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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맛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기도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분들이 

관광객들에게 경기도 대표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서울 홍콩싱가폴 두바이 경기 서울 부산 

경기도 소개 
Gyeong-gi do

경기도의 면적 

10,171㎢ (전국 면적의 1/10)

행정구역 : 31시·군 (27시·4군, 546읍·면·동)

경기도의 인구 (주민등록 인구) (12. 10월말)

3,540,098명

7.0%
12,060,335명

23.7%
10,212,445명

20.1%

X 17 X 14 X 9 X 3

경기도

10,171㎢



‘경기’라는 명칭은 995년 (고려 성종 14) 개경 주변에 6개의 적현 (赤縣)과 7개의 기현 (畿縣)을 설치하였는데, 1018년 

(고려 현종 9)에 적현과 기현을 묶어서 왕도의 외곽 지역을 정식으로 경기 (京畿)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현재의 경기도 지역과는 많이 달랐고, 성격 또한 일반 행정구역과는 

달랐다. 1069년 (고려 문종 23)에 전시과 (田柴科)로 지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광 (揚廣), 교주 (交州), 서해도 

(西海道)로부터 39현을 새로 경기에 포함하면서 원래 경기 13현과 합쳐 총 52현 규모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서의 도 (道)로는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360년 경기병마도통사, 경기왜인추포부사 등 왜구 방어와 관련된 군사직을 계속 설치하면서 점차 도 (道) 단위

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1390년 (고려공양왕 2)에 처음으로 도 (道)단위의 지방행정 조직인 경기좌우도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관할지역은 1069년 때의 영역과 비슷한 규모로 총 44현이 속하였으며, 오늘날의 경기도 보다 조금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1413년 (조선 태종 13) 전국이 8도 체제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1434년 (세종 16) 조선 왕도의 주변이 

경기도로 확립되면서 대체로 현재의 경기도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다. 1895년 5월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

였으며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가 1896년 8월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가 부활되었다.

경기라는 명칭의 유래는?

‘주례 (周禮)’에 의하면 ‘기 (畿)’는 ‘천자 거주인 왕성 (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1천리 이내의 땅’을 의미 한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 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 (京縣 또는 赤縣)과 기현 (畿縣)으로 나누어 통치 하였던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주례’보다 축소되었다. 



 

경기도는 논과 밭이 골고루 발달한데다, 

서해안을 끼고 있어 농산물과 수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음식 맛은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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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임금님도 반한 맛 이천 쌀밥정식

포    천    어머니의 애틋한 아들사랑 이동갈비

화    성    눈을 맑게 하는 영양식 화성 바지락 칼국수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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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랑으로 탄생한 맛 

광주 소머리 국밥  

1970년대 중반, 곤지암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어렵사리 살아가던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유난히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은 남편을 위해 없는 살림에도 늘 사골이

며 한약을 고아 돌봤다. 그런 그녀의 정성을  

눈여겨본 한 이웃이 근처 도축장에서 일을 

보던 다른 이웃에게 ‘좋은 고기 있으면 그 아

낙에게 주라’고 당부를 하였다. 부탁을 받

은 이웃은 소의 각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

식이 있던 사람인지라 ‘소머리를 달여 먹이

면 오장육부 기능이 활발해진다’며 그녀에

게 큼지막한 소머리를 구해주었다. 난생처음  

소머리를 보는 그녀였지만 오로지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 두어 시간을 달여 남편에게 

내놓았다. 그러나 긴 병에 입이 짧아진 남

편이 고기 노린내 심한 소머리 국물을 달

게 마실 리 없었다. 파, 마늘, 양파, 후추, 계

피 등 그녀가 알고 있는 향신채를 모두 넣었

지만 소머리 고기 특유의 냄새는 좀처럼 가

시지 않았다. 여러 차례 소머리 고는 방법

을 연구하면서 소머리 국을 이웃이나 포장

마차 손님에게 내어 놓았는데 그 맛이 구수

하고 깊다며 비법을 묻는 이가 많았다. 인

삼, 무, 찹쌀 등을 넣는 방법을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소 혀를 더 넣어 고기의 감칠맛을 

더하는 등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소머리국

밥’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몇 해

가 거듭되자 입맛 없는 남편이 기운을 차

린 것은 물론이고 포장마차가 식당이 되었

을 뿐 아니라 그 식당을 따라 이웃 식당들

이 업종을 바꾸면서 광주 곤지암은 ‘소머리

국밥’의 고장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자

신만의 요리 방법을 이웃과 나누고 냄새 없

애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다 보니 곤지암에

서 소머리국밥 끓여내는 집 전체가 비교

적 비슷한 맛을 내게 되었단다. 이러한 소

머리 국밥은 가마솥에 소머리 고기와 우설, 

볼테기살을 푹 끓여 우려낸 담백한 육수에  

5년근 인삼, 찹쌀가루, 무 등을 넣어 찹쌀이 

풀어질 때까지 끓여내면 국물이 뽀얗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연하고 부드러운 수

육과 배추김치, 깍두기를 곁들이면 술안주에 

그만한 것이 없다. 남편을 위하는 아내의 정

성이 거리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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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최미자소머리국밥 031-764-0257,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4

