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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임진강 참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밥도둑

남북한을 흘러 서해로 통하는 임진강 주변은 사시사철 맛 좋은 별미가 끊이지 않

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봄에는 황복, 가을에는 참게’라는 말이 있듯이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진미(珍味)로 알려진 황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다. 

참게를 말할 때 ‘가을바람이 참게를 살찌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맘때 참게의 속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제일 좋다. 참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

에서 산란한 뒤 민물 상류로 이동해 겨울에 필요한 영양분을 몸속에 가득 채우고 

가을에 다시 바다 쪽으로 내려간다. 짝짓기를 향한 본능이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9〜11월에 주로 통발로 참게를 잡는다. 

게딱지의 크기는 보통 10㎝ 내외이고, 암놈보다 수놈이 조금 크다. 강에 쳐진 통

발이나 낚싯줄에 희생되지 않고 바다로 내려간 참게들은 이듬해에 알을 낳는다. 

연어와는 정반대 인생행로다 참게는 물고기 등이 죽어 가라앉으면 말끔하게 처리

해주는 최고의 청소부로도 알려졌다.

요즘 임진강 참게 철이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노란 장(영양분)이 가득한 놈들

이 한창 잡히고 있고, 임진강변에 위치한 맛집은 ‘가을철 최고의 밥도둑’으로 불

리는 참게를 맛보려는 식도락가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별미

민통선을 앞에 둔 임진강변에 위치한 ‘원조두지리매운탕 1호점’의 장석조 대표는 

“참게는 크기가 작아 꽃게에 비해 먹을 것이 없지만 노란 장에서 느껴지는 오묘

한 맛이 가히 일품”이라고 말했다.

요즘 싼값에 들여 온 중국산 냉동 참게가 임진강 참게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자연산과 양식 참게, 중국산을 구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장 대표는 “임

진강 참게는 특유의 독특한 향을 지녔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음

식점 주인의 양심을 믿고 먹을 수 밖에 없는데 두지리 매운탕촌에 오면 진짜 자연

산을 맛 볼 수 있다”고 자신한다.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일대에는 참게장과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9곳이 

임진강 참게장은  조선시대 

궁궐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소하고 담백하다. 

특히 대게나 꽃게보다 먹을 

것은 적지만 단단한 껍질을 

깨물며 노란 장과 속살을 

발라 먹는 맛이 일품이다.

꽃게에 비해 참게가 
‘먹을 것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임진강 참게를 먹어보기 전에 하는 말들이다.
임진강 참게의 고소함과 감칠 맛은

한번 맛을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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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원조 두지리 매운탕’은 두지리매운탕촌 효시로 지금은 원미순 할머니의 둘

째 딸이 가업을 잇고 있다. 장 대표는 원 할머니의 아들이고, 장 대표의 아들도 참게장집을 운영하

고 있다.

‘참궤’라는 이름으로 참게의 생태를 기록한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둥근 

사각형의 갑각껍데기에 알갱이들이 촘촘히 널려 있고 집게 아래쪽에 연한 털다발이 있다고 기록하

고 있다. 참게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 있어 발육기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건강식으로 그만이다. 또 

간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키토산과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참게는 참게탕, 참게장, 참게매운탕 등 요리 방법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참게 맛을 제대로 즐기려

면 게장이 으뜸이다. 게장은 조선시대에 한글로 엮은 생활지침서 ‘규합총서’에 담그는 법이 소개될 

정도로 반가는 물론 서민들도 별미로 즐겨 먹던 음식이다. 

임진강 참게는 사나흘 재워 한 달 안에 먹어야 하는 꽃게장과 달리 ‘축양’(畜養) 기간을 거친다. 큰 

수조에 참게를 넣고 물을 부어 하룻밤 지나면 몸속 찌꺼기를 토해낸다. 덜 자란 참게에게는 먹이

를 줘 살이 통통하게 오르도록 한다. 축양이 끝나면 장을 담근다. 팔팔 끓인 간장을 붓고 간장을 

따라내 다시 끓인 뒤 식혀서 다시 참게에 붓는 과정을 서너 차례 되풀이하면 참게장이 된다. 이 과

정에서 참게장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간장인데, 장 대표는 장단콩으로 담근 간장과 양조간

장을 섞어 사용한다. 특히 참게장은 1년이 가도 살이 삭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계절을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게장을 집에서 담그려면 가을 참게를 구입해야 한다.

참게는 대게나 꽃게와 달리 크기도 작고 맛도 고소한데, 따끈한 흰 쌀밥에 잘 익은 참게장 속살을 

뜯어 살짝 얹은 뒤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으로 퍼진다. ‘참게 한 마리면 밥 한 그릇 비

운다’는 말이 있듯이 참게 딱지에 밥을 비벼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다 비울 

수 있다.

참게장의 별미는 아이 손바닥만한 껍데기에 붙어 있는 노란 장이다. 그 맛이 고소하기 이를 데 없

다. 밥 한 공기 또 추가해 게 껍데기에 바짝 붙은 장을 수저로 박박 긁어 먹게 된다.

고추장과 미나리를 넣고 끓인 참게탕도 군침이 절로 돈다. 시원한 국물은 기본이고, 게 특유의 비

린 맛이 없으며 구수하고 매콤하다. 속이 꽉 들어찬 참게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입에 착착 달라붙

는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쫄깃쫄깃한 수제비의 맛도 일품이다.

참게에 메기와 민물새우를 넣어 진하게 끓여 내는 참게매운탕도 색다른 별미다. 국물 맛이 구수하

면서도 칼칼할 뿐 아니라 참게의 풍미가 가득 밴 부드러운 우거지의 맛도 어지간하다. 게장과 달리 

참게탕과 참게매운탕은 가을에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급랭시킨 게는 아무래도 고소함과 

독특한 향이 덜하다.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 참게 맛을 볼만한 집이 여럿 있다. 대부분 게장 한 마

리와 함께 나오는 백반 정식(1인분)이 1만2천〜1만5천원, 참게 두 마리를 넣어주는 참게탕이 1만

8천원〜2만원 선이다.

두지리 마을은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주민주도형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파주 임진강변은 강과 산이 어우러져 수도권 주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에서 자유로의 임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임진각 평화누

리공원, 율곡 이이가 제자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했다는 화석정(花石亭), 조선 초기 명재상 황

희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갈매기를 벗 삼아 만년을 보냈다는 반구정(伴鷗亭) 등에서 늦가을의 정

취를 만끽할 수 있다. 

참게탕은 게 특유의 비린 

맛이 없으며 구수하고 

매콤하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쫄깃쫄깃한 

수제비의 맛도 일품이다. 

참게에 메기와 민물새우를 

넣어 진하게 끓여 내는 

참게매운탕도 색다른 

별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