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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조 숙 정
본 연구는 인지인류학적으로 또는 민족과학적으로 접근해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한국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을 탐구한다. 특히 민속 명칭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다

․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분석함으로써, 자연을 구분하고 인
지하는 문화적 방식에 주목한다. 그리고 어촌 사회에서 발달한 바다 생태환경에 대
한 민속 지식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연구 대상 사회인 왕포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곰소만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로,
어민들은 대부분 소형 어선으로 연안에서 주로 꽃게와 주꾸미를 잡는다. 연구자는
년 7월부터

2008

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2011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 분석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민들이 바다 생태환경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환경 범주는 무엇인가? 연
구지에서 토착 명칭체계가 매우 발달하고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매우 높은 바다

․ 물때 ․ 바람 ․ 바
어민들이 바다 환경을 공간․시간․기후․생물이라는 네

관련 생태환경 범주는 크게 네 개가 파악되었는데, ‘바다 공간’
다 동물’이 그것이다. 즉,

‘

’

‘

’

‘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범주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고 인지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서 중심적인 연구 내용과 관련된다.

바다 공간’이란 물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육지와 대조를 이룬다. 바다 공간은 ‘모

‘

래땅’(모래사장)

․ 뻘 갯벌 ․ 물 바다
‘

’(

)

‘

’(

)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물로 구성되고 고기잡

이가 행해지는 바다가 중심적인 공간으로 인지된다. 지명도 갯벌보다 바다에서 보
다 발달했는데, 특히 섬과 여의 지명이 발달했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바다는 곰소
만과 위도 근해의 서해로, 이 지리적 범위는 어민들의 주 조업 범위와 일치한다.
그리고 공간 지각은 지리적으로 바다 중심적이고 방위적으로 남향 중심적이다.
물때’란 바닷물의 주기성에 토대한 물의 구분이 동시에 때의 구분이 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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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물때는 약 6시간 주기로 순환하는 밀물과 썰물이 기본 범주이며, 한 달
에 두 번 반복되는 보름 주기 물때가 가장 핵심을 구성한다. 어민들이 바닷물의 움
직임을 바라볼 때 하루의 관점에서는 썰물이, 보름의 관점에서는 ‘사리때’가 부각
되어 인지된다. 이러한 물때 인지는 어민들의 주 조업 시간 및 기간과 밀접히 관련
된다. 그리고 어민들의 물때체계에서 다의어인 ‘물때’와 ‘사리’의 명칭이 기존에 알
려진 것보다 훨씬 폭넓고 다층적인 개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람’은 방위와의 관계 속에서 지각되며 여덟 개의 풍명이 구분되었다. 그리고

‘

이 바람들은 계절에 따라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으로, 어로활동을 하기에 좋은 바람
과 나쁜 바람으로 인지된다. 바람은 물때와 함께 어로활동의 가불가(

可不可 에 강력
)

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매우 민
감하게 지각한다.
바다 동물’은 어민들이 바다로 인지하는 공간에 서식하는 동물을 포함한다. 민

‘

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분류군을 지시하는 ‘짐승’이라는 민속 명칭의 사용
이 확인되었다. 계칭 분류군 ‘짐승’은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으로 구성되고, 이중

11

․ 두족류 ․ 기 ․ 새비 ․ 가재 ․ 조개 ․ 고동 의 일곱 개 생활형칭 분류군이

괴기’

‘

‘

’

‘

’

‘

’

‘

’

바다 동물을 구분하는 범주다. 조사된
속칭

‘

’

‘

’

개의 동물 명칭은 9생활형칭 9중간칭

192

132

종칭 분류군으로 된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를 이루었다. 바다 동물의 원형

79

․

은 ‘괴기’ 분류군으로, 비늘이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닌다는 형태적 행동적 특
징이 중요하게 지각되었다. 그리고 서해의 대표 어종인 조기가 가장 전형적인 고기
로 인식되었다.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어로활동의 최종 목적이 되는 포획 대상인
바다 동물은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가장 높은 생태환경이다. 더 나아가 어류의
민속 분류와 과학적 분류의 관계가 검토되었는데, 두 분류체계 사이에 상당한 유사
성이 있었다. 한국 어민들의 민족어류학적 지식은 자연의 생물학적 실재에 토대한
정밀한 분류체계인 것이다.
셋째, 어촌 사회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태환경의 발달된 지식체계가 함축하는 바
는 무엇인가?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범주에 대한 지식은 어로활동에 필수적인 일
종의 어로 지식으로 이해된다. 바다 공간은 어로 장소이고, 물때는 어로 시간과 제
약 조건이고, 바람은 날씨 조건이고, 그리고 바다 동물은 어로 대상으로 밀접히 관
련되어 인식된다. 어촌 사회를 특징짓는 바다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체계의 발달은
바다에서의 ‘풍어’와 ‘안전’에 대한 어민들의 문화적 강조를 의미한다.

주요어: 민속 지식, 민속구분법, 민족과학, 민족생물학, 생태환경, 어민
학 번: 2004-3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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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문제제기
인간은 분류(classification)와 명명(naming)을 통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
신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자연환
경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
본 연구는 어촌 사회와 바다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어민들이 바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부자적 관점(native

point

of

view)

을 인지인류학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바다는 인간에게 익숙한 육지와는 다른 환경 조건을 가진 특수한 생태 공간
이다. 특히 어촌 사회에서 바다는 생존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생태환경이다. 그
것은 실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적 차원에서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바다
생태환경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높은 문화적 관심을 반
영하는 바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어휘 집합의 정교한 분화 및 관련 지식체계의 발
달은 어촌 사회를 특징짓는다. 따라서 어민 문화는 인간과 바다 환경의 관계에 대
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절에서는 한국 어촌 사회와 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연구자가 이와 같은 연구 주제, 연구 지역과 대상, 이론적
접근법을 추구하게 된 지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본 연구의 당
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한국 어촌 연구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민족지적 연구가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촌과 어민에 대한 문화 연구는 주변화된 경향이 있다
한상복

(

1994

참조). 그동안 어촌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여러 논저들은 농촌에

비해 어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박금
화

1987;

1993;

한정우

1987;

남성문

이기욱1993; 정나도

2004

1991;

․

한상복 전경수

1992;

전경수1992a; 김세건

등). 최근 한국문화인류학회 창립

여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간한

『문화인류학 반세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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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을 기념하

50

의 목차 구성은 이러

한 학술적 논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2부 1장 “한국 인류학자
의 한국 문화 연구”에는 인류학의 하위 분야 및 여러 연구 주제의 연구 성과와 관
련하여

편의 리뷰가 실렸는데, 이중에 한국 농촌 연구를 개관한 “한국 문화인류

11

학의 한국 농촌 연구와 한국 농민사회”(안승택

2008:

163-180)

가 한 편을 구성한다.

그러나 한국 어촌 연구를 별도로 정리한 글은 없다. 게다가 어촌이 한국의 근대사
를 통해 외면과 몰이해를 받아왔다는 점에서(전경수

1992a: 4-5),

한국 어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주변화된 관심과 시각은 사실 사회적 풍토이기도 하다.
어촌 연구의 주변성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유교 사회인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농촌 사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보다 근원적 측면은 아마도 ‘육지 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해양 생태계(바다)보다는 육지 생태계(땅)에 의존적인 성향으로 적응해 온
인간의 인지체계 역시 육지 중심적인 양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

그러나 전경수(1992a:

의 지적처럼,

4)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선이 길며, 도서가

“

많은 환경은 한반도에서 어촌이란 사회의 형성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어촌 사회의 형성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래서 “선사시대 이후 해
양생태계를 기반으로 살아온 우리나라의 어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촌 연구는 한국인과 바다
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그간 육지 중심적 관점과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 시각의 편향성을 자각함으로써 학술적 논의의 한계를 극
복할 필요가 있다.

2)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촌 연구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틀로서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2) 어촌 사회와 바다 생태환경
앞서 생계양식에 따른 연구 지역의 편향성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어촌 연구 자
체에서 나타나는 연구 주제와 접근법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바다가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환경 자체에 대한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체계는 어촌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1) 육지 중심적 사고방식은 바닷가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주고 육지의 곡물을 취하는 쪽이 시혜를 받
는 아쉬운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행위와 시선으로도 드러난다(조경만 1993: 204).
2) 다음에서 살펴볼 것인데, 사실 어촌 연구 자체도 상당히 육지 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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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대부분 ‘어민 경제’(한상복
욱

1984;

김세건

․

박금화

1993;

복 전경수

홍석준

2000;

윤형숙
인

2001,

전경수

2003;

함한희

2001a,

2004b;

1989;

1992b;

2011),
2001b)

정나도

남성문

김창민

2009;

1977a,

이인혜

김창민

1994;

1998;

윤형숙

1969;

김홍자

1987;

1991;

2002;

정승모

조경만

박정석
1979;

가족과 친족’(한상복

‘

1991,

안미정

․

2006,

1975,
1992,

1993,

1996;

‘

조경만

1988,

1983;

전경수

2007)

이기

1976;

신앙과 의례’(한상

2008),

및 ‘여성 어민’(한정우

2004;

1972,

1987;

1990;

윤형숙

1977b,

조혜정

1985;

유철

1988;

등 크게 네 연구 주제와

접근이 중심이었다. 특히 특수한 환경적 기술적 요인을 강조하여 인간의 생태 적
응과 자원 이용 방식의 경제적 측면이나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에 따른 어촌 사
회의 변화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민족지적 연구의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면서 해

․

당 지역의 바다 공간이나 물때, 어류 해조류와 같은 생물 등이 어민들의 경제활동
과 관련된 생태 요인으로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민족지

․물

적 배경 이해의 측면에서 간략하게 서술되거나 언급된 정도다. ‘바다 공간’

․ 바람 ․ 바다 생물

때’

‘

’

‘

’

‘

등 여러 문화적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바다 생태환경 그

자체를 어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주목한 인류학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즉, 조경만(2009:

의 지적처럼, “인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물적, 조

105)

직적 수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데 비해 자연에 대해 품
는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양인류학(marine

의 어민 사회 연구가 가

anthropology)’3)

지고 있던 학술적 한계를 성찰적으로 지적한 아키미치(2005)의 글은 유익한 시각을
제공한다. 첫째, 어민 사회를 연구하면서도 해상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육상에서의
활동에 연구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둘째, 문화인류학의 기존의 연구 주제인 가족

․

․

과 친족조직 사회구조 신화와 세계관 등이 중심적으로 연구되었고, 어로활동의
장이고 어업생산의 장이기도 한 바다의 생태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의 실태를 소
홀히 다루어 왔다.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것은 해양과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을 가
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로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연구대상인 바로 어민
이라는 것에의 학문적인 배려가 결정적으로 결락되어 있었다.”(앞의 글:

22).

다시 말해, 어촌 연구의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바다 중심의 시각에 대한 내부자적(emic) 연구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어촌이 기반하고 있는 바다 생태 및 바다 생물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연

3) 1968년에 개념 규정된 ‘해양인류학’은 “바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간 활동 연구”로
정의되는 폭넓은 학제간 연구 분야다(한상복 20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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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에 대한 연구 관심이 필요하다.

3) 민족생물학 연구
그간의 한국 문화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생물 범주에 대한 문화적 논의는
빠져 있다. 인간과 생태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조차 동식물의 민족생물학적
분류(ethnobiological

에 관한 한국 사회의 토착 지식체계는 거의 주목받

classification)

지 못했다. 말할 것도 없이, 어촌 연구에서도 물때나 바람 등 다른 문화적 범주에
비해 바다 생물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바다 생태환경이다.
분할된 학문들 간의 연구 전통을 토대로 자연의 일부인 동식물은 생물학 등 자
연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온 연구 대상이고, 따라서 생물에 대한 연구 성과와
지식체계는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 속에서 오랫
동안 인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는 생물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용하는 동식물은 그냥 자연이 아니
라 이미 ‘문화적으로 의미화된’ 자연이다. 특정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
경과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생물을 고유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인지한다. 따라서 개
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물의 개념화는 그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서구 인류학계에서 동식물에 대한 문화적 연구 관심은
(ethnoscience)

누노(Hanun

ó

의 출현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o)

의 필리핀 하

Harold C. Conklin

사회의 민족식물학(ethnobotany)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민족과학 연

구가 활성화된
system)

년

1954

년대 민족과학

1950

년대에 들어와 생물의 토착 명칭체계(native

1960

terminological

와 범주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민

족지적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

이와 달리 한국 인류학이 연구 교육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동식물은 여전히
한국 문화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동식물을 문화의 개념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조경

․

만 김하송

1994;

왕한석

1996b,

2009a,

2010a,

2012a;

조숙정

2008a,

2010b,

2012).

대개는 한국 농어촌 관련 연구에서 생태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서 동식물의 종류가 간략히 언급되고 지나가는 정도로 다루어져 왔다.
년대 이후

1970

을 중심으로 한 민족생물학 연구들은 전 세계 다양한

Bren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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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적 사례들을 토대로 민족생물학적 분류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
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는 물론이
고 관련 기초 자료조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족생물학의 보편적 분류

․

체계와의 비교 검토 자체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생물 분류와 관련된 한국 문
화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의 측면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개별 사회의 생물 분류에 관한 토착 지식을 연구하는 민족생물학 연구에서
도 연구 성과의 쏠림현상이 발견된다. 우선 많은 민족생물학 연구가 동물보다는 식
물을 주로 연구해 왔다(Hunn

2001).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동물학(ethnozoology) 연

․

구 내에서조차도 많은 연구가 포유류(mammal) 조류(bird) 등 육지 동물에 보다 초
점을 맞추고 있고, 어류(fish) 등 바다 동물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
것은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야기된 연구의 편리성과 제약성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한편으로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동물보다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식물이 우
선적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Hunn

2001).

다른 한편으로는 해

양 생물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육상 동물보다 인간의 접근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
고,

바다라고 하는 존재를 매개로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

고찰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것이다(아키미치

2005: 13).

요는 한국의 생물 분류에 대한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환
경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범주가 되는 동식물의 지식과 이용은 환경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주요한 측면들을 보여줄 것이고, 통문화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다 생물에 대한 어민들의 지식체계는 어민 문화와 그 지
역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드러내줄 것이다.

4) 사라져 가는 민간 지식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중심적인 사고와 논리로 무장한 ‘과학 만능’
과 ‘국가 주도’의 지식이 권위를 인정받고 우세한 지식의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러
면서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지식체계는 ‘하찮은’ 것 또는 ‘틀린’ 것으로 낙인찍혔
고, 많은 영역에서 한국 문화의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矯正

이해해 볼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일방적으로 ‘교정(

되고 있는 양상이다.

)’

이러한 국가 주도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그리고 육지 중심적인 사고와 지식은
다양한 국가정책과 국토개발사업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어 왔다.
수되어

년

2006

년

1991

월에 착

11

월 방조제공사가 끝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일명 ‘새만금사업’)

4

- 5 -

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국토의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운 새만금사업은 ‘쓸모
없는 갯벌’을 매립하여 ‘쓸모 있는 땅’ 곧 ‘농지’나 ‘산업용지’를 만들겠다는 논리가
반영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갯벌이 누구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공간인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년간 진행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

15

쟁은, 갯벌 매립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경제주의 담론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
주의 담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갯벌 매립이 가져올 환경 변화가 해당 지역
어민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문화적 입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심 담론이 되지 못했다(함한희
2004;

․

함한희 강경표

2007).

2001,

2002,

2004a,

2004b,

2009;

전진섭

그리고 새만금지역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온 어민들이

경험하고 쌓아온 그 지역의 바다 환경에 대한 나름의 체계적인 지식은, 국가의 권
력과 과학의 권위로 무장한 지식에 의해 압도당했다. 어민들의 바다 관련 '민간'
지식(folk

knowledge)

또는 '토착'(native

or

indigenous)

지식의 양상과 의미, 그 유용

성이 충분히 기록되고 평가될 기회조차 없이 급속히 사라지거나 변형되었다.
근

년간 여러 지역의 어촌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한 한상복(2009)

50

은 그의 어촌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전국 각지 어민들은 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 지방 특유의 해양 환경을 잘 파악하여 적응
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도구와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의 어민들
이야말로 그 지방에 대한 최고의 해양 생태학 전문가(local marine ecology specialist)인 것이다(한
상복 2009: 27).
어민들이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및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서의 민간 지식도, 인간의 경험 세계가 조직되는 또 다른 방
식에 대한 문화적 통찰력과 이해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지적 자산이라는 점을 우
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한 측면으로서,
최근의 급격한 문화변동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

… 고유의 언어문화도

… 심지어는 현재의 노인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
의 전통적인 언어문화는 다음 세대에 거의 계승되지 않을 것 같은 … 오늘의 현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고]
실”(왕한석

2009a:

10)

을 고려하면, 연구자가 추구하는 토착 명칭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체계 연구도 오늘날 시급한 연구
과제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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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언어(language)와 문화(culture), 인지(cognition)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지인류학(cognitive

또는 좁게는 민족과학(ethnoscience) 연

anthropology)

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서 자연을 개념화하는 방식과 관련된 한국 사
회의 문화적 지식체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이와 같은 넓은 연구 주제를 염두에 두고서 현재 연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둔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
는 어촌 사회로 연구 대상을 정하고 어민과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한국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을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민속 명칭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다 생태환

경의 민속구분법(folk

classification)

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촌 사회의 생존

․

기반인 바다 환경을 어떻게 명명(naming)하고 범주화(categorizing)하는가를 기술 분
석함으로써, 어민들이 바다 환경을 구분하고 인지하는 문화적 방식을 이해해 볼 것
이다. 그리고 어민과 바다 환경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발달된 문화적 분류와
지식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첫째, 어민들이 해당 지역의 바다 관련 생태환경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화적
범주는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
험 세계로서의 바다 환경과 문화적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질문이며, 분석 대상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의미영역(semantic

domain)

의 발견이 될 것이다.

한국 어촌 사회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언어적 양상을 잘 드러내주는
영역들로서, ‘바다 공간’의 명칭(왕한석
1967;

탁

장태진

1963a;

1969b;

이숭녕

이기복

1967;

2002;

장태진

물(어류 중심)’의 명칭(이숭녕
숙정

2012)

2009b,

왕한석

1968;

1935;

2010b,

2009b,

왕한석

장태진

2012b),

2010b,

1994,

1969a;

물때’의 명칭(이숭녕

‘

2012b),

2009b,

왕한석

바람’의 명칭(홍순

‘

2010b,
2009b,

2012b),
2010b,

바다 생

‘

2012b;

조

등이 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한편 해양민들이 바다에서의 공간과 시간 인식에 별자리와 같은 천체현상에 대
한 지식체계를 발달시키고 있다(아키미치

2005:

74-90)

는 점에서, 한국 어촌에서도

별자리나 달(moon)과 같은 천체현상에 대한 민간 지식의 발달도 고려해볼 수 있을

陰曆 으로 세는 물때와 관련하여 달

것이다. 즉, 항해술과 관련하여 별자리 및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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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명칭과 범주화의 발달을 주목해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영역들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서해의 연안 어촌에서 장기간
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앞서 열거한 주요 바다 생태환경의 영역에서
어휘적 분화의 발달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話題 는

자주 언급되는 화제(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

․ ․ ․

연구 대상 사회에서도 바다 공간 물때 바람 바다 생물의 네 영역에서 토착 명
칭체계가 발달하였고, 이 바다 관련 환경 범주들에 대한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자리나 달과 관련된 토착 명칭체계는 특
별히 발달하지 않았고, 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별자리나 달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을 쓰지 않을 정도로 천체현상에 대한 문화적 관심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어민들

․ 물때 ․ 바람 ․ 바다 동
어민들이 바다 환경을 공간․시간․기후․생물

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바다 관련 생태환경은 ‘바다 공간’
물’의 네 범주로 압축되었다.

4)

즉,

‘

’

‘

’

‘

이라는 네 개의 의미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둘째, 바다 공간 물때 바람 바다 동물이라는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범주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고 인지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서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연구 내용과 관련된다. 연구자는

․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범주의 명칭과 범주화를 경험적으로 기술 분석함으로써,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민간 지식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보여줄 것이다.
셋째, 어촌 사회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태환경의 발달된 지식체계가 함축하는 바
는 무엇인가? 이 마지막 질문은 어촌 사회에서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적 강조
가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서, 한국 어민(곧 인간)과 바다
환경(곧 자연)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나 연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나 바다 공간 물때 바

․

람 바다 동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로활동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범주에 대한 지식은 어촌 사회의 중심 경
제 행위인 어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일종의 어로 지식으로 이해된다. 바다 공간은
어로활동이 펼쳐지는 물리적 장소로서, 물때는 어로활동을 원활히 행하기 위한 시
간 기준과 제약 조건으로서, 바람은 어로활동의 가불가(

可不可 에 강력한 영향을 미
)

4) 연구지에서 바다 생물은 바다 동물과 바다 식물로 구분되어 인지된다. 그리고 식용 가능한 다양한
해조류(海藻類)에 대한 명칭체계도 발견된다. 그러나 연구지에서 바다 식물은 바다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지각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분석의 편의상 바다 생물 영역에 대한
분석을 바다 동물로 범위를 좁혀서 다루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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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날씨 조건으로서, 그리고 바다 동물은 어로활동의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최종 목적이 되는 포획 대상으로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어촌 사회에서 바다와 관련된 중요한 생태환경 범주는 무엇이
고, 그것들은 어떻게 민간 또는 토착 지식으로서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왜 그러한 양상의 지식체계가 어촌 사회의 특징으로서 발달하였는가를 설명해보고
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어민들이 바다라는 경험 세계를 사고하고 인지하는 문화
적 방식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어촌 사회의 특수한 생태환경인 바다에 대한 어민들의 발달된 인지체계를 찾아
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그 분석 방법으로 관련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민속 명칭
체계를 분석하는 언어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즉, 인지인류학 또는 좁게는 민
족과학 또는 민족의미론(ethnosemantics)의 이론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5)

이 절에서는 민족과학 연구의 세 가지 특징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틀에 대
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culture)의 개념이고, 둘째는 인지적 측면
에서의 문화 연구를 위한 언어적 접근(linguistic
민속 과학적 지식(folk

“

scientific

물학적 접근(ethnobiological

knowledge)”(Casson

approach)

이고, 셋째는 생물 분류의

approach)

을 발견하려는 민족생

1981a: 5)

이다.

1) ‘인지’ 또는 ‘지식’ 체계로서의 문화 개념
년대에 출현한 민족과학 연구가 그 이전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새롭고 중요

1950

5) 인지인류학이란 “언어, 문화, 그리고 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의 하위분
야”(Casson 1981a: 1)로서 “문화적 지식의 연구”(D'Andrade 1995: ⅹⅳ)로 요약될 수 있다.
1950년대에 민족과학으로 출발한 인지인류학의 초기 연구들은 언어인류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
학적으로 정향된 접근법”(Casson 1981a: 4)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문화 모형, 추
론, 함의, 감정, 기억, 동기 및 분산 인지” 등에 관한 연구(D'Andrade 1995: ⅹⅲ)가 이루어지면
서 “이 분야의 연구 관심이 보다 다기화(多岐化)”(왕한석 1996a: 17)되었고 인지인류학의 연구에
서 언어 분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인지 또는 지식체
계의 한 유형으로서 민속구분법과 언어적 접근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인지인류학의 발달 초기
의 접근법인 ‘민족과학’ 또는 ‘민족의미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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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 중 하나는 문화의 개념에서의 차이일 것이다.(Casson
2007:

110).

․

1981a:

김주관

4;

세기 인류학자들이 심리 생물학적 개념들로서는 완전히 설명될 수

19

없는 다양한 인간 행동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의 개념을 채택한 이래로,

․

그것은 인류학의 핵심적인 개념 도구가 되어 왔다(카플란 매너스
류학적인 의미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1994:

근대적인 문화의 정의”(무어

“

17-19).

2002:

37)

인

이자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서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고 있는 문화 개념은 바로
Edward B. Tylor

가

년에 그의 저서

1871

에서 내린 정의일 것이다.

Primitive Culture

그러나 문화의 개념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이
와 관련된 오랜 논쟁은 인류학의 발달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류학적 정의들은 문화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논쟁적인 관점으로 수렴된
다(Wallace

1970;

Spradley

1972a;

Keesing

1974

등). 즉,

문화는 실체적인 것인가

“

혹은 정신적인 구성물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되는 것으로서, 전자는 ‘실체
론적 접근’으로 불리는 입장이고 후자는 ‘관념론적 접근’으로 불리는 입장이다(가바
리노

1995: 74, 152).6)

그런데 문화를 보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구별하려는 논쟁적 시도는

년대

1960

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고, 이 오랜 논쟁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은 문화의 인지적
연구를 주장하는 민족과학 운동이었다(앞의 글:

74,

152).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처

음으로 이끌어낸 인물은 민족과학 연구의 대표적인 초기 학자인
이다(Keesing

Goodenough

Anthropology and

1974:

51).

는

Goodenough

년 그의 논문

1957

Ward

H.

“Cultural

에서 문화를 인지체계로서 보다 좁게 재정의하였다.

Linguistics”

이 논문은 인류학 내에서 문화 개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즉 행위적 정의 또는
실체론적 접근에서 인지적 정의 또는 관념론적 접근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
엄청난 영향력을 내포한 논문으로 평가된다(Casson

의 글의

1981a: 4). Goodenough

주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회의 문화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에 대해 용인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거나
믿어야 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문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물학적 유산과 관계없이 학습해야만
6)

Wallace(1970: 67)는 ‘행동주의적(behavioristic) 정의’와 ‘인지적(cognitive) 정의’로,
Spradley(1972a: 6)는 ‘행위적(behavioral) 정의’와 ‘인지적 정의’로, Keesing(1974: 51)은 ‘행위
(behavior)체계 또는 적응(adaptive)체계’와 ‘관념(ideational)체계’의 이분법적 용어로 각각 표현
하였는데, 그 내용의 면에서는 거의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인
간의 존재론적 본질의 두 가지 차원인 ‘행위적/물질적 차원’(곧 몸)과 ‘정신적 차원’(곧 정신)에 대
한 인식과 구분으로부터 파생되는 필연적인 문제일 것이며, 결국 인간을 구성하는 이 두 차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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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학습의 최종 산물, 즉 가장 일반적 의미인 지식(knowledge)으로 구성됨에 틀림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물질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문화는 사물,
사건, 행위 또는 감정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문화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의 조직이다. 문화란 사람들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항들의 형식이고, 사람들이 그 사항들을 지각하고 관련지우고 해석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지각하고 처리하는 일에 문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말하고 행하는 사항들, 그것들의 사회적 배열과 사건들은 그들 문화의 산물 또는 부산물이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항들과 사건들은 물질적 재현으로서, 또한 문화적
형태 또는 모형을 나타내는 기호이다(Goodenough 1957: 36).
에 의해 재정의된 지식체계로서 문화란

Goodenough

관찰 가능한 실제 행위와

“

사건들의 기초가 되고 안내하는 내적인 개념체계(internal
이상화된 인지체계(idealized

“

cognitive

system)”(Casson

1981a:

3,

17)

있다. 즉, 인지적 개념 모형으로서 문화란 “실재의 관념적 층위(the
이고, 관찰 가능한 사회적 행위는

reality)”

of

order

of

reality)”(ibid.:

system)”

conceptual

로 이해할 수

ideational

실재의 현상적 층위(the

“

또는

order

phenomenal

로서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정신적 현상(mental

17)

으로 보는 민족과학 연구는 바로 이

phenomenon)’

실재의 관념적 층위”를 분석하

“

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분석 대상이 다르게 가정되고 연구
목적이 다르게 상정될 수 있다. ‘인지인류학’이라는 영역의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
한

는 이를 매우 명시적으로 잘 정리하여 보여준다.

Stephen A. Tyler(1969)

전통적 문화인류학은 그것의 자료가 어떤 다른 자연과학의 물질적 현상들처럼 분석될 수 있는
별개의 물질적 현상(material phenomena)이라는 가정에 토대한다. 인지인류학은 그것의 자료가 수
학과 논리학의 형식적 방법(formal methods)과 유사한 것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정신적 현상
(mental phenomena)이라는 가정에 토대한다. 각각의 특정 문화는 유의미한 물질적 현상들을 정리
하는 논리적 원리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인지인류학자에게는 물질적 현상들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논리적 원리들이 연구의 목적이다(Tyler 1969: 14).
따라서 민족과학의 접근법에 의거해 한국 어민들이 바다 생태환경을 개념화하는
문화적 지식체계를 밝히려는 본 연구는, 문화를 이상화된 인지체계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2) 언어적 접근과 문화적 지식 연구
민족과학 연구의 방법론상의 특징 중 하나는 언어 사용을 통해서 문화를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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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Casson

1981a: 4;

왕한석

1996a: 18-21;

김주관

2007: 111).

민족과학 연

구는 “언어와 문화는 밀접히 관련되고 전자가 후자를 이해하는 데 열쇠를 제공한
다.”는

Sapir

이후 언어인류학의 관점을 계승함으로써, “언어학적으로 정향된 접근

법(linguistically

oriented approach)”(Casson

1981a: 4)

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그래서 사회적 행위와 달리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인지’ 또는 ‘지식’ 체계로서의 문화는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민족과

‘

학 연구는 언어 분석을 통해서 개별 사회의 인지 세계를 일차적으로 추출할 수 있
다고 가정한다(Goodenough
1969;

Casson

1981b).

1956;

Conklin

1955,

1962;

Frake

1961,

1962;

Tyler

민족과학 연구의 초기에 중요한 이론적 논의의 토대를 형성

한 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Charles

O.

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Frake(1962)

같다.

개별 문화의 명칭체계의 분석은 물론 그 성원들의 인지 세계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지
만, 그 인지 세계의 중심 부분을 확실히 두드릴 것이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지 자질들(cognitive
features)은 그 문화의 한 표준적 상징체계에 의해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이
러한 자질들의 주 부분은 의심할 바 없이 개별 사회에서 가장 유연하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의 장치
인 언어 속에 부호화될 것이다. 또한 가장 빈번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인지 자질들은 표준적이
고 비교적 짧은 언어적 이름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여러 증거가 보여주는 것 같다. … 인지적 부호
화가 언어적이 되고 또 효율적이 되는 한, 표준적이고 쉬이 추출해 낼 수 있는 언어 반응―즉, 명
칭들(terms)―의 지시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개별 문화의] 인지체계를 지도화하는 데 효과적인 출
발점일 것이다(Frake 1962: 30).7)
이와 함께

의 글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yler(1969)

“토착민들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오래된 인류학의 관심사다. … 우리는 다른
민족들의 정신적 과정을 어떻게 추론하는가? 이러한 과정들은 언어를 통해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해 왔고, 최근 연구들의 대부분은 언어에 지도화된 정신적 부호들(mental codes)을 발
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환경에 있는 사물의 이름은 어떤 다른 민족의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발견하게 하
는 도구다. 명명(naming)은 지각에 질서를 부과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 물론 모든 중
요한 사물들이 명명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명명된 사물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출
발점으로서 명명된 범주들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Tyler 1969: 6, 21).
다시 말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지 자질들” 또는 “정신적 부호들”이 언어에 지
도화되기 때문에, 언어는 인지체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고, 특히 명칭체계
7) Frake(1962)의 인용문은 왕한석(1996a: 19)의 번역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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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범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을
1973:

214)

분류하는 동물(classifying

“

animals)”(Berlin,

Breedlove,

and

Raven

이라고도 한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경험 세계를 분류하고 조직화함으로

써 질서를 부여하고 이해하려는 보편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그리고 이

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작용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바로 언어 곧 명
명(naming)이다. 즉, “명명과 분류(classification)를 통해서” 엄청난 다양성을 지닌 경
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크기(manipulable

“

로 축소시킴으로써(Tyler

size)”

1969:

7),

인간은 그들의 세계를 개념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학 연구는 주로 토착 명칭체계에 반영되는 분류체계의 분석에 집
중되어 왔고

9)

속구분법(folk

,

지금까지 가장 철저하게 연구되어 온 인지체계의 유형”이 바로 민

“

classification)

적 연구 주제는

이다(Casson

1981a:

9).

다시 말해, 민족과학 연구의 중심

민속 분류체계[민속구분법]에서의 개념 범주의 구조와 조직, 그

“

체계에 부호화된 의미의 분석, 그리고 그 체계에서의 상대성과 보편성 등의 문제”
가 되어 왔다(왕한석

․ ․ ․

1996a: 19).10)

․ ․

지금까지 민족과학 연구들은 주로 친척 식물

동물 색채 질병 신체 부위 등 특정 의미영역에서의 문화적 지식을 분석해 왔다.
민족과학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비교적 단순한 또는 범위 설정이 명확한 한정된
의미영역들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 문화 내 개념 범주들
의 전체 집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Casson

1981a:

75),

또는 “어떤

개별 문화를 대상으로 또는 그 문화의 중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세하고 전
면적인 민족과학적 기술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왕한석

1996a:

는 점이 한계

18-19)

점으로 흔히 비판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
다. 개별 문화를 대상으로 한 “개념 범주들의 전체 집합”에 대한 자세하고 전면적
8) “이 세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인 동시에 사고의 대상”으로 분류를 통해 질서를 부
여하려는 욕구는, ‘야생의(신화적) 사고’든 ‘문명인의(과학적) 사고’든 모든 사고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한다(레비-스트로스 1996: 52, 61)
9) Sturtevant(1964: 130)는 이 연구 분야의 명칭으로서 가장 널리 수용된 ‘민족과학’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풀어 설명한 바 있다. 접두어 ‘민족(ethno-)’은 “특정 문화에서 전형적인 지식과 인지의
체계”를 나타내는 특수한 의미이며, ‘과학(science)’은 “기본적으로 분류(classification)를 의미”한
다. 그래서 민족과학은 “분류와 지식에 관한 토착적 체계의 분석, 즉 개별 문화의 성원들이 그들
의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의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왕한석 1996a: 17).
10) 왕한석은 1996년 논문 이후 학술 용어 folk classification의 번역어로 ‘민속 분류체계’ 대신 ‘민
속구분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속구분법의 한 유형인 folk taxonomy의 번역어 ‘민속분
류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본 논문에서도 왕한석의 번역어 용례를 따라 상위 개념인 folk
classification은 ‘민속구분법’으로, 하위 개념인 folk taxonomy는 ‘민속분류법’으로 사용한다. 단,
folk classification이 분류법(taxonomy)을 의미하는 과학적 분류체계(scientific classification)와
대조를 이루는 맥락에서는 ‘민속 분류체계’로도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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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족과학적 연구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일 것이지만, 아마도 이는 실현 불가능
한 목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한 개별 문화를 구성하는 개념 범주들은 그
범주들의 상대적인 문화적 중요도와 크기를 떠나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 가능한 이상적인 목표는 “개별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
한 의미영역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문화적 지식체계를 연구하
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개별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영역의 발견은 한편
으로는 사회 성원들 사이에 자주 이야기되는 문화적 주제(cultural
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휘적 명칭(lexical
달하였는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문화적 강조(cultural
및 분화(lexical

elaboration)

가 무엇인

theme)

terms)

․

이 분화 발

는 어휘의 발달

emphasis)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Hickerson

1980:

108.