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가운데 좋은 품종

을 골라 육종한 후 미루나무 톱

밥에 영양을 더해 다시 수확한 

버섯만을 일컫는다. 특히 광주 

팔당호 청정지역의 맑은 물을 

써서 재배한 것이 특징인데 농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해 아주 적은 양만 출하하는 광

주의 대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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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되는 효도갈비 

동두천 떡갈비 

동두천 떡갈비의 역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전주 태생의 강씨 소녀가 동두천에 시집을 

오면서 시작된다. 650여 년 전부터 이미 떡

갈비를 즐겼던 전주의 전통음식이 동두천으

로 함께 ‘시집을 온 것’이다. 전주댁은 전주식 

떡갈비 만드는 방법에 경기도 만의 방법을 

접목시켰다.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 

이었는데 이가 좋지 않아 늘 죽이나 걸쭉한 

국을 끓여 먹었다. 고향과 건강을 잃은 시어

머니가 딱했던 그녀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집안 어른들 몰래 입안에 쏙 밀어 넣어주던  

떡갈비를 기억해내고 갈비에서 발라낸 다진  

살을 곱게 빚어 구워 시어머니께 올렸다. 그 

정성과 맛에 탄복을 금치 못한 시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잘 드시자 며느리는 갈비에  

붙이는 덧살을 그저 먹기 좋게 다져내는 것 

말고도 가래떡을 저며 심지처럼 넣어 말랑말

랑하게 같이 구워내기도 하는 등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식으로 태어난 동

두천식 떡갈비는 이웃에도 소문이 나 며느

리에게 방법을 전수받아가려는 사람이 문전

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솜씨 좋은 며느리는 

진짜 뼈대를 넣어 석쇠에 굽거나 크게 빚어 

칼 등으로 잘게 잘라 부침개처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면서 동두천 떡갈

비를 완성해 나갔다. 이가 덜 난 자식을 위해  

곱게 다진 고기를 입안에 넣어 주던 친정어

머니의 마음을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 되

갚은 동두천 전주 며느리의 효성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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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송월관 031-865-2428, 동두천시 생연동 683-16
예지원 031-865-9363, 동두천시 생연동 30-6

토종꿀 밀랍주

소요산 일대에서 채취한 토종

꿀에 밀랍, 소주를 혼합하여 만

드는 동두천 명주. 소요산의 자

생약초와 야생화에서 따 당도

와 영양이 높은 꿀을 재료로 하

는 것이 특징이다. 밀봉 후 3개

월 이상 숙성시켜 꿀의 향이 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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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아래 마을 서민들의 손님대접 

성남 남한산성 닭죽, 닭도가니탕 

지금이야 말끔한 대로가 들어섰지만 삼십 년

전 남한산성 아래에는 민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산성 아래 반듯하고 높은 터에 기대어  

집짓기가 좋았고 숲이며 냇가가 있어 먹을 

거리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산나물로  

나물밥을 지어먹고 닭을 놓아길러 그 닭이 

낳은 달걀을 모아 장에 내다 팔면서 소박하

고 정답게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다 주

말이면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성 아래의 집들은 특별히 누가 먼저랄 것

도 없이 산성 구경 온 서울 사람이나 등산

객을 위해 하나 둘 밥집이 되었다. 처음에

는 초라한 살림에 그때 그때 되는 대로 식

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

았다. 하지만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럿

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게 됐

는데 그때 특별한 식재료가 되어 주었던 것

이 바로 닭이다. 이 마을 닭들은 가파른 산길

을 반은 날고 반은 뛰다시피 살아서 근육이 

많고 힘이 센 탓에 1시간이면 고아내는 서

울식 백숙 만드는 방법으로는 푹 고아낼 수

가 없었다. 산성 올라가는 길에 ‘백숙 먹을 

심산이다’라고 말하면 내려올 때까지 서너

시간 푹 고아 찹쌀죽과 함께 내놓았는데 이

것이 서울식 백숙과는 차별되는 깊은 맛으

로 인기를 얻으면서 ‘남한산성 밑 닭죽 마을’

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 지금의 닭죽 마을은  

남한산성 아래의 개천이 덮이면서 건너편  

단대동으로 옮긴 것이다. 닭죽으로 유명한 

성남의 명물거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자 시

청이 자리를 내어주고 닭죽촌으로 형성했는

데 닭죽을 끓이는 방식이 서로 비슷해 어느  

집이랄것도 없이 맛과 양이 후하다. 지금은 

뒤뜰에 뛰노는 토종닭 잡는 풍경은 사라졌

지만 20개가 넘는 ‘닭죽’가게가 어깨를 나란

히 하고 산성 아래 오순도순 모여살던 시절

의 인심을 전하고 있다. 그중 40년 전통의 경

기 으뜸음식점인 은성가든은 남한산성 닭죽

촌의 원조로 일반 닭백숙인 도가니로 유명

한데, 음성농장에서 매일 닭을 공급받고 있

으며 닭을 삶은 육수로 죽을 끓인 후 대여섯 

가지의 한약재를 첨부하여 끓이는 도가니는  

진한 국물맛과 알맞게 퍼진 죽 그리고 야들

야들한 닭 맛이 색다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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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은성가든 031-742-7788,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29

갈매기살

닭죽과 더불어 성남을 대표하

는 음식으로 돼지 횡경막에 붙

은 ‘가로막살’을 잘못 부른 것

이 유명해지면서 굳어진 이름

이다. 1970년대 도촌동 도축

장 근처 여수동 일대 음식점들

이 쫀득쫀득한 가로막살을 술

안주로 내놓으면서 전국적으

로 소문이 났다.



