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식기행

텀벙 거리’ 아귀찜

인천 ‘물

아귀는 가난했던 시절 부두 인근 사람들의 한끼를 돕던 물고기였다. 인천에선
물텀벙이라 불렀다.
아귀는 또한 불교 용어이기도 하다. 목마름과 배고픔 등으로 고통스런
세상에 사는 중생을 뜻한다. 어쩌면 아귀가 아귀를 구한 셈이다.
이런 아귀의 매력은 무얼까?
아귀 요리의 본고장인 인천의 물텀벙거리를 다녀왔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1

1 물텀벙특화거리 입구
2 최초신고일자 1972년
1월 26일이 적힌
영업신고증

아귀의 외모는 흉측스럽다. 머리가 과도하게 크고, 몸통

있을 것이다. 최초 신고 일자가 1972년 1월 26일이다.

은 작은 기형 어류다. 가만 보면 머리만 둥둥 떠서 다니

식당이 인기를 끌자,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

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게다가, 이빨도 날카로워서 어

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물텀벙 거리가 된 것

쩌면 지옥에서 온 괴물처럼 보일 지경이다. 아귀는 주로

이다.

서해와 남해의 깊은 수심에서 잡히는데, 예전 인천 앞바

가게 수는 10여 곳이 넘었고 1999년 이곳은 ‘물텀벙 특화

다 어부들은 못생긴 아귀를 잡으면 재수없다고 해서 바

음식거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물텀벙의 인기는

다에 ‘텀벙’ 던져버렸다고 한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먹고살 만해지면서 다른 맛난 것들
이 넘쳐나기 때문일까? 지금은 아귀를 전문으로 하는 음

물텀벙의 유래와 현재

식점이 네 군데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버리기는커녕 없어서 못 먹는다.

성진물텀벙은 원조로 알려지면서 2005년에는 노무현 전

식도락의 인기 메뉴가 된 것이다. 50년 전 인천항에서

대통령이 다녀가기도 하는 등 유명인사들의 발걸음이

가까운 남구 용현동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물텀

끊이지 않는다.

벙을 미나리와 콩나물 등을 가득 넣고 끓여 팔거나, 고
추장 양념에 졸여서 내놓는 식당이 생겨났다. 용현동에
는 부두 하역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귀로 만든
저렴한 요리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술 한 잔을 털어
넣은 뒤 씹어먹는 아귀는 고달픈 하루를 마감하며 지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소울 푸드’가 됐다.
인천시 남구 독배로 403번길 일대 용현동 네거리에는
문을 연 지 48년 된 성진물텀벙이 있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이곳 1층 카운터 뒤의 영업신고증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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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귀찜 차림 2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

종업원이 깨를 뿌리고 있다.

물텀벙 요리·먹는 법
이 식당 관계자는 성진물텀벙의 장수 요인으로 신선한 재료와 전통

는 식재료로 사용될 일이 없다. 우리가 먹는 일반 아귀는 수심 70∼

적인 맛 등을 꼽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차공간도 중요하다. 고객

250ｍ의 바닷속에 산다.

아귀에 콩나물과 미나리, 미더덕, 쑥갓 등 재료 10여 가지를 듬뿍 넣
고 볶으면 상큼한 맛이 나는 아귀찜이 된다. 잘 살펴보면 새우도 들

들이 승용차로 손쉽게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차공간을 갖
추지 못한 곳들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2

어있고, 떡볶이도 눈에 띈다. 우선 미나리와 콩나물 등 야채로 입맛

술친구 아귀

을 돋운 뒤 잘 익은 아귀를 젓가락으로 건져 올려 고추냉이와 간장

아귀는 철분과 인이 풍부해 빈혈에 좋다고 한다. 타우린 성분이 있

이 잘 조합된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달콤하다. 아귀찜을 먹

아귀란 물고기는?

어 숙취 해소의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전날 한 잔 거하게 한 술꾼들이

고 난 뒤에는 볶음밥을 먹을 차례다. 2천원을 내면 김 가루 등 여러

아귀는 못생긴 외모와는 반대로, 부위에 따라 맛이 다양한 물고기

해장을 위해 찾는 메뉴가 됐다. 남성들에게는 아귀탕이 인기가 있는

가지 재료를 넣고 밥을 볶아준다.

다. 아가미와 껍질, 꼬리와 지느러미까지 못 먹는 부위가 없다. 4∼5

데 비해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고소하게 씹히는 맛을

㎏짜리 아귀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마에 불빛을 달고

내는 아귀찜이 인기다. 껍질에 있는 콜라겐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가격

물고기를 유인해 잡아먹는 초롱아귀는 각종 일러스트 등에서 아귀

도움이 된다.

아귀찜과 아귀탕, 아귀 백숙, 아귀 지리 모두 크기에 따라 5만원, 4만

의 대명사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800ｍ 심해에 사는 초롱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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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3만5천원이다. 볶음밥은 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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