왕한석

에서 재인용)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개념 범

1996b: 342

주들은 언어에 부호화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문화의 명칭체계의 분석은
지 세계의 중심 부분을 확실히 두드릴 것이다”(Frake

…그인

1962: 30).

․ ․ ․
속 명칭체계를 기술․분석함으로써 어촌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바다 생태
따라서 바다 공간 물때 바람 바다 동물이라는 네 의미영역에서 나타나는 민
,

환경을 개념화하는 문화적 방식을 찾아내려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서 민족과학의
접근법은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다.

3) 생물 분류와 민족생물학 연구
(1) 민족생물학 연구의 발달
개별 사회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연
구는 민족과학 연구의 발달 초기부터 관심을 받아온 대표적인 의미영역이다. ‘민족
생물학(ethnobiology)’으로 불리는 이 분야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동식물과 현재 및
과거 인간 사회와의 일련의 복합적 관계를 연구”하는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Berlin 1992: 3).11)

인류학 내에서 민족생물학 연구는

이론 분석의 인기 있는 영역으로 출현”하였고(Hunn

년대 초반에 민족과학적

“1970
2007:

2),

문화적 상대성뿐만

“

아니라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발달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왕한석
11) 학제간 연구 분야로서 오늘날 생물학 및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족생물학은, Berlin(1992: 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이 분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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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a: 11).

민족생물학 연구의 발달은 크게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된다.

12)

Ⅰ단계

민족생물학

‘

(Ethnobiology

Ⅰ

는 식물학자

)’

John

W.

Harshberger

에 의해

민족식물학(ethnobotany)’이라는 학술 용어가 처음으로 명명되고 독립된 분야로서

‘

정의된

년부터

1895

년대까지로, 주로 식물의 이용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 시기

1950

다. 이 시기에 민족식물학과 민족동물학(ethnozoology)을 포괄하는 ‘민족생물학’이라
는 용어도 제시되었는데,

년에

1935

Edward F. Castetter

는 이 분야를 “원시 민족들

의 생활에서 식물과 동물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였다(Hunn

이 정

2007: 8).

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달 초기의 민족생물학 연구는 한편으로는, 서구의
과학적 분류체계와 다른 것으로 인식된 원시사회에서의, 즉 근대 과학 이전의 생물
분류체계에 대한 주목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미국 등 서구 학자들이
주도해 온 대부분의 민족생물학 연구들이, 왜 미주 인디언 사회를 중심으로 전통사
회들에 집중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는가?(How
nature? )”(Berlin

1992: 4)

and

in

what

인간 사회들이 어떻게

“

ways

do

human

societies

use

라는 동식물의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질문이

기본적인 연구 시각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연구들은 기본적으
로 실용주의적 접근(utilitarian

approach)

을 취하고 있다.

민족생물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는 ‘민족생물학

Ⅱ

생물학(cognitive
사학위논문인
비롯되었다.

는

년부터

)’

(Ethnobiology

1954

년대까지 ‘민족과학’으로 알려진 ‘인지적 민족

1970

의 연구 시기다.

ethnobiology)’

“The

Relation

of

Ⅱ단계

ó

Hanun o

년이라는 시작점은

1954

Culture

to

the

Plant

의 박

Conklin

World”(1954)

에서

의 이 논문은 “비서구 민족의 민족식물학에 대한 가장 완전하

Conklin

고 영향력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높게 평가된다(Berlin,
1973: 227; Berlin 1992: 4).

Breedlove,

and

Raven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지역의 언어 사용에 주목하여 ‘내

부자적(emic)’ 또는 ‘토착적(indigenous)’ 시각을 세심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함
으로써, 민족생물학적 연구의 높은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Hunn

2007:

4).

다시 말해,

Conklin

이후 민족생물학 연구는 인류학 내에서 내부

자적(emic) 접근과 언어적(linguistic) 접근의 방법론 발달을 가져왔다.

13)

그래서 민족

12) 이하 민족생물학 연구의 발달적 시기 구분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Hunn(2007)을 참조하였다.
13) ‘내부자적 접근’의 강조는 사실 문화의 상대성(relativity of culture)을 강조한 Franz Boas 이후
“20세기 초기에 인류학적 관점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성립된 문화인류학의 근본적 메시지 중 하
나”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Casson 1981a: 4). 그러나 1950년대에 민족지 기술의 새로운 방법
론으로서 내부자적 관점의 강조점은, 문화의 기술에서 문화 행위자가 대상을 인식하는 문화 내부
로부터의 개념 범주의 발견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초기의 인류학이 외부자적(etic) 관점에
의거해 연구자의 언어에서 기술의 범주를 찾았다면, 인지인류학은 내부자적 관점에 의거해 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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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접근의 민족생물학 연구는 ‘언어적 민족생물학(linguistic
으로 불리기도 한다.

14)

2001)

바라보는가?(How

and

in

ethnobiology)’(Brown

그리고 “인간 사회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what

ways

do

human

societies

view nature?)”(Berlin

1992:

4)

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질문을 기본적 연구 시각으로 하는, 즉 주지주의적 접
근(intellectualist

approach)

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15)

게다가 이 단계는

Brent

을

Berlin

중심으로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의 이론적 원리들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민족생물학

‘

Ⅲ단계

(ethnobiology

Ⅲ

는

)’

년대 후반부터

년대 동안 발달된

1970

1980

생태학적 초점이 강조된 단계로 ‘민족생태학(Ethnoecology)’의 연구 시기다. 앞선 두
단계의 연구 시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발달했는데, 주로 민족생물학적
지식이 보다 넓은 생태학적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indigenous

민족생물학

‘

Ⅳ단계

(Ethnobiology

Ⅳ

는

)’

년대 이후 토착 지식

1990

을 지적 자산으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토착 민족

knowledge)

생물학(indigenous

의 연구 시기다.

ethnobiology)’

년대 동안 민족생물학 연구가

1990

지구적 권력으로서 토착 공동체를 착취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비치게 됨에 따
라, 토착 공동체의

TEK(Traditional

Ecological/Environmental

를 ‘지적 자

Knowledge)

산’으로서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생물학 연구는 이처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Conklin(1954)

의 민족식물학 연구를 기점으로 그 성격이 크게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Hunn
2007:

2).

Harshberger

가

년 민족식물학이라는 용어를 조어한 이래로 반세기

1895

동안 민족생물학 연구는 근본적으로 “기술적 접근(descriptive
으나,

년

1954

의 하누노의 식물학적 명명과 분류에 관한 연구를 계기로 “비

Conklin

교적이고 이론적 접근(comparative
(ibid.: 2).

을 취해 왔

approach)”

and

따라서 민족생물학 연구는

theoretical

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stance)”

년을 전후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진 민

1954

의 언어에서 기술의 범주를 찾는다는 초점의 차이일 것이다(Tyler 1969: 6).
14) 민족생물학 연구의 발달에 기여한 또 한 명의 학자로 평가되는(Casson 1983: 442) Cecil
Brown은, “언어로 매개된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를 다루는 ‘언어적 민족생물학’은 “주로 일반 사
람들 곧 ‘민간(folk)’에서 생물을 명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2001: 111).
15) Berlin(1992: 5)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민족생물학자들은 민족생물학적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양자가 지니는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에 관한 현대적 연구
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논쟁은, 경제적 요인 대 인지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한 것
이기보다는, 민족생물학의 양면을 통합하는 세 번째 질문, 즉 “인간 사회들은 왜 그들이 하는 그
러한 방식으로 자연을 분류하는가?(Why do human societies classify nature in the ways they
do?)”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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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단계와

족생물학

비교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민족생물학

‘

단계로 이대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서 중요한 점은

Ⅱ․Ⅲ․Ⅳ
이후 민

Conklin

족생물학 연구가 내부자적 접근과 언어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는 방법론
상의 차이일 것이다. 특히 민족생물학의 발달에서 언어적 접근은

Castetter

가 ‘민족

생물학’을 처음으로 정의한 이후 하나의 통합된 분야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생물에
대한 언어적 연구가 인류학의 한 부분이 되면서 민족생물학은 통합된 분야로 발달
하게 되었다.”(Ford

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1: 1)

(2) Berlin의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
Conklin(1954)

이 하누노의 식물 명칭에서 기초 어휘소(lexeme)의 유형들을 기술하

고 분류법 구조의 개요를 제시한(Hunn
일련의 연구들(Berlin,
1976,

Breedlove,

and

Raven

등)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1992

2007:

2)

이후, 그 분류법 구조는

1966,

1968,

1973;

Berlin

의

Berlin

1972,

1973,

은 언어적 접근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Berlin

식물과 동물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또는 언어적 민족생물학 분
야를 대표하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년대와

1960

년대를 통해

에 의해

1970

Berlin

주도된 민족생물학 연구는 동식물의 범주화(categorization)와 명명법(nomenclature)의
연구에 강조점을 두고, 특히 민족생물학적 분류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
다.

은 그의 주 연구지인 멕시코의

Berlin

어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에서

Tzeltal

보고된 민족식물학의 민족지적 자료를 토대로 민족생물학의 보편적 분류체계에 대
한 논의를 전개했고, 그 체계를 민족동물학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민족생물학 내
연구들, 특히 민족생물학적 분류를 다룬 연구들은
었다(Berlin

1992:

ⅺ

한 자연분류(natural

classification)

é 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종
․변종

Linn )

.

(species)

명(scientific

name)

년대에 활성화되

1980

).

서구의 생물분류학(taxonomy)은,

속(genus)

년대와

1970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동물에 대

2300

를 시도한 이후

세기에 칼 폰 린네(C.

18

․

․

린네는 생물의 분류학적 범주를 강(class) 목(order)

의 다섯 계급(rank)으로 설정하고, 생물 종의 학

(variety)

을 이명법(binominal

nomenclature)

에 따라 명명하는 방식을 확립하

였다. 이후 더 많은 생물의 종류가 알려지면서 범주의 종류와 수도

․

von

개 내외로 세

20

분 수정되었으나, 기본 범주는 일곱 계급으로 설정된다. 즉, 분류학에서 생물 분류
의 기본 범주는 계(

․속 屬

family)

(

界

, genus)

,

kingdom)

․종 種
(

․문 門
(

,

phylum)

․강 綱
(

,

class)

․목 目
(

,

order)

․과 科
(

,

이다. 범주 중 종 단계의 분류군이 생물을 분류

,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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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한국동물분류학회

2005: 35-37).

에 의해 제시된 민족생물학의 보편적 분류체계는 여섯 등급(rank)으로 이루

Berlin

어진 구조로, 각 범주는 ‘총칭(
활형칭(
(

種稱

,

, unique beginner)’

․ 중간칭 中間稱

生活形稱

life-form)’

,

‘

․ 변칭 變稱

specific)’

總稱

‘

(

,

(

,

intermediate)’

이라고 한다.

16)

varietal)’

․생
․ 종칭

界稱
․ 속칭 屬稱

또는 ‘계칭(
‘

(

, kingdom)’
generic)’

,

‘

‘

각 등급은 분류법적(taxonomical),

명명법적(nomenclatural), 생물학적(biological), 그리고 심리적(psychological) 특성에 의
해서 서로 구분된다.

<그림 1-1> 보편적인 민족생물학적 등급의 도식 관계

그림

은

<

년에

1-1>

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것으로서, 이상적인 민족

1973

Berlin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섯 개 중 다섯 개의 보편적인 민족생물
학적 등급과 그것들의 위계적 관계를 보여주는 도식이다(Berlin,
Raven 1973: 215; Berlin 1992: 16).17)

지 않는다.

Breedlove,

and

이 도식에는 층위간 등급인 ‘중간칭’은 나타나

년에 민족생물학의 분류와 명명의 일반 원리가 처음 제시될 때만

1973

해도 중간칭 등급은, 이 범주가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나, 민
족생물학적 범주로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잠정적인 제안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다.

년 책에서

1992

원리를 설명할 때,

․

은 수정 보완된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의 일반

Berlin

년에는 여섯 등급 중 그 분류법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맨 마

1973

지막에 놓았던 중간칭을 생활형칭과 속칭의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분류법적
위치가 충분히 증명되고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16) Berlin의 여섯 등급 명칭의 번역 용어는 왕한석(1996b: 347)의 용례를 따른다.
17) 이하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Berlin(1973, 1992)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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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가장 포괄적 범주로서 최상위에 위치하는(단계

0)

총칭’ 또는 ‘계칭’ 등급의 분류군은 의미영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범주다. 민족생물

‘

학에서는 생물이 대개 ‘식물’과 ‘동물’의 두 범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민족식물학과
민족동물학에서 계칭 등급은 각각 한 개의 분류군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민족
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은 생물학적 분류군 ‘식물계(Pantae)’에, 그리고 민족동
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은 ‘동물계(Animalia)’에 거의 일치한다(Berlin

1992: 24).

계칭 다음으로 가장 포괄적인 범주이면서 계칭의 바로 아래 층위에 위치하는 것
은(단계

1)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이다. 생활형칭은 동물계와 식물계에서 나타나

‘

는 생물들의 뚜렷한 형태적 구조와 생태적 적응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에
토대하며, 각 계칭의 생활형칭 분류군의 수는

개 사이로 나타난다.

10~15

중간칭’ 등급의 분류군들은 대부분이 생활형칭 분류군의 하위 범주로서 나타난

‘

다. 중간칭 분류군들은 전반적인 형태 또는 행동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구별된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기본 층위 범주(basic-level
바로 ‘속칭’ 등급의 분류군들이다. 분류군 수의 상한선이

는

category)

개에 이를 정도로

500~600

가장 많은 분류군을 포함하는 등급이다. 사람들의 심리상에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
나는 생물 범주이기 때문에 제보자들로부터 매우 쉽게 추출되는 범주이고, 초기 사
회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일찍이 학습하는 범주다. 민속 분류체계와 과학적 분
류체계의 대응 관계를 비교할 때 과학적 종(scientific
되는 분류군이 바로 이 ‘민속 속칭(folk

generic)’

과 비교의 단위로 선택

species)

곧 속칭 등급의 분류군이다.

속칭 등급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는 ‘종칭’ 등급의 분류군은 지금까지 연구
된 모든 민속 분류체계에서 속칭 분류군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 하나의 속칭 분류
군에 포함되는 종칭 분류군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조집합(contrast

개의 원소(member)로 된 대

2~3

을 형성하며, 그 원소가 여섯 개 이상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이

set)

러한 종칭 분류군들은 대체로 해당 사회에서 주요한 재배 작물이나 가축 또는 경
제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동식물일 가능성이 크다.
종칭 등급 아래에, 즉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최하위 단계에 위치하는 ‘변
칭’ 등급의 분류군은, 이 민속 분류체계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범주다.
속칭 및 속칭의 상위 분류군(suprageneric

taxa)

곧 생활형칭과 중간칭 등급의 분

류군들이 주로 동식물의 형태적 특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의거해 지각되고 구분
되는 반면에, 속칭의 하위 분류군(subgeneric

taxa)

곧 종칭과 변칭 등급의 분류군들

은 생물학적 지각 요인 외에 문화적 관심이 부분적으로 그 개념적 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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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족생물학적 명명법을 정리해보면, 계칭과 중간칭 분류군들은 대개 명
칭이 부여되지 않고 의미 범주로만 존재하는 숨겨진 범주(covert
al. 1968)

category)(Berlin

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칭이 부여될 경우 보통 일차 어휘소(primary

et

lexeme)

로 명명되며 다의적(polysemous)이다. 생활형칭과 속칭 분류군들은 일반적으로 일차
어휘소로 명명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수의 생활형칭 분류군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

종칭과

변칭

분류군들은

이명식(binomial)의

이차

어휘소(secondary

lexeme)

로 명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생활형칭에서는 ‘나무(tree)’나 ‘고기

(fish)’,

속칭에서는 ‘참나무(oak)’와 ‘소나무(pine)’, ‘돔’과 ‘농어’ 같이 일차 어휘소로

표현된다. 이와 달리 종칭에서는 ‘흰 참나무(white
붉돔’과 ‘검정돔’과 같이 수식어와 속칭명(generic

‘

와 ‘빨간 참나무(red

oak)’

name)

oak)’,

의 구조로 된 이차 어휘소로

표현된다. 생물학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종칭 분류군들은 소수의 형태적 특징에 근
거하여 구별되는데, 이러한 형태적 지각 요인들은 종칭명(specific
수식어의 내용을 제공한다. 요컨대

Berlin,

Breedlove

와

name)

Raven(1973:

을 구성하는

240)

의 표현을

빌리면, “식물 또는 동물 명칭의 언어적 구조는 그것이 해당하는 범주의 분류법적
위치를 보여주는 좋은 거울”인 것이다.
서구 과학의 생물학적 분류체계와 달리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는 해당 사회의
생태환경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18)

보통 그 지역 환경에서 ‘형

태상으로’ 또는 ‘분포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동식물을 중
심으로 민속 생물학적 분류가 이루어진다.

19)

따라서 두 분류체계가 포함하고 있는

생물 종의 종류와 범위 및 분류법의 층위의 깊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는 서구 과학의 생물 분류체계와 상당한 대응
관계를 보이며, 특히 속칭 분류군에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규칙성들이 발견된다. 이러
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들 간의 광범위한 유사성은 생물학적 실재에 토대한 인지적
보편성의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erlin

1992;

Holman 2002).

한편 서

구 과학의 생물분류학이 생물 자체의 특성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민족생물학
적 분류체계는 인간이 생태환경 및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

18) 그래서 Berlin은 서구 과학의 생물학적 분류체계를 ‘일반 목적적(general-purpose)’ 분류체계로,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를 ‘특수 목적적(special-purpose)’ 분류체계로 구별하고, 두 분류체계가
가지는 대응 관계의 양상 및 상호 보완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Berlin, Breedlove, and
Raven 1966, 1968).
19)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물이 인간의 육안(肉眼) 등 감각기관을 통해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존재하
거나 인간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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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문화적 관점을 또한 반영해 주기 때문에, 두 분류체계의 비교 연구는 인간과
생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의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Berlin, Breedlove, and Raven 1966, 1968; Berlin 1973; Holman 2002).

다양한 사회에서의 민족생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의 민족생물학적 분

Berlin

류체계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 중 일부는 생계양식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판되었다.
예컨대

는 속칭 등급을 기본 층위 범주로 상정하는 보편성의 주장

Dougherty(1978)

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생계양식이 생물학적 환경과 고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
는 농경사회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속칭 등급의 분류군들이 부각되어 나
타나는 반면, 미국과 같이 생계양식이 생물학적 환경에서 멀어진 현대사회의 분류
체계에서는 속칭 층위보다 상위에 있는 범주들, 즉 생활형칭과 중간칭 등급의 분류
군들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기본 층위 범주를 어떤 등급으로 상정할 것인
가, 즉 어떤 등급의 분류군들이 가장 부각되어 나타날 것인가는, 해당 사회의 생계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상대적인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도 사회적

Brown(1977, 1979)

복잡성이 커질수록, 즉 근대적인 도시화된 사회일수록 생활형칭 범주들의 유용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Brown(1985,

은 민족생물학적 분류에 사용

2001)

되는 명칭의 종류가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의 생계양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판
을 제기하였다.

은 종칭 분류군의 명칭이 이명식의 이차 어휘소로 명명되는

Berlin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대체로 (원시)농경사회에 대한 분석
자료에 토대한 결과다. 그런데 수렵채집의 생계양식을 가진 사회들에서는 종칭 분
류군의 명칭이 비이명식으로 명명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은 수렵채집의 생계양식에서 농업의 생계양식으로 사회가 전환되면(이것이

Brown

지배적인 역사적 흐름인데), 동식물을 명명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의 유형도 비이명
식 명칭에서 이명식 명칭으로 동반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 주도로 발달해 온 민족생물학의 보편적 분

Berlin

류체계와 관련된 일반 원리와 개념들은 “여전히 민족생물학의 단일의 이론적 업적
으로서 비교 분석을 위한 표준이 되는 분석적 어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Hunn

2007: 6).

4. 선행 연구 검토

․ ․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주제 이론 등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를 크게 세

- 21 -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라북도 어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이
고, 둘째는 한국의 언어문화에 관한 민족과학 또는 민족의미론 연구이고, 셋째는
바다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1) 전라북도 어촌 연구
전라북도 어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내용면에서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부안의 어촌 가옥 연구(김광언
의 띠뱃놀이 연구(박혜준
의 관계 연구(함한희
전진섭

강경표

2004;

연구(김창민

2007)

1999)

2001,

이고, 둘째가 위도

1977)

이고, 셋째가 새만금지역의 새만금사업과 어민 문화

2002,

이고,

20)

2008)

2004a,

2004b,

2009,

2013;

․

함한희 강경표

2007;

넷째가 위도의 방폐장 관련 사회적 갈등과 대응

이고, 다섯째가 곰소의 젓갈에 대한 민족의미론 연구(조숙정

이고, 여섯째가 부안군 곰소만 연안 어촌에서의 조기의 민족어류학적 연구

2010a)

조숙정

(

이고, 일곱째가 고창군 곰소만 연안 어촌에서의 실뱀장어잡이와 바지

2012)

락양식의 어로 지식 연구(정명훈

2012)

․

가 그것이다. 이외에 옥구군의 서해 도서

․

고군산군도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보고서(한상복 이기욱

가 있다.

1981)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라북도 어촌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가

년을 전후로

2000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위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계기
로, 전라북도 어촌 지역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촉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의 영향으로 발생된 새만금지역의 어촌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일
련의 연구들이 전라북도 어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핵심을 구성한다.
새만금사업 관련 어촌 연구를 주도해 온 함한희의 일련의 연구들(2001,
2004a

2004b,

2007,

2009,

2002,

은 새만금지역 어민 공동체의 파괴 또는 변화에 초

2013)

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국가 권력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권위를 가진 새만금사업 관련 집단들이 지역 어민들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
한 민속 지식(folk

knowledge)

또는 민족과학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를 비판하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적 지식과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새만
20) 새만금사업의 영향과 해양 생태계 파괴 및 변화에 대한 관심은 갯벌을 중심으로 논의가 구성되
었다(허철희 2003; 김준 2006, 2009; 조경만 2009 등). 그것은 갯벌을 간척하는 새만금사업의
환경 문제가 직접적으로 갯벌 생태계 파괴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
성의 해산물 채취 공간이었던 갯벌에 대한 관심은 여성 어민에 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갯벌과 여성 어민에 대한 연구(함한희 2004b)가 새만금사업 관련 연구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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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을 둘러싼 갈등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

맞추어 논의하고 있는 함한희 강경표(2007)의 글은 새만금사업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 어촌 연구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체계에 직접적으로 주
목하고 있는 의미 있는 연구다. 이 연구는 바다를 문화로 개념화하고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나 경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개발사업 찬반의 표층적 대립 이
면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입장 차이를 밝혀내고 있다.
전라북도 어촌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류학적 연구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어민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바다 생태환경과 관련된 민간 지식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다른
어떤 지역의 어촌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어민들의 문
화적 지식 연구가, 아마도 새만금사업에서 파생된 결과일 것인데, 대체로 새만금지
역 어촌 지역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점과 자연환경 중 갯벌에 한정된 또는 집
중된 경향이 있는 것은 한계일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바다 곧 ‘바다 공간’은 갯벌보다는 물 영역인 바다를 중심으로 개
념화되는 공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바다 공간의 핵심 영역인 바다에 대한 어민들
의 민속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갯벌과 바다를 포괄하는 전체
바다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공간으로서 바다 환경이 구분되고 인지되
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바다 공간에 대한 어민들의 관점을 이해해 볼 것이다.

2) 한국의 언어문화 관련 민족과학 연구
한국의 언어문화(linguaculture 또는

languaculture)21)

에 관한 민족과학 또는 민족의

미론 연구는 의미영역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친척
(kinship)

영역의 연구(왕한석

1988,

채(color) 영역의 연구(김선희
연구(왕한석
2007,

2010a)

구(왕한석

1996b;

조숙정

1992,

1995,

2000;

정종호

이고, 둘째가 색

1990)

이고, 셋째가 식물(plant)과 동물(animal) 영역의

1999)

이고, 넷째가 음식(food) 영역의 연구(조숙정

2010b, 2012)

이고, 다섯째가 사람의 범주화에 관한 연구로서 ‘비정상인’에 대한 연
가 그것이다.

2010d)

22)

그리고 끝으로 여섯째는, 앞에 열거된 연구들과 달

21) ‘언어문화’는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language and culture 또는 language in culture)’의 줄임말
로서, 이 용어와 사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왕한석(2009a: 5-6)을 참조할 것.
22) 왕한석(2010e)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과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신체적․심리적 특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관습적으로 ‘병신’으로 범주화되는 사람들의 의미영역에 대한 경
험적 연구다. 흥미롭게도 한국어의 비정상인에 대한 어휘적 명칭이 심리적 또는 정신적 특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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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족과학의 분석틀을 일반 민족지 기술에 응용한 시도로서, 특수한 또는 ‘일탈
적’ 하위문화 집단인 ‘거지’ 곧 노숙자에 대한 연구(안준희

가 있다.

2000)

참고로 한국의 언어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언어인류학자의 글은 아니지만, 민
족과학 또는 인지인류학의 연구 모형을 원용하여 한국 문화를 연구한 사례들이 있
어 소개하면, 가옥(house) 영역의 연구(강영환

와 물(water) 영역의 연구(김재호

1989)

가 있다. 특히 강영환(1989)의 글은 국내 학계에서 민족과학의 응용적 연구가

2006)

이루어진 첫 번째 연구로서 평가된다(왕한석

2010a: 12).

지금까지 한국의 토착 명칭체계에 대한 민족과학 연구는 대체로 몇 개의 주된
의미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친척용어는 민족
과학의 발달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전통적인 의미영역 중 하나인데, 한
국의 언어문화 연구에서도 친척용어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민족과학 연구로는 동식물 영역에 대한 왕한석(1996b)과 조숙
정(2010b,

의 민족생물학 계열의 연구가 있다. 왕한석(1996b)과 조숙정(2010b)

2012)

粟 와 콩 豆 의 민속 명칭체계의 분석을 통해 식물의 민속

의 글은 각각 밭작물 조(

)

(

)

분류법을 찾아내는 민족식물학 연구이고, 조숙정(2012)의 글은 어류 조기의 명명법
과 범주화에 관한 어촌 사회의 민족동물학 또는 민족어류학 연구다. 특히 조의 종

․ ․

류뿐만 아니라 경작 부분 음식과 관련된 명칭체계의 발달을 통해 제주 사회에서
조가 가지는 문화적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왕한석(1996b)의 글은, 민족과학의 분석
모형에 의거해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분류체계를 발견하고 있는
첫 연구 성과로서, 민족생물학 영역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

그런데 최근 바다 생물을 포함하여 바다 공간 물때 기후 등 여러 자연환경의
영역에 대한 민족과학 연구가 왕한석의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왕한석
에서 시도되고 있어 주목된다.

2010a, 2012a)

23)

2009a,

지금까지의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

는 주로 다양한 신체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0여 개의 명칭들이 12종류
의 신체의 특정 부위와 관련하여 지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범주에 있는 사
람들의 구분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몸에 대한 지각 곧 ‘신체 부위’
라는 새로운 의미영역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3) “언어에 관한 민족지적 기술(ethnographic description)”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규정된 ‘언어 민
속지(linguistic ethnography)’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분석의 접근법에 비해 “보다 넓
은 범위의 언어와 문화 현상에 대한 자료 중심적 기술지의 성격”을 갖는다(왕한석 2009a: 3-4).
따라서 ‘한국의 언어 민속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또는 특징적인) 언어와 문화에 대한 민족
지적 기술 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또는 특징적인) 언어 유형에 대한 문화적 기술”을 의미한
다(앞의 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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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개의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왕한석

․

․

2009d[1996d],

․

를 제외하고

2009e[1997])

경기 강화도 부산 동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모두 여섯 지역 연구가 이
루어졌고, 생업별로 보면 농촌 지역 연구
219-278,

2012c:

지역 연구

326-404),

편(왕한석

2

농어촌 지역 연구

2010b:

28-100,

편(왕한석

3

편(왕한석

1

2012b:

35-154)

2009c:

121-155,

2009b[1996c]:

2010c:

17-63),

어촌

이다. 언어 민속지에서 다루고

․ 생태환경의 어휘적 구분 ․ 친척용어체

있는 민족과학 연구의 내용은 크게 ‘지명’

‘

’

‘

계’의 세 영역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 ‘생태환경의 어휘적 구분’에 주목하여 보면,
연구지의 생업과 생태환경의 특성에 따라 민간 지식이 발달하는 영역에 변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언어 민속지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태환경의 영역은 ‘바람의 구

․ ․ ․

․ ․ ․

분법’, ‘비 눈 달 흙의 구분법’, ‘논 밭 작물 소의 구분법’, ‘특이한 질병 명

․

․

칭’, ‘가축의 구분법’이다. 그리고 전남 진도군의 조도 경남 통영시의 사량도 경
북 구미시의 선산 지역의 언어문화에서는 생태환경의 어휘적 구분이 두 개의 절로
기술된다. 앞의 두 어촌의 언어 민속지에서는 ‘바닷물의 구분법’, ‘바다 공간의 구
분법’, ‘고기의 부분 명칭’, ‘어류의 구분법’, ‘여타 해산물의 구분법’, ‘배의 종류와

․

어로법’이 어휘 분화가 발달한 생태환경의 범주로서 확장 기술된다. 선산의 농촌
의 언어 민속지에서는 ‘산에 대한 민간 지각’, ‘야생 나물의 종류’, ‘야생 열매(및 뿌
리)의 종류’, ‘야생 버섯의 종류’, ‘기타 식용 식물’이 민간 지식이 발달한 생태환경

․

의 범주로서 확장 기술된다. 즉,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가 생태환경의 영역에
서 다루고 있는 매우 다양한 연구 항목들은 기존의 한국 문화에 대한 민족과학 연
구들이 아직까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의미영역들을 보여줌으로써, 민족과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화적 범주들에 대한
왕한석

model)”(

2010b: 11)

또는 “에틱 그리드(etic

grid)”(

김주관

발견 모형(heuristic

“

2010: 164)

를 제시해

준다. 게다가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와 더 나아가 한국의 언어
문화 전반에 대한 조망과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또한 마련하고 있다”(최

․

진숙 조숙정

2011: 175-176).

어촌의 언어문화를 기술한 전남 조도와 경남 사량도(왕한석
51-128)

2010b: 38-79, 2012b:

Ⅰ 은 대개 기후와 농업 및 육지

의 사례를 보면, ‘생태 환경의 어휘적 구분

’

의 생태환경과 관련된 여러 의미영역에 대한 기술이고, ‘생태 환경의 어휘적 구분

Ⅱ 는 어업 및 바다의 생태환경과 관련된 여러 의미영역에 대한 기술이다
’

.

이것은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과 달리 어촌 지역은 육지와 바다라는 두 개의 생태환경에
모두 직접적으로 의존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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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어촌 마을의 생업과 생태환경의 특성상 특히 바다(물과 공간) 어류 등 바다

․

생물 어구어법 등 바다와 관련된 문화적 범주에 대한 민간 지식이 중요하게 발달
해 있음을 보여준다.

3) 바다 생태환경의 명칭과 범주화 연구
한국 어촌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 중에서 물때와 바람의 영역은 상대적으
로 일찍이 중요한 환경 범주로서 학술적 주목을 받아 왔다. 물때와 바람의 명칭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들은, 어촌 사회의 언어적 특징으로 특수 어휘의 발달을 강조하
고 명칭의 형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순탁
302-305;
2010b:

장태진

38-44,

1968,

55-62,

1969b).

