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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란 지명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항제철 즉 포스코(posco)일 것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鐵)을 생산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제

1위 철강 생산국의 위상을 드높인 포스코의 영일만 

신화는 오래전부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포항사람들의 시대를 앞서가는 변화의 정신에서 시

작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포항의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정신은 이글거리

며 타오르는 용광로로 이어져 모든 것을 녹여 새로

움으로 탈바꿈시키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제철소의 불이 꺼지지 않는 포항인

의 정신은 예부터 이어져 왔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

대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포항인의 정신은 아마 『삼

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 기이1 연오랑과 세오녀 조를 보면 “신

라 제8대 아달라왕 4년 정유년(157년)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고래를 타고 왜국으로 가서 왕과 왕비가 

되자 신라 땅에는 해와 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왜국

에 연오랑과 세오녀를 찾아갔던 사신이 대신 가져

온 세오녀의 비단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을 되찾았고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

(迎日縣)이라 하였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시

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탈바

꿈하여 당당히 타국의 왕과 왕비가 된 연오랑과 세

오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포항 사람들의 변화

와 혁신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포항인의 음식문화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먹을거리에 있어서도 생

각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탈바꿈시켜 

새로운 먹을거리를 탄생시킨 것이 ‘포항 과메기’이

다. 생선을 먹을 때 살아있는 것은 회로 먹거나, 시

간이 지나면 소금에 절여 익혀서 먹고, 끓여서 먹는 

것이 보통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포항 사람들은 다

르다. 생선을 오랫동안 저장하여 먹는 방법을 기존

에는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창안한 것이 바로 과메

기라는 형태이다. 비린내 나는 생 청어를 반 건조시

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생선회의 맛으로 둔갑

시키는 새로운 발상은 ‘과연 포항사람들이구나’하

고 자랑할 만하다.

과메기란 청어를 반 건조시킨 관목청어(貫目靑魚)

에서 나온 말로 영일만에서는 ‘목(目)’이라는 말을 ‘메

기’로 불러 ‘관목’을 부르기 쉽게 ‘과메기’로 불러왔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에 청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연기로 훈증하여 햇볕이 드는 

창에서 건조한 것을 연관목(煙貫目)이라 이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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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오랫동안 저장하여 먹는 방법을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창안한 것이 바로 과메기라는 형태이다. 

비린내 나는 생 청어를 반 건조시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생선회의 맛으로 둔갑시키는 

새로운 발상은 ‘과연 포항사람들이구나’하고 자랑할 만하다.



관목(貫目)은 건청어(乾靑魚)의 속명(俗名)이다.”하

여 청어를 연기에 훈증시켜 햇볕에 말린 반 건조 청

어를 일반적으로 관목 또는 과메기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포항 사람들은 겨우내 동해 영일 앞바다에서 잡

은 수많은 청어를 썩히지 않고 저장하는 방법을 개

발하였다. 겨울에 청어를 잡아 조리대(竹)로 청어의 

눈(目)을 통과하여 뚫어서 부엌의 설창에 매달아 두

면 밤에는 추워서 얼고 밥 짓는 동안에는 아궁이의 

열에 의해 녹으며 솔가지에서 나는 연기가 청어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훈제되는 과정을 겪는 독특한 

건조방법에 의하여 가열하지 않고 직접 먹을 수 있

는 반 건조 생선을 만들었다.     

찬 겨울 바닷바람에 청어를 통째로 얼렸다, 녹였

다를 반복하게 하여 청어를 건조시키고 솔가지 연

기를 훈제시켜 비린내를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와 훈제로써 생 청어를 횟감처럼 먹

을 수 있도록 독특한 맛을 내는 과메기라는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포항 사람들의 지혜는 왕실 진상품으로 

이어져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년, 영

락 15) 4월 24일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홍주에 귀양 

가 있는 이복동생 이방간에게 사람을 시켜 술과 음

식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태종 이방원

은 “지금 도내(道內) 홍주(洪州)에 안치(安置)된 이

방간(李芳幹) 처소(處所)에 월봉미(月捧米)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甘醬)・건청어(乾靑魚)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 하라.” 라고 하였다. 건청어는 청어를 

반 건조시킨 과메기를 말하고 있어 포항 과메기는 

조선 초에도 이미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반 건

조식품으로 비축하여 즐겨 먹었던 인기식품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이행, 홍언필이 지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

도 영일현조와 심상규(沈象奎)의 『만기요람(萬機要

覽)』에 흥해(興海), 칠포(漆浦), 영일(迎日), 포항포

(浦項浦), 주진(注津)에는 해마다 겨울에 여기에서 

청어가 맨 먼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에 먼저 바

친 뒤라야 여러 읍에서 잡기 시작한다. 또 이 청어의 

산출이 많고 적음으로써 다음 해가 풍년일까, 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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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를 점쳤다고 하니 포항지역의 청어는 임금께서 

맛보고 난 다음 백성들이 먹었을 만큼 왕실의 특별

한 사랑을 받은 귀한 물고기로 백성들이 짓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의 기준이 될 만큼 인기 있는 물

고기였다. 또한 청어의 맛에 대하여 옛 사람들은 찬

사를 아끼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는 청어의 맛을 해마다 먹던 그 맛이

라 하며 특별히 정이 간다고 표현하였다.