S U W O N
해 장 국  건 더 기 에 서  주 메 뉴 로  변 신 한  수 원  왕 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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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건더기에서 주메뉴로 변신한 

수원 왕갈비 

수원은 갈비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수원이 

갈비의 고장이 된 것은 1940년대까지 수원

에 있던 전국 최대의 우시장 덕분이다. 수원

의 우시장이 이렇듯 컸던 이유는 정조가 시

행했던 화성 축성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은 농업을 매우 중시했기에 농사에 없어선  

안 될 소의 도축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화성을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인부들의 건강한 체력이 필요했기에 정부는  

특별한 혜택으로 화성에서만큼은 소의 도

축을 허용했다. 또한 정조대왕은 수원화성

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 전국의  

백성들을 모아 논밭을 나누어 주고 덤으로 

소 한 마리씩을 빌려 주었다. 이는 3년 후 

송아리로 반납하는 조건이어서, 송아지를  

구하기 위한 우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 

었다. 우시장이 있는 곳에 소갈비가 유명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터.

지금은 동수원사거리와 이목리 노송거리에 

갈비촌이 형성돼있지만 원래 수원갈비의 시

작은 영동시장 싸전거리 였다고 한다. 해방

무렵, ‘화춘옥’이라는 해장국집에서 해장국

에 갈비를 넣어 주는 것으기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한 손님이 ‘이렇게 큰 갈비를  

국물에 넣지 말고 그냥 따로 불에 구워 먹어 

보자’며 제안했고 그 맛에 반하여 숯불에

도 구워 보고 양념도 바꿔보며 연구를 한 끝

에 1956년 처음으로 ‘수원갈비’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수원갈비는 오랜 경험과 전총에 의해 맛을 

내고 있으며 부드럽고 좋은 맛 뿐 아니라 크

기에서도 유명했는데, 한 대에 5m 이상 되는 

크기로 혼자서 한 대를 다 먹지 못 할 정도로 

푸짐해 ‘왕갈비’라는 이름을 얻었다. 또 간장

대신 소금으로 간을 맞춰 산뜻한 맛과 신선

한 색상이 그대로 살아있어 혀뿐 아니라 눈

까지 즐겁게 해 주었다. 거기다가 꺼져가는 

숯불에서 굽는 방법은 갈비의 감칠맛 나는 

고유의 참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 맛에 

반한 장택상 전 수도경찰청장이 사흘이 멀다  

하고 시흥에서 달려와 포식을 하고 1970년 

대 이르러서는 박정희 대통령 등 고위 인사

들이 수원 왕갈비를 맛보기 위해 자주 찾으

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1995년부

터는 매년갈비축제를 개최해 해마다 수원  

왕갈비의 위용을 더 하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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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가보정 1600-388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8-1

불휘주

왕갈비와 더불어 수원을 대표

하는 특산 명주 불휘는 ‘뿌리’

를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누

에에서 자란 동충하초와 홍

삼, 오디, 구기자, 복분자 등의 

한약재로 제조하여 스트레스 

억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A N S A N
푸 짐 하 게  나 눠 먹 는  맛  안 산  바 지 락  칼 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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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하게 나눠먹는 맛 

안산 바지락 칼국수 

대부도는 시화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염전이 많은 조용한 섬이었다. 염전은 특히 

송산만에 많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들에게는 쌀보다 소금이 흔하고 소금만큼  

바지락이 흔했다. 대부도에는 다 같이 푸짐

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마련을 했다 하면 

커다란 솥에 끓이는 칼국수였고, 여기에 지

척에 널린 바지락을 함께 넣어 먹었다. 그러

나 1988년 화성으로 연결되는 연육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급증한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

점이 전무하여 대부동 주민들이 이 칼국수

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호평을 받기 시작 

했다. 그 후, 1994년 시화방조제 공사가 준

공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방아머리 

주변을 비롯, 대부도 전역에 전바지락 칼국

수 음식점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명성있는  

바지락 칼국수 마을이 되었다.