2012b:

1963a:

82-86;

이와 달리 민족과학적 연구들(왕한석

51-59,

이숭녕
2009b:

1967:
34-40,

은 바람과 물때의 어휘 분화에 대한 기술

73-82)

을 넘어, 명칭들의 의미관계를 분석하여 각 환경 범주가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방식
과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일찍이 왕한석(1994:

의 글에은 인접해 있는 농

607-612)

촌과 어촌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바람의 분화 양상을 파악하고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라 농촌 지역보다 어촌 지역에서 바람의 구분이 더 세분되고 있음을 일
반화하기도 했다. 한편 부안군 어민들의 물때 지식을 연구한 이기복(2002)은 어민

․

들의 구술 자료와 조선 후기 문헌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데, 민간 지식으로서 물때 지식의 지속성을 고찰하였다.
그간의 물때 연구들은 대개 ‘물때’를 보름 주기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어민 문화에서 ‘물때’ 명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민속 개념으로 파악된다. 즉, 지금까지 어촌 연구에서 정형
화되어 있는 ‘물때’의 이 좁은 개념은 어민 문화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자는 앞으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물때의 민속 개념을 자세히 살
펴볼 것이고, 어촌 연구에서 물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바람의 경우 방위와의 관계에서 바람 이름이 구분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바람이 실제로 어민들의 어로활동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되고 인
식되는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연구자는 경험적인 민족지적
자료를 토대로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을 넘어서 어로활동과의 관계에서 어민들
이 바람을 인지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의 명칭체계의 발달 또한 어촌 사회의 중요한 언
어적 특징으로서 주목되어 왔다. 특히 어류의 명칭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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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名

한국의 물고기 이름 곧 어명(

)

연구는 다른 환경 범주의 어휘들보다도 국어학

자들이 상당한 연구적 관심을 보여 온 영역이며(이숭녕
진

1969;

여찬영

1994;

김홍석

2000,

손병태

2008;

1997

1935;

홍순탁

1963b;

장태

등), 이숭녕(1935)의 어명에

대한 연구 관심이 시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국어학적 연구들은 어
휘론적으로 물고기 이름의 명명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단어의 형태적 구성요
소를 찾아, 특히 접사의 종류별로 어류 명칭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름 형성의 원리
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어류 명칭
의 방언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이숭녕
1969),

1935;

홍순탁

1963b;

장태진

대부분 고문헌 및 자전류와 사전류, 그리고 어류학의 어류도감 등 문헌에

나오는 물고기 이름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문헌 어휘 중심의 접근은 국어학적 어류 명칭 연구가 지닌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한국 어류의 명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왕한석
40-42,

2010b:

67-75,

2012b:

87-125;

조숙정

2009b:

은, 어류가 분류되는 문화적 방식

2012)

을 밝히고자 하는 민족생물학적 접근의 연구들이다. 특히 왕한석(2012b:

87-125)

은

경남 사량도의 언어 민속지 연구에서 민족어류학(ethnoichthyology)적 분석을 본격적
으로 시도하였다. 사량도 어촌에서는 생활형칭 분류군 ‘개기’[고기]가 민족생물학적
등급 구조로 보면

생활형칭

1

중간칭

속칭

2

51

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

92

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사량도의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족류가 어류와 함께 ‘개기’로 인식되고, ‘순개기’인 어류와 대조를 이루는
중간칭 분류군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연구자의 최근 졸고인 조숙정(2012)은 본 연구지에서 수행된 현지조사 자료에 토
대한 민족어류학적 연구의 시론(

試論 이다

.

)

서해 어촌과 어업을 대표하는 주요 바다

생물 중에서 특히 주목받아 온 ‘조구’[조기]로 통칭되는 5종의 어류의 민속 과학적

․

분류체계와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과학적 분류체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조기류의 범주화에 관한 민간 지식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였다.
이외에 한국 문화 연구는 아니지만, 전경수(2001)의 일본 오키나와현 이라부섬
어민의 ‘카츠오’와 관련된 어류민속지(

魚類民俗誌

)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본격적인 민족어류학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 인류학자가 특정 어류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한 첫 번째 사례 연구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바다 생물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어류 범주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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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의 민족생물학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
을 보인다(Akimich
1991;

é

Dupr

1999;

1978;
Paz

Akimich

and

and

Begossi

Sauchomal

1996).

1982;

Akimich

and

Sakiyama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어류가 바다 생

물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로 지각되는 보편성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 ․ ․

로 어류와 함께 두족류 게 새우 조개 등 여러 범주의 바다 동물이 어떤 분류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연구자는 전체 바다
동물의 구분법에 주목함으로써 어류와 다른 바다 동물 범주들이 개념화되는 민족
생물학적 분류체계를 검토할 것이고, 더 나아가 바다 동물이 포함되는 전체 동물계
의 구분법도 검토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류의 민족 분류를 과학적 분류와 비

․

교 검토함으로써, 두 분류체계 간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생물 분류
에 대한 민간 지식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볼 것이다. 바다 동물의 민족생물
학적 지식에 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한편 어촌 사회의 바다 생태환경의 구분법에 대한 민족과학 연구가 도서 어촌을
중심으로 행해진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안 어촌의 바다 생태환경의 구분법에
대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도서 어촌과 연안 어촌의 민속 지식에 대한 비교의 관
점을 또한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연구지 선정 및 연구 과정

扶安郡 을

본 연구를 처음 계획할 때 연구자는 전라북도 부안군(

)

연구 지역으로

고려했다. 아마도 새만금사업이 초래한 어촌 사회와 그 바다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지를 선정할 때 새만금지
역을 피해 부안 남부의 곰소만 지역에 주목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로활동이 활
발히 행해지는 어촌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곳이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로서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곰소만
지역은 북쪽은 내륙 산악지대이고 남쪽은 서해로 이어지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 내
만 연안 어촌들이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기 때문에 어업 의존도가 높은 어촌을 찾
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는

년 4월

2007

일에 처음으로 부안군을 방문했다. 부안군청을 찾아 부안

10

군 관련 기초 자료를 얻었고, 곰소만에 접해 있는 진서면과 변산면의 어촌 마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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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보았다. 4월

일 부안군 진서면을 다시 방문하여 상업화 및 관광지화가 상

23

당히 진행된 큰 마을보다도 규모는 작더라도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지닌
어촌 마을을 찾았다. 곰소에 위치한 진서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세 곳의 어촌 마
을을 소개받았고, 그 중에 한 곳이 본 연구지가 된 왕포(

○

방문하여 이장(배 열, 남,
다시 4월

1948

旺浦

)

마을이다. 왕포를 첫

년생)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일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최종 연구지로 결정했다.

25~26

현지조사는

년 7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2008

년 4월 연구지 선정 이후 본격적

2007

인 현지조사가 시작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연구자 개인의 사정과 함
께 현지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무렵에 국립국어원과 국
립민속박물관에서 수행한 전라북도의 언어 및 음식문화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연구가 모두 전라북도에서 수행되었고, 더욱이 주요 제
보자 중에는 왕포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 들어가 라포(rapport)를 형성하며
천천히 조사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지낼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이촌향도(

離村向都 현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부부로 이루
)

․ ․

어진 2인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집에 빈 방이 있었다. 하지만 학업 취업

혼인 등으로 외지로 나간 자녀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자주 다니러 오기 때문에,
빈 방이 있는 집들도 남에게 장기간 동안 방을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한참 진행되어 어촌 사회의 특성 및 마을이 돌아가는 속사정
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소규모 연안
어촌의 어로활동이 부부 노동력 중심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방을 장
기간 빌려주는 것이 쉬운 결정일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당시 현지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가 연구자를 경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연구자 앞에서 쉬쉬 하던 이야기들을
제보자들이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들로부터 추론한 결과, 그 당
시 어촌이 가진 특수성에서 야기된 일상적 관행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문제
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고, 무엇인가를 묻고 다니고 사
진도 찍는 ‘낯선’ 연구자를 마을 사람들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다행히도 연구자는 현지인들과의 접촉 초기에 현지조사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주

○

요 제보자를 만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박 님(1931년생) 할머니를 만나

년여

1

동안 전북의 언어 및 음식문화 조사를 하면서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연구지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마을에 대한 자료를 또한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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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고 알아 가게 되면서 라포를 서서히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마을 이장에게 숙소 문제를 다시 상의했고, 이장은 마을회관의
비어 있는 방 한 칸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주요 제보자가 될 수 있는
현지인의 집에 숙식하면서 현지조사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포기
해야 하는 점이 아쉽기는 했으나,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독립
된 별개의 숙소에 머무는 것도 장기적 안목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마음을 정
리했다. 임시 마을회의에서 마을회관 방을 세내주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연구자는
년 7월 여름에 드디어 현지로 ‘살러’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약

2008

3

년 동안 현지에 체류하며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년

2008

월부터

7

년

2011

월까지의 현지조사는 어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자

7

의 무지를 깨닫고 놀라며 새로운 많은 지식을 배워나가는 힘들고도 즐거운 과정이
었다. 현지에 들어간 여름은 꽃게금어기여서 어장을 쉬는 젊은 어민들이 새벽 5시
에서 5시 반 사이면 마을 모정(

茅亭 에 모여 마을이나 어장과 관련된 아침 담소를
)

나누었고, 낮에는 할머니들이 모정에 모여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연구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열심히 쫓아다니며 친숙함을 쌓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어촌 특유의 언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면담보다는 참
여관찰 위주로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자연스런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
고 기초가 될 만한 언어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바다와 육
지에서 이루어지는 어로활동에 참여하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봄에는
바다 건너 고창 쪽 갯벌로 조개를 파러 갔고, 모항 앞바다에서 홍합 미끼로 소라를
잡는 조업을 관찰했다. 여름에는 마을 주변 갯가에서 그리고 외죽도 주변 바다에서
새우잡이를 관찰했고, 바다낚시를 따라가 여의 위치 등 바다 공간의 지리를 배웠
다. 가을에는 꽃게잡이 선주들의 집 작업장에서 꽃게그물에서 꽃게를 따고 티를 따
고 그물 추리는 과정에 참여했고, 늦가을에는 주꾸미잡이를 관찰했다. 휴어기인 겨
울에는 집으로 찾아가 꽃게그물을 꿰고 이른 봄에는 주꾸미 단지 주낙 만드는 것
을 관찰했다. 특히 어류 등 바다 동물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생물의 명칭 수집에 머
물지 않고 어로활동 과정에서 포획되는 다양한 바다 생물을 가능한 한 직접 실물
로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조업 과정에서 어구에 걸려 올라온 생물의 사진을 찍고
이름을 기록했다. 어민들이 그물에서 따서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져 새로운 생물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낚싯배가 들어오면 낚시꾼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눈치껏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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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파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버려진 생물을 주워 이름을 확인하거나, 썰물 때
마을 주변 갯가로 내려가 조개나 고둥을 주워 이름을 확인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렇게 현지인들의 일상과 생업을 참여관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
민들과의 면담을 병행하여 바다와 관련된 생태환경에서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관심
이 높은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또한 기울였다.
어민 문화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넓어지고 수집된 자료의 양이 늘어나고 분석이
진행될수록 연구자는 논문의 구성을 조정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민
들의 바다 생물에 대한 민속 지식에 주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바다 생물과 함께

․ ․

해당 지역의 바다 공간 물때 바람 등의 다른 생태환경 범주를 함께 바라볼 때
어촌 사회와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에 대한 훨씬 높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처음에는 어민들의 바다 생물에 대한 민속 생물학적
지식체계에 주 초점을 두었다가 어민들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

․

지식체계의 연구로 확장 수정되었다.
연구자에게 이번 어촌에서의 현지조사는 정말로 어민 문화에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한 첫 어촌 연구다.

년 7월 중순부터

2008

년 7월까지 약 3년에 걸친 장기

2011

간의 현지조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어촌의 일상과 계절별 변
화가 한눈에 그려질 정도로 익숙해졌다. 심지어 현지 어민들도 하지 않는, 달의 변
화를 보며 물때를 짐작할 정도가 되었다. 왕포는 이제 현지조사자인 연구자에게 단
순한 연구 대상 마을을 넘어 ‘우리 마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어촌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아직도 알아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느낀다. 본 연구
는

년 2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2014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보

2013

충조사가 수행되었음), 연구자의 어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6. 논문의 구성
인지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 어민과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본
연구는 모두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

검토하고, 연구지 선정 및 연구 방법 등 조사 과정을 소개한다.
제2장과 제3장은 연구지에 대한 개관적 이해를 위해 구성된 민족지적 배경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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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다. “제2장 연구 지역 개관”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며, 연구지의 지리적 역사

․

․

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하여 본 연구를 위한 전반적인 이해
의 맥락을 제공한다. 어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3장 주 어장과 어로활동의
특징과 변화”도 네 개의 절로 구성되며, 어로활동의 지리적 범위와 1년 주기의 어
로활동(곧 어업력), 주 어장의 어구어법과 조업과정, 시기별 어업의 특징과 변화를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연구지의 마을 어업사(

漁業史 를
)

정리하고 어로활동과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넓힌다.
그 다음으로 제4장부터 제7장까지 네 개의 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 부분으로, 네

․
공간의 지식 에서는 바다 공간․갯벌․바다․방향의 네 개 절로

개의 주요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체계를 기술 분석한다. “제4장 바다 공
간의 민속구분법:

”

나누어 공간의 구분법을 살펴봄으로써 어민들의 공간 지각을 이해해 본다. “제5장
바닷물의 민속구분법: 시간의 지식”에서는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물의 어휘 분화

․

․

및 하루 단위 한 달 단위 일 년 단위 물때의 구분법, 어촌의 물때생활을 살펴봄
으로써 어민들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 본다.

제6장 바람의 민속구분법: 기후의 지

“

식”에서는 두 개의 절로 나누어 풍향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과 바람의 기후적 특성
에 따른 구분법을 살펴봄으로써 바다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어민들의 발달된 지각
을 이해해 본다.

제7장 바다 동물의 민속구분법: 생물의 지식”에서는 다섯 개의

“

절로 나누어 바다 동물의 종류와 민속 동물학적 범주화, 생활형칭 분류군별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 기타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 서해 어촌의 민속 동물학,
그리고 한국 민족어류학의 상대성과 보편성을 살펴본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한국

․

어류의 민속 분류와 과학적 분류의 관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두 분류체계의 유
사성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민족어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

제8장 결론”에서는 먼저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어민들의 바다 생태환

“

경에 대한 발달된 민속 지식체계가 함축하는 바를 어로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
해 본다. 그리고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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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지역 개관

旺浦

이 장에서는 조사지인 왕포(

)

․

․

․

마을을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으로 나누어 개관함으로써, 연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민족지적 이해를 시도하고
자 한다.

<지도 2-1> 1991년 부안군 지도: 읍면별 위치 (출처; 『부안군지』)

1. 지리적 배경

北岸 에 위치한 작은 해안 어촌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全羅北道 扶安郡 鎭西面 雲湖里 에 속한다
부안군은 삼면이 서해 바다와 동진강 東鎭江 으로 둘러싸인 변산반도 邊山半島 에
왕포 마을은 곰소만 북안(

,

)

(

)

(

)

.

(

)

위치하고 있어 ‘반도 속의 반도’로 일컬어져 왔다. 부안군은 호남평야의 서남부에

邊山 으로 이루어진 산간지대

해당하는 평야지대, 변산(

,

)

․ ․

그리고 서해에 연한 해안지

대 및 서해상의 섬 등 평야 산 바다의 세 가지 지리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추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부안군지편찬위원회

1991:

67).

이와 같은 세 가지 지

리적 조건이 어우러진 부안군은 예로부터 자원이 풍부하여 “살아생전 생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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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居扶安
년에 실학자 이중환 李重煥

는 부안이 좋다.”는 뜻의 ‘생거부안(
1984:

29).

1751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양만정

)’

(

,

1690~1756)

이 저술한 지리서

『택리지 擇
(

里志 』에도 그 당시 부안의 지세와 민중의 생활상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잘 묘사
)

되어 있다(부안군지편찬위원회

에서 재인용).

1991: 584

노령산맥 한 줄기가 북쪽으로 부안에 와서 서해 가운데에 쑥 들어갔다. 서․남․북쪽은 모두 큰
바다이고 산 안에는 많은 봉우리와 많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이 변산(邊山)이다. 높은 봉우리와
깎아지른 듯한 산꼭대기며 평탄한 땅이나 비스듬한 벼랑을 막론하고 모두 낙락장송 큰 소나무가
하늘에 솟아올라 해를 가리었다. 골 밖에는 모두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집이며, 산중
에는 기름지고 좋은 밭이 많다.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고기잡이와 소
금 굽는 것을 업으로 하며 땔나무와 조개 따위는 값을 주고 사지 않아도 풍족하다. 다만 샘물에 장
기(瘴氣)가 있는 것이 유감이다. 위에 말한 여러 산은 큰 것은 도시(都邑)가 될 만하고 작은 것은
고인(高人)이나 은사(隱士)가 살 만하다.
부안군은 반도 지형으로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

년부터 추진된

1991

새만금사업에 동진면 계화면 및 하서면 일부가 간척 대상지에 포함되고

년

2006

방조제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부안군의 반도적 성격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봐야

面이

할 것이다. 그래서 육지부의 해안지대는 북부 지역의 두 면(

․

․

․

․

)

빠지면서 변산

면 진서면 하서면 줄포면 보안면의 다섯 면에 해당하며, 이중 변산면이
해안선이 가장 길고,
그리고 조석간만(
석지(

干潟地 가
)

㎞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진서면이 그 다음이다

13

潮汐干滿 의 차가 큰 서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

)

㎞로

42

.

해안에 넓은 간

․

발달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진강 하구에 위치한 동진면 계화

․
면․보안면․진서면

면 하서면 해안에는 하구(

河口

)

갯벌이 발달하였고, 남부의 곰소만에 위치한 줄포

해안에는 만내(

灣內

)

갯벌이 발달하였다. 동진강 하구 갯벌은

새만금사업으로 간척된 상태다. 영양염류가 풍부한 만내 갯벌이 발달한 곰소만은
서해에 서식하는 다양한 바다 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어족이 풍부하여 주변
어촌 마을들의 중요한 어장이 되어 왔다.
부안군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진서면은 북쪽은 변산의 높은 산맥이 동서로 길게
이어지고 남쪽은 곰소만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동서로 긴 장방형 지형을 이룬다.
진서면의 면적은
임야가 약

㎢로

30

년 현재

2009

㎢약

38.7

(

㎢인 부안군 전체 면적의

483.0

8.1%)

인데,

를 차지하고 있어 부안군 내에서도 경지율이 가장 낮은 지

75.6%

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거부터 진서면은 변산 및 곰소만과 서해 바다라는 환경의

山間臨海 지역으로 주로 밭농사를 지으며 소규모 어업을 생
업으로 삼아온 반농반어 半農半漁 의 바닷가 마을들이 곰소만의 긴 해안선을 따라서
영향을 받아 산간임해(

,

)

(

)

- 34 -

발달해 왔다. 그러나 수차례의 매립과 방조제 공사로 인해 해안선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오늘날 그 지명을 통해서만 과거 바닷가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진서면에서만 보더라도 연구지 마을 인근에 있는 ‘여룽개’(
은 여룽개’(

小雲湖 ․ 돌개 石浦
‘

)

’(

)

雲湖 ․ 작
)

‘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왕포 마을은 어로활동이 활발한 진서면의 대표적인 어촌으로 꼽힌다. 곰소항이
있는 면소재지에서 차를 타고 해안도로인

번 국도를 따라 격포 쪽으로

30

㎞정

7~8

도를 가다보면 왼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마을은 북쪽으로 변산 자락을 등지고
남쪽의 곰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대가 높은 북쪽에서 지대가 낮은 남쪽으로 완
만하게 경사진 비탈면에 동서로 길게 자리하고 있다. 어촌 취락은 대체로 해안 지
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데,

麓斜面 이나
)

丘陵斜面 에

구릉사면(

)

곰소만 일대 어촌은 산록사면(

“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일기

1988:

山

128).

왕포는 곰소만의 이러한 촌락 입지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마을이다. 그러다보니 왕
포는 대지가 부족해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어
촌 가옥은 생산 공간인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선착장이 있는 바다를 향[하
는]”(앞의 글:

131)

것이 일반적이다. 바다와 선착장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왕포의

가옥들도 대부분 남향집이다. 그런데 마을의 이러한 지리적 입지는 촌락 구조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간 지각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번 국도변에 닿아 있는 마을 입구는 지대가 높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30

입구는 원래 마을 뒤쪽 ‘잔등’(작은 언덕) 위에 있었고 따라서 마을길은 경사면에
있는 좁은 비탈길이었다.
소릿질’(

‘

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지금의 마을 입구 쪽에 있던

1970

小路 을 넓혀 마을길을 새로 내면서 경사가 완만한 지금의 자리로 마을 입
)

구가 옮겨졌다. 이와 함께 마을 진출입로가 두 개 더 있는데, 마을 입구를 기준으
로 서쪽과 북동쪽에 있다. 좁은 샛길이었던 이 길들은

년대에 확장 및 포장되

1990

면서 차가 다닐 정도의 길이 되었다. 관광버스나 큰 트럭 같은 대형 자동차들은 서
쪽 진출입로를 통해서만 마을 출입이 가능하다.
마을을 일별해 보면, 마을 입구에서

ㄱ자 형의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면 길 양 옆

으로 집들이 들어서 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마을길 끝에 다다르면 아스팔트로 포
장된 마을 중앙의 넓은 공터(현재 ‘성천’으로 불림)가 나타나고, 그 앞으로 두 개의
모정(

茅亭 과 탁 트인 곰소만 바다가 바로 보인다

.

)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방파제

주변에는 작은 어선들이 열을 지어 정박해 있다. 방파제 서쪽에는 제방을 쌓아 만
든 축제식(

築堤式

)

양식장(이하 ‘축양장’)이 있고, 그 뒤로는 배들의 피항지(

避航地 가
)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동쪽의 해안가 높은 지대에는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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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모텔(주민들은 ‘여관’으로 부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 썰물이 되면 마을 앞에
는 방파제 끝 가까이까지 갯벌이 드러난다. 곰소만 너머로는 고창군 심원면(
이 마주하고 있다. 다음

지도

<

心元面

)

는 왕포 마을을 조감한 위성 지도다.

2-2>

<지도 2-2> 왕포 마을의 조감도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남북으로 난 마을길을 중심으로 마을은 동쪽과 서쪽으로 구역이 나뉜다.

24)

서쪽

보다는 동쪽에 많은 집이 모여 있다. 마을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
이 ‘동네 안’이고, 그 서쪽과 동쪽의 끝 구역은 각각 ‘대투’와 ‘댕펀’으로 불린다.
마을 뒤 언덕인 ‘잔등’ 위에 서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마을과 바다가 한 눈에 내
려다보인다. 예전에는 이 ‘잔등’ 위로 찻길이 나 있었다. 이 ‘잔등’을 통과한 길은
뒷재’를 따라서 소운호와 운호 마을을 지나 곰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

년 무렵

1995

이 ‘뒷재’의 일부를 깎아 ‘잔등’ 아래로 해안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도로가 마을의
언덕 밑으로 지나게 되었다. ‘잔등’의 길 역할이 끝나면서 마을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끝나버렸다. 현재 ‘잔등’에는

2007

년에 외지인이 별장으로 지은 집 한 채가 우뚝 솟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은 길과 주차장으로 변한 마을 중앙의 공터는 원래 ‘장불’이라고 불리던 모
래사장이었다.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나 비바람이 세게 치면 물이 ‘장불’을
넘어 들어와 그 경계에 있던 집들은 물난리가 나곤 했었다.

년대 새마을운동을

1970

24) 마을 사람들은 마을길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인지되는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에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농반진반(弄半眞半)을 한다. ‘동쪽 사람들은 시끄럽다.’와 ‘서쪽 사람들은 조용하
다.’라는 대조적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할매는 동쪽에 살 때는 싸나웠는데[사나웠는데],
서쪽으로 와서는 순해졌어, 이?”(김○임, 여, 1958년생)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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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최근까지

5~6

이 되었다. 한 촌로(

○

립한 땅”(최 동, 남,

차례에 걸쳐 바다 쪽으로 매립해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땅

村老 는
)

1931

년대 ‘장불’ 매립을 “박정희 때 밀가루 받아먹고 매

1970

년생)으로 기억했다.

년 무렵 모정이 세워진 땅을 매립

2004

한 것이 가장 최근의 매립 공사였다.

<그림 2-1> ‘잔등’에서 내려다본 왕포의 전경 (2008년 11월 8일 촬영)

왕포 사람들이 ‘방파제’라고 부르는 구조물은 실제로는 선착장과 방파제를 겸한
것으로 바다 쪽으로 약

240m

길이로 뻗어 있다.

선착장이 먼저 축조되었고, 다시

년 무렵에 약

1989

년 무렵에 선착장에서

1995

100m

140m

길이의

정도를 더 남쪽

으로 길게 이은 방파제가 증축되면서 현재의 방파제가 완공되었다. 방파제가 만들
어지면서 배를 타고 내리기가 편해졌고 바람에 배가 파손되는 일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곰소만 내 토사 퇴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몇 년 전부터 물이 많
이 들어오는 사리의 만조 때는 방파제 위까지 물이 올라와 잠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방파제 지면을 높이는 공사를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어업환경개선사업으로 군과 면에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방파제 서쪽에 있는 ‘축양장’은
다. 왕포에 두 개 그리고 작당(

․

년에 준공된 것으로 운호어촌계에서 관리한

1995

鵲堂 에 두 개의 양식장이 있고 총
)

3ha

규모다. 초창

기에는 숭어 우럭 등을 양식했으나, 왕포에 있는 축양장의 경우는 물이 새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양식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축양장의 남쪽 둑은 서쪽에 있는 작당 마을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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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다

1

.

이 둑길은

년 4월부터 부안군의 지역 관광 상품인 ‘변산마실길’ 코

2011

스에 포함되어 ‘마실길’로 이용되고 있다.
축양장 뒤쪽으로는 피항지가 있다. 축양장이 축조되기 전에는 그곳까지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런데 축양장이 들어서면서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자리 잡
은 요새와 같은 장소가 되어 피항지 역할을 한다. 이 피항지를 지시하는 이름은 없
다. 하지만 이곳이 파도를 피할 수 있게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선을 안전하게
피항지로 옮겨 놓았다는 뜻으로 왕포 사람들은 보통 ‘배를 안으로 들여 놓았다.’라
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한다.
마을의 동남쪽 해안가의 높은 지대에는

년대에 들어선 모텔이 있다. 모텔 바

1990

로 북쪽에 큰 팽나무가 있는데, 마을에서 모시는 당산나무다. 모텔이 들어서면서
건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모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당산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고 쉬거나 놀았다고 한다.

<그림 2-2> 복달임하는 풍경(남자 모정) <그림 2-3> 복달임하는 풍경(여자 모정)

마을 동쪽 끝의 외진 곳인 ‘댕펀’[동편]에는 장흥 고씨 문중의 산과 밭, 그리고
과거 산지기가 살았던 집 한 채가 외따로 있다.

25)

과거 ‘댕펀’은 방파제가 생기기

전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그 지형적 이점 덕분에 피항지 역할을 했다. ‘고씨들 문중
산’의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과거 ‘애장터’로 사용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댕펀’에 가려면 야트막한 ‘잔등’을 하나 넘어가야 한다. 그 ‘잔등’이 ‘동
네 안’과 ‘댕펀’을 나누는 경계다. 그래서 ‘댕펀’은

잔등 너메”로 설명된다. 또한

“

출항증 하는 데”로 설명되기도 한다. ‘댕펀’에 사는 사람이 해경의 어선 입출항

“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어민들은

출항증 하러” 거의 매일 한 번은 ‘댕펀’

“

25) 마을 주민들은 ‘댕펀’을 현재 ‘달동네’라고도 부른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거주자가 ‘잔등’ 너머에
서 외따로이 산다고 해서 붙인 별칭에서 그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김○임, 여, 195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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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가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바다에 조업하러 나가려면 선주명 선박명 조업 장

․

․

소 조업 내용 조업 일시 등을 적는 어선의 입출항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마을의 서쪽 구역인 ‘대투’에는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투밭’이 있다. 마을에
서 직접 보이지 않는 ‘대투’의 서쪽 끝 부분은 과거 ‘애장터’였다고 하는데,

년

1990

대 중반에 조개양식장을 하러 온 외지인이 집을 짓고 살았고 지금은 빈 집으로 있
다. 그리고 그 앞으로 서쪽 진출입로가 지난다. 마을에 상(

喪 이 나면 상여는 높은
)

잔등’에 있는 마을 입구로 나갈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대투’ 쪽으

‘

로 나갔다고 한다. 상여가 마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가면 마을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다. 이러한 금기는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水 이다

왕포 사람들의 마을에 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는 물(

(

.

)

북고남저

北高南低 의 지형으로 인해 물이 고이는 곳 없이 흘러내려 왕포는 물이 귀한 마을
)

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왕포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 중에 네 개의 ‘시암’
우물) 및 물 이용과 관련된 일화가 많다. 특히 여자들은 시집와서 왕포의 열악한

(

생활환경과 물이 귀해서 겪은 고생담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온 사람이나

․가

년대에 시집온 사람이나 대동소이하다. 동네 안에는 ‘뒷시암’

1970

․ 동쪽 끝 시암 으로 불리는 우물이 세 개 있었고

운데시암’

년대에 시집

1940

‘

’

‘

댕펀’에 ‘댕펀 시암’이

, ‘

있었다. 그런데 물의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물에 짠 기가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를 확보하는 데 고생이 많았다.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또는 이른 새벽
부터 물을 길러 다녀야 했고, 뒷산 너머 ‘먹둠벙’이나 ‘소운호 시암’, 심지어 ‘운호
다리목’에까지 가서 빨래를 해왔다고 한다. 그전 어른들은 가뭄이 심했을 때 마을
앞바다에 있는 ‘대섬’(
전해진다.

竹島 에 배를 타고 가서 물을 길어다 먹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

년대 후반에 수도가 놓였지만,

1970

년에 준공된 부안댐에서 오는 ‘부

1996

안댐 물’을 먹게 되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댕펀 시암’을
제외하고 동네 안에 있던 세 우물은 지금은 모두 메워져 그 흔적도 없다.

○

변산면 들녘에서 시집온 한 할머니(박 님, 여,

년에

1950

년생)의 표현처럼, 마을길도 넓고

1931

평평하게 포장되어 다니기 좋고 수돗물도 맘껏 쓸 수 있게 된 “지금의 왕포는 예
전에 비하면 문화도시”가 된 것이다.
한편 왕포 마을의 전체적인 지세와 관련해서 ‘조리성국’ 곧 조리형국(

笊籬形局 이
)

라는 말이 전해진다. 마을의 모양이 조리와 같다는 것이다. ‘잔등’에서부터 수직으
로 이어지는 옛 마을길이 조리의 손잡이에 해당하고, 위(북쪽)에서 아래(남쪽)로 퍼
지며 동서로 긴 마을 자리가 조리의 몸통에 해당한다. 그리고 축양장을 건설하면서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그 안에 흔적만 남아 있는 큰 ‘간뎃바우’[가운데바위]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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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서 엎은 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마을이 조리
성국이라서 왕포는 큰 부자가 안 난다.’라고 했다고 한다. 쌀을 이어 가득 찬 조리
는 엎어 비워진다. 그래서 왕포에서는 돈이 모였다가도 어느새 살림이 엎어지곤 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년대부터

년대까지 새마을운동 및 마을개선사업 등으로 마을의

1970

1990

형국이 많이 바뀌었다. 조리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옛 마을길도 없어졌고 엎은 쌀에
해당하는 ‘간뎃바우’도 사라졌다. 따라서 왕포는 더 이상 조리형국이 아니다.
물론 마을의 생김새와 부(
년대 중반부터

1980

포’로 불렸고, 최근

富 의 축적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

.

)

그러나

년 무렵까지 호황을 누렸던 바다낚시어선업으로 왕포는 ‘돈

2000

년부터

2008

년 사이에는 꽃게잡이와 주꾸미잡이의 풍어로

2009

일 년에 수 십 억을 번 동네라는 소문이 ‘부안’(읍)까지 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옛
날엔 “보리죽도 못 먹는 징그럽게 가난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부자 동네’라는 소
리를 듣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진서면은
운호리(

년에 산내면(

1947

雲湖里 의
)

․

山內面 에

속해 있던 진서리(

)

鎭西里 ․석포리 石浦里 ․
)

(

세 리를 관할하는 진서출장소가 곰소에 설치되었다가,

면으로 승격 분리됨으로써 신설되었다.

26)

설되면서 진서면은

년 현재

개 리

2009

4

)

년에

1983

․

년에 진서리에서 곰소리가 분리 신

2009

개 마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부안

23

․운호 雲湖
룽개 ․소운호 小雲湖 작은 여룽개 ․작당 鵲堂 깐치당 ․중마동 中馬洞 ․마동 馬洞
군 진서면 홈페이지 참조). 왕포(
)

(

,

旺浦

,

왕개) 마을은 관선(

)

(

,

觀仙

)

,

(

간선불)

(

,

여

)

(

,

원

마동)과 함께 진서면 운호리에 속하는 일곱 마을 중 하나다.

왕포는 예로부터 밭농사와 함께 소규모 어로활동을 하며 살아온 반농반어의 작

金海金氏 를

은 어촌 마을로, 김해 김씨(

)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친인척을 이루며

○

살아온 집성촌이다. 왕포의 김해 김씨 종손(김 만,
할아버지가 왕포 마을에 터를 닦았다고 한다.

新福里 에 있는

금의 보안면 신복리(
과 현욱(

顯旭

)

)

년생)에 따르면, 그의

1937

대 조부가 서울에서 귀양을 와 지

13

시렁거리’에서 살다가 7대조에 와서 현식(

‘

대조

7

顯植

)

立岩 에 터를

형제가 진서면으로 옮겨왔다. 형인 현식은 석포리 입암(

)

26) 산내면은 1987년에 변산면(邊山面)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마을 노인들은 지금도 옛 지명을 따
라 ‘살래’[산내]로 부른다. 그리고 산내의 농촌 지역을 가리켜 보통 ‘안뜽’[안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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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고, 아우인 현욱은 왕포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현식의 큰아들은 다시 줄포 너
머 ‘한골’로 갔다고 한다. 현재 왕포의 김해 김씨 종가는 입향 시조로부터
(

○

김 경,

1990

세손

10

년생)에 이르렀다.

<지도 2-3> 왕포와 주변 마을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부안 지역에서 편찬된 책(부안군지편찬위원회

『

』

지역 신문( 부안독립신문
살펴볼 수 있다.

1991: 658;

양만정

1985: 291-292)

과

일자)에서 왕포의 지명 유래에 관한 기사를

2008. 10. 17

여 년 전 숙종(1661~1720) 때 김해 김씨가 터를 닦아 마을을

300

七山漁場 으로 이른 봄부터 수백 척의

형성하였고, 그 당시 마을 앞바다가 칠산어장(

)

어선들이 모여들어 풍어의 성시를 이루었고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라 하여
왕포(

‘

王浦

라 칭했다고 그 유래를 전한다.

)’

한편 조선 후기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이서구(

旺浦

에 의거해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를 ‘왕포(
는 설화가 전해진다.

