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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내일 삼학산서돳해넘이 축제돴

돳올해 해넘이는 북한이 보이고 아름다운 노을로 유명한 임진강 하

구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갖자.돴 파주시는 오는 31일 임진각

에서 제야행사를 갖기에 앞서 일몰시간에 임진강 하구에 있는 교하

읍 심학산에서 해넘이 축제를 개최한다. 심학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강화도와 북한땅 개풍평야 사이로 흘

러나가는 강물 위로 태양이 떨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또 북한땅

을 넘나드는 겨울철새들과 서해안으로 빠져 나가는 임진강 낙조를

구경할 수 있는 파주시 탄현면 맛고을 음식점들도 해넘이 관광객들

로 크게 붐빌 전망이다. 파주 출판단지와 임진각, 비무장 지대 등을

잇는 관광코스가 인기를 끌면서 음식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이 일대

음식점들이 뜨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을 맞아 파주 일대 안보관광지와 예술 마을 헤이리,인근 맛고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임진강 강물 위로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워진모습. 문화일보자료사진

탄현 맛고을 오리돚장어 등 돳별미 백화점돴

출판단지∼임진각∼비무장지대 관광 인기

파
주시 성동리 맛고을입구

에있는가나안덕은 국내

6개 직영점을 가진 최대

오리 전문식당. 전남 함평 등 직영

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오리를 숯불

구이와 진흙구이로 요리해 맛볼 수

있다.

생후 6주가 지난 오리를 잡기 때

문에 육질이 뛰어나다. 인삼과 녹

각, 감초 등 한약재를 오리 속에 넣

고 황토항아리 속에서 3시간 동안

굽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을 낸다.

(031돥949돥5292)

해여림 유황오리는 35~38일된

양념 가공하지 않은 생 유황오리를

참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사

골뼈 국물과 함께 오리죽, 잔치국

수, 과일 등이 푸짐하게 나온다.(0

31돥949돥5295)

오리사랑은 화산석 돌판에 빨갛

게 양념을 한 오리주물럭을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오리 로스구이도 3

만원이면 실컷 먹을수 있다.(031돥9

44돥5288)

호남쌀 등 전라도 농수산물을 사

용하는 전라도한정식은 토하젓 등

전라도 해남지방의 젓갈류로 감칠

맛을 내며 홍어회와 간장게장, 전

라도 배추로 만든 김치도 호평을

받고있다.

국화상과 매화상에는 임진강 장

어와 LA갈비가 나오며 비전스상

에는 돼지고기가 나온다.(031돥949

돥7755)

라이브 카페인 비틀즈는 소나무

숲속 아담한 돌집에 자리해 7080세

대인김두성,김석가수가부르는비

틀즈 노래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들

을수있는곳이다.(031돥945돥4985)

파주지역의 누렁개만을 사용하

는 개성보신탕은 중간 크기의 개로

요리해 고기맛이 담백하고 졸깃하

며지방질이적다.

들깨와 토란줄기 등 양념을 많이

첨가하고 개성식으로 개를 삶는 요

리방식을 취하고 있다.(031돥945돥4

337)

약산정은 한방백숙, 닭도리탕,

옻닭 ,아구찜, 임진강 참게 매운탕

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연산 임진강

참게와직접기른붉은색의토종닭

을자랑하고있다.(031돥945돥4337)

20년 목포갈치찜 경력을 가진 또

박이 갈치찜은 양념을 한 제주산

갈치를 무, 감자, 우거지에 올려놓

고 찐 맛이 매콤하며 최근에 비린

내가 나지 않는 고등어김치전골이

주요 메뉴로 등장했다.(031돥944돥3

730)

가정집 분위기인 궁중삼계탕은

인삼 황기 등 국산 한약재 13가지

를 넣은 한방 닭백숙과 오리백숙,

옻오리찜을 전문으로 만들고 상황

버섯이 들어간 궁중식 전통 삼계탕

이맛있는집이다.(031돥944돥9616)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큰집 시

골밥상은 즉석에서 전을 부쳐 제공

하며 볶은 된장에 나물을 비벼서

쌈을 싸 먹는 맛이 별미다.(031돥94

5돥1508)

북한마을이 보이는 용궁장어는

임진강 장어구이 황복, 참복회, 참

복찜, 임진강 참게찜으로 소문난

식당으로 임진강 어부들이 잡은 자

연산장어나 양식장어(사진아래)

를 쇠판에 구워 간장소스에 찍어먹

는 맛은 감칠맛 난다. 여성들의 난

소작용과 피부에도 좋은 것으로 알

려지면서 주부 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031돥944돥2972)

시골밥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6~7가지 전을 직접 부쳐서 제공하

며 가마솥에서 지은 영양밥과 비지

찌개가 인기가 있다.(031돥947돥510

1)

대한각은 사골국물로 만든 원주

추어탕이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

을 낸다. 버섯을 넣은 손만두 전골

이 매콤함으로 입맛을사로잡는다.