지금이야 밀가루가 싸고 흔하지만 옛날에는 

밀가루 음식이 매우 귀했다. 조선 후기 이곳 

대부도에는 이름난 효자가 있었다. 부친이 

별세하자 그는 꼬박 3년의 시묘살이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간신히 생명만 이을 정도

로만 곡기를 취했는데 그의 뛰어난 효행

은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효자문과  

밀가루를 상으로 받았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던 그는 조정에서 받은 밀을 적게 사용

하면서도 그 풍미는 충분히 즐기고 그러면서

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국수를 생각했다. 이후 그는 홀로 남은 어머

니의 장수를 빌며 밀로 만든 국수와 영양이 

풍부한 바지락을 함께 끓여 자주 드시게 했

고 그 정성 탓에 어머니는 오랫동안 장수했

다고 한다.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는 대야만

한 그릇에 몇 인분씩 한꺼번에 담겨져 나오

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나온 칼국수

는 각자 자기 양만큼 국자로 퍼서 먹는데 이

런 방식은 대부도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날 

깐 바지락을 푹푹 떠 넣고 천일염으로 살짝 

간을 해 통째로 넓은 그릇에 떠놓고 밀 냄새

를 얼굴 한가득 쐬어가며 함께 먹는다. 대부

도 바지락 칼국수가 서로 덜어주며 국물까지 

나누어 먹는 ‘칼국수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는 자연발생적

으로 개발된 음식으로 토속적이고 전통이 있

는 구수한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대부

도산 깐 바지락 및 우리 밀을 사용하여 담백

하고 독특한 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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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7일대 

대부 포도와인 ‘그랑꼬또’

대부 지역 960여 농가에서 환

경친화적 농법으로 생산된 포

도는 당도가 높고 과질이 탄

탄하여 대부포도와인 ‘그랑꼬

또’는 전국 와인품평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농익은 포도향과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진 아이스와인은 고

가에도 불구하고 반월공단을 

찾는 외국바이어들에게 상당

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Y A N G P Y E O N G
망 향 의  애 절 함  어 린  알 싸 한  맛  양 평  옥 천 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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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향의 애절함 어린 알싸한 맛 

양평 옥천냉면 

겨울에도 냉면을 국수라 부르며 즐겨 먹는 

사람, 냉면을 가위로 자르지 않는 사람, 냉면 

한 그릇을 한 두 젓가락 만에 훌훌 마시듯 먹

는 사람, 이북에는 평양이나 함흥뿐만 아니

라 냉면 없는 고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희를 넘긴 실향민 어르신이

거나 집안어른의 입맛 따라 냉면 맛을 알게  

된 그 자손들일 것이다. 1952년 6. 25. 전쟁

통에 황해도에서 양평으로 내려오신 분이 경

기도 옥천에 처음 문을 연 황해도식 냉면집

은 냉면으로 상징되는 고향의 맛, 고향을 잃

은 마음, 고향의 먹을거리를 잃은 아쉬움, 또 

그것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의 상흔에 마음 둘 곳

이 없었던 실향민들도 옥천에 정통 황해도 

냉면과 똑같은 냉면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

다는 소문에 ‘고향의 맛’을 보러 몰려들었다. 

이 가운데 아예 옥천에 터를 잡고 실향의 아

픔과 고향의 맛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

었다. 그들은 다툼 없이 함께 냉면집을 내 지

방색을 가미하고 비법과 손님을 나누었는

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얼마 후 옥천에 콘

도가 들어서자 단합대회다 MT다 하며 단체

객들이 밀려들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드라이

브삼아 여행 온 사람들이 옥천의 냉면집을  

찾으면서 지금의 옥천 냉면 마을이 탄생하

기에 이르렀다. 역사로 따지자면 60여년이  

넘은 것이다. 황해도식 옥천냉면은 쇠고기 

국물에 닭이나 꿩, 돼지육수를 섞는 평양식 

냉면과는 다르게 돼지고기로만 국물을 낸다.  

평양식보다 달짝지근한 맛도 덜하고 메밀과 

감자가루를 적당히 배합해 면발이 굵으면서도 

탱탱하고 쫄깃하지만 투박하고 맨송맨송한 

맛이 오히려 강한 중독성을 띤다. 또한 양지

와 설낏으로 우려낸 육수를 살짝 얼려 내놓

는데 그 맛이 아주 시원하다. 바로 황해도식 

냉면의 특징 그대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수는 옥천수로 만들었는데, 옥천수는 용문

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물로 예로부터 조선시

대 왕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던 귀한 

물이기도 하다. 좋은 물로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다. 여기에 돼지고기 완자와 편

육을 곁들여 먹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기

름기가 쏙 빠진 편육과, 큼지막한 동그랑땡 

모양으로 생긴 탱글탱글한 완자는 냉면으로

는 채우기 어려운 맛과 허기를 채우고도 남

는다. 손도 크고 통도 크고 인심까지 푸짐했

던 고향을 그리며 완자와 편육을 빚었을 실

향민들의 마음이 이제는 6번 국도의 명물이 

되어 50년 전통의 맛으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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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옥천냉면 031-772-9693,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0

용문산 산더덕

‘장뇌 산더덕’이라는 이름으

로 유명한 용문산 산더덕은 

심마니들이 직접 씨앗을 뿌

려 기억해 두었다가 7년 뒤

에 다시 캐어 상등품만 선별

해 파는 것이다. 섬유질과 사

포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산더덕 가운데도 좋은 물건

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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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따라 전해진 강원도의 맛 

여주 천서리 막국수 

여주는 온갖 특산물과 재화가 몰려드는 요지

였다. 뱃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던 강원도

의 특산물들이 하루 쉬어가는 나루였으며 

여주와 이천의 맛좋은 진상미(米)가 출발하

는 곳이었다. 배를 빌어 탄 장사꾼들과 나무

해 나르는 벌목꾼, 과거 보러 가는 서생들까

지 한데 모이는 만남의 광장이었던 셈이다. 

