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봉평에는매년9월초쯤이면메 꽃이지천으로흐드러지게핀다. 작년에는메

꽃이흐드러지게핀봉평의한폐교에서셰익스피어의연극한여름밤의꿈을관람했

다. 메 로만든막국수를좋아하면서도정작메 꽃은한번도본적이없었는데, 드디어메

꽃을볼기회가주어진것이다. 

연극공연을하는폐교에도착했을때는아직해가지지않은오후 다. 예상한대로하얗게

핀메 꽃이장관을이루었다. 작고귀여운수천수만송이의꽃들이바람에한꺼번에살랑거

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정신이 혼미할 지경’까지는 아니었다.

이윽고서서히어둠이깔리자공연이시작되었다. 폐교운동장의어느한쪽일까? 몇그루의

나무에반짝이는전구장식을세련되게설치해폐쇄된실내무대못지않은자연스럽고개방

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대와 관객 사이에 작은 도랑이 있었는데, 그곳에 핀 메 꽃들이

배우들의연기나연극의흐름과무관하게가볍게춤을추고있었다. 그때까지도여전히메

꽃은나에게작고귀여운꽃일뿐이었다. 

공연이끝난후우리는공연장을벗어나폐교한가운데로나갔다. 사람들은이공연을맡은

유시어터의단장인배우유인촌씨와기념촬 을하고있었고, 내친구들도무리속에서멋

지게나이들어가는유인촌씨를넋이나가도록바라보고있었다. 하지만그멋진배우들의

배경이되고있는메 꽃을바라보다가나도모르게그만“아!”하는낮은신음소리를내고

말았다. 나의입이다물어지지않도록만든것은바로달빛을받고하늘거리는메 꽃이었다. 

메 전병과소설d메 꽃필무렵e

김선미

요리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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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이렇게저녁달빛을받으면서바람에살랑거리는메 꽃군락을보고정신이혼미

해지지않을이누가있을까? 그제야비로소나는이효석의소설『메 꽃필무렵』의밤풍경

이왜그토록아름답고그토록사람을흥분시키는묘한에너지가넘실댔는지느낄수있었다.

정말이지정신을혼미하게만들정도로메 꽃이지천으로피어있는어느달밤이라면이효

석의『메 꽃필무렵』에서펼쳐지는밤풍경속으로발길이저절로옮겨질듯하다. 

소설속에서얼금뱅이에왼손잡이, 가족도친척도없는장돌뱅이허생원은봉평에서대화

로이어지는밤길을걷고있었다. 그의곁에는오랜친구인조선달이함께하고있었다. 이렇

게메 꽃이지천으로피어있고, 이제 보름이갓지난부드러운달빛이함께하는길이라면

장돌뱅이삶의고단함마저녹여버리는낭만이느껴지는길이아닐수없다. 메 꽃에정신을

잃은나는기꺼이그들의이야기를들으며그들의행로에동참하고싶어졌다. 

1920년대봉평에서대화로이어지는밤길을배경으로하는『메 꽃필무렵』은낭만적이면

서도토속적인분위기속에서인간본연의본능과애정이느껴지는소설이다. 특히장돌뱅이

삶자체가정착보다는이동을반복한다는점에서그들의인생처럼그들삶의이야기는길에

서들리고길에서발견된다. 길을가다가인연을맺고, 길을가면서우정을나누고, 길을가다

가 어렴풋이 자식이라고 혹은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만남까지도 만들어진다. 장돌뱅이 삶의

애환이란것이이처럼길에서시작되고길에서마무리되고있는것이다. 

이제는슬슬고된장돌뱅이삶을정리할때가다가오는허생원과조선달그리고아직은조

금어리게느껴지는동이라는청년장돌뱅이가달빛을받으며, 메 꽃이산허리에흐드러지

게피어서정신을혼미하게할지경이되어버린봉평길을걸어가고있었다. 이길을걸을때

마다허생원은아주오래전에봉평에서만나인연을맺은여인에대한잊지못할기억을끄집

어낸다. 이런인연이가능했던것은달밤과메 꽃이함께어우러진낭만적인분위기가한몫

했음이분명하다. 메 꽃은어딘지모르게인간의본능을부추기는낭만적이면서도에로틱한

분위기가있다. 동행 중인청년장돌뱅이동이의출생과관련한이야기는허생원의기이한

인연과맞물려묘한여운을남긴다.

이렇게달빛과메 꽃이어우러져정신을혼미하게만드는분위기는인간내면에있는본

능을일깨우기도하고, 혈육에대한끌림과애정이절로솟구치게하는묘한마력이있는건

아닐까? 9월이되면봉평에서는 1920년대어느날처럼그렇게메 꽃이지천으로만개한다.

