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Food

경

남 김해에는‘동장군도 선암

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
다. 서낙동강변에 자리한 장
어마을인 불암동(佛岩洞)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장어는 피로 회복이나

경남 김해시 불암 장어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장어가 아닌 식당마다 직접 마련
해 내는 밑반찬에 있다. 특히 두릅, 방앗
잎, 매실, 부추, 무, 케일, 마늘 등 8~10가
지에 이르는 장아찌를 잘 구워진 장어와
함께 먹으면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자꾸
만 손이 가게 한다.

원기 증진에도 좋지만 도라지, 생강 등을 넣고
달여 먹으면 겨울 추위에 끄떡없고, 감기도 걸
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불암동은‘선암(仙岩)마을’로도 불리는데 옛
날 마을 뒤편에‘부처바위’가 있던 것에서 유
래했다. 높이 2m의 암벽에 돋을새김한 고려
말~조선초의 마애불이 있었는데 1972년 남해
안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파괴됐다고 한다.
불암마을 일대는 과거 서낙동강의 황금 어장
으로, 강에 그물을 던지면 자연산 장어를 비
롯해 메기, 잉어, 가물치 등이 한가득 달려 나
왔다. 30여 년 전 이곳에 장어구이집이 생겨
난 것도 이런 강이 전한 풍요로움 때문이었
다. 이렇게 하나 둘씩 생겨난 장어구이집은 30여 곳에 이르렀고, 지역의 명물이 됐다. 지금은 비록 강에서 장어가 거의 잡
히지 않아 호남 지방의 양식 장어를 사용하지만 이곳 장어 요리는 여전히 김해와 부산, 경남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한다.
최근에는 상당히 큰 변화도 생겼다. 신항 배후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마을 일부가 철거되면서 기존 장어마을이 사라진
것이다. 김해시는 장어마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근에 부지를 조성했고, 깔끔하게 단장한 새로운 장어마을에는 현재
장어구이집 9곳이 성업 중이다.
손맛 밴 장아찌의 개운함 이곳의 장어가 다른 지방의 장어와 다른 점은 우선 매콤한 양념에 있다. 양념 장
어의 경우, 고추장과 진간장, 생강, 마늘 등을 여러 시간 동안 푹 고아서 만든 양념을 장어에 발라 하루 동안 숙성시킨 후
구워 낸다. 숯불에 잘 구워진 양념장어의 알싸하면서도 깊은 맛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곳 장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장어가 아닌 식당마다 직접
마련한다는 밑반찬에 있다. 장어를 주문하면 큰 상 하나로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밑반
찬이 빼곡하게 올라온다. 김치류는 물론 가지, 콩나물, 도라지 등 각종 무침류, 단호박,
버섯구이, 문어 등 밑반찬이 20여 가지에 달한다.
특히 두릅, 방앗잎, 매실, 부추, 무, 케일, 마늘 등 8~10가지에 이르는 장아찌는 미각에
행복감마저 전해준다. 숯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장어를 장아찌와 함께 젓가락으

불암마을 숯불장어구이
장어와 장아찌의 환상적인 궁합
경남 김해의 서낙동강변에는 불암 장어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김해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와 맛본다는 특
별한 맛의 장어구이가 있는 곳이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후 숯불로 익혀낸 고소한 장어는 식당마다 손수 마련한 각종
장아찌와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전한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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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어 입 속에 넣으면 특별한 맛과 향이 미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장아찌의 종류에 따
라 전해지는 각기 다른 식감은 자꾸만 장어와 다른 장아찌와의 조합을 맛보라고 부추긴
다.
보통 장어는 한 마리만 먹어도 기름진 맛이 턱밑까지 오르는 포만감을 준다. 그러나 불
암 장어마을을 찾은 이들은 장어 한 마리(1인분)에 만족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독특하
면서 개운한 장아찌의 맛과 향 때문이다.
김해시는 불암 장어마을에 수변산책로와 문화광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
변 경관이 조성되면 장어 시연회와 장어 잡기 대회, 보트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장어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