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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갈비

권중걸

한국식품연구원성과확산홍보실

우리조상들은예부터“효는만가지일의근본”이라하여효를숭상해온민족이다. 정조대왕이

몸소 효를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자 축조한 곳이 바로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이다.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을 보호하고 살아 계신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효도를 다하며,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건설한 화성에는 정조대왕의

효심(孝心)과 애민(愛民) 사상이고스란히담겨있다.     

이세상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부모님의사랑을가슴사무치게그리워한정조대왕은화

성축조공사에모든노력을아끼지않았다. 1794년봄부터공사를시작하여 1796년가을에

공사를마쳐겨우28개월만에화성을완성했다. 

아울러정조대왕은둔전(屯田)을 설치해농사를짓고호(壕)를 파서지키게하여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배려했다. 또 겨울에는 옷을 주고 여름에는 약을 나누어주었으며,

흉년이들면부역을정지하도록특별히명령하는등백성에대한사랑을보여주었다.

특히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100리가 넘는 수원을 80리라 명하여 1789년부터

1800년자신이세상을떠날때까지한양에서화성현륭원을열세차례참배함으로써아버지

에대한그리움과어머니에대한효성을다한역사적인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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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은행궁을중심으로장안문, 화서문, 팔달문, 창룡문을잇는버들잎형태로높고

크게만들어졌다. 이는갈빗대를크게자른다음갈비의살코기부분을반으로갈라양옆으로

편고기에칼집을좌우로넣어다시넓게펴는수원갈비와닮았다. 그래서수원화성을보고

있노라면정조대왕의애민사상이가슴에와닿는한편갈빗살을둘러친것처럼보여수원갈

비가절로먹고싶어진다. 

수원갈비는한양 80리를잇는효도의마음을고스란히

담고 있다. 1795년『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면 정조대왕

이어머니혜경궁홍씨자궁(慈宮)에게올린수라상에소갈

비구이가들어있었다. 화로에고기를구워올리는자식의

마음에는아버지무덤을찾아오는먼길에행여어머니께

서입맛을잃지나않을까하는걱정이그대로담겨있다.

1940년대수원남문영동시장싸전거리에서이귀성씨가‘화춘옥’이라는간판을걸고시

작한것이수원갈비의명성을이루게된동기라한다. 처음에는해장국에갈비를넣어주다가

그갈비를숯불에구워팔면서인기를얻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거쳐이후삼희정, 암

소갈비, 갈비센터등이문을열면서명실공히수원갈비의이름이전국에알려졌으며, 1985

년에는수원시고유의향토음식으로지정되었다.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이 야외 나들이 코스로 수원 서둔동에서 딸기를 먹고, 남문에서 수원

갈비를먹는일이큰즐거움이었다. 역사를살펴보면수원서둔동에서딸기를먹을수있었던

것도정조대왕의덕치(德治) 덕분이었고, 수원갈비를맛있게먹을수있게된것또한정조대

왕의보살핌에서비롯된것임을알수있다.

『화성성역의궤』부편2권에대유둔(大有屯)을설치하는절목을보면정조대왕의애민정신

을엿볼수있다.

“임금이사사로이쓰는돈2만냥을내려1만2660냥으로논을사니논이109섬14마지기가

되었다. 이둔전(屯田)을설치한것은오로지성의백성들의일을만들어주려는큰뜻에서나

온것인데, 경작자에게나누어줄때는먼저아전과관의노비로부터성안의백성들까지그힘

에따라원하는대로나누어주며농사를짓고곡식을수확하여거기에의지하여살도록하라”

하여화성의서쪽에둔전을두었으니지금의‘서둔동(西屯洞)’이다. 

또“남은돈중에서5700냥으로저수지를쌓고도랑을파서만석이라이름붙였다”하였으

니, 이것이현재그대로남아있는만석거(萬石渠)이다. 만석거는광교산서쪽에서흘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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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물을모아두었다가농사에요긴하게쓰기위한저수지로 1795년 3월초하루에둑을쌓기

시작해5월18일에완성하여두달반가량걸렸다.

또정조대왕이내린둔전용소(屯牛) 값 200냥으로 10마리의소를사들여둔전의경작자에

게나누어줌으로써세금없이밭을갈도록했고, 성역소에서물러나온소32마리도둔전의

백성들에게내려주도록해성안의백성들이자급자족하도록모든배려를아끼지않았다. 그

결과수원화성의동쪽문인창룡문밖에우만동(牛滿洞)이생겼다.  ‘소가가득찬동네’라는

뜻의이름또한수원갈비를이야기하는데빼놓을수없는지명이다. 창룡문을지나동쪽으

로 가면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나온다. 지금은 경찰청, 올림픽 경기장 등 도심으로 변했지만

바로산등성이로이어지는이곳이예전에는소가가득한골짜기였다. 둔우가씨앗이된수원

의소는전국의최고품질의한우로인정받았다. 오늘날수원갈비의명성을얻게된것또한

우연이아닌 200년전정조대왕의백성사랑에서기인한것이다. 이러한정조대왕의노력은

수원을전국제일의농업진흥의도시로만들었다. 