황포 돛배가 머문 곳은 신륵사 앞의 조포나

루와 이포대교자리의 이포나루. 수많은 황

포 돛배가 물건과 사람내리기를 기다리며 떠

있는 장관이 연출되던 곳이다. 한강의 대나

루 가운데 2곳이나 여주에 몰려 있었던 것을 

보면 여주가 과거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주고 받을 화폐가 부족했던 그 시절엔 

나르던 물건이 돈 대신 요긴하게 쓰이는 노자

였다. 그 가운데서도 메밀가루는 주는 사람

도 받는 사람도 부담없는 품목이었다. 강원

도에서 출발한 메밀은 남한강을 따라 국밥

이며 탁주, 잠자리 등과 교환되면서 여주에

도 막국수가 흔해졌다. 그 중 이포나루지척

의 천서리에서도 막국수는 집에서 흔히 해 

먹는 음식이 되었다. 1960년 무렵 근방에  

야트막한 산들이 많은 천서리에 해마다  

사냥철이면 사냥꾼들이 밀려들었고 민가에 

들어가 갓 잡은 작은 짐승을 내밀며 ‘막국수

라도 한사발 말아주구려’하는 일이 잦아지며 

아예 막국수를 파는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

단다. 그 후 천서리를 지나는 도로가 개통되

고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오가면서 

그 길목에 있던 천서리에 들러 막국수를 먹

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며 천서리 막국수는 

강원도 못지 않은 유명세를 탔다. 시원한 동

치미의 오묘하고 깊은 맛과 톡 쏘는 듯하면

서 입을 화하게 하는 특별한 막국수 소스 맛

이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

을이 하나의 막국수촌으로 형성되어 매년 막

국수 축제까지 열리기도 했다. 지금은 관광

객이 많이 찾는 이포보 옆에 위치하여 막국

수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메밀 막국수와 편육. 어느 집은 막

국수가 어디는 편육이 더 좋다며 인터넷 미

식가들끼리 논쟁을 벌이는데 일부러 찾아가 

먹어볼 만한 맛이라는 결론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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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천서리막국수 031-883-9799, 대신 천서 603-3
강계봉진막국수 031-882-8300, 대신 천서 산36-1
홍원막국수 031-882-8259, 대신 천서 605-2

땅콩강정

질 좋은 사질토가 많아 땅콩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진 여

주는 낙화생이라고 불리는 

고품질 땅콩의 최대 산지다. 

이를 재료로 만든 여주 땅

콩강정은 가평 다식과 더불

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을 대

표하는 한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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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사꾼들이 손꼽는 장터음식 

용인 백암순대국, 모듬순대 

용인 백암면에는 지금도 5일장이 선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무려 120년이나 같은 자리

에서 장이 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가 

하루 150마리 넘게 거래될 정도로 북적이는 

큰 장으로, 우시장과 도축장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주변 농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른 

소를 데리고 나와 값도 매겨보고 남의 소랑 

몸집 비교도 해보며 소 키우는 자부심과 즐

거움을 나눴다. 그러다 임자가 나서면 소를 

팔고 뜨끈한 돼지 내장으로 만든 국밥 한 그

릇에 약주를 마시며 소 떠난 아쉬움과 거래

의 즐거움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그

리고 양도 푸짐하고 소화가 잘되게 하기 위

하여 돼지 내장 안에 우거지를 넣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순대가 되었다.

순대국밥은 고기가 흔했던 백암장터의 아낙

들이 모여 함께 순대를 만들고 돼지 국물을 

부어 팔았던 것이 팔도장사꾼들에 의해 전

국으로 소문이 번지며 유명해졌다. 백암순대

는 다른 지역의 순대보다 양배추나 계절 야

채 등 훨씬 야채가 많고 순대 소 속에 선지와  

갖은 양념 등이 들어가며 재료가 성글고 거

칠었는데 이는 아무리 소를 키우고 돼지를 

쳐도 고기 한 점 씹기 힘든 장터 사람들에게 

고기 씹는 행복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장터 아낙들의 배려였다. 판 벌여놓고 

늘 마음 바쁜 장사꾼들은 어디서나 뜨끈한  

국물에 밥을 토렴(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

다 따랐다 하여 덥히는 것)하여 한 그릇 후

딱 먹을 수 있는 국밥을 즐겼다. 속이 풍성한 

백암의 순대국밥은 온갖 장터 입맛을 아는  

그들 입에도 별미였고 성찬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온 용인 백암 순대는 내장에 갖은 야

