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ty Pink
전라북도의 왼쪽 땅, 만경 평야를 만난 잔잔한 서해 너머로
먼지 섞인 하늘을 핑크빛으로 만들고 내려가는 낙조처럼
집채만 한 실타래를 시작 부분을 망해사 언덕 나무에 묶고 던져
만경 평야 위 서쪽으로 한참을 굴려 서해의 끝 선 뒤로 떨어뜨리는 상상을 해 보았다.
공허한 느낌.
올해 7월 초 땡볕 더위에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 살았던 집을 찾는다고
무작정 갔던 만경의 느낌이다.
이 책자 속 약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요새 누가 집에서 약과를 만들까? 마트에서조차 진열대에서 허리를 굽혀야 손에 닿는 약과
는 산업화 속 내 고향을 닮았다.
맛있는 약과를 위한 소소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법들을 큰이모에게서 전수 받았다.
약과를 만들 밀가루를 고운 체에 한 번 내리고 참기름을 섞어 반죽을 한다. 이때, 이모 표
현을 빌려 말하자면 파리 앞다리 비비듯이 두 손으로, 밀가루가 참기름을 다 머금을 때까
지, 뭉침이 없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계속 비비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청주와 꿀 섞어
놓은 것을 더할 때는 주걱으로 살살 섞어가며 해야 한다. 다 된 반죽을 밀대로 밀 때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0.8 cm 정도 두께로 한다.
7월 만경에서의 그날, 외할머니 집은 찾을 수 없었다.
한국 전쟁과 두 이념의 춤이 만든 여파가 가족 안 깊숙이 박힌 채 외할머니는 머무는 그곳
에서 열심히도 사셨다. 존경하는 현경 박사님이 말하는 ‘살림이스트’의 삶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살았다. 여성 이슈가 사회적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어도, 그 시대 여성들의 노력
과 힘과 보살핌은 보이지 않는 연대였을지도 모른다. 혼술, 혼밥. 텔레비전에서 콘돔 광고
는 하지 않고 피임약 광고는 하는 시대에, 우리가 계속 물려받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연대의 힘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지평선이 보이는 만경은 내가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네덜란드의
평야와 닮았다. 산 없이 마냥 퍼져있는 땅 위를 다니면 허하다. 굽이굽이 돌고, 다가와서 다
시 멀어지고, 지표가 되어주는 산 없는 평야 위는 붕 떠 있고 시간은 멈춘 것 같다.
네덜란드의 허함은 만경의 허함과 관련이 있을까. 가족의 해체 또는 탈향 상태의 갈망이라
고 해 두자. 오롯이 나의 것이 돼버린 허전함은 두 평야 위에 공존하고 있다.
갈색과 붉은색이 적절히 섞이고 윤기를 머금은 (기름도 많이 머금은), 잣가 루가 솔솔 뿌려
진 완성된 약과를 한 입 베어 문다. 튀길 때 부풀어 올랐던 공간들이 이빨 사이에서 파사삭
하고 무너져 내리며 그 사이로 밀가루, 참기름, 기름, 청주, 생강, 꿀의 맛이 서로 섞이며 바
삭거림과 끈끈함 사이로 배어 나온다. 어찌 됐든 맛은 있다.
핑크색에 흙색이나 녹색을 섞어보라. 흔해 빠진 핑크가 아닌 묘하고 매력적이며 싸늘한 핑
크색이 된다. 춤으로 흔들어도 털리지 않는 그 무엇, 우리 안에 있다.

약과 만들기
약과 재료: 밀가루(박력분) 1kg, 고운소금 3티스푼, 참기름 200mL, 꿀 200mL,
청주 200mL, 생강 150g, 으깬 잣 한 움큼, 튀김기름 1000mL
생강즙 청 재료: 물 350mL, 물엿 150mL, 생강 건더기, 설탕 2스푼, 소금 한꼬집

1. 밀가루와 고운 소금을 넉넉한 대접에 넣고 잘 섞어준 뒤 촘촘한 체로 한번 걸러준다.
2. 밀가루에 참기름을 조금씩 부어가며 양 손바닥으로 꼼꼼히 비벼 모든 밀가루가 기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한다.
3. 생강을 강판에 갈아 손으로 짠 '즙'만 준비한다. 갈고 남은 생강 건더기는 한쪽에
보관한다. (생강즙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약과가 쓰다.)
4. 다른 그릇에 청주와 꿀을 넣고 잘 섞어 준비한다.
5. 생강즙과 청주, 꿀 섞은 것을 밀가루에 넣고 모든 재료를 한 번 더 섞어준다. 이때는
주걱을 이용하여 살살 섞어준다. 주먹으로 살짝 쥐고 놓았을 때 허물어지지 않으면 된다.
6. 주먹 1개 크기씩 떼어내 도마 위에 놓고 밀대로 0.8cm 두께로 밀어준다.
7. 여러 방식으로 모양을 낸다
- 약과 틀에 찍어낸다
- 3x3cm 크기로 잘라내 중앙에 별* 모양 칼집을 낸다
- 2x5cm 크기로 잘라내 길게 중앙에 칼집을 내고 짧은 단면 하나를 칼집 사이로 넣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 빼내 타래 모양을 낸다.
8. 타래 모양의 약과를 제외한 납작한 약과들은 후식용 작은 포크로 중앙을 한 번씩 찔러준다.
(튀길 때 속이 잘 익게 하는 방법.)
9. 큰 냄비나 웍에 튀김기름을 달군 후 준비된 약과를 중불에서 붉은 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서서히 튀긴다. 센 불에 튀기면 겉만 익는다. 기름의 표면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다
익은 것. 한 번에 조금씩 튀긴다. 약과 두께의 50% 정도가 부푸는 게 정상.
10. 생강즙 청 만들기: 냄비에 물 350mL와 생강즙을 내고 남은 생강 건더기를 넣고 끓인다.
물을 반절로 졸인 후 건더기를 걸러낸다.
11. 졸여진 생강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물엿, 설탕을 넣으며 중불에서 계속 저어준다.
짙은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된것. 물엿보다 약간 묽은 농도가 적당하다.
12. 생강즙 청을 큰 용기로 옮겨 약과를 넣고 같이 섞어준다. 20분 동안 식게 놓아둔다.
13. 잣가루를 뿌리고 담아낸다. (장기저장은 유리 또는 스테인레스 용기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