이럴때봉평길에서메 꽃을보다가왠지익숙한봉평장을거닐다보면봉평의토속적인먹

을거리인메 음식들을많이접하게된다. 김치와당면으로맛을낸메 전병이나메 묵무

침, 시원한김치국물에만메 사발그리고구수한메 칼국수까지, 하나같이강원도의깊은

맛이느껴지는음식들이다. 소설속봉평장거리에도이런구수한음식들의냄새가어우러져

있었으리라. 



122 메 전병과소설『메 꽃필무렵』

특히메 전병을부치는고소한기름냄새는쉽게잊을수가없다. 올해도어김없이 9월

이찾아왔건만봉평에갈시간적여유를찾지못했다. 지난가을메 꽃이흐드러지게핀봉

평을생각하면서메 전병을만들면아쉬운마음을조금이라도달랠수있을것만같다. 메

전병은사실상오랜역사를지닌전통음식이고, 기름에지지는떡의일종이다. 1680년경

의문헌인『요록』에그기록이나오니, 조상대대로최소300년이상계속해서먹어온음식

이다. 묽은메 반죽을팬에부친후만두소와유사한소를넣고돌돌말아서만든우리의

음식이다. 구수한메 전병을초간장에찍어먹다보면『메 꽃필무렵』의봉평장터의향

취가또다시 려올것이다. 저녁바람에살랑거리는아름다운메 꽃의풍경과함께.

▶메 전병만들기◀

<재료>
전병반죽 : 시판용 메 부침가루 2컵, 정수한 물 1½컵,

달걀흰자 1개분, 소금약간
전병소 : 무 1/5개, 호박 1/2개, 표고버섯 3개, 당근 1/4개,

다진김치, 당면
무양념 : 참기름 1/4작은술, 깨소금₩소금약간씩
호박₩당근양념 : 소금₩후춧가루약간씩
표고버섯양념 : 간장 1/2작은술, 설탕 1/4작은술, 마늘₩깨소금₩참기름₩후춧가루약간씩
초간장 : 간장 1큰술, 식초 1½큰술, 설탕 1/2작은술, 깨소금약간

<만드는법>
1. 무는 채썰어서 끓는 물에 아삭한 맛이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친 후, 양념에 버무려

두고, 호박과 당근은 채썬 후 기름을 두른 팬에 살짝 볶다가 소금, 후추를 마무리한다. 표고버섯

은끓는물에데친후, 채썰어 양념한다.

2. 메 가루와물, 달걀흰자, 소금을넣어반죽한다. 

3. ②의 메 반죽을팬에얇게펼쳐전병을부친다.

4. ③의 메 전병에소를올려돌돌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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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색다르게즐기기◀

1. 메 막국수

<재료>
메 국수 400g, 잘익은배추김치 200g, 오이 1개, 상추 8장, 소금약간
양념장 : 고추장 1컵, 다진마늘 1큰술, 다진파 1큰술, 간장 1작은술, 식초 5큰술, 설탕 3큰술, 

물 3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만드는법>
1. 분량의재료를섞어양념장을만들어숙성시킨다.
2. 배추김치는 소를 살짝 털고 송송 썰어 준비하고, 오이는 어슷썰기 하여 소금에 살짝 절이고,
상추는 1cm 두께로채썬다.

3. 메 국수는삶은후, 면발이쫄깃해지도록냉수에헹군다.
4. 면기에 상추를 깔고, ③의 면을 보기 좋게 사리 지어 담은 후 양념장, 다진 김치, 오이를 보기
좋게올린다.

2. 메 묵밥

<재료> 
메 묵 450g, 김치 150g, 오이 1/2개, 김 1장, 멸치국물 5컵, 깨소금약간
양념장 : 청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물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다진파 1작은술,

다진마늘 1/2작은술

<만드는법>
1. 메 묵은 1cm 두께로채썬다.
2. 김치는송송썰고, 오이는채썰고, 김은 구워서채썬다.
3. 분량의재료를섞어양념장을만든다.
4. 면기에메 묵과김치, 오이를담고멸치국물을부은후, 김과양념장을곁들여낸다.

[사진제공｜김선미]

맛있는 TIP메 전병반죽요령
보통 메 가루는 찰기가 부족해서 가루와 6:4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한다. 마트에서 파는 메

부침가루를사용하면한결편리하다. 메 부침가루를처음사용할때는 1배의 물을넣지만, 전병

을능숙하게잘부치게되면 1.5~2배의물을섞어서반죽을한다. 가루 반죽과달리반죽한후

30분 이내에부침을하는것이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