채 및 속을 넣어 익힌 음식으로 소장에서 흡

수가 빠르고 철분 공급원으로 빈혈에 좋은 

영양식품이다. 10년 전 백암장의 명성을 만

들었던 우시장은 사라졌지만 백암순대의 명

성만은 그대로 남아 소를 팔아 거금을 손에  

쥔 날이라도 돼지 국물과 돼지 부속물로 배

를 뚱뚱하게 채운 순대 한 그릇에 행복해  

했던 소박한 낭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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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중앙식당 031-332-460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47-10
풍성식당 031-332-4604,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89번지3호 2층

백암제일식당 031-332-460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9번지 

옥로주

토속 증류식 소주로 120년의 

전통을 가진 용인의 자랑거

리다. 옥로주는 가마에서 증

류된 증기가 맺힌 것이 마치 

옥구슬 같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백암면 박곡리 대

덕산의 암반수로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맛이 부드럽

고 숙취가 적은 옥로주는 애

주가들이 손꼽는 우리나라의 

명주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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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만남, 최고의 퓨전요리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찌개에서 말하는 ‘부대’는 군부대를 의미

한다. 그대로 해석하면 ‘군부대의 찌개’라는 

말이다. 6.25 전쟁 직후,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

였지만 전쟁을 위해 군부대만큼은 먹을 것이 

풍족했다. 특히 미군기지는 자국의 군인들을  

위해 본국에서 보내온 음식이 넘쳐날 정도 

였다. 그들이 즐겨먹는 핫도그, 깡통에 든 햄

이나 소시지는 한국인들에게 낯선 음식이었

지만, 먹을 것 부족한 시절에 영양이 풍부한 

이 음식들을 버릴 수는 없는 일. 하지만 기왕  

먹을 것, 사람들은 우리 입맛에 맞춰 먹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대에서 

나온’ 소시지 등의 재료에 김치, 고추장과 떡, 

신선한 야채를 섞어 얼큰한 찌개로 만들어 

낸 ‘부대찌개’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부대’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는 ‘명물찌개’라는 이름을 붙

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찌개’란 이름

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단다. 특히 미군부대 

가 밀집돼 재료 구하기가 쉬웠던 의정부에서 

가장 빨리 퍼졌고,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혹 부대찌개를 존슨탕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이는 존슨 대통령이 미군기지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부대찌개를 맛보고 최고

의 맛이라 호평했는데, 이후 사람들이 그 소

문을 듣고 와 ‘존슨탕’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

래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김씨’ ‘이씨’처럼 

미국에서 흔한 이름이 ‘존슨’인데 부대찌개의 

주재료인 햄이나 치즈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먹는 대중적인 음식이기에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의정부 부대찌개는 햄과 소시지, 

다진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매콤한 국

물은 푹 고아낸 육수를 써서 든든하며, 찌개가  

끓는 사이 쫄깃한 사리를 넣어 먹는 맛이  

별미이다. 의정부 부대찌개는 그 독특한 맛

과 영양, 저렴한 가격 때문에 어엿한 한국의 

대표음식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동·서양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최고의 

퓨전음식인 것이다. 부대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연있는 우리 음식’

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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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경원식당 031-846-5464, 호국로1309번길 12
보영식당 031-842-1129, 태평로133번길 26
양지식당 031-848-6792, 호국로1309번길 26
양주식당 031-846-3421, 태평로137번길 27

오뎅식당 031-842-0423, 호국로1309번길 7
형네식당 031-846-4833, 호국로1309번길 9
친구네식당 031-842-0331, 호국로1309번길 16
명성부대찌개 031-846-2335, 호국로1309번길 5
의정부명물찌개 031-846-9977, 호국로1279번길 26-20

송산배

조선 말 전국에서 가장 맛있

기로 유명했던 ‘청실배’가 오

늘날 의정부의 송산배와 같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분 

함량이 많고 아삭거리는 맛

이 좋은 송산배는 그냥 먹어

도 달지만, 식재나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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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도 반한 맛 

이천 쌀밥정식 

밥이 차지고 맛있으면 백가지 반찬보다 낫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매일 먹으면서도 맛과 

질이 하늘과 땅차이인 밥. ‘반찬 맛이 좋다’는  

집은 많지만 ‘밥 잘 한다’는 집은 드문 것도 

그 만큼 좋은 쌀과 밥 잘 짓는 정성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손맛은 사람 탓이니 제쳐두

고 좋은 쌀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미식가

에게 물으면 단연 이천쌀을 으뜸으로 친다.  

전국의 좋은 쌀과 식재를 두루 맛보았을 임

금님과 비슷한 수준의 입맛임을 자부하면서 

말이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성종21년(149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종은 여주의 세

종영릉에 성묘하고 돌아가던 길에 수라 때를 

맞았다. 문무백관과 궁인들은 송구한 마음으

로 이천 근방의 밥과 반찬을 올렸는데 미식

가임을 자처하던 성종은 예사 쌀이 아님을 

알고서 무엇으로 지은 밥인지를 묻고는 앞

으로 수라에 올릴 것을 명한다. 여독이 쌓인  

성종의 입맛과 기운을 돋운 것은 바로 이천의 

‘자채쌀’이었다. 자채쌀은 이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복하천 주변에서 재배되는 국조

생 품종.

