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부산 백년가게｜⑦ 곰보식당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자리한 곰보식당은 신선한 한우 암소와 내장만을 이용하는 한우 요리 전문
점이다. 지난 2020년 백년가게에 선정됐다(사진 왼쪽부터 3대 송준호, 1대 송임순 대표).

곰보식당 매장 전경.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자리한 곰보식당은 신선한 한우 암소와 내장
만을 이용하는 한우 요리 전문점이다. 부위별 암소 구이와 육회, 선짓국
등을 넉넉한 인심으로 정성껏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1대 송임순(71), 2대
송호대(65), 3대 송준호(36) 대표까지 3대째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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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식당은 1대 송임순 대표가 24
살 때인 1975년부터 남의 가게에서
궂은일을 하며 일궈낸 땀과 눈물의 결
과물이다. 처음에는 충무동 뱃머리에
서 소피 장사를 하던 시고모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단다. 그러다 부전시장
선짓국 가게 배달 일 등을 거쳐 오늘
날 곰보식당의 터를 마련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지금의 구포축
산물도매시장. 도축장 구석 맨바닥에
얼기설기 아무렇게나 포장을 씌우고
그 안에 연탄 화로를 몇 개 놓고 시작
한 포장 좌판이었다. 도축장에서 고기
를 사 오는 손님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불값을 받거나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구전을 받는 식이었다. 비가 오면 좌

한우 암소만을 고집하는 곰보식당 상차림 모습.

판 바닥이 비에 젖어 흙으로 질척이고
빗물이 흥건했다. 장화를 신고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송 대표의 후덕한 인정과 넉넉한 인심
에 주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난전에서 장사하다 보니 변변한 간
판조차 없었다. 어릴 적 천연두를 앓
아 얼굴이 얽은 송 대표를 단골들이
뜬곰보 아지매뜯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
의 뜬곰보식당뜯이 됐다.
단골손님은 주로 도축장 사람이나
도축 관련 도매업자, 고기 짝 배달하
던 이, 삼락천변 갈대밭에서 미꾸라지
잡던 어부, 북구청 직원 등이다. 특히
북구청 사람들과는 북구출장소 시절
부터 밥을 해 주며 오랫동안 이어온
끈끈한 정으로 지금까지 이웃사촌처
럼 지낸단다.

전문 발골사가 직접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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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송호대 대표가 가업을 이은 것
은 30여 년 전쯤. 당시 현대중공업에
다니던 송호대 대표는 바쁘고 몸도 좋
지 않은 송임순 대표를 돕다 가게를
이어받았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그
만두고 도축장 식당 일을 돕는 것은
당시만 해도 힘든 결정이었을 터. 그
러나 송 대표는 아픈 누님을 마냥 지
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현 3대 송준호 대표는 1대 송임순
대표의 조카이자 2대 송호대 대표의
아들이다. 뜨5살 때부터 가게에서 놀
면서 컸다뜩고 말할 정도로 곰보식당
에 대한 애정이 크고 식당 사정을 누
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 역시
부산은행에 근무하다 지난 2018년 가
업을 이어 받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가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선대 대표
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슴으로
체득했다.
송준호 대표는 뜨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대대로 함께 찾는 식당이
되는 것이 꿈뜩이라며 곰보식당의 심
벌인 소나무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나
무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
고 푸르게 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
겠다는 뜻을 새기겠다는 것이다.
뜨고모님, 아버님께서 지금껏 이뤄
놓은 것들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새로
운 곰보식당을 일궈나가겠다는 생각
보다는 지금까지의 곰보식당을 다음
세대에까지 잘 지켜가겠다는 것이 저
의 경영계획입니다.뜩
2000년도에 식당 리모델링을 하면

서 현대식 인테리어나 위생 관련 시
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젊은층이
좀 더 접근 가능한 식당으로 자리 잡
게끔 하는 정도가 작은 변화다. 기존
1, 2대 대표 때의 단골을 성심성의껏
맞으며 젊은층의 새로운 고객들도 끌
어들이겠다는 속내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전문 발골사
가 직접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인
다. 갈비짝의 뼈를 직접 발라내고 정
형화해서 식재료로 쓰는 것이다. 고기
의 신선함과 음식의 맛은 이곳에서부
터 보장된다. 다른 한우에 비해 비싼
암소만을 사용해 음식을 내는 것도 곰
보식당의 특징이다.
뜨저희 식당은 한우만 쓰는데, 그중
에서도 꼭 암소만을 고집하고 있습니
다. 거세육 등과 비교해 훨씬 부드럽
고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뜩
그렇기에 곰보식당의 이윤은 다른
식당보다 박하다. 그런데도 가격이 참
착하다. 한우를 들여올 때마다 한 마
리나 짝 갈비 등 한꺼번에 많은 양으
로 구매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도축장 안 작은 난전에서부터 시작
해 백년가게로까지 발돋움한 곰보식
당. 천성적인 부지런함과 그 누구에게
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할 만큼 인정
많고 넉넉한 인심이 큰 자양분이 되었
을 것이다. 1대, 2대, 3대를 이어, 천
년의 소나무처럼 한 자리에서 백 년을
이어갈지 든든한 마음으로 지켜볼 일
이다.
글똴 최원준 시인/사진제공똴 북구 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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