27)

李書九

,

1754~1825)

가 풍수지리설

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

)’

왕포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마을 지명의 유래에 관한 설화

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감사 이서구가 소운호 앞을 지나가다 보니, 서출동유소(西出東流沼)28) 위에 있는 군신봉, 여
27) 조선 후기 이덕무(李德懋), 유득공(柳得恭), 박제가(朴齊家)와 함께 한시 4가(漢詩四家)의 한 명으
로 꼽히는 이서구는 정조 17년(1793)과 순조 20년(1820)의 두 차례에 걸쳐 전라감사를 지냈다.
그의 치적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지, 전라도 지방에는 그의 전라감사 시절
설화가 많이 유포되어 있다. 특히 치적에 관한 일화와 더불어 풍수에 관한 설화들이 주목을 끈다
(최삼룡 1990).
28) ‘서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로, 제보자(김○옥, 남, 1934년생)의 의미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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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로 ‘명당날’에서 금관자․옥관자를 한 작당의 부안 장씨들이 시사(時祀)를 지내고 있었다. 그
런데 그 묘소가 명당자리로서 역적이 나올 묏자리였다. 그래서 이서구가 명당날에 있는 장씨들의
묘 두 개를 파묘하고 숯을 파묻으라고 명했다. 그런데 묘를 판 후 그 자리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나왔다. 그와 함께 학 세 마리도 나왔는데, 한 마리는 고창 선운사 쪽으로 날아가고,
또 한 마리는 원마동 ‘비봉포란’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운호 ‘뉘엣머리’[누에머리]로 날아
갔다. 그 후에 장씨 집안의 젊은이들이 여럿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묏자리가 임금 왕(王) 자가
들어간 마을이 근처에 있으면 역적이 나오지 않을 묏자리였다. 그래서 이서구가 파묘 전에 어떤 사
람에게 “근처에 임금 왕(王) 자를 쓰는 마을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 사람이 “없다.”고 답하여 파
묘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파묘 후에 이서구가 근처에 왕포(王浦)라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파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묘를 하여 괜히 적원(積怨)시켰다.”라고 하며, 미안한 마음에 학이
날아가 앉은 또 다른 명당자리인 원마동의 비봉포란과 운호의 누에머리에 땅을 잡아주어 장씨들로
하여금 이장(移葬)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왕포(王浦) 마을 이름은 임금 왕(王) 자 대신 빛날
왕(旺) 자로 바꾸게 해서 그때부터 마을 이름이 한자로 왕포(旺浦)가 되었다고 한다.

祖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설화는

)

從

년대 후반 무렵에 김해 김씨 종손의 종조(

1940

할아버지가 한학을 가르치도록 모셔온 태인 교인내 출신의 서당 선생으로부터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마을 지명의 한자 표기
가 바뀌게 된 유래가 선조로부터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년대

1940

에 외지에서 온 노학자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
서 일부 내용이 다르게 알려지기도 하였다.
어쨌든 마을 지명에 대한 이 이서구 설화는 실재하는 현상들과 연계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설화 속 지명과 장소에 대한 현재적 인식이다. 명당
자리로서 장씨들의 묘소가 있던 ‘군신봉’은 왕포의 재 너머 동네인 소운호의 뒷산
명당날’로 믿어지고 있다. 설화에서 이서구가 파묘 후에 숯을 파묻으라고 했는데,

‘

그전에 산으로 나무 하러 가서 ‘명당날’을 파보면 진짜로 숯이 나왔다는 것이 그
증거로 진술된다.

王
왕포 王浦 가 된 것이다

왕포의 고유어 지명은 ‘왕개( 개)’다. 고유어 ‘개’가 그에 대응하는 한자 ‘포(
자로 바뀌어 한자 지명

‘

)’

(

.

旺

)

王

명사에 결합되는 ‘왕(
데(이승재

旺浦

자를 쓰는 ‘왕포(

1999),

)’

)’

그리고 설화 내용을 함께 고려해

王浦

보면, 마을 이름은 고유어 지명 ‘왕개’와 한자 지명 ‘왕포(
성할 왕(

浦

로 함께 불리다가 왕

)’

로 개칭된 것으로 짐작된다.

)’

․ 높다 의 뜻으로 쓰이는

자가 접두사로 쓰이면 ‘크다’

마을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 속에서 ‘왕(

‘

王

)-’

’

자는 바로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을 앞바다가 칠산어장으로 이른 봄부
터 수백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풍어의 성시를 이루었고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
맞추어 연구자가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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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왕포(

王浦

<그림 2-4> 마실길 마을 안내판

)’

라고 칭했다고 한다. 즉, “고기가 많이 잡히
는 큰 어장을 가진 마을” 정도의 의미를 가
지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서구 설
화에서 ‘왕포’의 왕(

王

자가 왕성할 왕(

)

旺

)

자로 바뀐 것도, 원래 ‘왕개’의 지명에 내포
된 의미를 그대로 보존한 채 한자 표기만이
바뀐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왕포의
지명은 오래 전부터 해안가 마을로서 좋은
어장을 가진 또는 어로활동이 왕성한 어촌이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 배경
1) 인구 구성

『통계연보』

부안군
자

를 보면,

(2010)

명, 여자

29,984

명)이며, 가구 수는

30,677

다. 그리고 진서면의 인구수는
체 인구의

년 현재 부안군의 인구수는

2009

에 해당하고

명(남자

2,795

29)

4.6%

,

가구 수는

戶 로 가구당 인구수는

호(

27,201

명, 여자

명)으로 부안군 전

1,398

호로 가구당 인구수는

1,322

년 현재 진서면의 리별 인구 및 가구 수는 다음

표

<

인구수
남
1,397
329
252
247
569

명이다.

2.1

과 같다.

2-1>

<표 2-1> 진서면의 인구 및 가구 수 (2009년 현재)
계
2,780
668
509
488
1,115

명이

2.2

)

1,397

2009

항목 가구 수
리별
진서면
1,322
진서리
339
석포리
268
운호리
223
곰소리
492

명(남

60,661

여
1,383
339
257
241
546

가구당
인구수
2.1
2.0
1.9
2.2
2.3

29) 진서면의 인구수 통계는 15명의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것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2명, 필리
핀 1명, 베트남 7명, 기타 5명이다(부안군 2010: 94-97).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인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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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항이 있고 곰소 젓갈로 특화된 상업 지역이자 면소재지인 곰소리의 인구 분
포가 가장 높은 반면에, 진서면 내에서도 경지 면적이 적은 운호리의 인구 분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

는 최근 몇 년 간 왕포 마을의 인구 및 가구 수의 변화를 보여주

2-2>

는 주민등록부상의 통계자료다.

30)

<표 2-2> 왕포의 인구 및 가구 수의 변화

년도 2003
2005
2007
2009
2011
항목
인구수 남여 166 8878 163 8182 151 7477 128 6662 129 6159
가구 수
58
64
57
51
50
그런데 주민등록부상의 인구 및 가구 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 현황과 상
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가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와 가
구 수를 조사하여 작성한 다음

표

<

를 보면, 왕포에는

2-3>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1)

91

년 현재

2009

가구당 인구수는

명이다.

47

명으로 진서면

2.4

이나 부안군의 전체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가

가구에

38

명이고, 여자

44

년부터 연구지를 관찰한 바로는 주민등록부상의 통계에서 보는

2008

것과 같은 인구 및 가구 수의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없었다.

가구 수(호)
38

<표 2-3> 2009년 현재 왕포의 인구 및 가구 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인구는

합계
91

대 인구가

50

명(36.3%)이고,

33

인구수(명)
남자
44

기타
20세 미만: 남자
여자 108

명(24.2%)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22

세 미만 인구는

60

여자
47

세 이상

60

명(63.7%)으로 나타나, 왕포 마을은

58

인구 분포가 상당히 젊은 것으로 나타난다. 왕포는 인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어로활동도 활발한 어촌 마을로 인식되고 있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30) 진서면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인구 현황 통계자료는 2003년부터 전산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전 통계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31) 실제 거주 가구인 38가구에는 외지인들이 별장으로 이용하며 마을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는 두
가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에는 세 채의 빈 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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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특히 고령화될수록 인구가 여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구 구성의 유형을 통해 왕포 마을의 인구 구성의 특성을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다음

표

<

는 가구당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 구성 유형을 보여준

2-4>

다. 가족원 수가 가장 많은 가구는 6인 가구로 1호뿐이고, 1인 가구는 6호다. 그리
고

인 가구가

2

호(50%)로 가장 많은데, 이중

19

가구가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

15

다. 각각 7호와 5호가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대부분이 부모와 미혼 자녀 또
는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다. 그래서

인 가구의 경우, 자녀나

3~4

손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외지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머
지않아 결국 부부 중심의 2인 가구나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바뀔 것으로 예
상된다.

<표 2-4> 가구 구성 유형⑴: 가구당 가족원 수 (2009년 현재)

가구 수

가족원 수
38

1인
6

2인
19

3인
7

4인
5

5인
0

6인
1

가족원들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

와 같이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거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로 6호

2-5>

다. 부인이 자녀들과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

대 남자 혼자 사는 1가구와 모텔 여

60

주인의 1가구를 제외한 4가구는 남편과 사별한 혼자 사는

대 할머니들이다. 자녀

70

들이 학업이나 취업 및 혼인 등으로 외지로 나가서 부부만 살고 있는 ‘부부가구’는
호로 전체 가구의

15

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부부와 미

39.5%

혼 자녀로 이루어진 ‘부모자녀가구’는

호다. 이중

6

가구는 남편들이 정읍에서 직

2

장을 다녀 주말부부로 지낸다. ‘모자가구’는 편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호다.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3

호다. 마지막으로

4

직계가구’는 2대 이상 기혼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4호다. 4가구 중 1가구를 제

‘

외한 3가구는 노모와 기혼 자녀로 이루어졌다.

<표 2-5> 가구 구성 유형⑵: 동거 가족원 관계에 따른 구성 (2009년 현재)

가구 유형
가구 수
38

독거
가구
6

부부
가구
15

부모자녀
가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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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가구
3

조손
가구
4

직계
가구
4

다음으로 혼인 관계의 면에서 보면,
중 부부는

대 이상 성인 인구

쌍(56명)으로 성인 인구의

34

명)

40

75.7%

와 가장 나이가 적은 부부는 각각 가구주가
다. 이중 9명이

명, 여

74

를 차지한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부부

28

하고 혼자인 부인이

명(남

20

명으로 성인 인구의

10

대와

90

대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

32)

20

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인

13.5%

대 이상 고령층 인구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인과 사별하

70

고 혼자 사는 홀아비는 전혀 없으며, 별거 및 미혼 등 기타 8명 중 6명이 젊은 남
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왕포 마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 연령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대에서

90

대까지 혼인 가구를 보면

20

대 중후반에서

10

대 초반 사이에

20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혼인이 모두 빠른 경우
대에 이미 조부모가 된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녀의 수는 연령대별로

40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대 이상에서는

70

명 이상

33)

6

,

대에서는

50~60

명 정도,

3

대에서는 2명 정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40

그리고 부인들의 출신지를 통해 통혼권의 범위와 함께 세대별 변화를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

․

․

대 이상에서는 진서면 변산면 보안면 주산면 등 가까운 부안군

60

내에서 배우자를 맞은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 다음으로 정읍시와 고창군 출신
의 부인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읍의 고부면과 고창의 흥덕면에서 주로 시
집을 왔다. 그런데

․

대와

40

대 초반의 ‘젊은 각시’들은 진안(혼인 당시 전주 거

50

․

주) 목포(혼인 당시 군산 거주) 서울 등에서도 혼입한 것으로 나타나서 통혼권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런 경우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간 가까운
친척의 소개나 자신이 도시에 잠깐 나가 있을 때 연애를 해서 혼인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한동네 결혼을 한 경우도 세 쌍(60대 1쌍,

대 1쌍,

50

대 1쌍)이

40

나 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처가동네에 정착해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무려 여
섯 쌍이나 된다.
왕포 사람들은 예전에 너무 어렵게 살다보니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
을 두지 못했던 것으로 말한다.

대의 경우는 서당에서 어느 정도 한학을 배운 경

70

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무학이다.

대의 경우도 중졸 이상은 소수이고 대부분

40~60

이 국졸이다. 곰소에 있는 중학교(변산중학교,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리고

1960

년 개교)로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1948

년대 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1970

32) 가구주가 20대인 부부는 남편이 20대 후반이고 부인이 30대 초반으로, 부안읍에 살다가 2009년
에 한시적으로 처가동네에 살러온 경우다. 이 부부는 2010년 12월에 부안읍으로 이사를 나갔다.
33) 갓난아이 때 ‘날린’(사망한) 자녀를 포함하면 대체로 10명 내외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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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의 고등교육 진학은 남자들보다 더 늦은 편인데,
대 후반 무렵에서야 여자들도 중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했고,
여자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포함하여

년

1970

년대에 들어서야

1980

대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

20~30

년제 대학 이상 진학자가 적지 않

2

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교육열의 증가로 젊은 세대로 갈수

○

록 학력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한 제보자(강 고, 남,

년생)의 설명에 의하면, 그

1953

전에는 어른들이 애들을 겨우 ‘국민학교’만 졸업시키고 배에 태워 일을 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장일’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들이 ‘어장일’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고, 고등교육을 시켜 다 도시로 내보내려고 한다.

2) 친척관계
왕포 마을은 김해 김씨(
다음

표

<

金海金氏

집성촌이지만, 여러 타 성씨도 함께 살고 있다.

)

은 마을 내 가구의 성씨별 구성을 보여준다.

34)

2-6>

호로 가장 많은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氏가
)

達城裴氏 가

호, 달성 배씨(

2

․

)

를 차지한다. 그리고 진주 강씨(

44.7%

호, 천안 전씨(

3

김씨 밀양 박씨 등 9개의 기타 성씨가

김해 김씨 가구가

天安全氏 가
)

17

晉州姜

호고, 그 외에 광산

2

호다.

14

<표 2-6> 성씨별 가구 수 (2009년 현재)

가구 수
38

성씨 김해 김씨 진주 강씨 달성 배씨 천안 전씨 기타 성씨
17
2
3
2
14

마을 내에 거주하는 여러 타 성씨들은 거의 모두 김해 김씨 집안과 멀거나 가까
운 인척관계에 있다. 한동네 결혼을 통해서 김해 김씨 집안과 인척이 된 경우도 있
으나, 특히 주목되는 점은 혼입한 가족이나 친척을 매개로 왕포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도 있고 혼인 후 처가동네에 정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왕포에 선원
으로 배 타러 왔다가 결혼하여 처가 동네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년대

1980

김양식업이 활황이었을 때 김가공업을 하기 위해 처가 동네로 이주해와 정착한 경
우도 있다. 마을 사람들과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가구는

호뿐인데,

2

가구는

1

년대 초에 전남에서 김양식업을 하러 왔다가 마을에 정착한 경우고, 다른 1가

1980

34) 마을 내에서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도 죽은 남편의 성씨, 즉 시집온 집안의 성씨를 기준으로 인식
된다. 따라서 가구의 성씨별 수치는 남자의 성씨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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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에서 내려와 모텔을 운영하는 경우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친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의례에의 참여와
일상적 왕래는 그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관계를 구별시켜준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지
앙’(1~2대 제사)을 모실 때 가까운 친척들은 제삿날 아침에 제사 있는 집에 메를
지을 ‘멧쌀’ 한 되를 가져다준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제사 지낸 집에 모여 아침밥
을 먹으며 음복하고, 제주는 ‘멧쌀’ 그릇에 제사 음식을 담아 돌려보낸다.
가까운 친인척관계는 마을 내 노동력 동원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꽃게잡이 철에는 꽃게그물을 추리는 일이 큰 일 중 하나다. 이때
일손을 얻는 데 일순위로 가까운 친인척이 동원된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인척은 노동력을 구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역으로 가까운 친인척관계는 구직자에게는 일감을 얻
는 데 유리한 입장을 제공해준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친척용어(kinship

terms)

가 호칭어

및 지칭어로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친인척관계가 상
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친척호칭이나 의사친척호칭의 사용
에서 때때로 갈등이나 회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장 빈
번히 사용하는 호칭 및 지칭은 종자명칭(

․ 용기네

향숙이네 오매”

“

“

아부지”처럼

從子名稱 인데

‘(

,

)

․

예를 들어 “소라네 할매”

손)자녀 이름+네+친척용어’의 구조를 가

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지칭자(referent)가 특히 남자일 경우, 화자의 성별 및
나이와 상관없이 지칭자의 나이가 연하든 연상이든 일반적으로 이름(first
로 지칭하는 것도 이곳의 눈에 띄는 언어 사용 양상이다.

name)

으

35)

3) 사회조직
마을의 공식적 의결기구는 마을(결산)총회다. 마을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
을 주민의 전체 모임으로, 한 해 동안 있었던 마을 관련 사업 보고, 재정의 지출입
내역 및 정산 보고, 건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고, 마을 임원(이장과 재무)을 선출한
다. 마을총회 주관은 이장이 하며 임기는 2년이다.

36)

마을총회는 당 해년도 연말보

35) 이와 같은 어촌 사회의 엄격한 격식적 규범을 적용하지 않는 언어 사용 현상은 다른 지역의 어
촌 연구에서도 보고된다.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의 도서 어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최진숙
(1995: 15)은 “소야리 주민들은 친족 간의 위계 관계나 남녀 간의 사회적 거리를 엄격히 지키면
서 행동하지 않는 편이다.”고 하면서, “특히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오던 이들이 많기 때
문에 굳이 말행위에 대한 격식과 예의를 크게 중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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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듬해 1월이나 늦어도 2월에 열린다. 마을 사람들은 음력으로 “설 안에” 열
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양력으로 1월이나 2월에 열린 마을총회는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해가 바뀌지 않은” 시점에 열린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

“

年 가 바뀌는
)

시점에 대한 시간 개념이 음력 정월(“설을 쇠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을총회에는 보통 각 가구의 남자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남자들이 바쁘거나 외
지에 나가고 없으면 부인이나 어머니가 대신 참석한다. 그 외에 여자들이 마을총회
에 참석하는 경우는 여자 혼자 사는 가구인 경우다. 마을총회는 남자 성원들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데, 회의에 참석한 여자들은 보통 마을회관 한쪽에 모여 앉아 의견
제시 없이 듣는 입장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위원회는 개발위원장

명과 개발위원

1

명, 총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마

7

8

을의 발전을 도모하며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이면서, 이장을 견제하는 역
할을 한다. 이장이 바뀔 때 개발위원장이나 개발위원들도 대체로 바뀌는 체계로 운
영되고 있다.
부녀회는 마을의 결혼한 여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부녀회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노인잔치나 마을관광 등 행사에 음식과 노동봉사를 한다. 마을총회는 마을 주민이
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들
특히 각 가구의 가구주)이 주도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부녀회

(

는 가입 회원의 자격을 성별과 혼인 여부로 제한을 두어 기혼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마을 행사 등에 관여한다. 따라서 부녀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 주도 모임에 대조되는 마을 내 여성 주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부녀회 회원은 한 가구에 한 명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로 회원권이 승계된다. 부녀회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노인회로 소속을 바꾼다.
청년회는 마을의 청장년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마을의 애경사에 노동 봉사를 하
고 ‘경노노인잔치’ 등을 주도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활동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젊은 인구의 유출로 현재는 회원 영입이 멈춘 상태에 있으
며,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세가 되면 청년회에서 노인회

65

로 소속이 이전된다.
노인회는 가입 자격이

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왕포 마을과 뒷마을인 소운호 마

65

을이 연합되어 한 단체로 운영되었다.

37)

낡은 마을회관의 일부가 노인당으로 사용

36) 2013년부터 행정상 이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37) 노인회 가입 자격이 60세에서 65세로 근래 상향 조정되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노
인당이 없어 몇 년째 노인회 운영이 흐지부지되면서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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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건평이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이어서 현재 공식적인
노인회 및 노인당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인당을 겸할 수 있는 마
을회관의 신축이 마을 사람들의 가장 급한 숙원 사업이다. 몇 년 전부터 이장들은
노인당 및 마을회관 신축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

현 이장(강 고, 남,

년생)은

1953

년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년

2011

2012

정월 대보름과 이튿날에 걸쳐 노인당 건축을 위한 모금을 목적으로 걸립을 했는데
만 원 정도가 걷혔다. 이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돈이 모금되어 놀랐다며, 노

1,400

인당 및 마을회관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수협 조합원인 마을 사람들은 또한 어촌계에 참여하고 있다. 왕포 주민들이 참여
하고 있는 운호어촌계는 운호리 7개 마을의 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민 단체다.
가입 계원은

여 명이고, 계원 수가 가장 많은 왕포 마을이 어촌계의 중심 역할을

50

한다. 어촌계 사무실도 왕포에 있으며,

년까지 어촌계장은 왕포 사람이 돌아가

2007

며 역임했다. 어촌계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며, 어촌계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계칙을 살펴보면, 어촌계 가입은

가구 1명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계원권은 부

1

모자식간 그리고 부부간에만 승계될 수 있으며 형제간에는 승계될 수 없다. 그리고
수협 조합원, 주민등록상으로 2년 이상 지선어장(

地先漁場

)

내 거주자, 어선어업허가

또는 맨손어업허가가 있는 자로 그 가입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가입금(영입비+알
파)을 내야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어촌계가 공동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운호어촌계의 지선어장은 관선 앞에서 모항 앞까지 약

·

㏊이며 바지락·가무락·

86

굴 김양식 허가를 가지고 있다. 어촌계 운영에서 지선어장의 확보는 중요한데, 계
원들과의 어촌계 양식장 사용에 대한 ‘행사 계약’ 곧 임대 계약을 통해 수익이 주
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사 계약’은 3년을 단위로 하며 어촌계 총회 때 제비뽑기
를 해 임대 계원을 결정한다. 어촌계 양식장은 제한되어 있고 ‘행사 계약’을 하려
는 계원 수는 많기 때문이다. 어촌계 자체의 수익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년

2009

에는 어촌계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사업이 선정되어 가무락조개를 양식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젊은 어민들의 단체인 ‘운호어업인후계자모임’이 있
다. 일명 ‘후계자모임’으로 불리는 이 모임은 매월

일에 모인다고 해서

7

일계’라

‘7

고도 한다. 조업을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어장 운영과 어물
의 시세, 새 어구어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여러 종류의 친목계 성격의 모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최소한

번 이상의 계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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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임은 부부동반을 기본으로 한다. 여자들이 주도하는 계들은 예전에는 애경사
를 목적으로 하는 ‘쌀계’나 ‘반지계’ 등이 많이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돈계’로
운영된다. 또한 왕포가 어촌 마을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계도 있다. 어장을 하는
대 젊은 부부들이 주축이 된 일명

40~50

일계’는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친목계로

‘25

계원들의 애경사 및 어장 사고에 따른 배 관련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왕포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조직이 마을 내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남
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공식적 모임 및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마을을 벗어난 보
다 넓은 범위인 “지역(부안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

부녀회장(김 임, 여,

년생)은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1958

년대 중반부터 남부안

2000

농협의 여자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왕포 어민들은 격포의 꽃게자망 어민들
과 주축을 이루어

년 4월 ‘부안군자망연합회’를 조직해 부안군 연근해어민들의

2010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4) 신앙과 의례
왕포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초자연적 존재나 힘에 대한 다양한 신앙과 의례
행위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마을 내 거의 모든 가정이 불교를 믿으며 백산면이나 정읍시에 있는 절에 다닌
다. 특히 연말연초나 음력 4월 초파일에 불교적 신앙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다. 대개

월 말이면 절에서 보내온 새 부적을 집의 현관문과 방문 위에 갈아 붙

12

․

인다. 거의 모든 집에 부적이 붙어 있다. 십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집과 차 배
(

船

),

그리고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부적과 가족들의 1년 운세를 받아보는 사례

도 있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무렵에는 대부분 “불 키러” 절에 간다. 가족 이름과
기원을 적은 연등불을 켜고 가족들의 한 해 안녕과 건강을 빌고 온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상 제사를 정성으로 모시고 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년에

1

번 이상의 ‘방안 지사’를 모시기도 하지만, 대개 증조부모나 조부모까지만

8

모시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 때는 항상 제사상과 함께 성주상을 옆에 차려놓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사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제사를 모시는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인구가 전체적으로 노령화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각 가정의 부인들이 1년에 여러 번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 모시는
것을 힘에 부쳐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나 형제들이 제사 때마
다 고향을 방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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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인 왕포의 특징적인 의례 하나는 바로

豊漁 와

뱃고사’[배고사]다. 풍어(

‘

)

無事故

무사고(

<그림 2-5> 배고사

)

를 기원하는 배고사를 그전에는 섣달그믐날과
정월 초사흗날에는 반드시 지냈다. 그리고 조
금에 쉬고 ‘서마’(세물)에 조업을 나갈 때마다
고사를 지냈다. 배고사를 지내는 선주가 아침
에 배에 풍어기(

豊漁旗 를
)

꽂고 새끼줄로 금줄

을 쳐서 고사 지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배고사는 개인 의례로서 선주와 선원
등 남자들만이 참여했다. 여자들이 고사 음식
을 장만하지만,

○

것”(박 님, 여,

여자가 마전시런(방정맞은)

“

년생)이기 때문에, 여자의 배

1931

고사 참석은 금기였다. 오후에 물이 들어오면

․

․ ․

시루떡 삼실과 생선 술 등을 준비하여 고사상을 차리고 선주가 절을 하며 풍어
와 안전을 기원했다. 있는 집에서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배고
사를 지낸 음식의 일부는 바다에 던져 ‘유왕님’(용왕님)에게 바치고, 나머지 음식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관례다. 남은 배고사 음식은 절대로 집에 가져가
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기적으로 배고사를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고사를 지낼 때
도 예전처럼 풍어기를 꽂거나 금줄을 쳐 마을에 알리지도 않고 형식을 간소화해
선주 가족만이 참여해 조용히 지낸다. 그리고 젊은 어민들은 풍어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배고사를 지내야 한다고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다.
[사례 2-1]

‘예전에는 풍어기를 꽂아 마을에 알리고 뱃고사를 지냈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나도) 처음에
배를 지어 왔을 때(1980년대 중반) 사람들이 하도 뱃고사를 지내라고 해서 뱃고사를 지냈지만, 나
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사람들 음식 대접하려고 그냥 지냈다.’(강○고, 남, 1953년생)
‘(1990년대 중반에) 아들이 멸치잡이 한다고 큰 배를 하나 사왔다. 그런데 아들이(김○오, 1965년
생) 뱃고사를 못하게 해서 안 지냈다. 아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서 안 했다.’(박○님, 여, 1931년생)
그래도 여전히 새 배를 지어 왔을 때는 배고사를 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
주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는 편이기 때문에 배고사를 지냈는지도 모르고 넘어 가는

․

경우도 있다. 배고사를 지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선주에게 돈이나 술 음료수 또는
어장에 필요한 장갑 같은 물건을 부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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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배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새 배와 달리 중고
배를 사왔을 때는 배고사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선과 기타 어구들이 기계화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민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
날 수도 있는 혹시 모를 불운과 사고 및 흉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는 없
다. 그래서 어민들은 배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풍어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절대적으
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또는 현재 당하고 있는 안
좋은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여전히 배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다음 이야기는 배고사가 바다라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여
전히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례 2-2]

‘여기는 작은 배들이 있으니까 (배고사를) 안 하지, 큰 배 있는 데들은 용왕신 모시고 뱃고사를
지낸다. 수성당이 용왕신 모시는 곳이다. 뱃고사는 섣달그믐날, 정월 대보름에 많이 지낸다. 평상시
에 하는 뱃고사는 찝찝하면 지내기도 한다. 아버지가 꿈에 뱃고사 지내라고 했는데 안 지내니까 찝
찝하더라고.’(김○옥, 남, 1957년생)
‘뱃고사 지내는 것은 사람 기분이다. 안 하면 껄쩍지근하고(꺼림칙하고) 하면 편하다.’(배○열, 남,
1948년생)

豊漁祭 가 열렸

년 2월 정월 대보름을 한 주 앞두고 왕포 마을에서는 풍어제(

2013

)

다. 마을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유왕제’(용왕제)를 당산제와 함께 지내오기는 했으
나, 마을 단위의 풍어제를 공개적으로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을 이장은 개
별적인 배고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마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풍어제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자 행사를 추진하

○

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강 고, 남,

년생).

1953

왕포 마을은 어촌이기 때문에 배와 관련된 금기와 속설 또한 발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승선 금기다. 다른 어촌과 마찬가지로 왕포에서도 재수가 없
다고 여자를 배에 태우지 않았다.

38)

그전에는 심지어 아침에 바다에 나가려고 배

타러 가는 길에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고 그날 조업을 나가지 않고 집

○

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유 례, 여,

1927

년생).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어장일’을 한다. 왕포에서 여자
들이 ‘어장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년대 후반이다. 지금과 달리

1980

이전에는 여성 승선 금기가 엄격했음을 강조하며 ‘옛날에는 여자들 배 안 탔다. 배
38) 동물 중에는 개를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한다. 개고기를 먹은 사람도 배에 태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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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도 못 왔다!’(김 기, 남

년생)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지금

1935

○

은 “여자 없이는 어장을 할 수가 없는”(조 옥, 여,

1934

년생) 세상이 된 것이다.

여자가 재수 없다는 속설은 여자들이 특정 시간대에 동네에 나가는 것을 금기시
하는 속설로도 이어진다. 특히

대 이상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해장’(식전)에 남의

70

집에 가는 것을 회피하고 또 남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특히
어장을 하는 집과 차를 운행하는 집에 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다음 사례
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2-3]

“지금은 해장으 어디 가는 것도 쭈몃거려(주저한다). 왜냐. 어장 헐 때는 어장 헌다고 그맀지만
은, 어장 않는 집도 차가 다 있은게. 내가 가서 그 일(사고)을 당헜고만은(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왔다가서 그맀다고 그런 소리 허깐 무서서.)(박○님, 여, 1931년생) 그리도 사람 마음이 그란
혀.”(조○옥, 여, 1935년생)39)
할머니들은 곰소로 파마를 하러 나갈 때도 음력 초하루 아침은 피해서 미용실에
갈 정도다.
전체 마을 사람들이 지내는 공동체 의례로는 당산제(

堂山祭 가 있다

.

)

마을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팽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시고 있다. 정월 보름날 당산제를 모시며
마을의 안녕과 개인 가정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고 굿을 치고 걸립을 하면서 마을
의 결속을 다진다. 그런데 일부 마을 사람들의 비협조와 분열로
까지

3

년간 당산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있다.

2010

년부터

2008

년

2010

년부터 다시 당산제를 모시고

2011

년부터 어장이 잘 안 되고 큰 바람에 방파제에 정박시켜 놓은 배들이 부

서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등 마을에 안 좋은 일
이 자꾸 발생했다. 그러자 노인들을 중심으
로 당산제를 다시 지내야 한다고 의견이 모

<그림 2-6> 길산제

아졌다.
당산제를 지낼 때 ‘질산제’[길산제]도 함
께 지낸다. 길산제는 마을의 액을 막고 개
인 가정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왼새끼로 줄
을 치고 마을 입구의 길목에서 지내는 제의
다. 마을 입구와 ‘댕펀’에서 마을로 들어오
는 ‘잔등’ 길목 두 곳에서 지낸다. 그리고
39) 어촌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사고와 연관되는 불확실성의 범주에 있는 사물로서 육지의 배와 같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왕포 사람들은 차를 구입하면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차고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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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장불’에서, 그리고 현재는 방파제 끝에서 ‘유왕제’를 지내고
행사를 마친다. 보통 정월 대보름 행사로 치러지는 이 세 가지 의례는 노인들이 주
축이 되며, 비손과 소지(

燒紙 를 중요하게 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년층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과거의 신앙과 의례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어선어업이 활발한 연구지에서 정기적인 배고사의 소
멸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여자 없이는 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승선 금기와 같은 믿음은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속설과 금기에 대한 믿음과 실
천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어민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바다라는 자연환경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어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생태 공간의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경제적 배경
1) 생업활동

北岸

곰소만의 북안(

)

지역은 변산반도의 험준한 산줄기들이 해안 가까이까지 접

근해 있어 해안평야가 발달하지 못했다(김일기

1988:

33).

진서면은 도서부인 위도

면을 제외하면 부안군 내에서도 경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게다가 논에 비해
밭이 많아서 밭농사가 중심인 지역이기도 하다(부안군

2010).

한편 진서면은 많은

어종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인 곰소만과 칠산어장인 서해를 바로 앞바다로 두고 있
어, 어로활동에 유리한 자연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가구가 밭농
사나 소규모 어업으로 살아왔다(양만정

1985: 273).

곰소만 북안의 이러한 지형적 영향으로 왕포에는 농경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

野積場 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나 어구 야적장(

)

.

경지도 마을

주변 산지의 비탈면을 개간한 밭이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이 밭들에서 식량이 되었

․ ․
․ ․ ․ ․ ․ ․
콩․팥․땅콩․고구마 등 가내 소비용 채소를 주로 경작하고 있다 그것도 과거에
던 보리 조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다. 지금은 고추 깨 마늘 파 배추 무
.

비하면 대부분 땅을 묵히고 있는 상태다.
현재 연구지의 주 생업은 어업(

漁業 이다
)

.

왕포 어민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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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내외의 소형

1~2

선외기(

船外機

)

선박, 그리고 그물과 소라껍데기 주낙을 이용한 소규모 어선어업에

종사한다. 연중 가장 큰 어장은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형성되는 꽃게잡이와 주꾸미
잡이다. 연구지의 구체적인 어로활동에 대해서는 “제3장 주 어장과 어로활동의 특
징과 변화”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구별 주 생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

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2-7>

구별해 볼 수 있다.

