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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과 토지
학습 포인트
ㆍ사케를 제조하는 계절을 이해한다.
ㆍ양조장의 역사, 활동을 이해한다.
ㆍ토지와 양조인의 일, 각지에 있는 양조인 집단에 대해 이해한다.

9.1 사케 제조와 계절
현재는 냉방장치가 있어 쌀도 냉장 보관하고 있으므로 1 년 내내
사케를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케 제조는 가을에 쌀을
수확한 후부터 시작되어 겨울의 추운 계절에 담급니다. 사케의 출하
수량이 많은 시기도 늦가을부터 봄에 걸친 기간입니다.

9.2 양조장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각 지방에 있는 약 1,300
개의 양조장이 사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00 년 이상을 이어 온 양
조장도 많으며, 가장 오래된 양조장은 850 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양조장은 지역의 벼농사를 지원하고 물을 지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보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 리더이기도 하여
콘서트나 미술전 등의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벽과 기와 지붕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갖춘 양조장도 많이 남
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조장은 견학을 환영하고 있으므로 일본을
방문할 때에는 꼭 양조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림 9.1
사케 양조장(쿄토 후시미)

9.3 토지
양조장 대표는 경영을 하고 토지는 사케를 제조하는 전문 양조공
입니다. 토지는 양조장의 위탁을 받아 인부들을 데리고 양조장에서
사케를 제조합니다. 양조장 인부들은 여름 동안은 벼농사를 짓는 농
부가 많으며, 농한기인 겨울 동안에 집을 떠나 합숙 형태로 양조장에
서 일합니다. 양조장 인부는 쌀을 씻고 찌는 담당, 쌀누룩을 만드는
담당, 주모를 만드는 담당, 술덧을 짜는 담당 등으로 분류되어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괄하는 사람이 토지입니다. 토지는 양조장의 의향
을 묻고 주질을 설계하여 제조에 임합니다. 주조 기능에는 국가검정
제도가 있습니다만, 합격했다고 해서 토지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집
단을 통괄하는 관리 능력이 있고 제조한 술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합
니다. 일본의 각지에 토지와 양조장 인부 집단이 있으며(그림 9.2), 그
집단 속에서 양조 기능을 전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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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산나이 토지

아오모리: 츠가루 토지

니가타: 에치고 토지
이시카와: 노토 토지
이와테: 난부 토지
후쿠이: 에치젠누카 토지
후쿠시마: 아이즈 토지
시마네: 이즈모 토지
이와미 토지
토치기: 시모츠케 토지
야마구치: 오츠 토지
나가노: 나가노 토지
쿄토: 탄고 토지

효고: 탄바 토지
타지마 토지
키노사키 토지
난탄 토지

에히메:
오치 토지
이카타 토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큐슈 주조 토지

오카야마: 빗츄 토지
히로시마: 히로시마 토지
코치: 토사 토지

그림 9.2 토지의 출신지

최근에는 농가의 감소, 고용 형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토지의 고령화
나 양조장 인부 집단의 인원수가 감소하여 종업원 주체 또는 가족 노
동을 통해 생산하는 양조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숙 형태의 집단
생활이라는 이유로 이전에는 여성 토지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가족
노동의 양조장 등에서는 여성 토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케 제조 기술을 배우려면 양조장에서 토지의 지도 아래
배우는 동시에 양조장 인부 집단이나 주조조합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3 일 정도의 강습을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젊은 양조장 인부를
대상으로 보다 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또
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에는 약 1 개월로 사케 제조를 배우
는 기초와 상급 2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도쿄 농업대학에
주조과학과가, 도쿄 농업단기대학에 양조학과가 있어 배울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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