“그당시종로우시장에서소가나오면영동시장안갈비센터에서는소갈비 60~70대분을

한꺼번에숯불에얹어소금양념해구웠다. 손님들은긴줄을서서갈비가익기를기다리며

굽는냄새에입맛을다시곤했다. 그때가그립다”라고회고하는현삼부자갈빗집안주인은

“수원갈비의맛은생고기에소금으로양념을한갈빗살을뜯으면입안에고기씹히는느낌이

든다. 씹으면씹을수록단맛이나는것이수원생갈비구이의전통의맛”이라며자랑을한다.

“이젠세월이흘러소비자의취향도많이바뀌고한우의가격이수입육에비하여월등히비싸

한우갈비만으로수원갈비의전통을지켜내기가어렵다”는아쉬움을나타내기도하였다.

수원갈비는오랜경험에서비롯된숙성비법과소금양념으로부드럽고맛이뛰어난것이

특징이다. 간장양념이진한다른지방의갈비와는달리소금으로맛을낸다는점이차별화되

고약한참나무숯불화로에서구워감칠맛나는쇠갈비고유의참맛을느끼게한다. 갈빗살

은갈빗대옆에붙은도톰한살을얇게펴서갈빗대쪽에서바깥쪽으로칼을넣어저민후뒤

집어서마찬가지로저미고반대쪽에붙은살도앞뒤로뒤집어가며끝부분까지얄팍하게펴

서만든다. 

전통을고수하며 38년간수원갈비의장인정신을지켜가는‘삼부자갈빗집’에서수원갈

비의맛을보았다. 먼저지방이고기사이에골고루펴진한우생갈빗살을참숯불석쇠위에

얹고굵은소금을뿌리며앞뒤로뒤적여구워서먹어보았다. 입안을감도는촉촉한느낌, 혀

끝에느껴지는부드러운감촉, 꼬들꼬들씹는고기맛이씹을수록일품이라그냥꿀떡넘겨버

리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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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원갈비가이맛인가! 어떤양념도섞지않은진짜고기맛을즐기려면수원생갈비를

먹어보아야고기맛을안다고할수있다. 양념맛으로고기를먹기도하지만야들야들한생

갈비맛에비할수있으랴. 바로이맛이다.

여기에 곁들여 수원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고아 만들어 붉은색이 살짝 감도는 소주(燒酒)

‘불휘’의짜릿한맛은수원갈비와조화를이룬다. 불휘를한잔걸치면그향이갈빗살의고

소한맛과잘어우러져더욱입맛을당긴다.        

삼부자갈빗집갈비는“자식이부모님을모시고아들과함께 3대가오순도순즐기는전통

의맛이며, 가정의화목을불러 3대가건강하고부자되는갈비”란다. 여기엔정조대왕의효

를맛으로이어가는수원갈비의정신이배어있다. 

또 화성의 규제를 지어 올리고‘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려 4만 냥을 절약하여

수원화성을과학적이고세계적인성곽구조물로설계한다산정약용이눈내리는밤에석쇠

에쇠갈비를굽고소주한잔기울이며지은 <雪夜同曹司馬飮>란시를보면“깊은집에큰석

쇠로쇠갈비를불에굽고(深堂大 燒牛肋) / 소주부어따르니붉은노을빛이로세(火酒倒寫紅

霞色) / 취기돌자목이말라자꾸더마시고싶은데(酒 喉焦思復飮) / 귤이며유자배석류

이것저것먹어보네(橙橘梨榴恣所 )”라는대목이있다. 200년 전벌써수원갈비와소주불

휘의찰떡궁합맛을노래했다니신기하고흥미로울따름이다.

정조대왕은『홍재전서』일득록에서“회갑을맞은그해의기쁨은어버이께서태어나신갑자

를다시만났음을기뻐하는것이요, 그다음해의경사는어버이께서기필하기어려운고령의

연세를잘누리시게되었음을경하하는것이다. 그리고그해의기쁨은그기쁨속에두려움이

깃들어있으니, 두려워하는것은우리어버이께서이제부터점차늙어지시기때문이다. 다음

해의기쁨은기뻐하고도더욱기뻐하는것이니, 그렇게기뻐하는것은우리어버이께서늙어

가실수록그기쁨을더욱연장시킬수있기때문이다. 나는이해이날에기쁜마음이작년보

다더욱갑절이나되니, 이제부터는언제나무궁토록다저노래자(老萊子)처럼때때옷입고

춤추지않을때가없을것이다”라하여어머니의만수무강을기원하는마음을나타내고있어

가슴이뭉클해진다. 정조대왕의한양 80리를잇는부모에대한지극한효심이세계문화유산

화성을낳았고, 수원갈비의정신을낳았으며, 효원(孝元)의도시수원을탄생케했다. 

눈 내리는날부모님을모시고처자식과함께 3대가화롯불위에둘러앉아정조대왕의효

를이야기하며수원갈비를한대먹어보면어떨까? 

〔사진제공| 권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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