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역사람들은예로부터미더덕과아귀를활용한음식을자주

만들어먹고이와관련한축제를많이열어왔다. 오늘은외지인들에

게다소낯설게느껴지는 미더덕에대해한번알아보자.

미더덕미더덕 하면아무래도전국최대미더덕생산지인창원으

로눈길을돌리는게맞겠다. 특히이즈음창원에서는미더덕향기물

씬풍기는미더덕향연이열리고, 축제와어우러지는불꽃낙화축제도열린다니꽃구경

삼아,바다구경삼아미더덕과함께하는봄여행을떠나보자.

창원진동미더덕&불꽃낙화축제 12~14일광암항서

경남

경사날불꽃쇼 일제때명맥끊겼다1995년재현

제철맞은미더덕 성인병예방 노화방지효과탁월

아담한해수욕장서축제와함께다양한요리즐겨요 미더덕으로만든음식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미더덕회, 미더덕비빔밥, 미더덕

찜, 미더덕무침.독특한향과알싸한맛,쫄깃한식감이자랑이다.

◇창원진동 미더덕&불꽃낙화축제 다

채=창원시대표지역특화수산물축제인

창원진동미더덕&불꽃낙화축제가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창원시마산합

포구진동면광암항에서개최된다.

3일간의주요행사내용을보면, 첫째날

인 12일은미더덕가요제예심및초청가

수 공연과 품바장구, 풍어제 등이 진행되

며, 13일에는가요제예심, 전통공연에이

어 초청가수 김연자가 행사 열기를 더하

고,개막식이끝난오후8시에는해상불꽃

낙화로황홀한봄바다에아름다운불꽃을

수놓게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가요제 결선 및

인기가수박구윤의공연과함께피날레행

사인해상불꽃쇼를끝으로축제는마무리

된다. 축제는 지금으로부터 1800여년 전

진동지역경사나축제가있는날이면불꽃

낙화를 했는데, 일제 때 명맥이 끊겼다가

지난 1995년부터진동면청년회에서고장

의민속문화를계승시키고영구보존하기

위해 재현돼 현재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바다위를황홀하게수놓는해

상불꽃낙화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키는 장

관을연출하게된다.

◇미더덕, 너누구냐= 창원진동미더덕

&불꽃낙화축제가열리는경남창원시마

산합포구진동면은우리나라최초의어보

인 우해이어보의집필현장이다. 예로부

터어족자원이풍부하고대구를비롯한수

많은 어류들의 산란장이면서 미더덕, 굴

등양식이잘되는곳으로유명하다.

이지역사람들은오래전부터미더덕과

오만둥이를 식용하고 그 맛을 즐겨왔다.

하지만 미더덕과 오만둥이가 해적생물로

취급당하는것을안타깝게여기던중에피

조개채묘그물에미더덕이부착해많이생

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식방법과 기술개

발이시작됐다. 1970년대멍게와굴양식

장에피해를준다해천대받아온미더덕은

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노력 끝에 1999년

도최초로양식품종으로지정돼면허를받

게됐다.

2019년 4월현재창원시미더덕양식장

은 74건 265.18ha이다. 생산량은작황에

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연간 2000t 정도

로전국미더덕생산량의70%가량을차지

하고 있는 전국 최대 산지이다. 미더덕이

라는명칭은몸의생김새가육지의더덕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 붙여진 이름으로 그

독특한맛과다양한요리로이제는국민이

선호하는웰빙식품으로정착되고있다.

창원시의대표먹거리로매년 4월에미

더덕축제가개최되고있을정도로지역경

제에영향이큰양식품종으로자리매김하

고있다.

◇미더덕요리, 어떤게있나= 미더덕은

3~5월인봄철에맛과향이최고조에달하

는 수산물로, 향이 독특하고 입안으로 퍼

지는맛이일품이며미더덕덮밥을비롯해

부침개, 찜, 튀김, 파스타, 된장찌개등의

요리에사용되면서동맥경화,고혈압등의

성인병예방과노화방지에탁월한효과가

있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다.

미더덕은껍질을벗기고된장찌개나찜

또는회덮밥, 볶음,회무침등으로요리하

면 달짝지근한 향기와 함께 독특한 맛을

즐길수있다.특히미더덕찜은매우유명

해예로부터진해만을중심으로한남해안

의특산물로널리알려져있다.

미더덕손질방법은이물질이나오지않

을 때까지 소금물에 여러 번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칼집을 내어 미더덕 안의 바닷물

을빼고껍질을일부벗겨요리한다. 미더

덕 요리는 식탁에 올라올 때부터 향기가

감돌지만 입에 넣고 깨물 때 톡 터지면서

나오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맛은 입안을

데일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맛

이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고한다.그러나한입에넣을수있는찌

게속의작은크기의미더덕은겉껍질이식

어 있을지라도 깨물 때 뜨거운 국물이 튀

어나와입안을데일염려가있고,입을벌

려깨물경우에는껍질이터지는압력으로

맛있는국물이튀어나와옷또는음식물에

떨어질수있어주의하면서먹어야한다.

미더덕을 구입할 때에는 큰 것일 수록

맛이좋고몸통이붉고탱탱하며매끄러운

것이싱싱하다.수세미같이쭈글쭈글하거

나 여위어 있으면 신선도와 맛이 떨어진

다.

◇창원유일 진동해수욕장서추억도=

창원진동 미더덕&불꽃축제가 열리는 광

암에는규모는작지만타지역과는차별화

된 운치 있는 광암해수욕장이 있다. 광암

해수욕장은 2002년수질오염등으로폐쇄

됐다가진동지역에하수처리시설이운영

되면서 수질이 개선돼 2018년 7월, 폐쇄

16년만에재개장해사계절가족단위관광

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창원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축제는맘껏즐기고아늑하고잔잔한진

동만의바다는가슴에담아갈수있는곳

이다.

창원시최인주해양수산국장은 본격적

인행락철을맞아많은시민들과관광객들

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

진동의향긋한미더덕과아름다운봄바다

를보여줄해상불꽃낙화로축제가성공적

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경남신문조윤제기자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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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를황홀하게수놓는해상불꽃낙화.

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

1800년전봄바다에도불꽃이내렸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