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식기행

지리산 서남쪽 자락에 있는 전남 구례는 예로부터 먹을 것, 아름다운 경관, 넉넉한 인심으로
이름난 곳이다. 영·호남의 특산품들이 모여드는 구례 오일장에는 서민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식당이
있다. 시장통에서 개업한 지 20년 된 가야식당은 지난해 구례를 휩쓴 물난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수해의 아픔을 이겨낸 식당은 올해 새로 건물을 짓고 다시 문을 열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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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올라와 있는 음식은 해장국(시래깃국) 하나뿐으로,
6천원이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메뉴에 없는 백반(7천원)을
시킨다. 식사 메뉴와는 별도로 술안주인 조기탕, 낙지탕탕이,
낙지볶음, 갈치구이 등도 잘 나간다고 한다.

2
4

5

3
1 반찬을 보충해주는 주인 박경자 씨 2 예전 가야식당 내부 모습
3 예전 식당 외경 4 재개업 첫날 식당 모습
5 다양한 밑반찬들 6 새콤달콤한 갑오징어 무침
7 백반에 나오는 굴비

1

6

7

져 가재도구와 집이 모두 기름 범벅이 됐다”며 “가재도구는 하나도

해장국의 주재료인 시래기는 주인 박씨 부부가 직접 밭에서 기른

전남 구례는 지리산 노고단(1,507ｍ)의 서쪽 사면에 있어 험준한 산

장을 찾았는데 시장 한 귀퉁이에 30여 년간 영업해오던 가야식당

건지지 못했고, 흙으로 지어진 집도 무너져 온 가족이 돈을 보태 새

열무로 만든다. 해장국과 다른 반찬들 모두 말할 것 없이 깔끔했다.

악지대도 있지만, 중앙부는 분지 형태로 바람이 잦아드는 온화한

이 눈에 띄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번듯하게 세워진 신축 2

로 집을 장만했다”고 말했다.

국과 밥을 제외하고 꽈리고추 멸치볶음과 꼬막무침, 조기 등 모두

곳이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이중환은 택

층 건물이 옛날 그 가야식당이라는 것이다. 개업 축하 화환이 늘어

리지에서 구례를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고장’이라고 표현했다. ‘삼

서 있어 새로운 식당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가야식당 간판을 달고

조연이 더 빛나는 호남 시장 백반

들었던 반찬이 꼴뚜기 무침이었던 기억이 났다. 이번 정식의 주인

대’는 지리산, 섬진강, 구례평야다. ‘삼미’는 아름다운 경관과 넘치는

있었다. 도무지 생소했다. 시장의 정겨운 손맛을 전해주는 것 같았

메뉴는 전과 다르지 않았다. 식사는 시래기가 주재료인 해장국 하

공은 갑오징어 무침이었다. 톡 쏘는, 새콤달콤한 고추장소스에 버

곡식, 넉넉한 인심이다.

던 낡고 허름한 단층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뿐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메뉴에 없는 백반을 시키기도 한

무려진 갑오징어 무침은 특히 맛깔스러웠다. 한 그릇 더 달라고 해

구례 오일장은 예로부터 하동의 화개장터와 함께 영·호남의 상인

알고 보니 지난해 수해에 쓸려나가는 바람에 식당도 큰 피해를 보

다. 해장국은 국이 큰 그릇에 담겨 나오고, 백반은 작은 국그릇에 해

서 남김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 식당에서는 장이 설 때마다 시장에

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팔던 곳이다. 지금도 장이 서면 경남 하동과

았고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한다. 가야식당

장국이 나오는데, 조기 한 마리가 더 나온다.

서 항상 만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닌, 구하기 힘든 제철 음식 재료로

곡성, 남원 등지에서 각종 산나물과 들나물, 해물과 약재 등을 바리

이 생긴 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물난리로, 식당 건물까지 무너졌다

잠시 후 구례의 여느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해장국과 조기, 맛깔난

만든 찬이 있다.

바리 싸 들고 올라온 사람들로 붐빈다.

는 것이다. 때마침 개업 첫날이라고 했다. 구례 오일장 점포들이 점

호남식 밑반찬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얼큰한

식당을 나오는 길에 딸 미경 씨가 예전 가게 사진이 필요한데 혹시

심시간을 맞아 몰려든 사람들로 실내가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가

해장국과 함께 짭조름한 조기 살이 입안에서 쌀밥과 어우러지니

한 장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이렇게

방을 놓았던 자리를 양보받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화엄사 뒷산을 헤매고 다니느라 우거지상을 하고

수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지원을 좀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손사래

지난해 일어난 물난리로 구례가 큰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듣고 구

2년 전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서빙을 했다. 개업 첫날 어

있던 얼굴이 확 펴졌다. 삼천포에서 왔다는 옆자리 손님 중 한 명은

를 친다. 큰일을 겪고도 다시 문을 연 식당이 고마웠다. 다음 구례를

례로 귀농한 한 지인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다. 그 뒤로 까마득히 잊

머니 박경자 씨를 돕기 위해 찾아온 딸 박미경 씨다. 박씨는 “물이

“왜 우리는 조기를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다가 일행으로부터 “저건

찾을 때도 안심하고 찾을 곳이 있기 때문이다.

고 있었다. 이번에 구례를 취재할 일이 있어 때마침 열린 구례 오일

지붕까지 밀어닥치는 바람에 집안에 기름을 담아둔 드럼통이 쏟아

백반이고 우리가 시킨 것은 해장국 아니냐”는 핀잔을 받는다.

수마 휩쓴 식당…가족 힘으로 새 건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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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다. 그러고 보니 2년 전에 가장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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