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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난  음 식 

겨울 별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굴이다. 충남 보령의 ‘천북 굴’은 맛 좋기로 

유명하다. 굴이 제맛을 내는 때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로 이맘때가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을 즐기려는 미식가들로 포구와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천북 굴구이
쫄깃하고 달콤한 굴 맛이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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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20여 년 전부터 굴구이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14회를 맞는 천

북 굴 축제는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열린다.

겨울 별미 중 빼놓을 수 없는 굴 

한자어로 모려(牡蠣)ㆍ석화(石花) 등으로 표기하는 굴의 채

취 시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8월 산란기를 끝내

고 찬바람이 날카로워질수록 맛이 더욱 깊어지는데, 12월

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맛이 가장 좋다. 40여 년 전 경상도 

경산에서 천북으로 시집 온 이순조 ‘원조후계자굴구이’ 사

장은 “장은리와 사호리 일대에서 채취한 천북 굴은 일조량

이 많은 개펄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바닷물과 민물이 적당

하게 섞여 짠맛이 덜하고 살이 쫄깃쫄깃하다”며 “천북 굴은 

석화밭에서 주로 양식으로 재배되지만 자연산과 맛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요즘 천북 굴단지에는 굴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장은리 포

구와 접해 있는 단지에는 굴구이 가게 100여 곳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가게 입구에는 바다에서 막 따온 굴이 망태에 

가득 쌓여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바닥에는 가스불에 

오른 석쇠들이 즐비하다. 굴을 씻고서 큰 굴과 작은 굴을 

선별하던 아주머니는 “큰 굴은 구이용으로, 작은 굴은 밥이

나 파전 등 요리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굴구이와 돌솥굴밥을 주문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크기가 

작은 굴 개체가 따개비 등과 함께 붙어 있는 천북 굴이 가

득 담긴 고무 대야와 목장갑, 칼 한 자루, 집게를 건네준다. 

빨간 고무 대야에 담긴 굴은 4인분으로 3만원이다. 택배도 

가능한데 택배비(4천원)를 부담하면 2만원이다. 불이 켜진 

석쇠 위에 굴을 소복이 얹어본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따금 

연탄이나 숯탄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가스불

이라고 일러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움을 참지 못한 굴이 마침내 조금씩 

천혜의 어장이자 동북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은 

보령 천북면, 홍성 남당리, 서산 간월도, 태안 안면도 등 4

개의 시·군과 둥글게 맞닿아 있다. 넓이는 여의도의 48배

에 이르고 해안선 길이는 약 200㎞에 달한다. 개흙을 품은 

천수만은 천혜의 어패류 서식지로, 사시사철 싱싱한 어패

류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찬바람이 불면 천수만 

일원은 새조개, 굴구이, 간재미 등 겨울 별미가 즐비하다.

천수만과 맞닿은 천북면 장은리 ‘천북 굴단지’ 역시 찬바람

이 불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을 즐기려고 찾아오는 손님

들로 북적거린다. 보통 굴하면 경남 통영을 떠올리기 마

련인데 ‘굴구이’하면 ‘천북 굴’을 떠올린다.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위치한 ‘천북’이 굴구이 원조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굴을 캐던 아낙

들이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바닷가에 장작불을 피웠

고, 허기를 달래보려 그 불에 굴을 껍질째 구워먹었

다. 의외로 짜지 않고 고소한 굴구이 맛이 지인과 인

근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그러다가 몇 집이 비닐하

우스를 쳐놓고 굴구이를 내놓았고, 이것이 알음알음 알려

입을 벌리기 시작했고, ‘탁’, ‘탁’ 경쾌한 소리를 낸다. 노르스

름한 회색빛을 띠는 속살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인다. 목장갑 

낀 손과 뾰족한 칼로 뜨거운 굴 껍데기를 확 벌려 가며 뜨거

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속살을 발라낸다.

익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먹음직한 하얀 속살을 입에 

넣으니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쫄깃하고 담백하고 달

콤한 맛이 그만이다. 파래무침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

으면 부드럽고 담백한 굴 맛과 맛있게 어울린다. 그 절묘한 

맛에 굴까는 손길은 바빠진다. 굴 맛도 맛이지만 대여섯 개

가 붙어 있는 굴을 까먹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파먹고 

난 굴 껍데기가 수북이 쌓인다. 

뚝배기에 굴을 넣고 지은 돌솥굴밥도 빼놓으면 안 되는 제

철 별미다. 대추, 호두, 은행, 굴 등을 넣어 만든 굴밥은 고

소하면서도 담백하다. 굴밥에 달래간장양념을 적당히 넣고

서 비빈 후 한 숟가락 가득 입안에 넣으면 싱싱한 굴과 양

념장이 한데 어우러진 깊은 맛이 뱃속을 뜨겁게 채워준다. 

김과 함께 먹어도 좋은 돌솥굴밥은 1만원이다. 굴로 시원

하게 맛을 낸 굴회와 칼칼한 국물이 입맛을 돋우는 굴 칼

국수도 별미다. 

‘바다의 우유’, ‘영양소의 보고’라 불리는 굴은 타우린, 철, 

비타민, 셀레늄 등을 골고루 함유한 영양 덩어리로 예부터 

스태미나 음식으로 알려졌다. ‘배 타는 어부의 딸은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은 하얗다’는 말이 있듯이 굴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성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해 피

부도 곱게 만들어준다.

천북 굴단지에 가면 미각 만족 그 이상이 있다. 천수만 

에 떠 있는 고깃배와 노을, 바닷바람이 일상생활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겨울 바다의 쓸쓸함도 있겠지만 

그게 또 매력이다. 물론 천북 굴단지로 가거나 오는 길에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

가, 청산리 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간월암 등

을 둘러보면 좋다. 

돌솥굴밥기계와 살이 토실토실하고 쫄깃쫄깃한 

천북 굴을 얹는 석쇠.

가게 100여 곳이 몰려 있는 천북 굴단지는 ‘굴 구이의 원조’를 내세울 

만큼 유명하다. 겨울이 깊어지면 제철 굴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