이천은 옛날부터 땅이 기름지고 백성이 많았

으며 부유한 농부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촌이다. 점토 함량이 놓은 마사토가 채워

진 농경지는 물 조절이 쉽고 양분이 많아 벼

농사에 그만이다. 또 한복 하천 하류에 있던 

강창江倉)에 모았다가 여주를 거쳐 한양으

로 운반하는 수송로까지 갖췄으니 임금님 상

에 오른 햅쌀이 전국 어느 곳에서 온 쌀보다 

신선하고 기름졌을 것이다. 사람과 자연환경

이 함께 만든 명작, 그것이 바로 이천쌀이다. 

지금은 이천쌀밥으로 9첩과 12첩 수라상 등 

수라상 메뉴를 개발하여 이천의 대표 맛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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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드레한과

쌀이 좋은 이천에는 예부터 

솜씨 좋은 한과 명인들이 많

기로 유명하다. 단드레한과

는 전통제조방법을 전수받아 

맛과 모양을 이어 온 전통한

과로 이천 황기를 넣고 만든 

것이 특징이다. 

주요음식점 

덕제궁 031-634-4811,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89번길 168  

정다함 031-636-8598, 이천시 영창로 42
정일품 031-631-1188, 이천시 경충대로 3054
이천옥 031-631-3363,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18
이천쌀밥집 031-634-4813,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이천쌀밥 송학설성점   031-641-6005, 이천시 설성면 서동대로 8207 
마장들밥 031-637-6040 , 이천시 지산로22번길27 
원이쌀밥  031-636-0893  ,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08-3외 3필지 
나들애 청목 031-634-5414, 이천시 경충대로 3046

소담한정식 031-634-9889, 이천시 경충대로 2995
옛날쌀밥집 031-633-3010, 이천시 경충대로 3066 
한정식 동강 031-631-8833, 이천시 관고동 503-5
한정식 지원 031-632-7230,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579번길 37-3
임금님쌀밥집  031-632-3646,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34
청학동 한정식 031-631-8187,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1
가마솥 보리밥집 031-632-8689,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31 
황금뜰 쌀밥한정식  031-638-3547,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75
민속식당 이천쌀밥집  031-633-9358,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82번길 2-23 
이천쌀밥한정식 청풍명월   031-637-1616, 이천시 중리천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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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애틋한 아들사랑 

이동갈비 

포천 이동면의 갈비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향토

음식으로, 포천 산정호수, 백운계곡, 국망봉 

등을 찾은 관광객과 아들, 친구, 연인을 찾아 

온 면회객들에 의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예전만 해도 포천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대에 들어간 아들이나 친구의 면

회를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군대 가면 배곯

고 고생하는게 당연했던 시절이었기에 면회 

나온 아들과 제일 먼저 찾는 곳은 근처의  

돼지갈비집이었다.

그러던 1970년대 어느 날, 한 돼지 갈비집을 

찾은 할머니가 품 안의 소갈비를 내어주며  

내일 자신의 아들과 함께 들를 터이니, 이것

을 양념하여 구워주면 양념값에 품삯까지  

쳐 주겠노라며 통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경상도에 사는 할머니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을 와서, 이제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 

막내에게 쇠고기를 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촌로는 고향에서 비싼 갈비를 사서 품에  

안고 달려왔지만 날이 더워 고기는 이미 쉬어

버렸다. 자식 키우는 맘이 매 한가지였던 돼지 

갈비집 주인은 말없이 쉰 고기를 받았고,  

다음 날 새벽 시내 도축장에서 제일 좋은 암

소고기를 사다가 부랴부랴 재워 노모와 장병

을 먹였다. 그 후, 돼지갈비집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종업원들과 주변사람들의 성화

에 돼지갈비집이 소갈비 메뉴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상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돼지갈비가 아닌 소갈비가 이

동갈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1980년대 등산객들에 의해 서울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포천이동갈비는 과일로 재워 달

콤한 양념맛과 참나무 숯불의 향기를 더해 

서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체할까봐 함께 내어놓기 시작한 동치미와 막

걸리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많이 먹어도 

뒤탈 없고 속이 깔끔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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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이동궁전갈비 031-536-6292,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62
풍차갈비 031-531-0954,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23-4
이동동원갈비 031-534-9922,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33
명지원 031-536-9919,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367-5

포천막걸리 

포천의 특산품인 막걸리는 

포천의 이동막걸리는 조선 

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술을 빚던 양조장 터에서  

제조하여 유서가 깊다.