海舶靑魚滿一城 / 

바다 배에 실린 청어 온 성에 가득하니 

杏花春雨販夫聲 / 

살구꽃 봄비 속에 팔이꾼 외는 소리  

炙來不過常年味 / 

구워 노니 해마다 먹던 맛 그대론데  

眼逐時新別有情 / 

새 철이라 눈이 끌려 특별히 정이 가네

목은 이색은 김공립이 달력과 청어(靑魚)를 선물

로 한 것에 대하여 청어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黃曆資日用 /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없어선 안 될 달력이요

靑魚助晨飡 / 

맛없는 아침밥 입맛을 돋궈주는 청어로다 

吉凶判在目 / 

달력을 보면 길일 흉일 훤히 눈에 들어오고

氣味充於肝 / 

청어를 먹으면 간장에 원기가 충만해지리라

하여 청어를 달력에 비유하여 매일 먹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맛있는 청어가 1960년 이후 포항 앞바다

에서 잘 잡히질 않고 그 대신 꽁치가 많이 잡히자 무

에서 유를 창조하는 포항사람들의 변화와 혁신의 정

신은 청어 과메기에서 꽁치 과메기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한다. 건조방법 또한 기존의 전통방법에서 바닷

바람에 의한 대량 건조숙성과 위생적인 처리방법으

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포항지역의 과메기 맛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영일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 차가운 북서풍이 항상 불고 있어 해풍에 의한 

온도, 습도, 풍속 등이 과메기를 만들 최적의 조건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제품이 균일하여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포항의 정원수산 서가 과메기는 위생가공과 

진공 포장으로 냉장 유통되기 때문에 생선의 선도

를 유지하여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쫀

득쫀득 씹히는 맛과 생선회를 먹는 고소하고 담백

한 맛을 함께 지니고 있다. 아울러 뼈를 발라내고 숙

성 건조시킨 절단 과메기와 초고추장, 다시마, 김, 마

늘, 파, 배춧잎 등이 각각 세트로 포장되어 있어 구

매자가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였다. 꽁치 

과메기뿐만 아니라 청어 과메기도 함께 생산하여 

옛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수산 왕동규 대리는 포항 과메기를 이렇게 

자랑하였다. “포항 서가 과메기는 온도·습도·바람



의 조화로 그 맛을 일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과메기

는 연근해산 꽁치와 영일만의 청어를 어획 직후 영

하 40℃로 냉동하여 선도를 유지하고 내장과 머리 

부분을 제거한 후 바닷물에 2~3회 세척하여 노천 

덕장 대나무에 걸쳐서 말립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영일만의 해풍이 영하 5℃에서 영상 10℃ 이내로 

온도를 유지하여 자연 건조토록 합니다. 약 70% 정

도 건조된 과메기는 철저한 위생과정을 거쳐 수작

업으로 뼈와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진공 포장하는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웰빙식품으로 인기가 높

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일본, 호

주, 대만,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포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하여 포항 과메기

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였다.

포항 과메기는 생선을 열처리하지 않고 자연 건

조시킴으로써 생선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핵산 성분은 생선일 때 보다 과메기로 숙성되는 과

정에 늘어나 노화, 체력저하, 뼈의 약화 등을 억제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칼슘이 풍부하여 갱년

기 여성들에게 좋으며,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의 두뇌 개발과 기억력 향상에 좋

은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포항에는 또한 물고기와 관련 있는 절인 오어사

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佛宇)조에 “오어

사( 魚寺) 모두 운제산(雲梯山)의 동쪽 항사동(恒

沙洞)에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신라 때, 중 원

효(元曉)가 혜공(惠公)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먹

고 물속에 똥을 누었더니 그 물고기가 문득 살아

났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물고기는 

내고기(吾魚)’라고 말하여 절 이름을 그렇게 지었

다.”고 하니 걸림 없는 삶을 살아온 원효스님의 곡

차(술) 안주로 그 당시에 과메기가 존재하였는지는 

모르나 오늘날 숙취 해독 효과가 있어 술안주로도 

포항 과메기의 인기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 넘을 듯

하다.

우리 민족의 희망의 상징인 태양을 맞이하는 영

일(迎日)의 포항, 항상(恒常) 바다와 함께 흥(興)한

다는 흥해(興海)의 포항,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덕실(德室, 德谷)이 있는 포항은 풍요로운 마

음과 넉넉한 바다가 태양과 어우러져 희망을 꿈꾸

는 변화의 물결이 출렁거린다.

우리의 가슴을, 미래를 향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 포항은!

포항 과메기는 생선을 열처리하지 않고 자연 건조시킴으로써 생선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늘어난 핵산 성분은 노화, 체력저하, 뼈의 약화 등을 억제한다. 

아울러 풍부한 칼슘은 갱년기 여성에게, 다량 함유된 DHA는 어린이에게 특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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