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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맛의 도시! 목포 9미 ( 꽃게무침, 갈치조림, 우럭간국, 홍어라면 ) 맛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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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아쉽게도 회를 못 먹어서, 목포 9미에서 못 먹을 수 있는게 좀 많은데,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기회가 되어 꽃게무침과, 갈치조림, 우럭간국을 너무 맛있게 먹게 되어 
아주 만족 했습니다. ^_____^

■ 너구리식당 - 꽃게무침
[ https://blog.naver.com/ageture/222934911823 ]
너무 좋았던 음식 입니다. 매콤 ( 꽤 매움!) 달달한 양념에 
게살과 양파,애호박 등 다진 것이 들어간 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밥에 비벼먹는 그 순간 너무 힐링.. :) 
완전 맘에 들어서 여행하는 동안 두번이나 갔는데 갈때마다 밥을 두그릇씩 먹었습니다! 
완벽한 밥도둑 이었습니다 :)

■ 만복회쌈 - 갈치조림 & 우럭간국
[ https://blog.naver.com/ageture/222947902468 ]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현지인 맛집 이었는데, 민어회 맛집이라고 들었지만
지금은 갈치가 제철 음식이라고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갈치살이 정말 보들보들하고 가격도 저렴한게 넉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도 갈치살을 살살 발라서 밥에 슥슥 비벼먹으면 또 밥도둑!
우럭간국은 처음 먹어봤는데, 우럭을 말려서 끓여서 뽀얀 것이 황태국? 느낌 이었어요! 목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였네요!

■ 목포라면 홍어라면 - 홍어라면과 홍어튀김 
[ https://blog.naver.com/ageture/222947943015 ]
목포9미의 정식 음식인 홍어삼합은 아니지만, 홍어가 무엇인지 입문(?)하는 이에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도전하기 어려운 홍어지만 , 라면과 튀김 이라니, 젊은 친구들이 딱 도전하기 좋은 메뉴 에요.
정통 홍어의 맛은 아니지만, 가볍게 (?) 시작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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