<표 2-7> 가구별 주 생업 구분 (2009년 현재)

주 생업
가구 수
38

어업
26

농업
4

겸업
1

상업
2

가구의 주 생업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마을 전체

기타
5
가구 중

38

가구로

26

가장 높은 비율(68.4%)을 차지한다. 여기서 ‘어업’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뿐 아니라

․

낚시어선업 맨손어업 등 바다 및 바다 생물에 토대한 모든 생산 활동을 포괄한다.
어업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대에서

40

대까지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70

<그림 2-8> 팥 말리기

<그림 2-7> 김장용 채소 농사짓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4가구인데, 가구주 모두
는 가구주가 어업에 종사하다가

대 후반이나

60

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3가구

70

대 초반에 어업을 그만둔 후 부

70

인과 함께 농사만 짓는 경우다. 그리고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부터 ‘뒷재’ 너머 소운호에서 농사를 주로 지었다. 농업 가구들은 주로 가내 소

․ ․ ․

비용으로 여러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판매용으로 고추 땅콩 오디 복분자
등을 재배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시할 것은, 주 생업이 어업 또는 기타인
가구 중에 가구주가

대 이상의 노년층 가구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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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상의 노부모가 동거하고

70

있는 가구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가내 소비를 목적으로 밭농사를 어느 정도씩은 다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주 생업으로서 농사를 짓는 가구는 적지
만, 많은 가구들이 소규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밭농사를 조금씩은 짓고 있다.
가구뿐인 겸업 가구는 농업과 어업의 비중이 가구의 수입원으로서 모두 중요한

1

경우다. 가구주가

대 후반인 이 가구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소운호에 있는 밭에서

50

배농사와 가내 소비용으로 기타 밭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이 가구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농부가 아니라 어부로 규정하였다.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가구뿐이다.

가구는 가구주가

2

1

대 후반으로 어업을

60

그만둔 후 생선 및 젓갈을 판매하는 트럭 장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1가구는 외지
에서 온 사람이 모텔을 운영하는 경우다.
그 외에 기타 5가구가 있는데, 이중 젊은 3가구는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한다. 토
박이로 가구주가

대 후반인 1가구는

40

대 후반부터 배를 탔는데, 약

10

년 전부터

10

상서면에 있는 김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업으로서 연구지 어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어업의 내용을 세분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주 생업이 어업인

가구 외에, 겸업 가구도 어로활동

26

이 주요한 생업이므로 어업 가구로 포함시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 생업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어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3가구(농업 가구 1호, 상
업 가구

호, 기타 가구

1

호)를 또한 포함시켜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연구지에서는 이들
중

가구를 포함하여 총

4

가구(전체 가구

30

가 어업과 관련된 생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들

79%)

준으로 어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

가구를 기

30

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2-8>

<표 2-8> 가구별 어업 종류 (2009년 현재)

어업 어선어업 낚시어선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젓 밀기
가구 수
30
18
11
3
12
16

기타
13

․ ․

먼저 ‘어선어업’은 어선 및 어망과 주낙 등을 이용해 바다에 나가 어류 게류

․

새우류 두족류 등의 바다 생물을 잡는 어로활동이다. ‘낚시어선업’은 낚시관광업
의 일종으로 바다낚시꾼을 태우고 바다에 나가는 낚싯배 어업이다. ‘양식어업’은
갯벌에서 조개를 양식하는 어업이다. ‘포패업(

捕貝業 이라고도 하는
)’

맨손어업’은 갯

‘

벌에서 조개나 굴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그리고 ‘젓 밀기’는 ‘젓쪽대’와 ‘젓살’이라
고 하는 어구를 이용해 젓새우를 잡는 어업이다. 새우잡이의 일종인 ‘젓 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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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범주로 구별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젓 밀기’
는 세 가지 어로방식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행해지는 방식이자 전통적 방식인
갓젓 밀기’는 어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젓 밀기’는 연구지의 주 여름

‘

어장으로서 어민들의 어로활동 및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어업과 관련된 간접적인 경제활동으로서 그물을 꿰는 일이나
추리는 일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실 한 가구가 한 개 이상의 어업 종류에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래서 여섯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의 총합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
앞의
전체

표

<

을 보면, 어선어업은

가구 중

2-8>

30

가구로

18

를 차지한다. 마을

60%

가구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47.4%)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것

38

이다. 즉, 연구지가 소규모이기는 하나, 어선어업 중심의 어촌임을 알 수 있다.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어선 1척과 양식장관리선 1척 등 최소 두
척 정도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40)

대부분이다.

배는

톤 내외의

1~2

FRP

재질의 소형 선외기가

선이 나오기 전에 탔던 목선은 현재 세 척이 남아 있는데, 이 목

FRP

선들은 젓새우를 잡는 조업만 한다.
어선어업은 조업구역과 어구 사용의 규제를 받는 허가어업으로서, 왕포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업허가는 연안자망과 연안복합이다.
가구가 주꾸미잡이를 하고, 그리고

12

41)

가구가 꽃게잡이를 하고,

11

가구가 두 가지 어장을 모두 하고 있다.

7

년 현재 실제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 젊은 어민은

2009

고 가장 나이가 많은 어민은

대(1966년생)이

40

대(1938년생)다.

70

낚시어선업은 기본적으로 어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선어업에 종
사하는 선주들 대부분이 낚싯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마을에서 낚싯배를 하는
집은 모두

가구다.

11

갯벌어업인 양식어업은 연구지에서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다. 3가구가 소규모

․

․

로 바지락 가무락 동죽 조개양식을 하고 있는데, 조개양식장은 모두 행정구역상
으로 고창군에 속하는 곰소만의 남쪽 갯벌에 있다. 그리고 어촌계와 어업인후계자
40) 어선어업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왕포 주민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가의 어선감척사업 실시로 어장을 직접
하지 않는 선주들이 어선을 감척시키고 보상을 받으면서 매년 어선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41) 연안자망은 허가를 받은 도내(道內)에서 자망으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다. 연안복합은 도내에서
연승, 통발, 채낚기 등으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다. 예전에는 연승, 통발, 채낚기 허가가 별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연안복합이라는 하나의 허가로 통합되었다. 연안어업은 조업구역이 육지에서 30
㎞ 이내의 바다이며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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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등의 단체를 통해서 가무락 등 조개양식이 이루어지는 정도다.
맨손어업은

가구가 종사하고 있다. 맨손어업은 신고어업으로, 실제로 ‘조개 파

12

는’ 또는 ‘굴 잡는’ 일을 활발하게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포패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맨손어업은 여성들
이 주 노동력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특히 어선어업을 하지 않거나 집에 남자가 없
는 가구의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 된다.
종사하는 가장 젊은 여성 어민은
은

년 현재 실제로 맨손어업에

2009

대(1959년생)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어민

50

대(1931년생)다.

70

젓 밀기’를 하는 가구는

‘

가구로, 어선어업 다음으로 많은 가구가 종사하고 있

16

다. ‘젓 밀기’는 가내 소비에 필수적인 새우젓을 담그기 위해서 젓새우를 잡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우젓을 담가 팔기 위한 어로활동이다. 오래전부터 새우젓 판
매는 마을 사람들의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다. ‘젓 밀기’는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하
는 어로활동이기는 하지만, 맨손어업과 함께 여성 어민들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경
제활동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을 사람들은 ‘어장 하는’ 집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하며 돈을 벌
기도 한다. 주 어장인 꽃게잡이는 바다에서의 조업 후에도 ‘뒤어장’ 또는 ‘후어장(

漁場

이라고도 하는 뒷일이 많다. 휴어기(

)’

어기(

休漁期 에 해당하는 여름과 겨울에는 다음

漁期 에 쓸 꽃게그물을 만들어야 하고

,

)

後

)

어기 중에는 조업 후에 매일 그물을 추

려 정리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꽃게잡이 가구 대부분이 가족의
노동력 외의 일손을 필요로 한다. ‘어장일’을 그만둔

대 남자 노인들의 경우는

70

젊은 어민들에게 꽃게그물 만들어 주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물 뀌미는[꿰는]
일’은 한 폭에

원으로

5,000

폭을 기준으로 일감이 주어진다. 한편 ‘그물 추리는

100

일’은 여자들의 일감이다. 꽃게잡이를 하지 않는 집의 여자들은 꽃게잡이를 하는
집에서 조업 후 그물 추리는 작업을 한다. 그물 추리는 일은 하루에
소요된다. 일당은
년에는

2009

년에는

2008

원이었는데, 꽃게가 많이 잡혀 일이 많아지면서

30,000

원으로 그리고

35,000

시간 정도

6~7

년에는

2010

원으로 올랐다. 제보자들은 어촌

40,000

의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농촌보다 인건비가 비싸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어구를 제작하는 일은 남성이 담당하고, 조업 후 어구를 정리하는 일은 여성
이 담당하는 것으로 성별 노동분업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풍선으로 주낙어업을

․

하던 시절에는 어구 제작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돌아와 어구를 정리 보수하는 일
도 모두 남자들이 직접 했다는 점과 비교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어장일’을 하
게 되면서 ‘후어장’ 일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구 제작은 여전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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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요한 일손은 일차적으로 가까운 친척관계에 의존

․

한다. 일손을 제공할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내에서 사회적 심리
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집의 여자들이 놉이 된다. 이러한 노동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고정적이다. 그래서 노동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및 그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 노동구조와 사회적 관계
왕포 마을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은

년대 김양식이

1980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 제보자들은 ‘여기가 이렇게 먹
고 살만해진 지가

년밖에 안 되었다.’라는 말로 흔히 표현한다. 그런데 마을

20~30

의 경제적 변화는 마을 내 노동구조 및 마을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업과 어업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별로 분업화된 노동구
조의 변화다. 비록 밭농사 중심이기는 하지만 농사의 비중이 오늘날보다 훨씬 컸던
과거에는 농사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이었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은 전적으로 남자들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가구주가
이상의 노인 가구에서는 가내 소비용이라도 밭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에,

대

60

대 이하

50

의 젊은 가구에서는 한 가구를 제외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전적으로 어업에만 종
사한다. 남편과 함께 바다에서 조업하는

대의 ‘젊은 각시들’도 어머니 또는

40~50

시어머니 세대와 달리 농사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로활동에만 참여한다. 그래서
오늘날 밭농사는 어로활동에서 은퇴한 남성 노인이 있는 가구나 여성 독거가구 등
주로 노년층에서 담당하는 생계활동 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밭농사의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묵히는 땅도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연구지에서 생업활동의 영역과 노동분업 양상이 과거에는 성별에 따라

〓

어업:농업 남성:여성’이라는 관계로 등식화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연령에

‘

〓

따라 ‘어업:농업 젊은층:노년층’으로 구분되는 세대별 노동구조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어업에서 여성의 노동 영역의 변화가 눈에 띈다. 전통적으로 배를 타
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바다일’ 또는 ‘어장일’은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
고,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갯일’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1980

년대 이후 어로활동은 부부 중심의 가족 노동으로 재편되었다. 결국 여성들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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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갯일’에서 ‘어장일’로 확대되었고, 소규모 어촌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고 있다.

<그림 2-9> 농사일을 놓지 못하는 마을의 최고령 부부

둘째, ‘선주화’ 현상에 따른 마을 내 노동구조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다.
대까지 마을에는

척 정도의 소형 ‘풍선배’와

6~7

한 배에 선장(선주)과

년

1970

척 정도의 ‘꽁댕이배’가 있었고,

2~3

명의 선원이 조업을 했다. 그때는 배는 적고 마을에 일할

2~3

사람은 많아서 서로 배를 타려는 경쟁이 심해 배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선주에게 술을 받아다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년대 후반 이후 마을에 배를 탈 선원이 부족해지면서 선장(남편)과

1980

한 명의 선원(부인)을 기본 노동력으로 하는 어로활동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노
동력 부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한국 사회 전
반의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어민들의 ‘선주
화’라는 현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년대 김양식으로 경

1980

제력이 마련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배를 구입하였다. 과거보다 더 많은 집이 선주
집이 되어 독립적으로 어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더 이상 “넘의[남의] 배 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배를 탈 사람도 없어졌다. 다시 말해, 경제력 상승으로 각
가구가 “먹고 살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선주 대 선원’이라는 불
평등관계에서 ‘선주 대 선주’라는 평등관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와 노동관계의 변화는 어장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마을 사
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온 것 같다. ‘마을 사람 중에 우리 배 안 탄 사
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옛날에 아무개네 배를 탔다.’라고 말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뱃동사’(선원)로 고용되어 ‘남의 배를 탔다’는
이야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배를 가지고 어장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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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자들은 자기 그물을 추리는 ‘후어장’ 일은 해도 남의 집 그물 추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물잡이 어장을 하지 않는 남자들도 다른 어장이 없어 일손을 쉬고
있어도 남의 집 그물 추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물 추리는 일은 여자들의 날품일
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어기가 달라서 어로활동을 쉬고 있을 때
도 선원이 필요한 마을 선주의 배를 선원으로 타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끼리 “일손
을 도우려고” 돈을 받고 며칠간 배를 타는 경우는 있어도 한 어기 내내 고용되어
배를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선원이 필요한 선주들은 마을 밖에서 선원을 구해
와야만 한다.

3) 겸업 어업에서 전업 어업으로

半農半漁 적 생계양식을 특징으로 한다 그
래서 농가 農家 의 농업에 대한 전업율 專業率 이 매우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
가 漁家 는 어업에 대한 전업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겸업
한국 어촌 사회의 대부분은 반농반어(
(

(

)

.

)

(

,

)

)

형태의 양상을 보인다(김재운

1988:

그리고 반농반어의 양상도 실질적으로

41-42).

主農副漁 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주농부어(
그러나

.

)

년대 이후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1970

수산물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어로활동의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어촌 사회가 과거보다 더 어업을 생업활동으로서 중시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끈 것
으로 보인다. 여러 어촌 연구들은

년대에 반농반어촌으로서 농업에 보다

1970~80

더 의존적이었던 어촌 마을들이 주요 경제활동을 어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구양희

1990;

남성문

1991;

김세건

1993;

이기욱

1993;

조경만

1993

등). 다시 말해, 어촌 사회들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반농반어 또는 주농

主漁副農

부어 양상의 어업에서, 어업 중심의 주어부농(

)

또는 전업 어업으로 생업경

제를 바꾸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간임해지역에 위치한 왕포 어촌도 생업경제의 변화 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보
여주는 일반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왕포는 과거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반농반어적 성격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로는 직접 농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로

대 이

50

대 이상 노년층에서 농사

60

를 짓고 있다. 젊은 세대는 농사보다도 경제적 소득이 높은 어로활동에만 종사하
고, 과거 농사에 집중되었던 여성 노동력도 어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 인구
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농업 인구는 충원되지 않고 단절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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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과정에서 경작지와 농업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가난했던 그 시절
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 한 뙤기라도 더 이용해서 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주변의 밭들이 거의 다 외지 사람들에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잡목과 잡초로 뒤덮인 ‘깔때밭’[갈대밭]이 되었다. 마을의 밭을 둘러보며

지금은

“

맨 노는 땅여. 옛날에는 이렇게 땅을 묵힌다는 것은 상상도 못혀.”라며 격세지감을

○

표현하는, 이 마을 최고령 제보자(강 우, 남,

1918

년생)의 말 속에서도 연구지의 농

업 비중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젊은 어민들이 농사와 어업을 병행했던 앞 세대와 달리 어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수산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가 이야기될지라도, 오늘날 어업 소득이
농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고기는 많이 잡혔어도 사먹는 사람도 적
고 ‘고깃금’도 싸서 어업으로 큰돈을 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소득도 높다. 그래서 한 어부는 “옛날처럼 고기가 잡히면 지금은 다 떼부

○

자될 것이네.”(김 옥, 남,

년생)라며 고기가 귀해진 바다에 대한 아쉬움과 격세

1934

지감을 토로하였다.
요컨대 현재 왕포 마을의 어가들은 과거와 달리 전업 어가의 성격이 보다 강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최소 연령대가

대이고 이후 어업 인

40

구의 충원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지가 어업을 주 생업으로 하는 어
촌 사회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왕포 마을은 과거보다 더 어로활동 중심의 어촌 사회가 되어 있음은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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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 어장과 어로활동의 특징과 변화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사회의 어로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
서, 왕포 어촌의 주 어장의 특징과 그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장
은 네 절로 구성된다. 먼저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장소 곧 어장(
범위를 통해 연구지의 어로 공간을 알아볼 것이다. 둘째,
로활동을 기술함으로써 현재의 어업력(

漁業曆 을
)

漁場 의 지리적
)

년 단위로 반복되는 어

1

파악할 것이다. 셋째, 어로활동의

중심이 되는 어로 대상의 주 ‘어장’을 중심으로 실제 어로 과정과 어구어법 등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년대 이후 왕포 어촌의 어업 변화를 다섯 가지 측

1950

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어업 및 어촌 사회의 특징적인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격적인 기술에 앞서 ‘어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지에서는 ‘어장’이라는 말이 세 가지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
째, 어장은 어로 공간을 의미한다. 어민들이 ‘칠산어장(

漁場

七山漁場

이나 ‘천해어장(

)’

淺海

이라고 말할 때 어장은 바로 고기잡이를 하는 장소의 개념이다. 이것은 사전

)’

적 의미와 같은 일반적 개념의 사용이다. 둘째, 어장은 고기잡이 곧 어로 행위 자
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기잡이한다’를 ‘어장한다’, 어선을 ‘어장배’ 또는 ‘어장하

․

는 배’로 표현한다. 특히 선주로서 고기잡이하는 사람이나 집을 ‘어장하는 사람’
어장하는 집’이라고 말한다.

‘

42)

셋째, 어장은 어구를 의미한다. “무슨 어장이고 어장

○

이 바다에 들어가서 땅에 다야[닿아야] 고기가 걸리는 것인게.”(김 풍, 남,

년생)

1943

와 같이 사용된다. ‘어장’이 사용되는 언어적 맥락에 따라 대개는 세 가지 의미는
구분이 가능하며,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장’은 두 번째
의미 곧 고기잡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근 서해 어촌 및 어업에 관한 연구들(이인혜

2011:

2;

오창현

2012: 85)

도 이와

같은 ‘어장’의 세 가지 용법을 보여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이지만,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아마도 어민들의
언어생활에서 ‘어장’의 세 용법은 일반적 사용일 것으로 보인다.

42) 연구지에서 ‘어장하는 것’과 ‘배 타는 것’은 민감하게 구별된다. ‘어장한다’는 것은 자기 배를 가
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대조를 이루어 ‘배 탄다’는 것은 자기 배가 없는 사람이 선
원으로 고용되어 남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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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로활동의 지리적 범위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있는 곰소만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만으로 만의 서쪽
입구가 서해로 열려 있다. 서해 바다 가운데에는 조기파시로 유명한 고슴도치 섬
위도(

蝟島 가 있다

.

)

이 위도 주변 바다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최대 조기어장으로

잘 알려진 ‘칠산바다’에 속한다. 봄에 산란을 하러 칠산바다로 올라온 고기들에게
곰소만은 좋은 산란장이자 서식지였다. 그래서 곰소만과 위도 주변의 칠산바다는
흔히 “고기 반, 물 반”이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어장
으로서 서해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좋은 어로 환경 덕분에
곰소만 일대에는 일찍부터 어업과 어촌이 발달할 수 있었다(김일기

1988: 75).

물론 지금의 어로 환경은 예전만큼 풍요롭지 않다. 풍선-주낙어업 시절 주로 잡

․

았던 조기 갈치 같은 서해의 대표 어종들이 거의 잡히지 않거나 잡힌다고 해도
그 크기가 작아졌다. 게다가 ‘바닥[바다]에서 괴기가 썩어났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
도로 많았던 고기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즉, 바다에서 어종의 다양성이 줄고 서식
밀도가 낮아지고 개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이 진행돼 어로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어민들에게 곰소만과 위
도 주변 칠산바다는 어로 공간으로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오늘날 왕포 어민들은

톤 내외의 소형 동력 어선을 이용한 소규모 어선어업

1~2

에 종사하고 있다. 어선의 재질과 동력원은 크게 달라졌지만 배의 크기는 예나 지
금이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주 어장이 먼 바다보다는 가까운 만내나 연안에 제한
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업 일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보다 분명해
진다. 어장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민들은 이른 새
벽에 출어하여 오전에 조업하고 보통 오전

시 전후 또는 늦어도 오후 1시 전에

11

는 포구로 돌아온다. 그리고 바로 방파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간상인인 도매상에
게 그날의 어획물을 넘기고 집에 와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어선 연료인 “기름을 띠고”(면세유를 사오고) 오후 내내 어구를 손질하
며 다음 날 조업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단히 말해,
왕포 어민들은 당일치기 조업을 한다. 따라서 어장은 하루 단위의 조업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즉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바다임을 알 수 있다.
왕포 어민들의 조업 범위는 거리상으로 크게 세 개의 바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지도

<

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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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1> 왕포 어민의 조업 범위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Ⅰ 은 왕포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로 공간이다

해역

‘

’

녀’라고 부르는 미여도(

.

未與島 를

이 해역은 지역 어민들이 ‘싸

경계로 곰소만 내측 바다에 해당한다. 육지로 둘

)

러싸인 내해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하게 고기잡
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어장에서

尾中船

다. 큰 배인 ‘꽁댕이배(

년대까지 풍선-주낙어업이 많이 행해졌

1970

로 젓거리를 잡는 그물어업도 곰소만 내에서 많이 행

)’

해졌다. 지금도 소라껍데기 주낙을 이용한 주꾸미잡이 및 그물을 이용한 젓새우잡

․

․

․

이 실뱀장어잡이 숭어잡이 서대잡이 등 조업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동호 앞 외
죽도(

外竹島 와 미여도․모항 茅項
)

(

)

앞 ‘엿바우’ 주변은 지금도 주 어장이 되고 있다.

년대 중반 이후로 곰소만을 벗어나 위도 주변까지 어로 공간이 확장되어 ‘해

1970

Ⅱ 에서 주 어장이 형성되었다

역

’

.

물론 왕포 어민들은 풍선시절에도 위도 앞바다까

지 나가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위도까지는 소형 풍선으로 당일치지 조업
을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이고 또 먼 바다라 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높기 때

Ⅰ

Ⅱ

문에, 해역 에 비해서 덜 이용된 어로 공간이었다. 해역 가 당일치기 어장으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년대 중반 이후 기계배가 출현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기존

1970

어로 공간에서 어족자원이 감소하면서 어민들은 풍선과 주낙 대신 기계배와 그물
을 이용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했다. 서대잡이와 고대구리가 대표적이다. 게다
가

Ⅱ

년대 중반 이후 바다낚시의 활성화는 해역 로의 진출을 더욱 촉진했다. 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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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 왕포 어민들은 해역 에서 꽃게잡이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미여도와

兄弟島 와 임수도 臨水島

함께 형제도(

(

)

주변에서 조업을 많이 한다.

Ⅲ 은 왕포 어민들이 위도를 넘어 조업을 나가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먼

해역

‘

)

’

古群山群島 서쪽으로는
칠산도 七山島 를 경계로 한다

바다다. 이 해역은 북쪽으로는 고군산군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마도(

鞍馬島 와
)

),

(

.

)

旺嶝島

왕등도(

),

즉, ‘칠산바다’

다. 이 해역은 소형 풍선으로는 당일치기 조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
이다. 그러나 ‘꽁댕이배’ 같은 큰 배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앞바다로 육젓을 잡으
러 한 달 이상씩 조업을 나가기도 했다. 목선 기계배로는 법성포 앞바다까지 당일
치기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칠산도까지 서대잡이를 나가면 경비 절감을 위해 바다

Ⅲ

에서 자고 이튿날 그물을 걷어서 돌아와야 하는 먼 거리다. 즉, 해역 은 거리가
먼만큼 ‘어장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 중반 이후 꽃게잡이 어선들은 꽃게 어획량이 감소하

2000

Ⅲ

고 어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역 으로 어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톤급 어선

2~3

을 가진 젊은 어민들은 왕등도와 안마도 바깥 해역으로까지 조업을 나가고 있다.
요컨대, 왕포 어민들의 조업 범위는 넓게는 칠산바다를 아우르나 곰소만과 위도
사이 바다가 주 어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만내(

․

灣內 에서
)

外海 로

외해(

주 어장의

)

범위와 위치가 확장 이동하는 경향은, 어구어법의 발달과 남획으로 연안 어족자원
감소라는 어장 환경의 변화에 어민들이 대응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 해역별 어장의 특징

해역
해역Ⅰ
해역Ⅱ
해역Ⅲ
항목
위치
미여도까지 만내 곰소만과 위도 사이 외해 위도 너머 외해
시기
1970년대까지
197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어선
1톤급 풍선
1 2톤 내외 기계배
2 3톤급 기계배
서대․숭어
그물어업,
어업
조기․갈치 주낙어업 고대구리, 바다낚시
꽃게 자망어업
~

~

사실 현재 왕포 어민들의 전체적인 조업 범위는 과거 풍선어업 때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이 어로 공간이 모두 현재는 당일치기 조업이 가능한 어장이 되었
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말하자면, 마을과 어장 사이의 이동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고기가 많은 더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Ⅱ 가 여전히 주 어로 공간이 되고 있는가

곰소만과 위도 사이 바다(해역

)

?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왕포 어민들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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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내외의 소형 어선으로 조업하

1~2

기 때문에, 더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과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어민
들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수익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풍선과 달리 기계배는 경
유나 휘발유를 원료로 사용한다. 어선용 면세유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기름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어장이 멀수록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어민 입장에
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가 잡힌다면, 굳이
먼 바다로까지 조업을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은 먼 바다
로 조업 범위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어로 공간에서 대량 어획이 가능하면서 시세
가 좋은 어종으로 포획 대상을 바꾸는 전략을 먼저 사용해 왔다.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어구의 양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어획량을 증가시키는 전략

○

을 사용한다. 한 어민의 말처럼, 고기잡이가 “이제는 장비 싸움”이 된 것이다(강
고, 남,
(

1953

년생). 게다가 선외기 같은 기계배 조업은 풍선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석

潮汐 에 의한 조업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

)

바람과 계절 등 기후 영향이나 금어기

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사리때’와 ‘조금때’ 구분 없이 언제든지 조업이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두 번 조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형 어선으로 소규모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왕포 어민들은 해난 사고의
위험성과 생산비가 증가하는 어장 범위의 확장보다는, 육지에서 가까운 기존의 어
로 공간에서 포획 대상을 바꾸고 어구를 더 많이 사용하여 어획량을 높이는 전략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1년 주기의 어로활동
이제 앞서 살펴본 어로 공간 안에서 1년을 주기로 펼쳐지는 왕포 어민들의 구체
적인 어로활동을 기술함으로써, 연구지의 어업력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기
술되는 어업 내용은 주로

년의 어로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어민

2009~2010

․ 가을 어장

들이 보통 어로활동을 ‘봄 어장’

‘

’

와 같이 계절별로 구분하여 말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

․

․ 가을 꽃게잡이

또는 ‘봄 꽃게잡이’

‘

’

년 어로활동을 살펴보겠다.

1

특히 주꾸미잡이 꽃게잡이 젓새우잡이 등 주 어장의 내용은 다음 절

“3.

주 어장

의 어구어법과 조업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어장의 주기에 초점
을 맞추어 간략하게만 기술하겠다.
참고로 연구지에서 사계절에 대응하는 월을 구분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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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와 같다.

3-2>

월

계절
음력
양력

<표 3-2> 계절과 월의 대응 관계

봄
2․3․4월
3․4․5월

여름
5․6․7월
6․7․8월

가실[가을]
시안(겨울)
8․9․10월 동지․섣달․정월
9․10․11월
12․1․2월

계절과 월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위 표는 연구지에서 시간이 인식되는 이상적
인 구분법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대응 구분이 실제 특정 어종의 어기와 기계적
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어종의 어기는 대략

개월 정도인데, 이

2~3

어기가 인간의 자의적 시간 구분법에 의거한 계절과 달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 형
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바다에 출현하는 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제 어로활동의 영역에서 한 계절 어장으로 규정되는 특정 어종의 어기가 대개는
계절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연령별로 날짜를 인식하는 기본 체계에 차이가 있
음이 관찰되었다. 왕포 사람들의 출생년도를 대강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950

이전 세대는 날짜를 인식하고 말할 때 음력을 전제하는 반면에, 그 이후 세대는 양
력을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1) 봄 어장
한 해 어장의 시작을 알리는 봄 어장은 주꾸미잡이로 시작된다. 봄 주꾸미잡이
는, 빠르면 2월 중순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은 2월 하순부터 봄 꽃게잡이
가 시작되기 전인 4월 중순까지 대략 2개월 동안 이루어진다(음력

월). 어민 대

1~3

부분이 겨울에 특별히 하는 주 어장이 없기 때문에, 한산하고 조용하던 마을이 봄
주꾸미잡이와 함께 활기를 띤다. 어장이 시작되면 아침마다 방파제는 어구를 실어
나르는 1톤 트럭들의 주차장으로 변한다. 방파제 위의 빈 트럭들은 차 주인들이 바
다에서 조업 중임을 의미한다.
봄 주꾸미잡이가 끝나갈 무렵 꽃게어장이 형성된다. 봄 꽃게잡이는 4월 하순이나
월 초순에 시작되어 꽃게금어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

월

6

일까지 계속된다(음력

15

월). 주꾸미잡이와 달리 꽃게잡이가 시작되면 마을에서 한가로운 사람을 만나기

4~5

가 쉽지 않다. 꽃게잡이는 어장에서 돌아온 후 그물을 손질해야 하는 ‘후어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장하는 집”에 가야 사람을 구경할 수 있다. 꽃게
잡이는 금어기간인 6월

일부터 8월

16

일까지 두 달 동안 중단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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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잡이는 주로 4월과 5월에 하는데, 빠르면 3월 하순에 시작하기도 하고 늦게
는 6월 초순까지 잡기도 한다. 홍합주머니를 줄에 매달아 소라를 잡는 일종의 주낙
방식을 사용한다. 소라잡이를 “다른 어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꾸미어장을 하면서도 소라잡이를 하는 어민도 있고, 특히 봄 주
꾸미잡이를 하지 않는 어민에게는 꽃게잡이 전까지 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그림 3-1> 배에 실린 홍합주머니

<그림 3-2> 소라잡이

년 이전에는 ‘끌빵’[끌방] 곧 고대구리로 미여도와 위도 부근에서 소라와 ‘배

2005

꼽’(큰구슬우렁이)을 잡았다. 이것을 ‘소라빵’[소라방]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법어로
로 단속 대상이던 고대구리배들이 모두 감척되면서 더 이상 소라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홍합망을 이용한 소라잡이가 시작되었다. 홍합을 이용한 소라잡이는 곰소
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왕포 마을에는 뒤늦게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일부 어민들은 5월 한 달 동안 대하잡이를 하기도 한다(음력 4월). 대하는 ‘삼마
이그물’이라고 하는 삼중자망으로 잡는다. 연구지에서는 이미

년대부터 봄 주

1970

꾸미잡이가 끝나면 대하를 잡아왔다. 그러나 봄 꽃게잡이가 본격화되면서 어기가
겹치고, 무엇보다도 불법어로인 대하잡이는 항상 단속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기 때
문에, 일부 어민만이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를 잡고 있다. 대하잡이는 삼중자망허가
를 필요로 하는 어장이다.

2) 여름 어장
꽃게금어기가 시작되는 여름의 초엽에 어민들은 특별히 하는 어장이 없다. 이때
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낮의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마을 모정이
나 커피자판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꽃게금어기 동안은 꽃게잡이가 시작된
이후 동네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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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은 금어기 동안 꽃게 대신 서대나 ‘병치’(병어)를 잡아 여름 어장을
이어가기도 한다. 서대잡이는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까지 주 어장이었기 때문

1990

에 익숙한 어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대잡이는 새로운 어구를 준비할 필요 없이
꽃게그물로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본이 들지 않는다. 서대의 시세는 지금도 좋지
만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주 어장이 되지 못한다. 꽃게금어기 동안 부수입
을 올리는 정도의 고기잡이가 되고 있다.
병어와 덕대를 잡는 ‘병치잡이’는 꽃게금어기를 대신하는 대체 어장으로

년

2010

에 처음 시도되었다. 병어잡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삼마이그물’을 쓰기도 하지
만 크기와 그물 재질이 다른 새 ‘병치그물’을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병어그물은
길이도 길고 그물 폭도 꽃게그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명의 인원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병어잡이는 선원을 더 구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어장인 것이다. 그래
서 일부 젊은 어민들만이 마음에 맞는 친척과 동업으로 또는 선원을 구해와 병어
잡이를 하고 있다. 병어잡이는 흘림그물 곧 유자망(

流刺網

)

어법을 사용하기 때문

에, 하루의 조업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물때가 맞으면 하루에 두 번 아
침과 저녁에 조업을 나가기도 한다. 병어와 덕대의 시세가 좋기 때문에 어획량이
꾸준히 많으면 주 어장으로 계속할 수도 있지만, 주 어장이 되기에는 수익성이 낮
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체 어장이 되고 있다.
병어잡이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선주에게 병어와 덕대를 사기 위해 미리 이
야기를 해놓는다. 병어는 제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왕에 시
장에서보다 싼 값에 싱싱한 병어를 구해 놓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병어와 어린 덕
대는 뼈째 회를 떠서 초장을 찍어 깻잎에 싸먹으면 맛이 좋기 때문에, 이 계절에만
맛 볼 수 있는 싱싱한 ‘병치회’를 먹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도시에 나가 사는 자
녀들이 왔을 때 먹이기 위해서 싱싱한 병어와 덕대를 사서 냉동 보관해 두기도 한
다. 병어잡이가 이루어지는 무렵에는 모정에서 종종 병어회와 덕대회를 먹는 작은
여름밤 술자리가 마련되기도 한다.
장어잡이는 6월 초부터 추석 무렵까지 형성되는 어장이다. 왕포에서는 오래전부
터 마을 앞 갯가에 ‘살을 매어’ 장어를 잡았다. 아버지 때부터 장어를 잡았고
년 무렵부터는 자신이 ‘삼각망(
하루에

㎏를 잡아

30

三角網

2000

을 이용해 장어를 잡았던 한 어민은 한 번은

)’

○

만 원 벌이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김 수, 남,

290

시세는 좋으나 나는 양이 워낙 적어서

1963

년생).

