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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4명이 송년 오찬을 했다.
포항에 사는 김회장이 과매기를 가져왔다. 포항에

을 세우다가도 술 한잔에 우정을 녹인다. 어떤 것도
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 아침에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왔다. 오찬 테이
블에 과매기를 펼쳤다. 점심 먹고 갈 때 또 한 상자

이 날인가 다음 날인가 TV 어느 프로에서 ‘구룡

씩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란다. 친구 4명에, 우리 먹

포 과매기’를 방영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봤다.

을 것까지 적어도 5박스는 가져 왔다. 이래서 기차

또 참으로 한심했다.

를 못 타고 차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왔단다. 이런

「대왕암과 만파식적」 들꽃 편지에 얘기한 대왕암 방

열정과 장점으로 이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갑부

송에 이어 또 한심한 방송이었다.

가 되었다.

그 이후 또 어느 방송국에서 관련 프로를 했는데 ‘과
메기’라고 철자까지 틀린 방송을 했다.

나는 고향이 그 근처이나 과매기가 별로다. 선물

참으로 한심한……..

이 종종 오면 구워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다. 꽁
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의 성의

꽁치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제거하고, 걸어서

가 고마워서 몇 개 먹었다. 봄동(배추 비슷하나 상

말리기 좋게 손질하는 힘든 작업이 화면에 소개되

추 크기만 한 야채)에 김도 얹고, 마늘, 매운 풋고추,

었다. 극한 직업도 아닌 것 같았다. 우리의 할머니,

파 줄기에, 초고추장에 찍은 과매기를 싸서 먹는 것

어머니, 누님들은 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 구룡포, 포항 사람들 지론이다. 요즘은 주문 배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나왔다.

달이 많아, 받아서 펼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이 모

말미에 사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든 것을 같이 포장해서 판단다. 심지어 소주나 막걸

“실내에서 건조기 안에서 건조합니다.”

리도 같이 포장해 준단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아니, 세상에 과
매기를 실내 건조기에서 건조하다니? 이것은 구룡

법원 고위직, 4성 장군 대장, 오너 회장으로 구
성된 이 친구 모임은 재미있다. 생각과 대화 내용이

포 과매기가 아니다. 그냥 기계로 건조한 꽁치일 뿐
이다.’

다채롭다. 대통령과 검찰 총장을 보는 시각도 다르
다. 법조인다운, 장군다운 기업가다운 의견으로 날

320 … NICE, 제39권 제3호, 2021

그 사장이 실내 기계 건조기 건조의 이유를 설명

특별기고
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방송에 경악해서 잘 못 들

양구 시래기이다. 상주 곶감이다.

었으나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대관령의 차디찬 눈보라에 한겨울 말려야 대관령

외부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비도 오고 눈도 오

황태가 태어난다.

고. 또 새들과 고양이 등 짐승들 피해도 우려되고.

영광의 바람으로 건조해야 영광 굴비가 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생산하려는

양구의 토양과 기후에 자란 무청을 양구의 겨울에

생산성, 채산성, 장삿속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내 걸어야 양구 시래기가 된다.
상주에서 자란 감나무에서 딴 감의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말린 것은 구룡포 과매기가 아니다.

상주의 기후에서 말려야 상주 곶감이 된다.

구룡포 과매기는 먼저 이 해역에서 잡은 꽁치를 써
야 한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트럭이 싣고 온 꽁치

실내 건조기, 공장에서 만들려면 서울 근교 땅값

상자가 수입된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이 방송은 구

싼 곳이 최적지이다. 구태여 구룡포, 대관령, 영광,

룡포 과매기 홍보인지? 폄하 방송인지? 분간이 안

양구, 상주까지 갈 필요도 없다.

되었다.
이 프로를 보고 황태를, 조기를, 시래기를, 곶감
구룡포 인근 바닷가 겨울 기온, 바람, 비, 눈을 맞

을 공장 건조기로 제조해서 대관령 황태, 영광 굴

으며 얼었다 녹았다 건조된 꽁치가 구룡포 과매기

비, 양구 시래기, 상주 곶감으로 시장에 팔지 않기

가 되는 것이다. 여기 겨울 외부 기후 환경에 동결

를 바랄 뿐이다.

건조(freeze drying)되어야 제맛을 내는 것이다. 예전
에는 껍질 채로 창자까지 그대로 짚으로 엮어서, 바

그 TV 프로를 많이 안 봤기를 바랄 뿐이다. 이 프

닷가에 막대기에 걸어서 말려서, 구룡포 과매기를

로로 인해서 구룡포 과매기의 이미지와 매출이 하

만들었다.

락하지 않기를 빈다.

이것이 진짜다.

그 방송국과 담당 PD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
도록.--이상--

비슷한 것이 대관령 황태이다. 영광 굴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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