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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모 월간지에 도시락 특집이 있었는데 그 때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봄 소풍 특집이여

서 온갖 재주꾼들이 화려한 솜씨로 갖가지 도시락을 선보였었다. 그 많은 가지각색의 도시락들 

중에서도 국수를 재료로 쓴 사람은 없었다. 나는 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국수

를 잘 해먹는다. 손님이 와도 소면을 압력 밥솥에 삶아서 찬물에 헹구어 뜨거운 국물을 만들어 붓

기도 하고 찬 육수를 만들어 붓기도 해서 손쉽게 반찬 없이도 국수를 즐겨 대접을 한다. 물론 국

수를 좋아하느냐고 상대방의 식성을 묻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예의를 갖춘다.

봄날에는 각종 봄나물을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무친 국수를 사리 사리 큰 접시에 담는

다. 각종 나물 무침을 큼직한 예쁜 접시에 담아 놓고 앞 접시에 국수 한 사리씩 덜어다가 이 나물 

저 나물 얹어 먹으면서 그 나물 본래의 향이나 맛을 음미하라고 말한다.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다

시마와 소금으로 맛을 낸 국물에 줄알을 풀어서 쪽파나 당근, 부추를 조금 썰어 넣으면 알록달록 

봄날의 꽃밭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국수가 된다. 

압력 밥솥에 삶으니 시간이 절약되어 ‘5분 국수’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압력 밥솥에 삶는 국

수의 특징은 쫄깃함과 매끄러움에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쉬이 불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물이 

끓을 때 국수를 넣고 가닥이 붙지 않게 골고루 저어준 다음 뚜껑을 닫아서 압력을 가한다. 꼭지가 

딸랑 거리기 시작하면 바로 수도꼭지의 물을 부어서 압력을 급하게 내려야 한다. 처음 할 때는 불

안하지만 몇 번 하면 금세 요령이 생긴다. 바구니에 쏟아서 바락바락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고 

참기름과 볶은 소금이나 조미 소금으로 간을 하여 조몰락 조몰락 소금 맛이 고루 가게 한다.

여름에는 금방 담근 겉절이도 좋고 시큼하게 익은 묵은지도 좋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면 더 좋다. 묵은지는 곱게 썰어서 깨소금만 넣고 조몰락거리면 된다. 밖

으로 나갈 때는 밀폐된 통에 두 가지 김치를 따로 담고 냉온수기가 없는 곳으로 갈 때는 보온

병을 사용하면 된다. 가는 파와 고춧가루, 통깨와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간장만 있으면 김치는 

사치품에 속한다.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은 양념장에 청양 고추 다진 것을 넣으면 칼칼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시어머님이 당뇨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던 어느 여름날, 나는 새벽마다 10인분 정도의 국

수를 삶아서 무쳤다. 국수를 좋아하시는 어머님만 드릴 수가 없어서 7인 병상이 있는 방안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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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보호자 국수를 챙겨간 거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병원까지 

가려면 늘 바빴다. 차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차에서 내려 걷는 거리

가 꽤 멀었다. 삶은 국수의 무게로 늘 팔이 아팠고 힘에 버거웠지만 “밤

새 안녕 하셨어요?”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나의 얼굴은 안 보고 내 

손에 먼저 눈길이 오는 병실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일회용 사발면 그릇에 한 사리씩 담고 양념간장을 한 숟가락씩 얹어

서 정수기의 냉수를 그릇 가득히 부어서 막걸리를 마시듯 국물을 벌컥

벌컥 마시던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시원한 국수는 아마도 없을 거

야”라며 행복해 하던 보호자들. 내과 병동은 장기 환자가 많아서 우리 

모두는 국수 한 그릇으로 늘 한 식구가 되었었다.

음식 재료 중에서도 국수는 가격이 싼 편이고 삶은 달걀 한 개만 곁

들이면 김치 한 가지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맞고 입맛 없을 때나 너무 

허기져서 밥을 먹기가 부담스러울 때 국수만한 음식은 드물 것이다. 예

전에는 국수를 삶는데 사립문에 손님 드는 기척이 있으면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또 한 명의 손님을 치룰 수 있었던 요술쟁이 음식이다. 여름 

밀 추수를 마치고 햇밀가루를 방앗간에서 갓 빻아 온 밀가루를 반죽하

여 홍두깨로 밀어서 끓여 먹던 구수한 칼국수 맛을 귀한 추억으로 가지

고 있는 어른들은 많을 것이다. 

요즘에 손쉽게 라면으로 해결하지만 맛을 위하여 첨가된 강한 조미

료와 짭짤한 맛이 건강을 해친다고 자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뜨겁거나 시원한 소면 한 그릇을 먹어 보면 어떨

까. 라면 보다 오히려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주

부가 아니라도 누구나 맛있는 국수를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밀로 구수한 국수를 해먹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

만 우선 소면으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궁리를 해 보면 어떨까?

음식 재료 중에서도 국수는 가격

이 싼 편이고 삶은 달걀 한 개만 곁

들이면 김치 한 가지만으로도 영

양의 균형이 맞고 입맛 없을 때나 

너무 허기져서 밥을 먹기가 부담

스러울 때 국수만한 음식은 드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