예부터 산세가 좋고 물이 깨

끗한 백운산 맑은 물로 제조

한 이동막걸리는 다른 막걸

리에 비해 뒤끝이 깨끗하고 

시원하며 걸쭉한 맛이 특별

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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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맑게 하는 영양식 

화성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잘하기로 유명한 고을은  

많다. 그러나 바지락 자체의 품질로 치자면 

화성 궁평리와 제부도 바지락이 제일이라고 

화성 사람들은 말한다. 이곳의 깨끗한 바닷

물과 썰물이면 3~4km까지 펼쳐지는 넓은 

갯벌 덕분에 바지락이 유난히 맛이 진하고 

쫄깃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예 

‘화성바지락’은 다른 바지락과는 구분해 팔

기도 한다. ‘꼬부랑 할머니가 바늘 귀 밝다’

란 말이 화성의 갯벌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

며 자주 쓰이는데                                   ‘기대하지 않 았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오히려 뜻밖의 재주나 묘수를 발견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허리가 굽을 정도의  

노인이 바늘귀에 실을 꿸 정도로 시력과 손 

끝 균형 감각이 좋다니 놀랄 일이다. 그러나  

이는 화성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화성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라면 일평생 갯벌에서  

일한 사람임을 뜻한다. 물이 빠질 때 마다  

바지락이며 고둥, 동죽, 각종 조개 등의 갯벌 

생물을 캐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새우처럼 

굽어버렸지만 그 대신 신선한 것들을 끼니

때마다 먹게 되었으리라. 그 가운데 돈이 되

는 것은 내다 팔고 제일 흔한 바지락은 남겨 

국도 끓이고 죽도 해 먹었으니 절로 시력과  

근력이 좋아진 것이다.

바지락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하므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늦추

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시력을 좋게 하는 영양

이 가득하다. ‘바지락 먹으면 눈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는 것은 경험으로 체득한 지혜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널따란 갯벌의 지평선

을 보고 또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습관이 

좋은 시력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바지락을 

끓여 나눠먹고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 

하며 수평선의 낙조를 시계 삼아 사는 것.  

몸은 고되지만 눈이 밝고 정신이 맑은 화성 

갯벌에서의 삶이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에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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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점 

서해일미(슬로푸드)마을 031-357-9255,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8

화성한과

국  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멥

쌀, 찹쌀, 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식품이다.  

무농약재배는  물론  그해  

국내산 햇곡식을 사용한다는  

원칙을지킨다.  식용색소,  

유화제, 감미료,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고유의 전통

생산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연번 시·군명 대표음식 주요  음식점명 및 연락처 비고

1 광주 소머리국밥 최미자소머리국밥 031-764-0257,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4

2 동두천 떡갈비
송월관 865-2428, 동두천시 생연동 683-16
예지원 865-9363, 동두천시 생연동 30-6

3 성남 남한산성닭죽 은성가든 742-7788,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29

4 수원 왕갈비 가보정 1600-388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8-1

5 안산 바지락칼국수 대부도방아머리음식문화거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7일대 

6 양평 옥천냉면 옥천냉면 031-772-9693,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0

7 용인 백암순대국
중앙식당 031-332-460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47-10
풍성식당 031-332-4604,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89번지3호 2층
백암제일식당 031-332-460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9번지 

8 여주 천서리막국수
천서리막국수 031-883-9799, 대신 천서 603-3 / 강계봉진막국수 031-882-8300, 
대신 천서 산36-1 / 홍원막국수 031-882-8259, 대신 천서 605-2

9 의정부 부대찌개

양지식당 031-848-6792, 호국로1309번길 26
의정부명물찌개 031-846-9977, 호국로1279번길 26-20
양주식당 031-846-3421, 태평로137번길 27
친구네식당 031-842-0331, 호국로1309번길 16
형네식당 031-846-4833, 호국로1309번길 9
경원식당 031-846-5464, 호국로1309번길 12
보영식당 031-842-1129, 태평로133번길 26
오뎅식당 031-842-0423, 호국로1309번길 7
명성부대찌개 031-846-2335, 호국로1309번길 5

10 이천 쌀밥정식

덕제궁 031-634-4811,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89번길 168  
정다함 031-636-8598, 이천시 영창로 42
정일품 031-631-1188, 이천시 경충대로 3054
이천옥 031-631-3363,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18
이천쌀밥 송학설성점  031-641-6005, 이천시 설성면 서동대로 8207 
마장들밥 031-637-6040 , 이천시 지산로22번길27 
원이쌀밥  031-636-0893  ,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08-3외 3필지 
나들애 청목 031-634-5414, 이천시 경충대로 3046 
소담한정식 031-634-9889, 이천시 경충대로 2995
옛날쌀밥집 031-633-3010, 이천시 경충대로 3066 
이천쌀밥집 031-634-4813,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한정식 동강 031-631-8833, 이천시 관고동 503-5
한정식 지원 031-632-7230,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579번길 37-3
임금님쌀밥집  031-632-3646,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34
청학동 한정식 031-631-8187,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1
이천쌀밥한정식 청풍명월  031-637-1616, 이천시 중리천로 127
가마솥 보리밥집 031-632-8689,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31 
황금뜰 쌀밥한정식  031-638-3547,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75
민속식당 이천쌀밥집  031-633-9358,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82번길 2-23 

11 포천

이동갈비

이동궁전갈비 031-536-6292,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62
풍차갈비 031-531-0954,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23-4
이동동원갈비 031-534-9922,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33
명지원 031-536-9919,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367-5

막걸리
포천막걸리 031-535-2045,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234
이동주조 031-535-2800,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112-1

12 화성 바지락칼국수 서해일미(슬로푸드)마을 031-357-9255,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8 

주요음식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