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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해의 포구와 어촌은 아무리 바닷바람이 

매서워도 도루묵이 있어 훈훈해진다. 노란 배에 

터질 듯 알이 가득하고 살 또한 부드럽기 

그지없다. 숯불에 익히는 도루묵 구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할 뿐 아니라 

고소하고 깔끔한 맛에 입 또한 즐겁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도루묵
식감 좋고 영양 풍부한 
겨울 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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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은 한때 동해안 지역에서는 ‘개도 물고 다닐 만큼 흔한’ 생선이

었다. 흔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맛과 영양 등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 어자원이 

하루가 다르게 고갈돼 가면서 도루묵은 진가를 발휘했다.  

도루묵은 생김새는 볼품이 없지만 미각은 한껏 돋운다. 이제 동해안 

영북 지역의 겨울 별미로 대접받는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이의봉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과 조재삼이 

지은 ‘송남잡식’(松南雜識)에 도루묵의 우여곡절 사연이 기록돼 있다.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는 피란길에 수라상에 오른 ‘묵어’라는 생선을 

맛보고 감탄해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함부로 잡지 못하도

록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가 다시 은어를 먹어보고는 당시 먹던 그 

맛이 나오지 않자 “도로 묵이라고 하라”고 해서, 도루묵이 됐다고 한

다. 

조선 인조 때 문인 이식은 왕한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도루묵에 

비유해 “잘나고 못난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고/ 귀하고 천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 버림을 받은 것이 그

대 탓이 아니라네/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나”라고 읊었다.

겨울 동해안의 즐거움, 도루묵 찌개와 구이

겨울철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도루묵은 수심 200~400m의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11~12월이 제철이다. 도루묵은 등쪽은 황갈색을 

띠고 옆구리와 배는 은백색이다. 

도루묵 맛을 제대로 즐기는 요리법은 찌개와 구이, 조림 등 다양하다. 

냄비에 무를 깔고 도루묵을 얹은 다음, 파·마늘 등 갖은 양념에 굵은 

소금으로 맛을 낸 도루묵 찌개는 비린내가 거의 없는데다 국물 맛이 

담백하다. 

알 밴 도루묵 구이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통통하게 알이 밴 도루

묵을 숯불이나 연탄불 위 석쇠에 올려놓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운 

다음, ‘톡톡’ 알 터지는 소리를 곁들여 먹는 구이야말로 별미 중의 별미

다. 도루묵은 조림이나 식혜로도 만들어 먹는다.

도루묵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많이 포함돼 있어 성인병 예방과 성장

기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칼슘도 풍부하다.

바다 낭만과 별미 즐길 수 있는 수산항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양양의 수산항은 삶의 활력이 넘치는 포구다. 

권영환 수산리 어촌계장은 “도루묵은 먼바다에서 돌아와 연안에 알을 낳는데 

수산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제철”이라며 “도루묵과 함께 

동해에서 못생긴 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도치도 겨울 별미로 빼놓을 수 없

다”고 말한다.

지난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산항은 동해안 포구 중에서도 산책과 바

다낚시, 요트, 카누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북쪽 수산봉에는 옛날의 통신수단

이었던 봉수대가 있는데 나무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240m 남방파제와 

700m 북방파제를 갖춘 수산항의 전경과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지난 2009년 

5월에 들어선 요트마리나에는 60척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지상 2층 규모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다. 요트마리나 시설 바로 옆에는 소원을 빌면 신기

하게도 소원이 이뤄진다는 전설이 깃든 두꺼비 바위가 푸른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야트막한 야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수산마을에는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에 최씨, 문씨, 김씨 세 가구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뒤편 소나무 숲은 어

부들이 “나무가 많으면 고기가 잡힌다”는 믿음을 갖고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예

부터 물이 귀하다 하여 ‘수무’(水無)라고 불렸고 이후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수

산’(水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현재 70여 가구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산항 인근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인 오산리 선사유적과 선사유적박물관, 대명

리조트 쏠비치, 오산해수욕장이 있다. 

양양 수산항은 갈수록 좋아지는 도로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2~3시간 거리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싱싱한 회를 비롯한 해산물, 활력이 넘치는 

포구, 깊고 푸른 동해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산항은 지난해 관광·레저·여가 

기능을 갖춘 한국형 미항을 육성하는‘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도루묵은 찌개, 구이, 조림, 식혜 등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특히 숯불이나 연탄불에 구워 내며 즉석에서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다. 제철 도루묵은 알이 가득하고 비린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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