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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산골마을작은집에

등굽고눈어둡고쪼글쪼글주름진할머니가살았어.

“아유, 찬바람에귓불이떨어지겠네, 떨어져.”

“요놈의생쥐가털신을또갉아놨네, 갉아놔.”

“해는왜이리짧은지, 그새어둡네, 어두워.”

할머니는언제나구시렁구시렁.

혼자서구시렁구시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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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영청보름달이뜬겨울밤이었지. 

갑자기문밖이시끌시끌. 

낯선그림자가힐끗힐끗. 

어느새잠이저만치달아난할머니가

구시렁대며방문을벌컥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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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빛아래마당에서

도깨비들이모여앉아놀고있지뭐야!

할머니는냉큼나와빗자루를휘두르며말했어.

“이놈의도깨비들, 썩물러가라, 물러가!”

할머니는굵은소금도휙휙뿌리고

바가지로찬물도쏴쏴퍼부어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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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들은자꾸귀찮게하는할머니를

기둥에꼭묶고는모여앉았어.

이제놀거리도떨어지고슬슬뭐가먹고싶었지.

“궁금해, 궁금해, 입이궁금해!”

도깨비하나가하늘을보며말했어. 

“저보름달처럼둥그런게먹고싶구나.”

그때할머니가구시렁구시렁.

“밀가루로둥글게빚어먹으면되겠네.”

그러자도깨비들귀가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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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또하나가쩝쩝거리며말했어. 

“혀에서살살녹는, 달고고소한게먹고싶구나.”

그때할머니가구시렁구시렁. 

“밀반죽에달달한흑설탕넣고, 

고소한땅콩넣고, 둥글둥글빚어먹으면되겠네.”

그러자도깨비들눈이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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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찬바람이쌩불었지.

도깨비또하나가달달떨며말했어.

“날이추워뜨끈뜨끈한게먹고싶구나.”

그때할머니가구시렁구시렁. 

“밀반죽에흑설탕넣고땅콩넣고, 

둥그렇게빚어기름에잘잘지져먹으면되겠네.”

그러자도깨비들침이꿀꺽! 

“할멈이그렇게만들수있어?

만약거짓이면방망이찜질을당할줄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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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들은할머니를풀어주었어.

그런데할머니가또구시렁구시렁. 

“이밤에밀가루를어디서구하고,

흑설탕이랑땅콩을어디서구하란말이냐?”

그러자도깨비들이방망이를휘둘렀어. 

뚝딱! 

하얀밀가루가소르르, 까만설탕이사르르.

뚝딱! 

꼬신내폴폴나는땅콩이우르르, 기름이쪼르르.



16 17

할머니는조물조물밀반죽을해서

다진땅콩을쏙쏙, 흑설탕을꾹꾹넣었어.

도깨비들도할머니따라조물조물쩍쩍, 꾹꾹쩍쩍.

또할머니가구시렁구시렁.

“그솥뚜껑만한손에다묻히면뭘먹나, 뭘먹어!”

하지만어느새할머니입가에서는웃음이새나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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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달궈진번철에

술술기름을두르고반죽을꾹꾹떼어놓았지.

지글지글, 꾹. 

한번뒤집고, 지글지글, 꾹.

겨울밤차가운공기사이로

맛있는냄새가솔솔퍼졌어.

도깨비들입가에서도웃음이새나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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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익었다. 옜다, 하나씩들먹어봐라!”

“앗! 뜨거, 뜨거워!”

도깨비들은오두방정을떨며호호불어댔지.

“그런데할멈, 이거이름이뭐야?”

할머니가호호웃으며구시렁구시렁.

“뭐긴뭐야. 호, 호, 불어먹으니호떡이지, 호떡!”

모두들추운줄도모르고호호.

밤깊어가는줄도모르고호호.

그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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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내렸어. 

첫눈이펄펄내렸어.

흰눈이내렸어. 

흰눈이펄펄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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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도깨비들은할머니에게소원을물었어. 

“할멈! 은을줄까, 금을줄까?

