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쾌하게	들리는	칼	소리에	따라	가지런히	놓이는	칼국수는	

쫄깃한	면발과	뜨거운	국물로	위로를	건넨다.	면을	써는	것부터	육수를	우려내는	일까지.	

간단해	보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칼국수에는	만드는	사람의	다정함이	담겨있다.

글 홍아름

무심함 뒤에 서린 
다정함,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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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를 반죽해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칼국수는 경쾌한 칼소리를 따라 가지런히 놓인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소리가 식욕을 돋운다. 후루룩 면을 치며 들어 올리는 면발의 쫄깃한 식감에 금방이라도 배가 고파져 

한 숟갈의 국물을 찾게 된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칼자국』에는 남편과 딸을 먹이던 엄마의 억척스러움이 담겨있다. 20여 년간 국수

를 팔았던 엄마의 국수가게 ‘맛나당’의 대표메뉴는 칼국수였다. 가게를 하면서 엄마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가게를 하며 손에 물 마를 날 없던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도 국수를 삶고 있었다. 제때 불을 못 맞

춘 국수물은 우르르 넘고, 가스 불은 꺼지고, 홀에서 손님들이 달려왔다. 쓰러질 때까지 국수를 만들었던 엄

갈고 또 갈았던 
시간의 흔적

손칼국수 가게는 시골서 여자가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였다. 칼국수를 만드는 법은 간단했다. 솥에 바지락과 다시마, 파, 

마늘, 소금을 넣고 중간에 면을 넣은 뒤 뜸을 들이면 끝이었다. 그러나 

쉬운 음식일수록 솜씨에 따라 맛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건 어린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어머니의 칼국수는 훌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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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엄마의 공책((Notebook from My Mother, 2017)]에서 엄마가 만든 칼국수

엄마의 손맛이 있다. 정확한 계량도 없이 눈대중으로 만든 음식.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익숙하고 그래서 맛

있다. 영화 ‘엄마의 공책’은 치매로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손맛만은 기억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전한다. 엄마 애란은 ‘현이네 반찬가게’를 하며 매일 음식을 만들며 요리법을 서툰 글

씨로 공책에 적어둔다. 그 공책에는 생선을 싫어하는 아들과 손녀를 위해 만든 주먹밥과 저녁도 먹지 않은 

아들에게 늦은 밤 투덜거리면서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칼국수 등 가족을 위한 요리법과 위암에 걸린 환자, 

아토피를 앓는 아이의 엄마 등 반찬가게를 오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족을 위한 
세월의 비법

마의 칼질에는 누군가를 거둬 먹인 사람의 무심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맛을 이어온 정성이 담겨있

다. 아버지가 사채를 쓴 뒤, 빚을 내어 차린 국수가게에서 엄마는 단 하나의 칼로만 국수를 썰었다. 칼날은 

하도 갈려 반짝임을 잃었지만 더욱 단단해졌다. 그렇게 엄마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먹이는 데에서 오는 고단

함 속에서 작고 강인한 칼이 됐다. 이미 닳을 대로 닳은 칼을 끝까지 고집한 엄마의 칼국수에는 남편과 자식

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갈고 또 갈았던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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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아들을 위해 끓인 칼국수에는 무심하면서도 정성 어린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저녁도 먹지 않

은 아들이 행여나 배고플까 후루룩 끓여낸 칼국수. 대충 간을 해 금방 끓여낸 것처럼 보이지만, 칼국수는 손

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면을 직접 반죽해 썰고 육수를 우려내야 한다. 그래서인지 정갈하게 끓여낸 칼국수 

뒤로 보이는 엄마의 주방은 빠르게 음식을 내어야 하는 서두름이 있다. 도마 위에는 밀가루가 가득하고 칼국

수를 끓이던 냄비는 어지럽게 놓여있다. 배고픈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하지만 든든한 음식을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다. 평소에는 무심해도 결국은 가족이기에. 툭 내뱉은 말 속에는 엄마의 사랑과 자식의 

고마움이 남아있다. 

“뭐에요?”

“뭐긴, 칼국수지. 

너 저녁 안 먹었다며.”

영화 [엄마의 공책((Notebook from My Mother, 2017)]에서 아들에게 

칼국수를 만들어 내어주는 장면. 아들이 칼국수를 먹기 시작하자 주방을 

정리하는 엄마 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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