

the dough, a blend of wheat flour, shortening, a sprinkle of

인 킹스턴으로 이주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자메이카 최초의 패

다. 패티를 익히기 전, 반죽 안쪽에 물을 조금 바른 후 속을 채우

turmeric or curry, a dash of salt and cold water.

티 판매상으로 일하셨어요. 1930년에 증조할머니께서 사용한

고 반죽을 반으로 접는다.
김이 나도록 뜨거운 패티는 작은 갈색 종이 봉투에 담아 손님

“You also need a lucky hand like her,” says Brian
Johnson, Miss Sonia’s grandson. Pieces weighing 8.5g are

패티 레시피도 찾았는걸요.” 미셸 루소와 함께 <투 시스터즈 앤드
어 밀>의 공동 사회를 맡고 있는 수전 루소의 말이다.

에게 건네진다. 패티의 겉껍질은 단단하면서도 바삭바삭하며 파

placed on a floured flat surface, shaped into a circle. The

이처럼 여러 겹이 겹쳐진 형태로 버터 향도 난다. 한 입 베어 물면

interior is moistened, and a scoop of the steaming filling

으로 재탄생했다. 만드는 방법부터 사용되는 재료까지 자메이

매운 고추와 백리향 맛이 먼저 느껴진다. 패티와 함께 즐겨 마시

is placed inside. The piece is folded in half, its edges are

카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아프리카산 스카치 보닛, 인도

는 과일 주스인 ‘박스 주스’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다.

trimmed and it is sealed with a fork.

의 카레 가루, 래스터패리 종교의 채식주의 영향까지 담겨 있다.

여행사 ‘자메이카 미식 기행 투어’의 공동 대표인 앤 크릭은

Served piping hot into a small brown bag, the patty shell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패티는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음식

“이 맛이 바로 자메이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은 패

“자메이카 전통 소스인 저크를 이용한 요리는 그 기원을 서인도

is firm but flaky, layered and slightly buttery. The smell of

티뿐일 겁니다.”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니암 자메이카>의 저자인

제도 산중에 살던 흑인종인 마룬 족(族)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peppers and thyme rises with the steam on the first bite.

로즈메리 파킨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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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릴리 레버윗 기르마

자 니아는 해변에 자리 잡은 노점에서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패티를 만들어 판다
(왼쪽 페이지). 니아는 패티를 굽는 것보다 불에 직접 튀기는 조리법을 선호한다(왼쪽
맨 위). 휴대가 가능한 양철 오븐에서 패티를 구워 내는 모습(왼쪽 위). 자메이카의
번화가인 몬테고 베이에 열린 작은 시장 풍경(위).

Jah Niah makes vegetarian patties at his beach-side patty shack
(opposite). Niah opts to fry his patties over an open fire rather than
bake them (left top). Patties baked in a small portable tin oven (left
above). A small market in downtown Montego Bay, one of Jamaica’s
most popular areas for visitor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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