아니면으리으리한새집을줄까?”

하지만할머니는고개를저으며구시렁구시렁.

“내가금은보배를어디쓰며새집이있어무엇할까. 

그저말동무나있으면좋겠네,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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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밤이었지.

또다시문밖이시끌시끌, 그림자가힐끗힐끗하더니,

“궁금해, 궁금해, 입이궁금해!”

아하, 도깨비들이다시찾아온거야.

할머니는반가워방문을활짝열어젖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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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들은조물조물꾹꾹호떡을빚으며

동네방네이야기보따리를술술풀어놓았어.

그러자할머니가구시렁구시렁.

“이게호떡인지침범벅인지모르겠네, 모르겠어.”

하지만할머니입가에서는웃음이새나오는걸.

번철위에서는지글지글호떡이익어가고,

겨울밤도그렇게맛있게깊어갔단다.



도깨비들은왜할머니의소원을들어주려했을까요? 

혼자음식을먹을때와누군가와함께음식을먹을때

느낌이어떻게다른지이야기해보세요. 

할머니는이튿날밤도깨비들이다시찾아왔을때왜반갑게맞이했을까요?

겨울하면길모퉁이작은포장마차에서파는호떡이맨먼저생각나요. 

뜨끈하고달달한호떡을먹으면꽁꽁얼었던입과손이살살녹지요. 

요즘은반죽에녹차를넣은녹차호떡, 치즈를넣은피자호떡, 

만두소를넣은만두호떡등호떡종류도여러가지예요. 

하지만뭐니뭐니해도흑설탕과땅콩을넣은호떡이가장맛있는것같아요.

호떡의‘호’는사실옛날중국을낮잡아부른말이에요. 오래전에중국상인들이

우리나라에전한떡이바로호떡이지요. 하지만뜨거워서호호불어먹는것도사실이잖아요. 

중국의떡이라서호떡이라기보다는겨울을녹이며

호호불어먹는호떡이더정감이있어요.

할머니와도깨비들이호떡을함께나눠먹으며무엇을느꼈을까요?

요리로생각하기

마주이야기

주고받는이야기

겨울은몸도마음도움츠러드는추운계절이에요. 그래서외로운사람들은더외롭고쓸쓸하답니다. 

이야기속의할머니는외딴곳에혼자살아외롭고, 도깨비들은사람사는곳에서심심했어요. 

이들이만나‘호떡’이라는음식을통해즐겁고신나는겨울밤을만들어가지요.

할머니와도깨비들은호떡을호호불어먹으며서로의마음을따뜻하게

호호불어주어요. 이렇듯음식은우리의배고픔을채워주면서

마음까지든든하게해주는놀라운힘을갖고있답니다.



겨울밤이야. 창밖으로쌩쌩바람부는소리, 

빠지직얼음갈라지는소리가들려. 

이렇게추운데갑자기입이궁금하다면?

할머니의호떡, 호떡을만들어먹으면되지.

할머니와자주만들어먹어서뚝딱만들수있어. 

재료도간단하고만들기도쉽지. 

나같은도깨비도만들수있다고! 조물조물꾹꾹. 

도깨비따라호떡한번만들어먹을래?

밀가루1컵 달걀1개 우유1/4컵

준비하자!

밀가루에소금, 설탕을조금씩넣고

체에거른다음우유, 달걀을넣고

섞은뒤조물조물반죽해.

그릇에흑설탕과

다진땅콩을넣고뒤적뒤적섞어.

따뜻한물에이스트를넣고녹여서

반죽과잘섞은뒤비닐랩을씌워

30분정도둬.

반죽을둥글둥글빚은뒤

속에호떡소를넣고꾹꾹눌러.

이제프라이팬에기름을두르고, 호떡을누르면서

이쪽저쪽뒤집으며노릇노릇익히는거야. 

이건꼭어른이해야해! 뜨거워서델수있거든.

이야기로버무린요리

호떡이야기

흑설탕 다진땅콩

호떡만들기

소금, 설탕, 이스트,

식물성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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