년 이후 중단되었던 장어잡이가

2007

2011

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금어기 동안 일부 어민이 동업으로 ‘장어살’을 매어 장어잡
이를 했다. 관선부터 작당까지 갯골이 있는 갯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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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도의 작은 어살을 설치

10

했다. 자연산 장어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어가 잡히기 전부터 사가겠다는
사람이 정해졌다. 왕포 어민들은 민물에서 잡히는 장어보다 바다에서 잡히는 장어
가 ‘해금내’[해감내]가 안 나고 훨씬 맛이 있다고 강조한다. 어민들은 ‘장어살’에서

․ ․

․ ․

부수적으로 나온 민어 농어 붕장어 낙지 범게 등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무료한 여름 휴어기를 보냈다.
월에 들어서면 여름의 주 어장인 젓새우잡이가 드디어 시작된다. 7월 초순에 시

7

작되는 젓새우잡이는 세 종류의 어구어법을 바꿔 가면서

월까지 계속된다(음력

9

월). 꽃게잡이나 어선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6~8

한편 날씨가 따뜻해져 수온이 올라가 먼 바다로 나갔던 고기들이 연안으로 돌아

․ ․

오는 5월이 되면 바다낚시가 시작된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바다낚시꾼
들이 온다. 그러면 어민들은 낚싯배 선장이 되어 낚시꾼들을 태우고 바다에 나가

․ ․ ․ ․

․ ․

농어 민어 돔 우럭 수조기 숭어 장어 심지어 상어까지 다양한 고기를 낚는
다. 바다낚시는 꽃게어장을 하지 않는 어민들에게는 가을 주꾸미잡이 전까지 경제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꽃게금어기로 어장을 쉬는 어민들에게도 여름철 중
요한 부수입원이 된다. 또한 어민들은 개인적으로 낚시를 나가 고기를 잡는다. 잡
은 고기의 일부를 회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간을 해서 꾸둑꾸둑하게 말려 냉동
보관하였다가 반찬이나 제수용 생선으로 쓴다.

3) 가을 어장
월

일로 금어기가 끝나면 어민들은 바로 가을 꽃게잡이를 시작하고 마을은

8

15

다시 분주해진다. 봄 꽃게와 달리 가을 꽃게는 시세는 낮아도 어획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손은 더욱 바쁘다. 계절상으로 아직은 뜨거운 여름에 시작되는 가을 꽃게
잡이는 대개

월 중순까지 한다(음력

10

월). 그러나

7~9

톤급의 어선을 가진 일부

2~3

젊은 어민들은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꽃게를 쫓아 왕등도나 안마도 바깥의 더 먼
바다로 나가서

월까지도 꽃게를 잡는다.

11

가을 꽃게잡이가 끝나면 이제 가을 주꾸미잡이가 시작된다. 대개

월 중순부터

10

주꾸미잡이를 하는데, 주꾸미어장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은 꽃게잡이를 서둘러 끝내
고

월 초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음력

10

월). 꽃게잡이가 상대적으로 힘든 어

9~11

장인데다가 봄보다 꽃게의 시세도 낮기 때문에, 추석 대목을 보고나서 주꾸미가 나
기 시작하면 어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민들은
에” 바다 수온이 내려가 ‘쩍물’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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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따개비) 때문

“

월 중순이 되어서야 주

10

꾸미잡이를 시작한다. 수온이 아직 높은 상태에서는 주꾸미 단지인 소라껍데기를
바다에 넣으면 ‘쩍’이 붙어서 어구를 망치거나 조업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가을
주꾸미잡이는 보통

월까지 하는데, 어민들의 표현을 빌리면 ‘눈이 올 때까지는

12

잡는다.’ 주꾸미가 눈이 왔다 하면 어장에서 사라지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가 바로 가을 주꾸미잡이를 그만둘 때인 것이다. 어민들 대부분이 겨울에는 별다른
큰 어장을 하지 않으므로, 가을 주꾸미잡이를 끝으로 마을의 1년 어장도 끝나는 것
으로 본다.
한편 꽃게잡이나 주꾸미잡이를 하지 않는
일부 어민들은
라는 정치망(

월 무렵 ‘이각망(

10

二角網

<그림 3-3> 이각망으로 잡은 참조기

이

)’

定置網 을 곰소만 내 갯골에 설
)

치해 다양한 고기를 잡는다. 이각망은 언제
든지 설치해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수온
이 높으면 그물에 ‘물꼽’(물때)이 끼기 때문
에 가을 찬바람이 나면 보통 설치하여 이듬
해

월까지 한다. 즉, 겨울 어기를 보내고

3

봄 주꾸미잡이를 시작할 무렵에 그물을 거둬들인다. ‘이각망’은 다른 어장처럼 특

․

․

정 단일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잡는다. 장대 망둥이 전

․

․

․ ․ ․
․
은 잡은 고기를 곰소나 부안․격포 등에 가서 도매상이나 음식점에 팔며

어 참조기 물메기 숭어 졸복 갑오징어 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어민들
,

또 고기

를 사길 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판다.

4) 겨울 어장
휴어기에 해당하는 겨울에는 특별히 크게 형성되는 어장은 없다. 일부 어민들이

․

실뱀장어나 숭어 굴을 잡는 정도다. 주 어장인 꽃게잡이와 주꾸미잡이를 하는 대
부분의 어민들은 겨울에 집에서 새 꽃게그물을 만들고 주꾸미주낙을 보수하고 만
들며 이듬해 봄 어장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낸다.
곰소만 내에서는 겨울과 봄에 걸쳐 일명 ‘시라시’(실뱀장어)라고 하는 뱀장어 새
끼를 잡는 실뱀장어어장이 형성된다. 자연 상태에서 잡힌 실뱀장어는 양어장에 팔
려 양식 장어로 키워진다. 실뱀장어가 자연에서는 3년 정도 커야 성어(
데 양어장에서는
쇠고”

○

년이면 다 큰다(전 봉, 남,

1

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다(음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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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魚 가 되는
)

년생). 실뱀장어잡이는 보통

1957

설

“

월). 이 무렵 곰소만에 줄지어 떠

1~3

있는 하얗거나 붉은 부표들은 바로 정치망인 ‘시라시그물’이 설치된 풍경이다.
실뱀장어잡이는

년대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한 명만이 어장을 한다. 실뱀장

1980

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조업은 밤에 이루어진다. 새벽

시 전후로 바다에 나가

1

시간 정도 추위를 이겨 가며 조업을 해야 하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3~4

재 실뱀장어

㎏이

1

년 현

2009

만 원 정도로 높은 시세를 가지기 때문에, 어획량만 좋으면

960

수익성이 높은 어장이다. 그러나 실처럼 가늘고 투명한 실뱀장어

○

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전 봉, 남,

㎏곧약

1

7,000

년생). 게다가 실뱀

1957

장어의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 어장의 대표는 숭어잡이다. 겨울 고기인 숭어는 날씨가 쌀쌀해진

월부터

11

이듬해 3월까지 삼중자망이나 이각망으로 잡는다. 겨울에는 특별한 고기잡이가 없
기 때문에,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숭어회를 즐겨 먹는다. 숭어는 동지섣달 겨울에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한다.
년대에는 자연산 숭어의 시세가 좋아 숭어어장이 크게 형성되었다. 그때는

1990

숭어 가격이

○

㎏에

1

있다(김 연, 남,

원도 나갔고, 하루 조업으로

만 원을 벌었다는 어민도

14,000

700

․광어 같은

년생). 그러나 방류사업 등으로 우럭

1960

고급 어종’의

‘

공급이 겨울에도 많아지고 새만금공사 이후에 새만금에서 출하되는 숭어의 양도

○

많아지면서 숭어 값이 폭락하였다(김 수, 남,
원 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3,000~5,000

1966

년생).

지금은 숭어

㎏가

1

년대 초부터 숭어잡이는 거의

2000

중단되었고, 일부 어민이 겨울에 용돈벌이 정도로 소규모로 하고 있다.
또한 어장이 없는 겨울 동안 굴잡이도 중요하다.

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굴

11

을 채취한다. 3월(음력 2월)부터는 굴에서 일종의 독인 ‘노랑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

○

최 순, 여,

월부터 나오는 굴은 생으로는 못 먹고 젓을 담가서는 먹을

년생).

3

1932

수 있다. 남자들도 굴 잡는 일은 하지만, 굴을 까서 파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 담당
한다. 채취한 굴을 까지 않고 그냥 ‘통굴’로
도 팔지만 대부분 ‘깐 굴’로 판다. ‘통굴’로
팔면

㎏ 한 망에

20

만 원 밖에 받지 못하

1

지만, 굴을 까서 팔면 힘은 들어도

㎏에

1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000~7,000

예전에는 많은 집이 겨울이면 굴을 채취
했다.

년 무렵 김양식이 안 되었던 한

1984

해는 온 동네 사람들이 겨우내 굴잡이만 해
서 먹고 산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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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굴 까기

를 목적으로 굴잡이를 하는 집은 많지 않다. 그래도 가내 소비용으로 굴을 채취하
는 집은 여전히 많다. 특히 김장철과 설을 앞두고 굴 채취가 많이 이루어진다. 외
부에서도 많이 찾지만 마을 내에서도 이때는 생굴 소비가 많아진다. 설 무렵이면
일부 부녀자들은 굴을 따와 깐 굴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도 하
는데, 이곳에서는 굴을 넣은 ‘꿀떡국’[굴떡국]을 많이 끓여 먹기 때문이다.
조개잡이는 물때의 영향을 받지만 계절
과 상관없이 1년 내내 행해진다. 주로 바지

<그림 3-5> 조개잡이

․ ․

락 동죽 가무락 등이 채취된다. 조개잡이
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다. 이들은

․

줄포 고창이나 주변 마을의 조개양식장 주
인에게 날품으로 고용되어 조개를 판다. 곰
소만 내 갯벌이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더 발
달하였고 조개양식장이 주로 고창군 쪽 갯
벌에 있기 때문에, 썰물에 갯벌 등이 드러
나면 부녀자들을 태운 배들이 곰소만을 건너 고창 쪽 갯벌로 조개를 파러간다.
이상으로 왕포 어촌에서의
다음

표

<

․

년 주기 어로활동을 계절별 어장별로 살펴보았다.

1

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왕포 어촌의 1년 어업력을 도식

3-3>

화한 것이다. 1년 주기의 어로활동은 계절의 변화와 매우 밀접히 관련된다. 어민들
에게 계절의 변화는 정확히 말하면 바다 수온의 변화에 따라 어로 공간에 많이 분
포하는 포획 어종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바다의 변화에 어민들은 민감하게 반
응하고 수익성이 높은 어종을 대상으로 주 어장을 계절에 따라 바꿔가며 어로활동
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43)

달리 말하면, 어로활동은 계절별 생태환경의 순환에 의

해 제약을 받는 자연 의존적 생산 활동인 것이다.
현재 왕포 어민들의 주 어장은 주꾸미잡이와 꽃게잡이다. 이러한 구조의 어업력
은

년 무렵부터 형성되었다. 주꾸미잡이는 풍선어업 시절부터 주낙어업의 일종

2006

으로서 지속되어온 오래된 어장이지만, 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는

년 무렵부터

2006

주 어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어로활동의 변화는 왕포 어촌의 어업사적 변화의 맥
락에서 같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

“4.

시기별 어업의 특

징과 변화”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3)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조건을 비교한 바 있는 한상복(1976: 88)은, 농민은 동식물과 상호의존적
공생관계에 있는 반면에, 어민은 수산 동식물에 기생적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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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10

11

12

겨울 어장

봄 어장
금어기

여름 어장

가을 어장

겨울
어장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1

일로 다시 조정되었다.

15일까지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꽃게의 산란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에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

※ 참고: 꽃게금어기는 2006년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으나 2007~2008년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9년부터 6월 16일

부터 8월

주꾸미
꽃게
젓새우
소라
실뱀장어
병어
대하
숭어
잡어(雜魚)
굴
조개
낚시

어장

계절

월

<표 3-3> 왕포 어촌의 1년 어장 주기 (2009~2010년 기준)

3. 주 어장의 어구어법과 조업과정
1) 주꾸미잡이
(1) 어기와 어구어법
주꾸미잡이는 봄(3~4월)과 가을(10~12월)에 어장이 두 번 형성되며, 1년 어로활동
의 시작과 끝이 되고 있다. 주꾸미잡이는 연안복합이라는 허가어선을 필요로 하는
허가어업이다.
주꾸미잡이는 ‘쭈끼미주낫’[주꾸미주낙]이라고 하는 어구어법을 사용한다.

주꾸

44)

미주낙은 ‘원줄’ 또는 ‘장줄’(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소랑패기’ 또는 ‘소랑’이라
고 부르는 주꾸미 단지 곧 소라껍데기를 ‘뀌미’(아릿줄)로 달아매어 만든 어구다.
이 주꾸미주낙을 해저에 가라앉도록 설치해놓고 소라껍데기 속으로 들어온 주꾸미
를 잡는 것이다. 주꾸미가 땅을 기어 다니다가 소라껍데기 같은 빈 공간 속으로 들
어가는 습성을 이용한 어법이다.

․ ․

줄의 재질은 모두 나일론으로 보통 ‘나이롱줄’이라고 하며, 곰소 격포 부안 등
의 선구점에서 구입한다. 소라껍데기는 충남 서산의 수입상으로부터 개당

원 정

400

도를 주고 사다가 쓴다. 어로과정에서 소라껍데기가 깨지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
기 때문에, 매년 보수용으로 ‘소랑’을
년마다 ‘소랑’을 줄에 꿴 완제품을

개 정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2,000~3,000

3~4

개씩 구입하여 오래되어 낡은 어구를 교체

5,000

․ ․

하기도 한다. 소라껍데기는 국내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 칠레 중국 북한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크고 단단한 소라껍데기가 국내에서는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
문이다. 한편 자연산 소라껍데기보다 반영구적인 인조 소라껍데기(일명 ‘인조소라’)
가 시판되고 있으나, 시범적으로 사용해본 어민들은 인조 소라껍데기에 주꾸미가
잘 들지 않는 것 같다며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주꾸미주낙을 만드는 일은 남자들의 일이지만 부인들이 옆에서 돕는다. 여자들이
소라껍데기에 뚫린 구멍에 ‘뀌미’[꿰미]를 꿰어 주면(이것을 ‘소랑에 뀌미 단다’고
함) 남자들이 ‘원줄’에 소라껍데기를 묶어 고정시킨다(이것을 ‘소랑 뀌민다’고 함).
그런데 남동생의 ‘어장일’을 해주는 한 여성 어민은 직접 소라껍데기를 꿰기도 한
44) 어구어법의 분류상 주꾸미잡이는 소라껍데기 단지를 이용하는 통발어업이고 연승어업인 주낙과
구별된다. 그러나 왕포 어민들은 ‘주낫’[주낙]을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주꾸미잡이도 일종의
주낙어업으로 본다. 줄에 소라껍데기를 달아 주꾸미를 잡는 방식이 줄에 낚시를 달아 고기를 잡는
방식과 형태 및 기능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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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이 “집이 시누는 재주도 많어. 소랑을 뀌미고 있

○

어?”(박 순, 여,

1950

년생)라며 놀라움을 표시할 만큼 여성이 직접 어구를 제작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소랑’ 꿰는 일을 하는 여성 어민도 ‘소랑에 뀌미 다는 일

○

은 여자들이 주로 하고, 소랑을 줄에 뀌미는 일은 남자들이 주로 한다.’(배 삐, 여,
년생)라며 ‘어장일’의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1952

<그림 3-6> 주꾸미주낙 만들기

소라껍데기는 보통
아서

<그림 3-7> 소라 꿰는 여성 어민

㎝ 간격으로 배치한다

60~70

㎝ 간격으로 가깝게 달고 있다

50

.

.

근래는 주꾸미 나는 자리가 좁

이렇게 만든 ‘쭈끼미주낫’을 간단히 ‘소랑

줄’이라고도 부른다. 어민들은 또한 계절에 따라 소라껍데기의 크기를 구별하여 사
용한다. 봄 주꾸미와 가을 주꾸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란을 앞둔 봄 주꾸
미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소랑’을 쓰지만, 가을 주꾸미는 작기 때문에 봄보다
는 작은 ‘소랑’을 쓴다.
일단 ‘소랑줄’이 완성되면 ‘갑바’ 또는 ‘차대기’라고 부르는 검은 보(

褓 에 차곡차
)

곡 쌓아서 ‘한 차대기’ 또는 ‘한 다발’ 단위로 묶음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해두
어야 주꾸미주낙을 보관하기도 좋고 어장까지 운반하기도 손쉽다. 한 ‘차대기’에는
대략

개 정도의 소라껍데기가 달린 ‘소랑줄’이 들어가는데, 규격이 정해진 바는

200

없고 각자 일하기 편하게, 즉 부부가 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될 정도로 다
발의 크기를 만든다. 주꾸미주낙은 모양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민들은 각자의

․

․

소랑패기’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등 페인트칠을 하거나 꿰미를 흰색이 아닌

‘

자기만의 다른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소유 표시를 해둔다.
주꾸미어장의 규모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장을 많이 하는 젊은 어민
들의 경우

개 정도의 ‘소랑패기’를 가지고 주꾸미를 잡는다.

30,0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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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사려 놓은 주꾸미 단지

(2) 조업과정
주꾸미어장이 형성되면 어민들은 트럭에
주꾸미주낙 ‘차대기’를 가득 싣고 포구로 가
서 배에 옮겨 실은 뒤 부인과 함께 바다로
나가서 주꾸미주낙을 놓는다(이것을 ‘소랑패
기 논다’고 함). 여자들이 배 운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배를 운전하고 여
자들이 주로 ‘소랑줄’을 물에 던져 넣는다.

․중

남자들이 닻 역할을 하는 무거운 돌과 부표 역할을 하는 ‘깃대망’을 ‘초망’

․ 끝망 으로 구별하여 던져 넣고 여자들은 망과 망 사이에

망’

‘

’

‘

소랑줄’을 던져 넣

‘

는 식이다. 색깔과 모양이 다른 기를 단 대나무 깃대와 스티로폼 ‘망통’으로 구성
된 ‘깃대망’은 부표 역할을 함으로써, 어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소유주를 표시해
준다.

45)

어민들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깃대망’도 알고 있어 그것을 보고 누

구의 어장인지를 식별한다.
주꾸미주낙을 놓을 때와 조업할 때 어민들은 조류의 방향을 고려한다. 보통 썰물
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소랑패기를 놓을’ 때 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시킨
다. 곰소만 내에서는 조수가 동서로 흐른다.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썰
물 방향을 따라서 주꾸미주낙을 놓으면 쉽고 편하다. 주꾸미어장이 시작되면 어민
들은 흔히 ‘소랑줄’을 ‘여섯 줄 놓았다.’ 또는 ‘일곱 줄 놓았다.’는 표현으로 바다에
놓은 어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한 줄에는 대략
들어가므로, 한 줄은 대략

㎞ 정도의 길이가 된다

1

개 정도의 ‘소랑패기’가

1,500~2,000
.

그러나 한 줄의 길이가 정해진

바는 없고 어장 상황에 따라서 길게도 놓고 짧게도 놓는다. 예를 들어, 어장에 장
애물이 없어 ‘소랑줄’을 길게 놓을 수 있으면 ‘중망’을 두 개 채워 세 ‘막깐’[망칸]
짜리 줄을 놓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어 짧게 놓으면 ‘중망’을 한 개만 채워 두 ‘망
칸’짜리 줄을 놓기도 한다.
왕포 어민들이 주로 주꾸미주낙을 놓고 주꾸미를 잡는 곳은 마을에서도 보이는
외죽도와 미여도 부근으로, 어민들은 이곳을 각각 ‘오빠목’과 ‘싸녀’라고 부른다.
왕포에서는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을 ‘물 본다’고 표현
한다. 그래서 주꾸미를 잡는 것은 ‘소랑패기 물 본다’고 한다. 조업은 오전 썰물 때
이루어진다. 물때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새벽 6시 전후에 출어해서 조
45) ‘깃대망’의 밑이 물속에 잠기도록 대나무 깃대의 밑은 시멘트를 채운 PET병에 꽂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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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고

시 전후, 늦어도 1시 전에는 포구

11

<그림 3-9> 주꾸미잡이

로 돌아온다. ‘소랑패기 물 보는’ 것은 ‘소
랑패기 놓을’ 때와는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
으로 이동한다. 조수의 흐름을 역수하여 어
선을 진행시면 물속에 있는 ‘소랑줄’을 힘
을 덜 들이고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꾸미주낙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
낫 대린다’고 한다. ‘노라’[롤러] 또는 ‘도롱

揚繩機 로

태’라고 하는 양승기(

)

소랑줄’이

‘

올라오면 ‘깔쿠’ 또는 ‘깔쿠리’[갈고리]를 이용해 소라껍데기 속에 붙어있는 주꾸미
를 잡아 끌어낸다(이것을 ‘쭈끼미 딴다’고 함). 주꾸미가 소라껍데기에 빨판으로 들
러붙어 있기 때문에, 주꾸미를 떼어내는 일은 손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만큼 힘들
다. 거기다 ‘노라’를 통해 빠른 속도로 쉼 없이 올라오는 소라껍데기를 하루에
개씩 따는 일은 위험한 면도 있다. 그래서 대개 남자가 ‘주낫 대리는’

5,000~15,000

일을 하고 그동안 여자가 “창나무(키)를 잡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배의 방향과 속
도를 조절한다.

46)

그뿐만 아니라, 상품성을 위해서 주꾸미에 생채기를 내지 않고

살려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쭈끼미 따기’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특
히 산란을 앞둔 봄 주꾸미는 소라껍데기 안에 더 단단히 붙어 있어서 가을 주꾸미
보다 따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하루에 작업하는 주꾸미 단지의 수가 크게 다르다. 봄에는
개 정도를, 그리고 가을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0,000~15,000

개 정도의

5,000~6,000

소랑패기를 물 본다.’ 봄 주꾸미는 개체수가 적어 주꾸미가 들지 않는 빈 소라껍

‘

데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소라껍데기를 ‘물 봐야’ 한다. 그러나 가을에
는 주꾸미가 많이 나서 소라껍데기마다 주꾸미가 들어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그만
큼 적게 ‘물 봐도’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놓은
루에 평균

줄의 ‘소랑줄’을 모두 매일 ‘물 보는’ 것이 아니라, 하

6~7

줄 정도를 교대로 조업한다. 어민들은 하루에 조업한 양을 말할 때

3~4

오늘 세 줄 물 봤다.’ 또는 ‘오늘 세 줄 반 물 봤다.’라고 표현한다.

‘

조업을 마치면 어민들은 주꾸미가 살아 있을 때 팔기 위해서 서둘러 마을로 돌
아온다. 방파제에서는 일명 ‘수족관차’와 함께 도매상이 어민들을 기다린다. 잡은
46) 조업할 때 배의 방향과 속도를 잘못 조절하면 주꾸미주낙을 끌어올리고 주꾸미를 따내는 일이
더 힘들다. 그래서 ‘주낫을 대리는’ 중에 각시들이 배를 잘못 운전하면 남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그러다보면 배에서 부부 간에 말다툼을 하고 감정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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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로 넘겨진다

주꾸미는

1

어획량은 봄과 가을이 크게 다르고 가격도 크게 차

.

㎏ 전후로 잡고 많이 잡아도 ㎏
㎏ 정도를 잡는다 그래서 어획

이가 난다. 봄 주꾸미는 1회 조업에 평균

30~50

를 넘기기 어렵다. 반면에, 가을 주꾸미는

80

100~200

.

량이 적고 게다가 알을 배고 있는 봄 주꾸미는 가격이 훨씬 비싸다. 어민들은 맛으
로도 구분하는데, 봄 주꾸미가 더 연하고 맛이 있으며 가을 주꾸미는 약간 질기다

㎏에

고 한다. 봄 주꾸미는

1

선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된다.

원, 그리고 가을 주꾸미는

15,000~20,000

년에는 봄 주꾸미의 어획량이 더 적어서

2010

㎏에

원까지 올랐다. 봄 주꾸미는 크기가 커서

25,000

을 주꾸미는 작아서

원

5,000~8,000

1

㎏에

1

마리 정도가 올라가고, 가

10

여 마리 정도가 올라간다.

47)

20

주꾸미잡이는 하루

시간 정도 조업하고 돌아와 선착장에서 도매상에게 어획

5~6

물을 넘기고 나면 하루의 조업 일과가 끝난다. 뭍에 돌아와 뒷마무리해야 할 ‘후어
장’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주꾸미잡이를 ‘어장하기가 편해서 좋다.’고 말한다.

(3) 어황
현지조사 기간 동안 왕포 어촌의 주꾸미잡이 어황을 살펴보면,
부터

년 가을 어장까지 주꾸미잡이가 대풍이었다.

2009

년 가을 어장

2008

년 가을 어장 때는 날씨

2008

가 유난히 따뜻해 주꾸미가 계속 잡혀 겨울에 쉬지 못하고 이듬해 봄 주꾸미 날
때까지 가을 주꾸미를 잡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평년보다 어기가 길었다.
가을 주꾸미잡이와 함께 가을 꽃게잡이도 풍어였다.

㎏ 이상

150

,

많게는

년 봄 어장 때만 해도 그

2008

렇지 않았고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루에 주꾸미를 보통

년

2008

년 가을 어장 때는 하

2009

㎏ 이상씩 잡으면서 하루 어획고가

200

만 원을 쉽게 넘어갔다. 왕포 어민들이 거의 매일 주꾸미를

100

톤 이상씩 잡아내도

1

주꾸미 어획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어장 상황이 어민들에게도
놀라운 일로 느껴졌던 것 같다. 한 어민은 ‘마치 쭈끼미가 물속에 몇 미터 높이로

○

쌓여 있다가 잡혀 올라오고 잡혀 올라오고 하는 것만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강
고, 남,

1953

년생).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꾸미가 나는 자리가 좁게 형성되면서 어민들 간의 어

47) 주꾸미가 1㎏에 몇 마리이고 그래서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법이 어민들에게 상
당히 발달해 있음을 일상의 우스갯소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봄 주꾸미 값이 유난히 비쌌던
봄 어장 때 한 번은 오전 조업을 마친 어민 몇 명이 마을 커피자판기 앞에 모여서 300원 짜리 커
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어민이 다가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이거 쭈끼미 한 마리 값이네.”
라고 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김○옥, 남, 1957년생).

- 81 -

장 경쟁이 심해졌다. 좁은 어장에 많은 ‘소랑줄’이 몰리면서 줄이 서로 얽혀 조업
이 힘들어졌다. 일부 어민이 자기 어장의 ‘물을 보면서’ 남의 ‘소랑줄’을 자르고는
묶지 않은 채 물속에 놓아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쭈끼미배’들이 돌
아온 정오 무렵이면 ‘어떤

X

할 새끼가 우리 줄을 잘라 버렸다.’며 큰소리로 거칠게

화를 내는 어민들이 종종 있었다.

48)

그러나

년 봄 어장 때는 주꾸미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어민들은 3월

2010

인데도 날씨가 나빠(즉, 기온이 낮아) 수온이 오르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난 가을
에 주꾸미를 너무 많이 잡아 버려서 봄 주꾸미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자체 분석
하였다. 가을 주꾸미가 자라서 봄 주꾸미가 되기 때문이다.

(4) 어장의 변화
주꾸미잡이는 연구지에서 오래된 어장 중 하나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주꾸
미어장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주꾸미잡이는 봄 어장에서 가을 어장으로 확대되었다. 주꾸미잡이는 원래
봄에만 했었다. 그런데

년대에 나일론 줄이 도입되면서 가을 어장이 시작되었

1960

다. ‘나이롱줄’이 나오기 전에는 ‘사내끼’(새끼줄)를 썼다. ‘원줄’은 고창 하전의 ‘살
막’ 곧 하전 사람들에게 주문해 만들어와 썼고, 꿰미는 대체로 직접 만들어 썼다.
가을 추수 후에 볏짚을 사와 겨울이면 꿰미용 새끼줄을 꼬는 것이 일이었다고 한
다. 굵은 ‘원줄’은 한 번 만들면 몇 년은 쓸 수 있었지만, 가는 ‘뀌미’는 봄 어장을
하고 나면 썩어서 끊어지기 때문에 가을 어장에는 쓸 수가 없었다. 왕포에 처음으

○

로 꿰미용 ‘나이롱줄’을 도입해 가을 주꾸미잡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어민(김
만, 남,

1937

년생)에 따르면, 봄보다 가을에 주꾸미가 바다에 더 많아 어구 문제만

해결되면 가을 주꾸미잡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처음엔 ‘나이롱줄’이 비쌌기
때문에 ‘뀌미’에만 나일론 줄을 썼고 굵은 ‘원줄’은 몇 년 후에야 교체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비싼 ‘나이롱줄’로 가을 어장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주꾸
미가 많이 잡히자 사람들도 그를 따라서 가을 주꾸미를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 ․ ․ ․ ․

한편 어구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바다에 조기 갈치 부세 농어 민어

돔과 같은 ‘좋은 고기’가 주낙으로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굳이 가을에까지 주꾸미
48) 어민들은 ‘소랑줄’이 얽힌 상태와 앞서 누가 ‘물 봤는지’를 통해 자기의 ‘소랑줄’을 자른 사람을
대충 짐작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심증만으로 한동네 사람을 추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짐작이 가는 그 ‘누군가’가 들으라고 방파제나 마을 중앙 공터에서 일부러 큰소리
로 욕을 해대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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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을 이유가 없었다. 이른 봄에 주꾸미를 잡고 음력 4월 이후 수온이 올라가 먼
바다로 나갔던 고기들이 돌아와 바다에 고기가 풍성해지면 가을까지 고기를 잡으
면 되었다. 그러나

년대 들어와 예전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어민들은

1970

다른 어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즉, 그 무렵 고기가 감소하는 바다 생태계의 변
화가 가을 주꾸미어장의 형성을 더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주꾸미잡이가 연구지에서는

년대 중반부터

1980

49)

년대 중반까지 약

1990

10

년 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적이 있다. 고대구리 조업이 활발했던 때다. 일명
싹쓸이’라고 하는 고대구리에는 주꾸미도 들 때는 많이 들기 때문에 주꾸미주낙을

‘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가을에는 고대구리배들이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 깔아
놓은 ‘소랑줄’도 같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어구 손실이 많아 어장 하기가 어려웠
다. 그러다가 고대구리 조업이 점차 쇠퇴하는

년대 중반 이후 주꾸미잡이가 다

1990

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왕포 어민들의 주 어장이 되고 있다.
둘째, 봄 어장의 시작이 빨라지고 있다. 음력 2월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던 봄 주
꾸미잡이가

년에는 음력 1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봄 주

2008

꾸미잡이는 계속 음력 2월이 되기 전, 즉 양력으로 대개 2월 하순 무렵에, 빠르면
월 중순 무렵에 시작되었다. 봄 어장이 과거보다 일찍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

셋째, 주꾸미 어장의 규모가 커졌다. 그전에는 소라껍데기를 많아야
개 정도 가지고 어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통이

8,000~10,000

개를 사용한다.

30,000~40,000

그런데 어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주꾸미 어획량의 감소라는 면과 함께 고려될 필
요가 있다. 그전에 비해 바다에서 나는 주꾸미의 양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어민들
은 상대적으로 투입하는 어구의 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어획량을 유지하려는 전략
을 취하는 것이다.

2) 꽃게잡이
(1) 어기와 어구어법
왕포 어민들이 ‘기잽이’[게잡이]라고 하는 꽃게잡이도 주꾸미잡이와 마찬가지로
봄(5~6월)과 가을(8~10월)에 두 번 형성되는 어장이다. 그러나 주꾸미보다 꽃게의
어획고가 소득원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며 연구지의 가장 큰 어장이 되고 있다.
49) 어민들의 어로활동은 어획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을 주꾸미를 팔 수 있는 판로와 소비 시
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가을 주꾸미잡이도 그렇게 촉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수산물 소비 시
장의 요구와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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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어장으로, 이때부터 지금과 같은

2006

꽃게잡이 중심의 어업력이 형성되었다. 예전에는 바다에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꽃
게가 걸리면 귀찮아서 버리거나 집에 가져와 반찬으로 소비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가

년을 전후로 꽃게의 시세가 좋아지고 많이 잡히면서 꽃게어장이 형성된 적

1990

은 있으나, 몇 년 안 되어 꽃게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꽃게잡이는 조금씩 이루어졌
다. 그런데

○

년 무렵 고대구리어업의 전면 중단으로 새 어장을 찾던 한 젊은 어

2005

민이(김 일, 남,

년생) 격포 어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망 있는 어장으로서 꽃게

1962

잡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왕포에 꽃게어장이 형성되었다. 꽃
게잡이는 연안자망이라는 허가어선을 필요로 하는 허가어업이다.
왕포 어민들은 자망(

刺網 이라는 그물을 이용해 꽃게를 잡는다

.

)

자망어업은 띠처

럼 긴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닻으로 고정시켜 놓고 조류를 따라서
다니던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구어법이다. 꽃게는 다리를 이용해 펄
을 기어 다니기도 하고 노처럼 생긴 넓적한 뒷다리 한 쌍을 이용해 물속을 헤엄쳐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그물의 밑쪽이 물속 땅에 닿아 있으면서 그 위쪽은 떠있게
설치하여 기어 다니거나 유영해 다니는 꽃게가 그물에 걸리게 해서 잡는다.
꽃게그물은 가운데 그물과 그 위아래 두 줄로 구성된다. 그물은 얇지만 질긴 ‘경
심’ 재질의 3절 그물이 사용된다.