(945돥3010)

옛날 시골밥상은 직접 농사지은

쌀과 야채로 음식을 만들며 전남

진도산의 생굴과 직접 도토리를 채

취해 만든 묵, 강원도 원주 콩으로

만든 두부가 주요 메뉴다.(031돥945

돥5957)

낙조 속에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하늘채한정식은 갈비찜과 낙지소

면, 보쌈, 나박김치를 자랑하며 1

만6000원의 맛정식에 9가지 요리

와 10가지 반찬을 맛볼수 있다.(03

1돥943돥9911)

매운탕전문점인 고향집은 임진

강에서 낚은 쏘가리와 모래무지 등

잡고기로 만든 매운탕이 단맛을 낼

정도로 진미이며 2개월된 토종닭

으로 만든 한방백숙도 인기.(031돥9

44돥2665)

맘대로집은 직접 기른 3㎏ 씨암

닭으로 만든 백숙, 옻닭, 시골 보신

탕을 판다. 대동리논에서 직접 잡

은 미꾸라지 매운탕이 소문 나 있

다.(031돥942돥3380)
파주=오명근기자 omk@munhwa.com

내일 오전6시∼1일 새벽2시 청계천 광장∼삼일로 일방통행

녪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31일 종로

보신각 돳제야의 종돴 행사때 청계천

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당일 오후 6시부터 1일 새벽 2시까

지 청계광장~삼일교 산책로를 일방

통행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류 방향으로 볼 때 오

른쪽 산책로에서는 하류 방향으로,

왼쪽 산책로에서는 상류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일방통행

구간에 1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하고 임시 상황실을 가동해 시민 안

전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강우기자 hangang@

서문시장 900여 점포 불타
대구, 불길 안잡혀 피해 확산… 400억 넘을듯

29일 밤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점

포내 의류 등 화학제품들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상가 건물을 뒤덮어 진화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대구=궵녚

건조한 날씨돚유독가스 발생

진화 지연 상가 대부분 소실

녪29일 오후 10시5분쯤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 일대 서문시장 2지구 상

가에서 불이 나 1~3층 전체 점포 106

0개대부분이소실됐다.

대구소방본부는 30일 돱현재까지

점포 900여개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

됐다돲며 돱점포내불길이잡히지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돲고

밝혔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0여대와 소방

대원돚공무원 등 1000여명이 출동, 자

정쯤 큰 불길은 잡았으나 건조한 날

씨에다 화학제품 등이 타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2지구 건물 전체로 번지

는 바람에 30일 오전까지 불길을 잡

지못하고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의

류상가에서발화한것으로보이는불

은삽시간에건물전체로번져지금까

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2지구의 연면

적1만9992㎡중1만여㎡가불탔다.

층 별로는 1층 50%, 2층 80%, 3층

80%가 불 탔으나 지하는 피해가 없

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

으로추정되지만소방본부측은정확

한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라고밝혔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도 돱공식적인

추산은 아니지만 한 점포당 피해액

을 5000만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모두 400억~500억원은 된다는 계

산돲이라고 말해 이같은 피해를 뒷받

침했다.

2지구건물은지난 5일까지현대화

재해상보험에 95억원(재물보험 한

정)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었지만 그

이후 재계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

로 상가연합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재계약여부를조사할방침

이다. 대구=김용태기자 ytkim@

개띠해 맞아 진돗개 축제
내일 시청광장서 묘기돚패션쇼에 퍼레이드

녪병술년(丙戌年) 개띠 해를 앞두

고 명견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돚

사진)를주제로한이색 행사가열

린다.

전남 진도군과 서울시는 오는 3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특

설무대에서 돳새해맞이 진돗개 큰

잔치돴를공동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세계애견연맹(FC

I) 제334호, 영국 켄넬클럽(KC)

제197호로 등록돼 있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의 해를

맞아 온 국민의 행운과 번영을 기

원하는취지에서마련된다.

행사는 진돗개 묘기자랑과 애견

패션쇼, 진도민속예술단 북춤, 진

도아리랑공연, 타악공연 등 다채

롭게진행된다.

김경부 진도군수가 이명박 서

울시장에게 2006년을 상징하는

진돗개 성견 2마리와 강아지 6마

리 등 모두 8마리를 기증하는 행

사도 열린다. 기증된 진돗개는 서

울대공원 등에서 사육돼 일부는

독도지킴이로 분양될 것으로 알

려졌다.

기증식을 마친 후에는 진돗개 3

00마리를 선두로 견공 500여마리

가 참가하는 동물사랑 퍼레이드가

개띠 연예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펼쳐진다. 광주=정우천기자 good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