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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동해안특산물과메기축제장에는경매장이나직판장을통해다양한구룡포특산물을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도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제공

축제장가는길

서울에서는 KTX 포항행을바로타고올

수있으며 대구에서는대구포항고속

도로를이용하면된다 포항시내까지들

어와다시동쪽끝자락인구룡포로 40분

이상 들어가야 한다 시외버스로 포항에

왔다면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에서 좌

석버스 200번을 타면 종점인 구룡포까

지갈수있다버스는 12분간격운행 소

요시간은 1시간안팎

올해로 18회째를맞는과메기축제

포항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점

돌)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사가주관하는제18회

구룡포 과메기 특산물 축제는 11월 21 22일 과

메기 문화거리의 아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다 올해축제의가장큰특징은 구룡포 맛으로

알리다라는모토로시식프로그램을늘려 보다

많은사람들이과메기를맛볼수있도록한것이

다 더불어문화공연으로즐길거리를늘리고 과

메기 경매 및 직판장을 통해 싼 가격에 과메기

특산물을살수있도록했다

주최 측은 스토리가 있는 구룡포 과메기와

놀다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했다 스토리텔링으로는 한국 구룡포에

정착한일본어부들의이야기인 물고기의귀향

을널리알릴계획이다 개막축하공연에는대표

곡 진이의 가수 하이디 포항 출신의 트로트계

아이돌 마아성 SL STAP 색소폰 듀엣 등이 나

선다 18년역사를자랑하는과메기축제가포항

의지역경제에도큰도움이된다 축제기간내내

많은관광객들로인해지역상권이살아나고 과

메기 뿐 아니라 문어 오징어 등 다른 해산물들

도불티나게팔려나간다

참여형프로그램 관광객즐겁게

축제는참가자가즐거워야한다 주최측은포

항 구룡포과메기축제에 온 외지 사람들의 눈과

입 귀 등 오감이 즐겁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번 축제에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다

과메기 할매가 간다에서는 할매(할머니)가 구

룡포와관련된퀴즈를내서맞추는관객에게상

품을 준다 엿장수를 이겨라는 축제 때 여기저

기 돌아다니는 엿장수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기면엿을얻을수있다 추억의구룡포를되돌

아 볼수 있도록 추억의 구룡포 사진존도 꾸밀

예정이다

과메기를만들어라는코너는자녀와함께온

가족들이신나게놀수있도록배려했다 과메기

캐릭터를이용한액세서리제작을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인공

터널 위에 물고기 매달기는 관광객들이 직접

소원을써서붙일수있도록했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 과메기 축제에 참가했던

이상군(40대구시수성구파동) 씨는 지난해과

메기 축제 때 정말 즐거웠기 때문에 올해도 축

제가시작되기를기다리고있다며 늦가을 초

겨울녘에이런먹거리축제가있다는것이얼마

나큰복이냐고좋아했다

과메기를활용한레크리에이션

이번 축제에 과메기는 시식용으로만 있는 것

이 아니다 과메기 벗기기 과메기 짚으로 엮기

오징어썰기 과메기중량맞추기 과메기 OX퀴

즈 특산물 이름 맞추기 등 구룡포 특산품인 과

메기를활용한다양한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깜짝 경매 쇼도 재미있는 즐길거리 관광객

들이 경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참여하여 구룡포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매를 체험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가

정에서적은양의과메기를구입하고자하는관

광객들은 과메기 존 특산물 존을 이용하면

된다 외계인처럼생긴과메기탈인형을쓴캐릭

터도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흥을돋울예정이다

김점돌 이사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채로

운 시식프로그램과참여형코너를많이마련했

다겨울초입에맛보는별미축제에다들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서 구룡포 과메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보냈으면좋겠다고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매일신문권성훈기자cdrom@msnetcokr

지난해과메기축제때겨울별미과메기를맛보고있는관광객들 올해축제는더다채

로운참여프로그램이마련돼있다

한입에쏘옥재미가쑤욱맛있고! 신나고!

구룡포과메기특산물축제 11월 2122일

포항

과메기는해풍에건조시켜말리는겨울별

미다 원래 관목(貫目)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목이 포항지역방언으로 메기로발음

되면서 처음에는 관메기로 불리었다가 과메

기로 변하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청어를

주재로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청어의 어획량

이줄어들면서꽁치가그자리를대신하고있다

과메기

11월 21 22일 포항 구룡포로 과메기

맛보러오세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먹거리를 찾아 떠나보는 여행은 어떨까

전국 각지의 가을 축제들도 지금쯤은 대

부분 끝난 시즌이기 때문에 11월 하순에

펼쳐지는 과메기 축제가 반갑기만 하다

겨울과메기는별미다 배우신현준주연

의 영화 맨발의 기봉이 버전을 흉내내

면 상추에김하나얹고 과메기두개얹

고생미역얹고쪽파다섯개얹고고추

마늘 넣고 초장을 떠서 넣고 그리고 한

입에쏘옥 아이 맛있고!

과메기 축제가 차별화되는 점은 가을

축제들이 다 끝나고 겨울 초입에 열리는

맛축제라는 것 과메기는 청어를 부드럽

고쫄깃한육질의상태로말린것으로동

해안지역의겨울별미로인기를끌고있

다이축제때가되면청와대국회등정

치권에서도 과메기를 맛볼 수 있을 정도

다 이명박정권당시에는포항출신임을

빗대 과메기정권이라는우스갯말이돌

기도했다

구룡포정착일본어부이야기듣고

할매 퀴즈 풀고 엿장수와가위바위보

시식참여프로그램문화공연확대

특산물직판장깜짝경매쇼도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