50)

그리고 그물의 위쪽 줄은 ‘웃베리’[윗벼리] 또는

․ 아랫베리 아랫벼리

웃줄’[윗줄]이라고 하고, 아래쪽 줄은 ‘밑베리’[밑벼리]

‘

‘

’[

]

또는

밑줄’이라고 한다. 윗줄에는 그물을 뜨게 하는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뜸이 달리

‘

는데, 어민들은 이것을 ‘틉’ 또는 ‘아바’라고 한다. 밑줄에는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납이나 철 소재의 무거운 봉돌이 달리는데, 이것을 ‘목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은 소재의 이름을 따서 그냥 ‘납’이라고 한다. 그물의 가닥수로 보면, 꽃게를 잡는
자망은 홑겹으로

외마이그물’(홑겹그물)이

‘

라고 하여 대하 숭어 등을 잡는 세 가닥 그

<그림 3-10> 그물 꿰기와 실 치기

물인 ‘삼마이그물’(삼겹그물)과 구별된다.
어민들은 휴어기인 겨울에 대개 1년 동안
쓸 꽃게그물을 대부분 만들어 놓는다. 그물
을 만든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선구점에
서 사온 ‘웃베리’만 달린 그물에 납이 달린
밑베리’를 꿰는 작업이다(이것을 ‘그물 뀌

‘

50) 그물의 호수 구분은 엄지와 검지로 재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물코(마디)의 수에 따른다(김○옥,
남, 1934년생). 절수가 작을수록 그물이 성기고 클수록 촘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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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고 함). ‘그물 뀌미는’[꿰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물 꿰는 일이 혼자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인들은 옆에서 “바늘대에
실이라도 처 주는 일”을 한다. ‘바늘대’는 그물과 줄을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실’,
즉 가는 나일론 줄을 감아 바늘처럼 사용하는 어구다. 실처럼 사용되는 줄을 ‘바늘
대’에 감는 것을 ‘실 친다’고 한다. 젊은 여성 어민 중에는 남편과 함께 직접 그물
을 꿰는 경우도 있다. 어민들은 하루에 평균
왕포 어민들은 한 어기 동안 대략
많이 하는 사람은

폭 정도의 그물을 꿴다.

10

폭 정도의 그물을 가지고 꽃게어장을 하며,

500

폭 정도를 사용한다. 어민들은 주꾸미어장 때와 마찬가지로

700

완성된 그물들을 ‘한 차대기’ 또는 ‘한 다발’ 단위로 나누어 놓는다. 꽃게그물 한
폭은 길이가

이며, 한 ‘차대기’는 그물

40~45m

폭을 연결한 것이다.

5~6

(2) 조업과정

․

꽃게어장이 형성되면 어민들은 꽃게그물과 ‘깃대망’ 쇠닻을 배에 가득 싣고 바
다로 나가서 그물을 놓는다(이것을 ‘기그물 논다’ 또는 ‘기그물 깐다’고 함). ‘기그
물 놓을’ 때도 남자들은 배의 키를 잡고 여자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 넣는다. 꽃
게그물을 설치하는 과정은 주꾸미주낙을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물은

일

5~7

동안 조업할 양을 바다에 미리 깔아놓는다. 그물을 한 장소에만 놓는 것은 아니고
어획되는 상황에 따라서

군데에 분산해 놓는다.

2~3

<그림 3-11> 꽃게그물 놓기

<그림 3-12> GPS로 찍은 어장 위치

곰소만 입구 근처에 있는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주꾸미잡이와 달
리, 꽃게잡이는 더 먼 바다로 나가 넓은 어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어민들은 그물
을 놓을 때 멀리 있는 육지의 지형물이나 바다 가운데 섬을 기준점으로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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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놓은 위치와 방향을 기억한다. 그러나 먼 바다로 나갈수록 기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프로타’라고 하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어장 위치를 저장
하고(이것을 ‘지피에스로 찍는다’고 함), 조업을 나갈 때 그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
는다. 부인들이 그물을 바다에 넣는 작업을 할 때 남편들은 배를 운전하면서 동시
에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어장을 하는 선주들이 어선에
배들에

GPS

GPS

에 어장 위치를 찍는다.

년 무렵에 꽃게

2008

를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꽃게잡이

가 설치돼 있다. 왕포 어민들은 미여도에서 왕등도와 안마도를 잇는 바

GPS

다에서 주로 꽃게를 잡는다.
꽃게잡이철에 어민들은 보통 새벽

시에 출항하여 조업하고 오전

2~3

시 무렵에

11

포구로 돌아온다. 어두운 이른 새벽에 출어하고 바다에서의 조업 시간이 긴 것은
꽃게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민들의 자구책이다. 죽은 꽃게와 산 꽃게의 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민들은 잡은 꽃게를 가능한 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조업 과
정을 조정한다. 날씨가 뜨거우면 꽃게의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가
뜨지 않은 선선할 때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다. 꽃게어장에 도착한 어민들은
노라’로 꽃게그물을 한 폭 또는 한 다발씩 배로 끌어올려 배 위에서 그물에 걸린

‘

꽃게를 ‘깔쿠’로 빼낸다(이것을 ‘기 딴다’고 함). 꽃게의 갑각에 있는 톱니 같은 부
위들과 다리

개에 걸린 그물을 걷어내며 꽃게를 빼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10

아니다. 더욱이 게의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를 딸’ 때는 게의 다리, 특히 집게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집게발

‘

이 떨어지면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를 따면’ 우선 집게발 중 움직이지
않는 쪽 ‘발목’을 ‘니빠’[니퍼]로 절단한 후에 바닷물이 차있는 ‘물칸’(어창)에 넣는
다. 집게발의 한 쪽을 절단하는 것은 예민해진 꽃게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죽
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어민들은 또한 꽃게를 오래 살리기 위해
어선에 산소통과 기포기(

起泡機 를 설치해 가지고
)

다니며 어창에 산소를 공급한다.

회 조업 시 빼내는 그물의 양은 그물 한 폭에 걸리는 꽃게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1

데, 대략

차대기’ 내외를 뺀다.

7~10 ‘

그러나 날씨가 선선해지면 물밖에 나온 꽃게의 생존 시간이 길어지므로 육지에
서 꽃게를 따도 된다. 이때는

시에 출항하여 꽃게가 걸린 그물을 ‘차대기’째로

5~6

배에 싣고 9시 무렵에 포구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방파제 옆 배 위에서 또는 각자
의 집에 있는 작업장으로 꽃게그물을 옮겨서 꽃게를 딴다. 집의 작업장에는 배의

․

물칸’을 대신할 커다란 물통과 산소통 기포기가 또한 구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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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게 따기와 후어장
배에서는 선주 부부만이 꽃게를 따지만, 집으로 꽃게그물을 옮겨오면 날품으로
고용된 놉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일손을 보탠다. 꽃게를 따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꽃게를 더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꽃게를 따는 일은 시간 싸움이고, 그래
서 꽃게를 딸 때는 일손이 많을수록 좋다. 놉이나 꽃게 따기를 돕는 일손은 대부분
가까운 친척들이고, 일을 도와 줄 가까운 친척이 없는 집에서는 가까이 살면서 친
한 이웃사람의 일손을 구한다.
놉과 ‘기 따러온’ 사람들은 그물에서 꽃게를 따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상품성
없는 꽃게를 자기가 따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린 다른 고기를
얻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꽃게를 빨리 따려고 한다. 꽃게가
많이 잡히면 상품성 없는 꽃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당 꽃
게를 몇 킬로씩 가져가기도 한다. 상품성 없는 꽃게는 ‘죽은 기’, 탈피 후 아직 여

小

물지 않아 껍데기가 물렁물렁한 ‘물렁기’, 크기가 작은 ‘사시랑기’( 게)를 일컫는다.
사시랑기’는 크기는 작아도 껍데기도 딱딱하고 살이 찼기 때문에, ‘기장’(간장게장)

‘

용으로 선호된다. 그래서 꽃게를 따다가 ‘사시랑기’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횡재한
듯이 좋아한다. 반면에 ‘물렁기’는 간장게장을 담그는 데는 부적합하지만 껍데기가
딱딱하지 않아서 껍질째 먹기는 좋아 ‘무젓’(양념게장)용으로 선호된다.
꽃게는 계절에 따라 잡히는 암수의 양에 차이를 보인다. 봄에는 산란을 앞두고
알을 밴 암게가 많이 잡히는 반면에, 가을에는 수게가 많이 잡힌다. 그리고 추석
전후로 암게의 양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사시랑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을에 잡히는 ‘사시랑기’는 수게를 등에 업고 있어서 ‘업은 기’라고도 한다.

51)

한

편 꽃게금어기가 끝난 후 시작되는 가을 꽃게잡이에서는 봄 어장보다 ‘물렁기’가
많이 잡힌다. 가을 꽃게는 추석 무렵 찬바람이 나야 영글어서 좋다고 한다.
꽃게의 어획량과 가격도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봄 꽃게가 가을 꽃게보
다 어획량은 적지만 매우 비싸다. 봄 꽃게는 1회 조업에서 보통
지만, 가을 꽃게는
게는

㎏ 이상이 잡힌다

100

.

봄 꽃게는

㎏에

1

가고, 가을 꽃게는

원, 가을 꽃

25,000~27,000

원 선에서 도매가가 형성된다. 봄 꽃게는

8,000~10,000

㎏ 정도가 잡히

50

㎏에

1

마리가 올라

4~5

마리가 올라간다. 배에서 ‘기를 따면’ 방파제로, 또는 집에서

5~6

기를 따면’ 각 어민의 집으로 선주의 전화를 받은 도매상이 꽃게를 가지러온다.

‘

51) ‘사시랑기’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 ‘업은 기’는 성적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다. 커다란 수게가
작은 암게인 ‘사시랑기’의 등에 타고 있는 모양이 암수의 교미를 연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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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은 살아 있는 꽃게만 저울에 달아

㎏씩 망에 담는데

10

,

이 과정에서 ‘물렁

기’나 ‘죽은 기’가 다시 걸러진다. 이때 어민과 도매상 사이에 ‘의례적인’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 봄에는 꽃게의 어획량이 적은데다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꽃게

․ ․

의 크기를 대 중 소로 선별해서 가격 차이를 둔다. 등딱지 속에 알을 배고 있는
알기’가 제일 비싸다. 그러나 이미 알을 몸 밖으로 뿜어낸 ‘알 품은 기’는 상품성

‘

이 없다. 그런데 왕포 사람들은 간장게장용으로 이 ‘알 품은 기’도 매우 선호한다.
기알젓’을 담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민들은 ‘알 품은 기’를 따로 선별해서

‘

집에서 소비하거나 또는 ‘알 품은 기’를 별도로 주문한 마을 사람에게 판다.
도매상에게 어획물을 넘기면 하루의 어장 일과가 끝나는 주꾸미잡이와 달리, 꽃
게잡이는 ‘후어장’이 남아 있다. 이른 새벽에 조업을 나가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어민들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아침밥 겸 점심밥을 먹는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주 부부와

명의 놉이 한 조가 되어 ‘티 따는’ 일부터 시작한다.

1~2

․

․

꽃게를 따낸 그물에는 고기의 썩은 사체나 빈 조개껍데기 불가사리 파래 같은
해조류와 펄 그리고 버려진 폐어구 및 바다에 떠다니는 온갖 육지 쓰레기들이 남
아 있다. 어민들은 이러한 이물질들을 그물에서 제거한다(이것을 ‘티 딴다’고 함).
기를 따주고’ 상품성이 없는 꽃게나 반찬으로 쓸 생선을 얻은 사람들은 시간이 되

‘

는 대로 티를 따주고 간다.

<그림 3-13> 자망그물 추리기

<그림 3-14> 흘림그물 추리기

티를 딴 후에는 선주 부부와 놉이 본격적으로 뭉치고 얽힌 그물들을 펴고 사려
차대기’를 만든다(이것을 ‘그물 추린다’고 함). 한 사람은 ‘웃베리’를 ‘새려서’[사려

‘

서] 잡고, 두 사람은 그물을 잡아당겨서 뭉치고 얽힌 그물을 펴는데, 그 중 한 사
람은 그물을 펴면서 ‘아랫베리’를 잡아 ‘차대기’에 차곡차곡 사린다. 한 ‘차대기’에
폭이 되면 ‘차대기’를 묶어서 한 쪽에 쌓아둔다. 티 따고 그물 추리는 일이 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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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오후 6시 무렵까지 계속되는데, 그물이 꼬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하
루에

폭 정도를 추린다. 추려진 그물들은 다음 조업을 나갈 때 가져가서 바

30~50

다에 다시 놓는다.

폭,

250~350

50~70

차대기’ 정도의 그물을

‘

일 단위로 돌아가

5~7

면서 꽃게를 잡는 것이다.
어기가 끝나면 바다에서 모든 그물을 빼온다. 그리고 빼온 그물들을 뜯어 납과
함께 밑줄만 남기고 어장 폐기물로 처리하여 버린다. 납과 밑줄은 깨끗이 씻어 펄
을 빼낸 후 사려 보관하였다가 다음 어장에 쓸 그물을 꿸 때 다시 사용한다.
어민들은 주꾸미잡이에 비해서 꽃게잡이가 매우 힘든 어장이라고 말한다. 바다에
서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뭍에 돌아와서 그물을 추려야 하는 ‘후어
장’도 힘들기 때문이다. 꽃게잡이를 할 때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어
장 일을 하는 편이다.

(4) 어황
년 가을 어장부터

2008

년 봄 어장까지 꽃게잡이는 대풍이었다.

2010

꽃게잡이 때만 해도 1회 조업 시 많이 잡아야
장 때는

㎏을 잡았는데

년 가을 어

70~80

2008

㎏ 잡은 사람은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가 될 정도였다

100

㎏ 내외로 잡는 것이 보통 일처럼 되었다

㎏ 이상

.

150

200

년 가을 꽃게잡이 때는 꽃게들이 먼

. 2009

바다로 빠지는

년 가을

2007

월 중순 무렵인데도 곰소만 내에서 꽃게들이

10

㎏ 이상씩 잡히

100

면서, 기대하지 않은 어획고를 올린 어민들은 ‘노다지를 캤다.’는 부러움을 샀다.
년 동안 주꾸미와 꽃게 어장을 합쳐 왕포 마을 전체의 한 해 어획고가
소문이 날 정도로 풍어를 이루었다.

○

시작했다(김 수, 남,

억이라는

30

流刺網 으로도 꽃게를 잡기

년 가을부터 한 젊은 어민이 자망과 함께 유자망(

2009

2

)

년생). ‘흘림그물’ 또는 짧게 ‘흘림’이라고 하는 유자망 조업

1966

은 그물을 바다에 띄워놓고 조류에 흘러가게 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구어법이다. 흘
림그물은 ‘외마이그물’인 자망과 달리 ‘삼마이그물’이다. 유자망 조업은 그물이 조
류를 타고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만이나 내만 가까이에서는 할 수 없고 형제도 부근처럼 상대적으로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한다. 유자망 조업은 그물을 바다에 넣고

시간 정도 흘렸다가 바로

2~3

빼내기 때문에, 며칠 씩 물속에서 묵히는 자망 그물과 달리 꽃게의 선도가 좋다.
그뿐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물을 건지기 때문에 그물이 덜 꼬여서 꽃게를
따기도 쉽고 추리기도 수월해 ‘후어장’에 걸리는 시간도 짧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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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림그물이 좋은 점은 그물이 바닥을 긁으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장만 잘 골라
투망하면 자망보다 꽃게가 훨씬 많이 잡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망은 물때와 상관
없이 항시 조업이 가능한 반면에, 흘림그물은 물발이 살아 있는 ‘사릿발’에만 조업
이 가능하고 물발이 없는 ‘조금때’는 조업을 할 수가 없어 조업 일수에 제한이 있
다. 그래서

년 가을 어장부터 대부분의 젊은 어민들은 자망과 유자망을 물때

2010

따라 적당히 섞어가며 조업함으로써 어획고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 젓새우잡이
(1) 어기와 어구어법

細蝦 라는 작은 새우를 잡는 어장이다 연구지
젓 이라고 하여 대하 大蝦 같은 큰 새우와 구분

젓새우잡이는 새우젓 원료인 세하(
에서는 새우젓용 이 작은 새우를

‘

.

)

’

(

)

한다. 그래서 ‘대화잽이’[대하잡이]와 구분되는 젓새우잡이를 ‘젓잽이’[젓잡이]라고

․ 젓살 로 구별하여

하며, 젓새우를 잡는 어구인 족대나 그물도 ‘젓쪽대’나 ‘젓그물’
부른다. 젓새우잡이는

월(음력

7~8

‘

’

월)에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 어장이기는 하

6~7

나, 어구어법을 달리하여 가을(음력

월)까지 이어진다. 젓새우어장은 주로 곰소만

8

내에서 형성된다.
왕포에서는 젓새우 잡는 것을 ‘젓 민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이 앞으로 ‘젓쪽대’
를 밀면서 젓새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젓새우잡이는

․

․

어기 어구어법 어로 공간을 달리하며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5> 갓젓 밀기

① 갓젓 밀기
갓젓’은 갯가에서 잡은 젓새우를 가리키

‘

고, 갯가에서 사람이 ‘젓쪽대’로 젓새우 잡
는 것을 ‘갓젓 민다’ 또는 ‘갓에서 젓 민다’
고 한다. 사람이 직접 ‘젓쪽대’를 민다는 점
에서 ‘손젓 민다’ 또는 ‘손으로 젓 민다’고
도 한다. 이것은 젓새우를 잡는 가장 오래
된 전통적인 어로방식이다.
연구지에서는

○

음력) 5월 장마 끝나고”(박 님, 여,

“(

년생) 양력으로는

1931

월(음력

7

월)에 들어서면 마을 앞 갯가에서 ‘젓쪽대’로 젓새우를 잡기 시작한다. 6월 말이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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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무렵이 되면 왕포 사람들은 썰물 때 갯가에서 젓새우가 수면 위로 뛰어오

7

르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다가
들어가 ‘젓’을 밀기 시작한다.

젓이 뛰면” 지체 없이 ‘젓쪽대’를 메고 물속으로

“

․

월 사이에는 아침저녁으로 마을 앞 및 곰소 관

7~8

․ ․

선 작당 모항 앞 갯가에서 ‘젓’ 미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갯가에서는 보통

8

월까지 ‘젓’을 밀지만, ‘젓’이 계속 나면 길게는 추석 무렵까지도 잡는다. 그러나

9

월에는 수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젓 밀러’ 물속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젓쪽대’는 나무로 짠 직사각형 틀에 모기장 재질의 어망 곧 ‘모기장 그물’과 족

‘

대 안으로 들어온 새우가 모여 잡히는 ‘불꾸리’를 그 끝에 달고 있는 어구다. 여름
이면 집이나 마을 모정에서 ‘젓쪽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젓 밀’ 때
가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어민들은 물이 써면 수심이 얕아진 갯가에서 ‘젓쪽대’에
연결된 끈을 잡고 앞에서 ‘젓쪽대’를 끌고 가면서 새우를 잡는다. 지금의 사각형
젓쪽대’는 개량된 것으로

‘

년대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원래는 ‘내리미’ 또는 ‘쪽

1970

바지’라고 하는 삼각형 ‘쪽대’[족대]가 사용되었다. 삼각형 족대는 갯가에서 ‘젓도
밀고’ 다른 고기들도 떠서 잡는 어구였지만, 사각형 ‘젓쪽대’는 젓새우만 잡는 어구
로 개량된 것이다. ‘젓쪽대’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젓’을 잡지만, ‘내리미’는
사람이 뒤에서 밀면서 ‘젓’을 잡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젓새우 잡는 것
을 ‘젓 민다’고 하며, 잡는 방식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젓 민다’는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다. ‘젓쪽대’를 앞에서 끄는 방식이 뒤에서 미는 방식보다 힘도 덜 들고 ‘젓’
도 더 많이 잡힌다고 한다.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젓’을 밀고 있으나, 예전에는 남자들만 ‘젓’을 밀었다.
년대에 시집온 할머니들은 ‘우리 각시 때는 젓 안 밀었다.’라고 하나, ‘젓’을 민

1950

지

년이 넘었다고 한다. 한편

40

년대 후반에 시집온 여성 어민들은 ‘각시 때부

1960

터 징그럽게 젓 밀었다.’라고 한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지에서 여
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젓’을 밀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년대 이후일 것이다.

1960

집에서 여자 혼자 ‘젓’을 밀거나 또는 배가 없는 부부가 ‘젓’을 밀 때는 주로 마
을 앞 갯가에서 작업한다. 그러나 배가 있는 부부가 함께 ‘젓’을 미는 경우에는 배
를 타고 곰소나 모항 앞 갯가로 간다. ‘젓’이 잘 나올 때는 마을 앞에서보다 ‘젓’이
더 많이 잡히거나 더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앞 갯가에
서 ‘젓’을 밀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른 갯가로 가서 ‘젓’을 미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로 공간의 분산을 통해 일인
당 어획량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물때로 보면 ‘갓젓’은 썰물에 민다. 물이 썼을 때 ‘젓’이 갯가로 붙어 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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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갓젓’은 물발이 센 ‘사릿발’보다는 물발이 없는 ‘조금때’ 잡는다. 물발
이 셀 때는 ‘젓’은 많이 나지 않고 티만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다른 어로활동이
주로 ‘사리때’ 이루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어민들은 물의 탁도(

濁度 가 젓새우잡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

)

물이

맑으면 오히려 ‘젓’이 없고, 파도가 살랑살랑 일고 흙물이 일어나서 물이 탁해야,
어민들 표현으로 “물이 특특해야” 오히려 ‘젓’이 많이 난다고 한다.

<그림 3-16> 배젓 밀기

② 배젓 밀기
배젓’은 배로 잡은 젓새우를 가리킨다.

‘

배젓’은 갯가가 아니라 바다에서 배의 양

‘

쪽에 큰 ‘젓쪽대’를 달고 끌고 다니면서 젓
새우를 잡는 방식이다. 이것을 ‘배젓 민다’
또는 ‘배로 젓 민다’고 한다. ‘배젓’은 ‘갓젓’
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데, 대개 7월 중순
부터 8월까지 조업한다.
배젓’용 ‘젓쪽대’는 ‘갓젓’을 미는 ‘젓쪽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배젓’용

‘

족대가 사람이 직접 미는 ‘갓젓’용 족대보다 더 크고 무겁다. ‘젓쪽대’ 입구의 사각
틀을 ‘갓젓’용은 나무로 만들지만, ‘배젓’용은 쇠파이프로 만든다.
배젓’을 미는 어로 방식은 ‘젓쪽대’를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끌면서 이동할 수

‘

있는 동력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적어도 연구지에 동력선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년대 중반 이후에나 새롭게 시작된 어로방식일 것이다.

1970

왕포에서 ‘배젓’을 미는 네 척의 ‘젓배’는
한 척은

톤급의 ‘경유배’로 세 척은 목선이고

2

선이다. ‘휘발유배’인 선외기(일명 ‘쏘내기’)로 ‘젓’을 밀기도 하나, 기름

FRP

값이 비싸서 ‘휘발유배’로는 ‘젓’을 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에서 쓸 새우젓을
담글 정도만 조업한다. 고대구리 조업을 할 때는 주변 어촌의 ‘젓배’까지
이 뒤엉켜 ‘젓’을 밀었다고 한다. 그러나

척

20~30

년대 초반까지 고대구리배가 감척되면

2000

서 ‘젓배’도 급격히 감소했고, 지금은 왕포와 작당 어민들만이 ‘배젓’을 민다.
그런데

년부터 다시 ‘배젓’을 미는 어장이 활성화되었다. 꽃게금어기 동안

2012

어장하는’ 사람들이 ‘쏘내기’에 검은 차광막을 치고 ‘배젓’을 민다. 해마다 가내용

‘

으로 새우젓을 담그기 위해 ‘배젓’을 조금씩 밀던 한 젊은 어민이

○

천만 원이 넘는 어획고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김 연, 남,

1

년에 뜻밖에

2011

년생).

1960

년

2010

가을 어장부터 주꾸미와 꽃게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민들이 어장 고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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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다. 예전만큼 ‘젓’이 안 나 ‘젓 밀기’가 쇠퇴한 상태였는데,
젓새우가 수익성 있는 어장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젓배’들은 주로 동호 앞 ‘오빠목’과 모항 앞 ‘엿바우’ 주변에서 조업한다. 그전에

‘

는 1시간 거리인 가마미 앞바다까지 가서 ‘젓’을 밀기도 했다. 그러나 바다에 설치
해 놓은 정치망 어구들이 많아지면서 ‘젓쪽대’를 끌고 다니면서 ‘젓’ 밀기가 어려워
졌고 지금은 가마미까지 내려가서 조업하는 배는 없다.
물때로 보면 ‘배젓’ 밀기는 밀물에 ‘젓’이 많이 뛰기 때문에 주로 밀물에 이루어
진다. 그러나 ‘젓’이 밀물에 잡힐 때도 있고 썰물에 잡힐 때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썰물에 나가서 밀물까지 조업한다. 한편 ‘갓젓’과 달리 ‘배젓’은 물발이 센 ‘사릿발’
에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사릿발’에 밀고 ‘조금때’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그림 3-17> 살젓 잡기

③ 살젓 잡기
살젓’은 고정된 새우그물로 잡은 젓새우

‘

를 가리킨다. 젓새우를 잡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기가 제일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8

월부터 9월까지 조업한다.
살젓’은 물 가운데 ‘말’(말뚝)을 박아 ‘젓

‘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밀물에 들어오는 젓
새우를 잡는 방식이다. 일종의 주목망(

網 인 정치
)

柱木

어구를 이용한 어법이다. 그래서 ‘살젓’은 ‘살젓 민다’고 하지 않고 ‘살

젓 잡는다’ 또는 ‘젓살(젓그물)로 젓 잡는다’고 한다.
왕포에서는 ‘살젓’을 잡는 주목망을 “젓 잡는 살”이라고 해서 ‘젓살’이라고 하고
젓그물’ 또는 ‘젓틀’이라고도 한다.

‘

52)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젓살 맨다’ 또

․ 젓틀 넣는다 고 한다

는 ‘젓그물 넣는다’

‘

’

.

어장의 규모를 말할 때 보통 ‘젓살’을

일곱 틀 한다.’ 또는 ‘열 틀 한다.’라고 표현한다.

‘

그런데 이 ‘젓살’ 어법은 앞의 두 어로방식에 비해 근년에 새로 들어온 것이다.
년 전후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구어법이 젓새우를 잡는 데 활용된 것이다. 한

1990

어민은 ‘살을 매 놓은’ 자리에서 겨울에는 ‘시라시그물’로 실뱀장어를 잡고 여름에
는 ‘젓그물’로 젓새우를 잡는다. ‘시라시그물’과 ‘젓그물’의 가장 큰 차이는 ‘불꾸리’
인데, ‘젓그물’은 ‘불꾸리’가 한 겹인 반면에, ‘시라시그물’의 ‘불꾸리’는 그물의 성긴
52) 연구지에서 일부 어민들은 주목망을 ‘덤장’이라고 하지만 토착 명칭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새우
그물을 ‘젓살’이라고 하고 ‘젓살 맨다’고 하는 표현 용례를 통해 볼 때 갯가에 매어 고기를 잡는
‘어살’이 의미 확장되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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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다른 두 개의 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젓살’은 허가를 받은 자리에 매야 한다. 왕포 어민들은 작당과 모항 사이 그리

‘

고 동호 앞 정해진 허가지에 ‘젓살’을 매어 새우를 잡는다. ‘젓살’은 그물의 입구가
서쪽을 향하고 새우가 모이는 ‘불꾸리’가 동쪽을 향하도록 설치된다. ‘젓’이 밀물일
때 그물에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 밀물에 나가서 전날 풀어 놓았던 ‘불꾸리’
를 묶고, 오후 썰물에 나가서 ‘불꾸리’에 들어와 잡힌 ‘젓’을 노란 플라스틱 ‘가구’
에 털어 내고 ‘불꾸리’는 묶지 않고 다시 물속에 넣는다.
내만이라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기는 하지만 바다 가운데 ‘젓살’을 설치하여 새우
를 잡는 방식은 물때의 영향을 받는다. ‘젓살’ 어법은 새우가 조류를 따라 이동하
다가 밀물에 떠밀려 ‘젓살’에 들어와 잡히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리때’는 ‘젓’이 잡
히지만, ‘조금때’는 별로 잡히지 않는다. 더욱이 어기가 아직은 수온이 높은 때라서
물발이 약한 ‘조금때’ 물속에 있는 그물에는 물때가 낀다. 그래서 ‘조금때’는 아예
그물을 뭍으로 빼내와 때꼽이 빠지도록 햇볕에 널어 말린다. 대략 다섯물부터 열세
물까지 ‘젓’을 잡고, 조금부터 네물까지는 ‘젓틀’을 빼놓는다.
갓젓’이나 ‘배젓’을 미는 ‘젓쪽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젓그물’에는 새

‘

우 외에도 여러 가지 바다 생물과 티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에 수십 킬로
의 무게로 올라온다. 그래서 물속에서 무거운 ‘젓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다른 어
장과 달리 남자들이 부인만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최소 두 명의 남자 일
손을 필요로 한다. 아침에 ‘불꾸리’를 묶는 것은 크게 힘들 것이 없지만, 오후에
불꾸리’를 배 위로 끌어올려 터는 일은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

‘

起重

다. 그래서 ‘살젓’을 잡는 배에는 일반 어선과 달리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중기(

機 가 설치돼 있어 식별이 가능하다

.

)

(2) 새우젓
잡은 젓새우는 생물로 팔기보다는 새우젓을 담근다. 어획량이 많은 ‘살젓’의 경

㎏ 용량의 노란 플라스틱 용기

우는 ‘가구’(40~50

)

단위로 생물 상태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보통 새우젓을 담가 숙성된 후 젓으로 판매한다.
젓’을 잡아오면 새우젓을 담그기 전에 ‘젓’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어종들을 선별

‘

해 내고 불순물인 티를 가려서 버리는 과정을 거친다(이것을 ‘티 개린다’고 함). 어
민들은 ‘갓젓’이나 ‘배젓’을 민 후에 방파제 주변 갯물에서 티를 가린다. ‘살젓’은
젓그물’에서 ‘젓’을 털어와 방파제에서 큰 ‘다라’(물통)와 소쿠리를 이용해 다른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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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선별하고 큰 티를 가려내고 젓새우를 분리해낸다(이것을 ‘젓 친다’고 함). 그
리고 집에서 작은 티를 다시 가린다. 그런 다음에 새우 열 사발에 소금 네 사발의
비율로 섞어 새우젓을 담근다.
새우의 어획량이나 새우젓을 계산하는 단위는 ‘사발’과 ‘동우’[동이] 및 ‘가구’다.
어민들은 ‘오늘 (젓을) 한 사발 밀었다.’ 또는 ‘어제 두 동우 밀었다.’ 또는 ‘세 가구
잡았다.’라고 말한다. 한 ‘사발’은 어민들이 ‘짜장그륵’[짜장면 그릇]이라고 하는 플
라스틱 대접의 크기고, 한 ‘동우’는 무게로

을 의미한다. ‘가구’는

20kg

㎏용

40~50

량의 노란색 플라스틱 용기로, 어장 규모가 큰 ‘살젓’의 양을 말할 때 적용된다. 그
러나 ‘젓’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사발도 밀지 못할 수도 있고 ‘젓’이 많이 날 때는
열 ‘가구’ 이상도 잡을 수가 있어서, 일일 새우 어획량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어
민들은 불규칙적인 어획량을 통해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바다의 불확실성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셈이다.

․ 배젓 ․ 살젓 으로 담근 새우젓도 각각 동일한 명칭으로 불린다

갓젓’

‘

‘

’

‘

’

.

그리고

모두 밀어서 잡은 새우젓이라고 해서 ‘밀젓’으로 통칭된다. 사실 ‘배젓’과 ‘살젓’이

․

말 그대로 밀어서 잡는 젓은 아니지만, ‘젓 미는’ 방식이 변형 확장됨에 따라서
갓젓’만을 의미하던 ‘밀젓’의 의미도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새우 이

‘

름을 따서 ‘세화젓’[세하젓]으로도 통칭된다. ‘젓’을 미는 초기에는 세하보다 크고
하얀 백하(

白蝦 가 잡히거나 섞여 나온다

.

)

새우의 종류로서 세하와 백하를 구분하기

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하를 잡으며 백하는 양도 적기 때문에, 두 새우를 섞어 담
근 새우젓도 그냥 ‘세화젓’이라고 한다.
어민들은 ‘밀젓’의 종류를 어로방식에 따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맛과 질도 구
별한다. ‘밀젓’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갓젓’이고 제일 떨어지는 것은 ‘살젓’이라고
한다. ‘갓젓’은 ‘불꾸리’에 든 새우를 금방금방 털기 때문에 새우들이 부서지지 않
고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고, ‘갓젓’이 잡히는 시기가 산란기여서 맛도 가장 좋다.
반면에 ‘살젓’은 ‘갓젓’이나 ‘배젓’보다 많은 양의 새우들이 한 ‘불꾸리’에 모여 상대
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새우들의 형체가 망가지고, ‘살젓’이 잡히는 시기
도 산란을 끝낸 뒤라 새우들이 살이 빠져 껍데기만 두껍고 맛도 덜 하다고 한다.
왕포의 세하젓은 깨끗하고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젓’을 미는 집마다 오래된 단
골을 확보하고 있다. 가을이면 ‘젓’을 민 집마다 김장용으로 새우젓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세하젓은

㎏에

1

만 원으로 일반 새우젓보다 비싼 편이지만, 새

1

우젓을 담가 놓기가 무섭게 사간다고 어민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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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황
젓새우잡이는 어획물을 새우젓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대개 새우 자체보다는 새우
젓의 양으로 어획량과 어획고가 이야기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2007년) 밀젓을

㎏짜리

독 밀어서

25

어기 동안 혼자서 ‘갓젓’

○

만 원 벌었다.’(배 삐, 여,

500

20

년생)와 같다. 대략 두 달의

1952

㎏를 잡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500

이 제보자가 이 말을

,

할 때 이 정도면 ‘갓젓’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것이라는 뿌듯함이 전달되었다.
현지조사 기간 중에 해파리의 이상 증식으로 젓새우잡이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년에 갯가에서 ‘갓젓’을 밀던 한 어민은 ‘젓쪽대에 해푸레가 들어오

2008

○

기는 처음이다.’라고 했다(배 이삐, 여,

년생). 그런데

1952

년에는 곰소만에 해파

2009

리 떼가 나타나 하얗게 바다를 뒤덮었다. 그전에도 해파리가 곰소만 바깥쪽에서 종
종 보였다고 하는데, 마을 앞까지 해파리 떼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어민들은 해파
리가 많아서 ‘갓젓’을 밀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는데, ‘배젓’의 경우는

번 조업을

1~2

나가보고는 그해 젓새우잡이를 아예 포기해 버렸다. ‘살젓’을 잡는 어민도 평년보
다 ‘젓틀’을

일 정도 늦게 바다에 넣었고 틀 수도 적게 넣었다. 처음에는 해파리

20

가 가득 잡혀 올라왔다. 그러나 다행히 뒤늦게 ‘젓’이 많이 나면서 평년과 달리

10

월 중순까지 어장이 이루어졌다. 한편 그해 ‘갓젓’을 민 어민들도 전년보다 ‘젓’을
더 많이 밀었다. 해파리 때문에 ‘젓배’들이 조업을 포기했고 ‘살젓’도 늦게 어장이
시작되면서 ‘갓젓’이 많이 잡힌 것이라고 어민들은 설명했다.
다행히도

년부터는 해파리가 전년처럼 많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2010

갓젓’을 밀다가 해파리에 쏘이는 어민들이 종종 있었다. 곰소만에 주로 출현한 해

‘

파리는 작은 종류인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이지만, 새우그물에는 큰 종류의

aurita)

해파리도 걸렸다. 어민들은 해파리 떼의 이상 증식과 출현을 바다의 환경오염과 수
온 상승이 주원인인 것으로 이해했다.

