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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떠나는 별미 여행

유난한 겨울이다 동장군이 매섭게 눈을 뿌려대

더니 언제 그랬었냐는듯포근한햇살이맞아주는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찬바람에

지친몸과마음따뜻한음식으로달래보자 겨울에

떠나는 별미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월

여행이다

겨울별미대구가돌아왔다거제외포대구탕

눈본대구비본청어라는속담이있다찬바람

이부는 12월부터이듬해 2월까지는대구가제철이

다거제외포리는전국대구물량30%이상을차지

하는집산지다 이른새벽물때에맞춰조업을나간

배들이하나둘외포리로모여싱싱한대구를풀어

놓는다 크고위협적인입 얼룩덜룩한무늬가위풍

당당해보이는대구는경매를거쳐인근식당과전

국으로팔려나간다

대구잡이 배가 모이고 경매가열리다 보니 외포

리에는살아있는대구로요리하는음식점 10여 곳

이있다 맑게끓인대구탕의뽀얀국물은구수하면

서도진한맛을낸다 김치에싸서조리한대구찜도

별미다 하얀대구살의담백함과김치의신맛이잘

어우러진다 생대구회는 산지이기에 맛볼 수 있는

별미중의별미다

대구의 맛을 봤다면 거제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눈을 즐겁게 해보자 정열적이고 강렬한 동백꽃이

피는지심도 바람과함께추억을만들기좋은신선

대와바람의언덕 귀여운돌고래가멋진쇼를펼치

는 거제씨월드 어둠이 내리면 오색불빛으로바다

를수놓는거가대교등빼놓을수없는거제의명소

가기다린다

(문의거제시청문화관광과0556394172)

인삼과 금강이 빚어낸 겨울 보양식을 맛보다

인삼어죽마을

충남 금산은 명실상부한 인삼의 고장이다 예부

터 귀한 약재로 쓰였던 인삼은지금도 건강을상징

하는 대표적인 약재재로 꼽힌다 금산에는 삼계탕

인삼튀김 인삼막걸리 등 인삼을 활용한 먹을거리

가다양하다 특히제원면일대금강변에는인삼어

죽을내는집이즐비해인삼어죽마을로불린다 금

강 상류에자리잡은제원면은물고기가많이잡혀

천렵이 행해지던 곳이다 자연히 민물고기를 이용

한 음식이 전해 내려온다 게다가 인삼의 고장이니

인삼어죽이 탄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인삼

과금강이빚어낸인삼어죽은추운겨울온몸을따

뜻하고든든하게해준다

따뜻하게 속을 채운 뒤 인삼어죽마을 근처에 있

는 천내리용호석과 부엉산 드라이브 코스로제격

인 적벽강 나들이도 좋다 끝자리 16일에 수삼 경

매가열리는금산수삼센터끝자리 267일에열리는

금산오일장도인삼의고장금산의색다른재미다

(문의금산군청공보과 0417502373 금산관

광안내소 0417502626)

동해안의 겨울 별미 삼총사 대진항 도치장

치곰치

칼바람이불어대는요즘강원도고성앞바다에서

는도치 장치 곰치가한창이다 생김새때문에 못

난이삼형제라불리는녀석들이지만명태가사라진

동해에서겨울철효자노릇을톡톡히하고있다 도

치요리는수컷을데쳐초고추장에찍어먹는숙회

암컷의알과내장데친도치살과신김치를넣고개

운하게끓인알탕이대표적이다쫀득하고꼬들꼬들

한도치살은식감이일반적인생선과는다르다

장치는 바닷바람에 사나흘 말려 고추장 양념과

콩나물을넣고찌거나무를넣고조린다 아무양념

없이쪄도맛있다

나박나박 썬 무와 파 마늘을 넣고 맑게 끓인 곰

칫국은더할나위없는최고의해장국이다

동해안겨울별미삼총사를찾아나선고성여행

길에는 대진등대 대진항 화진포 거진항 청간정

화암사 진부령미술관등볼거리도즐비하다 겨울

바다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화진포해변은 일출

명소로도유명하다

(문의고성군청관광문화과0336803362)

언마음까지녹이는착한음식청주상당산성내

산성마을두부&청국장

움츠러든 어깨를 펴게 해주는 두부 요리를 만나

기 위해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으로 가보자 그곳에

자리한 산성마을은 닭백숙을 비롯한 청국장 두부

요리등토속음식을내는식당이모여있는한옥마

을이다 그중 상당집은 직접 만든 두부 요리와 청

국장찌개 비지찌개를 내는 식당으로 명성이 자자

하다누구라도들어가자유롭게먹을수있는순두

부는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따듯한 아이스크림 같

다발효한비지도무료로가져갈수있다

놀거리도빼놓을수없다 청주를비롯한충북지

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국립청주박물관과 실

내 놀이 시설 청주에듀피아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

과함께하기좋은공간이다 활기넘치는육거리종

합시장에도소박하고따뜻한겨울음식이사람들의

발길을기다리고있다

(문의청주시청관광과04320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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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먹기 味안해 제철 대구

동해안 못난이삼총사 맛보고

겨울바다구경은디저트

동해안고성곰치국

청주산성마을두부김치

금산제원면인삼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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