4. 시기별 어업의 특징과 변화
통시적 관점에서 왕포의 어로활동은 몇 차례의 중요한 어업사적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꽃게와 주꾸미 중심의 어업체
계는 적어도

년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며, 그 이전은 현재와는 상당히

2006

달랐다. 그러한 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넘어선 바다 생태계, 어업 기술, 수산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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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어업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고 작용해온 결과로 이해

․

․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지 어업의 특징과 그 변화를 동력선 그물어업 양식

․

․

업 낚시어선업 어종 등 다섯 가지 측면과 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왕포 어
촌의 과거와 현재의 어업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하고자 한다.

1) 풍선에서 동력선으로: 기계배의 출현
년대는 왕포 어촌이 이전과는 다른 어업체계로 변화하고 새로운 어로 환경

1970

에 놓이는 전환점이 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족자원의 고갈
이라는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동력선과 나일론 그물 같은 새로운 어구어법의 도입
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해의 어업이

綿絲

년대에 면사(

1960

신해서 나일론 그물과 동력선이 보급되면서

)

그물과 풍선(

風船 을 대
)

전통어업에서 근대어업”(김준

“

으로 전환된 시기보다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 연구지에서는

178)

2009:

년대가 바로

1970

어로방식이 “전통어업에서 근대어업”으로 전환된 시기라고 하겠다.

53)

먼저 어선의 변화에 주목해서 살펴보겠다. 연구지의 전통적인 어로방식에서 일어
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인력(

년대 중반 무렵에 시작된 어선의 기계화다. 즉,

1970

人力 과 풍력 風力 을 이용하던 풍선이
)

(

)

기곗배’[기계배]로 대체되었다.

54)

‘

왕포 어민들이 탔던 풍선은 크게 두 종류로, ‘노 젓는 배’ 또는 ‘풍선(배)’이라고

尾中船

하는 작은 배와 ‘꽁댕이배’ 또는 짧게 ‘꽁댓배’라고 하는 큰 배 곧 ‘미중선(
이다. ‘풍선배’는 1톤 규모의 소형 어선으로

)’

명이 승선하여 곰소만과 위도 주변

3~4

에서 당일치기 조업을 하던 어선이다. 이 소형 풍선을 타고 주낙어업을 했던 어민
들은 이 배를 ‘주낫배’[주낙배] 또는 짧게 ‘낫배’라고 부른다. ‘꽁댕이배’는

톤 규

30

모의 큰 배로 내만과 연안으로 조업을 나가면 보름이나 한 달씩 그물어업을 하던
어선이다.

55)

꽁댕이배’는 어장에 정박한 후 배의 ‘꽁댕이’[꽁무니] 양쪽에 장착한

‘

53) 김준(2009)은 조선시대 이래 서해의 가장 큰 어로활동이었던 조기잡이에 나일론 그물과 동력선
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구어법의 보급이 1960년대 이후 서해 어촌들이 “전통어업에서 근대어
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왕포 어촌의 어업체계의
변화도 이러한 어업기술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의 큰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54) 어민들은 모든 종류의 배 엔진을 ‘기계’라고 부르고, 그 ‘기계’를 장착한 동력선을 ‘기곗배’로 통
칭한다.
55)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 사회를 연구한 김일기(1988: 48)에 따르면, ‘꽁댕이배’의 선적량(船積量)
은 약 10톤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구지 어민들은 ‘풍선배’는 1톤급, ‘꽁댕이배’는 30톤급, ‘중선배’
는 70~80톤급으로 설명했다. ‘중선(배)’은 먼 바다인 칠산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대형 어선으로,
왕포 어민 중에 중선을 탄 어부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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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통그물 두 개를 물속으로 내려 하루에 두 번 밀물에 떠밀려 들어오는 고기

․ 딘팽이

를 잡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꽁댕이배’는 주로 곰소만 내에서 ‘고노리’

‘

’

같은 ‘젓거리’를 잡거나 영광 앞바다까지 가서 육젓을 잡는 데 이용되던 ‘젓배’다.
왕포 어민들의 주 고기잡이배는 작은 ‘풍선배’로
가 있었던 반면에, ‘꽁댕이배’는
그러다가

년대 들어서까지

척 정도

1970

6~7

명만이 했다고 한다.

56)

2~3

년대 중반 무렵에 발동기를 단 동력선이 도입되었다. 처음 등장한

1970

기계배는 기존 풍선에 “보리 치는 기계”를 단 배로, 엔진이 택택택 하는 소리를 냈

<그림 3-18> 사각배

기 때문에 일명 ‘택택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년대에는 김양식이 일반화되

1980

면서 사각형의 작은 목선에
기”를 단 김 채취선, 일명

경운기 발동

“

사)각배’가 보급

‘(

되었다. 어민들의 분류에 따르면, 배는 용도
에 따라 ‘어장배’(어선)와 ‘양식장배’(관리선)
로 구분된다. 양식장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식장배’는 고기를 잡는 ‘어장배’와 급이

‘

다른 것으로 인식되며 어선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채취선의 보급은 비록 ‘어장배’는 아니지만 배를 보유한 가구
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김양식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김
채취선이 ‘어장배’ 또는 낚싯배로 활용됨으로써, 이전에 남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주 또는 선장이 되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마을 사람들 간
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년 전후로 기선저인망(

1980

機船底引網

)

조업을 하는 고대구리배가 등

장한다. 커다란 통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고대구리는

톤 내외의 큰 배였기

4~5

에 어선 수가 많지도 않았고 보급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김양식업의 호황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마을 전체가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되면서

년대에는 고

1990

대구리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수도 증가하고 어선의 규모도 커져서

톤급의

8

고대구리배를 가진 어민도 있었다.
목선에 다는 엔진은 육상기에서 해상기로 몇 번의 변화를 겪었는데, 오늘날 왕포
어민들의 고기잡이배는

FRP

재질의 선외기다. 선외기 어선은 어선의 속력이 ‘쏘내

기’[소나기]처럼 매우 빠르다고 해서 ‘쏘내기’로 불린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어민들

56) 외지 선원들이 왕포로 배를 타러 오기도 했지만, 왕포 어부들도 고용어부로 곰소나 작당 선주의
‘꽁댕이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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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젤 목선과 비교해서 ‘휘발유배’인 ‘쏘내기’가 “빠른 배”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
다. 선외기는

년 무렵 젊은 어민들에 의해서 김양식용으로

1990

칼배’가 처음 들어왔다.

57)

‘

○

마력짜리 작은

30

그 당시 배들이(디젤배) 느렸기 때문에 쏘내기는 칼배라

‘

도 정말 빨랐다.’(김 옥, 남,

년생)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에 ‘어장선’으로

1957

○

력짜리 선외기도 처음 도입되었다(김 일, 남,

년생).

1962

마

50

년대 중반에 태풍 피해

1990

가 있은 후 정부에서 구제정책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어업허가를 많이 내주었다고
한다. 이 무렵 왕포 어민들도 어업허가를 많이 내면서 어선의 수가 증가하였고, 허
가어선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소형 어선 위주였다.
현재 왕포 어민들이 타는 선외기는 보통

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그만큼 초기

250

의 선외기보다 어선의 크기가 커졌다는 뜻이다. 선외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야마

․

․ ․

하 스즈키 존슨 머큐리 등 모두 수입 엔진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다. 어민들은
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엔진 마력 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곧 배의 크기와
속력 및 가격이라는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계배의 출현은 어민의 어로활동과 바다 생태환경 사이의 관계에 중요
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풍선은 바람과 조류의 방향과 조건에 영향을 받
아 운항되었기 때문에, 풍선어업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어로방식이었
다. 그러나 기계배는 더 이상 바람에 기대어 어선을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포구와
어장 사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조류의 제약도 덜 받게 되었다. 풍선
시절처럼 여전히 새벽이나 아침 썰물에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아침이나 저녁 또는 밀물이나 썰물에 상관없이 어민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지 바다에 나가고 또 포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른
기계배는 이동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조업의 효율성 증가라는 이점과 함께 당일
치기 조업이 가능한 어장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바다의 위험성에도 재빨리 대
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쏘내기’ 덕분에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에 갑자기 구름
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불어 날씨가 나빠져도 빨리 포구로 대피할 수 있다. 즉, 기
계배의 도입으로 어로활동이 바람과 조류의 생태환경 제약을 덜 받게 된 것이다.

2) 주낙어업에서 그물어업으로: 서대잡이와 고대구리
왕포 어촌의 전통적인 어로방식은 주낙어업이었다. 풍선을 타고 미끼를 끼운 주
57) 어민들은 선외기를 모양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한다. 칼처럼 폭이 좁고 긴 모양을 가진 초기의
소형 선외기인 ‘칼배’, 폭이 매우 넓어 넙적하게 보이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이용되는 ‘너백이’, 그
리고 일반 어선의 모양과 기능을 가지는 ‘쏘내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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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낙으로 조기 갈치 및 농어 민어 돔 등 다양한 고기를 잡았다. 주낙질을 할 때는
바다에 고기가 많아서 빈 배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년대 중

1970

반 무렵 그물어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구어법의 변화에는 어로 공간 내
어족자원의 감소라는 생태환경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포 어민들이 주로 조업을 해온 공간은 곰소만과 위도
주변 칠산바다다. 이 해역에는 어민들이 흔히 “좋은 고기”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어
족자원이 풍부했다. 그전 어른들은 칠산바다는 고기들이 산란하러 지나다니는 항로
(

航路 이기 때문에 고기가 흔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

)

그러나

년대에 들어 서

1950

해의 대표 어종인 조기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어부가 된 한 제보자(김 옥,

년대 후반에

1950

년생)에 따르면, 그 당시 이미 주낙으로 잡은 주

1934

어종은 조기의 한 종류인 부세였다고 한다(조숙정

2012:

245).

어족자원의 남획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교란, 매립에 의한 어장 상실 등으로 예전에 그
렇게 흔하던 ‘좋은 고기’가 바다에서 사라졌고 어획량도 줄었다.
어장 환경의 변화로 어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했던

년대 중반에 나

1970

일론 소재의 자망그물이 도입되어 고기잡이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면사그
물이 이용되기는 했어도, 이제 주낙질 중심의 어업이 ‘그물잽이’[그물잡이] 중심의

․

어업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주 대상 어종도 조기 갈치 등에서 “좋은 고기가 많으
니까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서대로 바뀌었다.
년대 후반에 배를 타기 시작한 한 젊은 어부의 진술은 그 당시 어로 환경으

1970

로서 바다 생태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사례 3-1]
‘(2008년 현재) 꽃게하고 주꾸미를 주로 잡고 있다. 1년 어장 주기로 보면 잡는 어종이 다양하지
않다. 조기․갈치 같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옛날 어른들 시대(아버지 때까지) 얘기다. 우
리가 배 다닐 때만 해도 고기는 없었다. 고기라고 생긴 것은 서대만 잡았다.’(김○옥, 남, 1957년생)
따라서 주낙어업에서 그물어업으로의 전환은 어족자원의 감소라는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조업의 효용성이 보다 높은 어구어법으로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낙어업은

년대까지 근근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1980

중반에 자망어업으로 시작된 서대잡이가

년대

1970

년대까지 여름과 가을의 주 어장이

1990

되었다.

58)

58) 지금도 노년층 제보자들은 꽃게를 잡는 자망그물을 ‘서대그물’로 설명하곤 하는데, 나일론 자망
이라는 새로운 재질의 어구 사용이 서대잡이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의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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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그물어업은 주낙어업과 달리 불필요한 생물들까지 대량으로 잡아
들임으로써,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

다. 한 젊은 어부(김 옥,

년생)는 ‘나도 지금 그물로 고기 잡고는 있지만, 바다

1957

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면 이 그물(나일론 자망)로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필요한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불필요한 바다 생명을 많이 죽이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의 어민들도 대량 포획
이 가능한 어구어업의 발달이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대구리어업도 이 무렵에 시작되었다. 고대구리는

년대까지 겨울을 제

1990

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했다. 고대구리는 통그물을 배에 달고 끌고 이동하면서 해
저를 긁어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선이 전제된다. 즉, 기계
배와 나일론 그물 덕분에 고대구리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어장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구리 조업은 마을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여성 노
동력이 ‘어장일’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년대 후반부터 부인들

1980

이 남편들과 함께 고대구리배에 탔고 어획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고대구리를 할 때는 어선이 대형화된 시기다.
의 어선은 주로 1톤급의 풍선이었으나,

년대까지 왕포 어민들

1970

년대 이후 고대구리배는

1980

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대구리 어선들이

톤급의 큰

4~8

년까지 완전히 감척되면서 어선은

2005

다시 소형화되었다.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상승한 가운데 어족자원은
예전과 같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부부 노동력이 감당할 수 있는

톤급의 소

1~2

규모 어선어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3)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김양식업
연구지에서의 양식업은 조개양식과 김양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전에는 마을 부녀자들이 어린 꼬막이나 굴을 잡아와 마을 앞 갯벌에 뿌리고
나무 말뚝을 세워 구획하여 “누구네 꼬막바탕”, “누구네 꿀바탕”이라고 부르는 공

○

간에서 조개를 키워 먹었다고 한다(박 님, 여,

년생). 거창하게 오늘날의 양식업

1931

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갯벌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조개양식
일 것이다. 지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양식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촌계 양식장

․

․

이나 개인 양식장에서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같은 조개류가 양식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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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의 지리적 특성상 왕포 마을 주변에 조개양식을 할 수 있는 넓고 좋은 갯벌
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조개양식업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다.
연구지의 대표적인 양식업은 김양식이었다. 이미 일제 강점기 때 위도에서 자연
산 포자를 받아와서 겨울이면 ‘해우(

海衣

)’[

해의]를 길러 먹었다고 한다. 한 제보자

는 시집와서 처음 3년 동안 남편이 김양식을 했고 해방 되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

○

유 례, 여,

1928

년생). 그러다가

년대 초에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포자를 이용

1980

한 김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래의 김양식업은

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2000

년대 후반에 김양식을 하기 위해 새로운 양식지를 찾아

1970

전남 완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김양식은 고기잡이의 휴어기
에 해당하는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왕포 사람들은 전남
에서 온 양식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양식장 일을 했다. 이것은 왕포 사람들이 김양식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그리고

년 무렵부터 김양식업의 경제성을

1981

알게 된 왕포 사람들이 직접 김양식을 하기 시작했다.

년대 이후 어족자원의

1970

고갈이 심화되어 주낙어업이 쇠퇴하던 시기였으므로, 김양식은 어민들에게 바다의
변화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책이 되었을 것이다.
년에는 부안군 전체 김 작황이 좋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이후

1984

김양식은 작황도 좋고 김 시세도 좋아서 마을 전체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한

○

때는 마을이 김양식으로 먹고 살았다.’(최 례, 여,

○

가 먹고 살만 해졌다.’(김 환, 남,

○고

,

남,

년생), ‘김양식을 하면서 왕포

1935

년생), ‘김양식으로 (경제적인) 힘을 얻었다.’(강

1950

년생)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할 정도로, 김양식은 가난한 어촌이었던 왕

1953

포의 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몇 집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집이 김양식을 했어도 마을 공동체가 공동
생산 단위가 된 것은 아니었다. 왕포의 김양식업은 가족이 생산 단위였고 모든 노
동은 가족 노동력에 기반을 두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의 김양식
일을 돕기 위해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역으로 귀촌(

歸村 하는
)

현상도 벌어졌

다. 그리고 김양식을 하려고 처가동네로 이주해온 사례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
으로 전남 사람들이 김양식장에서 일하려고 이주해와 살기도 했다.

支柱式 이었다가 나중에 부류식 浮流式 으로 바뀌었다

김양식은 처음에 지주식(

)

(

)

.

그

리고 ‘물김’을 채취해서 마른 김의 상품으로 만드는 전 과정이 처음 몇 년 간은 각
양식업자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마을에는 어민들이 채취한
물김’을 받아 마른 김으로 가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김공장’이 무려 네 개까지

‘

세워져 운영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곰소 사람이 소유주인 과거 김공장 건물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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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남아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김 포자는 목포에서 받아왔고, 상품화된 마른 김은
목포나 광주로 가져가서 직접 소비지 도매상에게 팔았다. 수협에 위탁판매 하는 것
보다 가격도 높고 자금 회전도 빨랐기 때문이다. 부안 김이 맛있고 질이 좋다는 평
이 나면서 왕포 김도 인기가 좋았고, 김 작황이 좋고 수요가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포나 광주로 김을 팔러 다녔고, 한 번에 1천만 원을 번 경우도 있었다.
사실 이 무렵 김양식업의 확산은 왕포를 포함한 부안군 해안가 마을 전체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리고 곰소만을 공유하며 접하고 있는 고창군에도 김양식업이
확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김양식이 한참 성황이었을 때는 ‘김농사’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곰소만 내 좋은 자리에 모내기 하듯이 김 말장을 먼저 박기 위해서

○

자리 경쟁도 치열했다고 한다(김 환, 남,
그런데

년생).

1950

년대 중반 이후 김양식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곰소만 내 전체적

1990

으로 양식 규모가 커지면서, 갯벌에 촘촘히 박힌 말목으로 인해 조류가 막혀 느려
지면서 김 작황이 나빠졌다. 게다가 김 시세도 떨어져 김양식업을 그만두는 사람들
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만,

년대 들어서까지 몇 집이 겨울이면 김양식을 계속 해왔

2000

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왕포에서 김양식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지금은 썰

2006

물 때 드러나는 방치된 뾰족한 말장의 흔적만이 과거 김양식의 호황기를 보여준다.
김양식업은 외부 사람들에 의해 처음 도입되기는 했지만, 왕포 어촌의 주 어업
대상이 바다 동물에서 바다 식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리고 어민들이 ‘김농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기르는 어업에 주목하면서 한때 연
구지가 어로어촌에서 양식어촌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김일기
면서

1988:

172).

그러

년 이상 연구지에서는 ‘어장일’보다 또는 ‘어장일’만큼 ‘갯일’이 생업 경제의

10

중심이 되었던 시기였다.

․

한편 김양식업은 연구지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도 가져왔다. 왕포 사람들이 김양
식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서 마을 전체가 먹고 살만해졌다. 그리고 비록
어장배’는 아니지만 김 채취선인 ‘사각배’의 보급으로 과거 고용어부였던 사람들이

‘

선주가 되어 어선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선주와 선
원의 관계에서 선주와 선주의 관계로 바뀌며 마을 내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부부 중심의 가족 노동력에 기반을 둔 김양식은 여성을 배에 태우지 않
던 과거의 금기적 관습을 깨는 계기도 되었다.
인 세대에서나

년대 이전에 어장을 시작한 노

1970

년대 이후에 어장을 시작한 젊은 세대에서나 모두 부인들이 남

1970

편들과 함께 ‘김배’를 타고 김양식장에서 같이 일했다. 비록 ‘어장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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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김배’에 태우고 함께 나가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된 것이다.
김농사’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다일’이 아니라 땅인 ‘뻘밭’에서 이루어지는 ‘갯

‘

일’이라는 인식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맞물리면서, ‘양식장배’지만
배에 여성을 태우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남자들의 거부감을 반감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김양식에서 시작된 부부 중심의 가족 노동력에 의지한 어로활동은 서대잡
이와 고대구리 조업에 부인을 승선시키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
제는 “여자가 없으면 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양식과 관련해서 목포나 광주와 같은 큰 도시를 자주 출입하게
되면서 왕포 남자들이 어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전에는 왕포 어민들이 새로운 어업 정보를 접하거나 새로운 어업 기술을 도입할

․

수 있는 통로가 주로 줄포나 곰소 격포였다. 그러나 전라북도보다 어업 기술이나
어장 개발이 더 앞서 있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정보를 얻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음에서 살펴볼 낚시
어선업의 출현이다.

4) 어로어촌에서 관광어촌으로: 낚시어선업
바다에서 자연산 고기를 잡아 파는 일이 업이었던 왕포 어촌은

년대에 양식

1980

어촌의 기능 외에 관광어촌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어촌으로 변모하게 된다.
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바다낚시어선업의 활황이 계기가 되었다. 바다낚시를 오

1980

는 낚시꾼들에게 낚싯배를 대절해주는 낚시어선업은

년대에 왕포를 ‘돈포’

1980~90

로 불리게 할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다. 지금은 그 위세가 많이 꺾였지만, 먼 바다
로 나간 고기가 연안으로 돌아오는

월이 되면 왕포의 선장들과 단골관계를 맺고

5

있는 전국의 낚시꾼들이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왕포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다.
년대 초부터 왕포 마을 전체가 김양식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왕포 사람들은

1980

김을 팔러 목포와 광주를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던 중

○

하면서 김공장도 운영하던 한 어민(김 만, 남,

1937

년 무렵에 김양식을

1985~6

년생)은 광주와 목포의 낚시점들

과 인연이 닿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처음 도입하였다. 그는 옛날부터 주낙질을 했으
므로 고기가 나는 자리를 잘 알고 있고 주낙이 낚시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낚시관광업의 붐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낚싯배 운영이 새로
운 소득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왕포의 낚시어선업은 즉시 성황을 이루었다. 곰소만과 칠산바다가 생업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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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는 어민들에게는

년대 이전만큼 고기가 흔한 바다는 아니었지만, 여가활

1970

동으로 하는 낚시꾼들에게는 여전히 고기가 충분히 많은 바다였기 때문에, 낚시꾼
들의 입소문을 타고 왕포는 낚시 관광지로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갈

․

수록 왕포를 찾는 낚시꾼과 낚시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낚시꾼들은 광주 대

․

구 서울 등 전국에서 왔으며, 성수기 때는 하루에도

대의 관광버스가 한꺼번

2~3

에 몰려올 정도였다. 낚시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 유명 탤런트가 마을의 젊은 선
장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년 가깝게 지금도 바다낚시를 다니고 있다는 것

30

과 그와 관련된 일화들은 낚시 관광어촌으로서 왕포가 누렸던 과거의 명성을 짐작
케 하는 대목으로서 곧잘 화제가 된다.
낚시어선업을 처음 도입한 어민의 큰딸 내외가 낚싯배를 직접 하면서 동시에 낚
싯배와 낚시꾼을 연결해주고 목포에서 미끼용 갯지렁이를 사와 제공하는 일을 주

․

도하였다. 왕포의 어선만으로는 많은 낚시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당

․ ․ ․

관선 죽도 마동 곰소뿐만 아니라 변산면의 모항 배들까지 수배해서 낚시꾼들에
게 낚싯배를 대절했다. 일반 어선뿐만 아니라 ‘사각배’도 낚싯배로 이용되었다. 낚
시어선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왕포를 중심으로 주변 어촌들의 낚싯배 선장들을 연
결하는 일종의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낚시어선업은 선주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김 말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운기가 있던 일부 어민
은 낚시손님들을 태우고 갯벌을 지나 배까지 실어 나르고 운임을 받아 돈을 벌기
도 했다. 낚시손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
낚시어선업은 특히 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돈벌이를 제공했다. 초창기부터 낚싯배
대절을 주도해온 여성 어민은 낚시손님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주문받아 공급함으로
써 또한 소득을 올렸다. 그리고

명의 마을 부녀자들이 그 집에 고용되어 부엌

2~3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낚시꾼들이 잡아온 고기를 손질해주고 돈을 버는 부녀자들
도 있었다. 일부 부녀자들은 일시적인 좌판을 벌여 마을 주변 갯벌에서 캐온 조개
나 자기 집 배가 잡아온 해산물을 낚시 손님들에게 팔아 부수입을 올리는 노점을
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는 많은 집들이 민박집으로 변해서 낚시 손님을 받느
라 매우 분주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낚시관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게 되면서 낚시꾼과 관
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장사를 하려는 마을 사람들은 식당을 열었다. 당시

가옥

50

이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식당이 무려 네 개가 들어섰고 구멍가게도 한 개 있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왕포의 낚시관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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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97

IMF

사태의 충격을 빗겨가

지 못했다. 사회 전체로 퍼진 경제 위기는 왕포를 찾는 낚시꾼의 수를 감소시켰다.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비용은 차치하고도 낚싯배 대절료와 미끼 값
만 해도 기십만 원이 기본으로 들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자 일반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즐기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제보자들은 설명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도 관광 차원으로 낚시를 하러 많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돈이 많거나
바다낚시를 정말로 즐겨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년대에

2000

들어와 식당과 가게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낚시어선업의 어기는 늦봄부터 가을 사이다. 따라서 그 당시 왕포의 주 생업이었
던 김양식업과 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바쁘지 않은 계절에 고소득원이 되어준 낚시
어선업은 1년 어업 주기를 구성하는 데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었다.
년대에 활기를 띠었던 낚시어선업은 김양식업과 함께 왕포 어민들이 경

1980~90

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장배’로든 ‘양식장배’인 김 채취선으로든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신흥
선주들이 기존 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온 낚시 손님들에게 ‘선장’으로 또는
사장’으로 똑같이 불리고 대접받은 경험은, 마을 사람들 간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

‘

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년대 중반 이후 꽃게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낚시어선업은 다시 감소

2000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꽃게어장을 하는 젊은 어민들은 꽃게금어기 동안 낚싯배
를 하기는 하지만 꽃게어장이 시작되면 낚싯배 운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하루 낚
싯배를 나갔다오는 것보다 꽃게잡이가

배의 훨씬 높은 소득을 올려주기 때문이

3~4

다. 그래도 단골인 낚시 손님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낚싯배를 한다. 그러나 꽃게어장을 하지 않는 어민들에게 여름과 가을의 낚시어선
업은 여전히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김일기(1988)의 연구를 뒤이어 곰소만 어업의 특성과 어촌의 기능적 변화를 시기
별로 구분하고 있는 한 연구(김요정

는,

년 이후

2008)

1990

년대 중반까지의 시

2000

기를 ‘관광어업시대’로 규정하고 낚시관광업이 활성화된 왕포 마을을 기능상 관광
어촌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의 영향과

다낚시는 많이 쇠퇴한 상황이다. 더욱이

년 꽃게어장의 활성화로 바

2006

년대 중반부터 연구지의 어업은 꽃게

2000

자망어업과 주꾸미 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년대 중

1990

반 이후 양식어촌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년

2006

이후 왕포 어촌은 관광어촌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어선어업
중심의 순수 어로어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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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魚類)와 허가어업

5) 조기잡이에서 꽃게잡이로: 비어류(

마지막으로 왕포 어촌의 시기별 어업 변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어로 대상

․

어종의 변화다. 어민들은 과거 조기 갈치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꾸

․

․

․

미 꽃게가 주 어장이다. ‘옛날에는 주낙 소랑으로 어장을 했는데, 지금은 소랑

○

기그물 갖고 한다.’(강 고, 남,

1953

년생)라는 한 어민의 말은, 어구어법의 변화 그

이상을 내포하는 말로 이해된다.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족
자원의 변화, 더 나아가 생태환경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곰소만과 칠산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어장이었으므로 어민들은 먼 바다로 나

․

․ ․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앞바다에서 주낙으로 조기 갈치 및 농어 민어 돔 등 다양
하고 큰 고기를 많이 잡았다. 물론 바다에 고기가 흔했던 그 당시에도 어종의 변화
는 있었다.

년대에 어부가 된 촌로들은 그들의 아버지 시대에는 조기 중에서도

1950

참조기를 잡았지만,
2012: 245).

그러나

년대 후반이 되면 부세 종류를 주로 잡았다고 한다(조숙정

1950

魚類 가 주 어로 대상이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어류(

)

.

․

년대 이후 어족자원의 감소로 조기 갈치와 같은 단일 어종을 주낙

1970

으로 잡는 조업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고, 그물어업이 도입되면서 서대와 숭어가
년대까지 주 어종이 되었다. 그런데

1990

여 년 동안 주 어장이었던 서대잡이는

20

시세는 높으나 어획량이 줄었고, 숭어잡이는 어획량은 아직까지 많으나 시세가 폭
락하면서 두 어장도 서서히 쇠퇴하여

년대에 꽃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2000

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어부였던 한 제보자는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

1950

도 한 어장을

○

년 정도 하면 고기의 씨가 마른다.’(김 만,

20

1937

년생)고 했고,

년대부터 어장을 해온 한 젊은 어부도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한 어장을

○

하면 개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김 연,

․

1980

년 이상

10

년생)라고 했다. 주낙으로 잡던 참

1960

조기와 갈치 부세도, 그리고 자망그물로 잡던 서대와 숭어도 어장이

년 이상 지

10

속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어민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59)

이렇게 대량 어획되던 어류가 사라진 바다에서 꽃게와 주꾸미가 어로활동의 주
어종이 되었다. 그전에는 마을 앞에서 ‘쪽바지’(족대)로 떠서 꽃게를 잡을 정도로
흔했어도 그것 말고도 더 좋은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다고 한다. 그런

․ ․

데 지금은 아귀 가재 꽃게 같이 그전에는 돈이 안 되던 고기가 돈벌이가 되고
59) 미개발된 자원이 어업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개발된 후 15년 이내에 자원량의
80%가 감소한다(Myers and Worm 2003. 연인자 외 2010: 4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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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주꾸미의 경우는 주낙어업 시절부터 꾸준히 어민들의 어로 대상이기
는 하지만,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고기’가 주 어로 대상이던 시
절에 주꾸미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어종이었다. 어민들은 과거에 잡았던 고기 종
류를 나열할 때 ‘좋은 고기’ 이름의 나열 끝에 주꾸미를 첨가하여 말함으로써, 주
꾸미가 다른 고기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꽃게와 함께 주꾸미는

년 어장을 구성하는 핵심 어종이 되었다. 다시 말

1

해, 꽃게는 새롭게 어장의 가치가 인정된 어종이라면, 주꾸미는 어장의 가치가 재
평가된 어종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점은 주 어종의 변화에서 보이는 생물학적 범
주의 측면이다. 전통적인 어로 대상이었던 ‘좋은 고기’라고 하는 것은 척추동물문

綱 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우리가 흔히 어류 魚類 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꽃게는 절지동물문 갑각강 곧 갑각류 甲殼類 라고 하는 것이고 주꾸미는 연체동물
문 두족강 곧 두족류 頭足類 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연구지의 년 어장을 보더라도
(

門

)

어강(

)

(

(

․

(

,

)

.

)

.

)

1

꽃게 주꾸미 외에 갑각류인 젓새우, 그리고 연체동물 복족강과 이매패강에 해당하

․

는 소라와 조개 굴 등이 어업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어로의 대상 어종이 조기잡

․

․

이에서 꽃게잡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류’ 중심의 어업에서 갑각류 두족류 조

非魚類

개류 등 ‘비어류(

)’

중심의 어업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어종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존 어족자원의 고갈이라는 상황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어로 대상이었던 어류가 바다에서 사라지면서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비어류가 새롭게 어장으로 개발되거나 재평가된 것이다.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한 어장의 형성은 수익성이 보장될 만큼 대량 어획이 가능한 생태계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로 대상 어종의 변화는 해당 바다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의 변화를 극명하게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수산업 정책이 어민들의 어로 대상 선택을 제약하
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도 고려된다. 어민들은 흔히 ‘지금은 (어업)허가 없으

○

면 아무 것도 못 한다.’(김 풍, 남,

년생)라는 푸념 섞인 말로 ‘어장하는 일’이 날

1941

로 어려워진다는 점을 표현하곤 한다. 오래 전부터 마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서 먹고 살아온 일이 이제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무엇으로 어떤 고
기를 잡을 것인가의 결정과 행동이 더 이상 어민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
가의 어업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삼마이그물’을 이용한 대하잡이와 고대구
리 조업이 불법어로 행위로 규정됨으로써, 어민들이 어로를 포기한 것은 그 대표적
인 예일 것이다. 고대구리 조업의 중단은 어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장을 찾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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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해당 지역 바다 생태계의 상황과 수산물 소비 시장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
바로 현재 꽃게와 주꾸미 중심의 허가어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왕포와 같은 소
규모 연안 어촌의 영세어민들이, 어족자원으로서 바다 생물의 상태와 도시 소비 시
장의 상황 그리고 국가의 어업정책 안에서 어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대상 어종이 꽃게와 주꾸미 같은 비어류를 잡는 어업이었다.

․

이상으로 소규모 내만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연구지의 어업체계의 특징과 그 변
화를 살펴보았다. 그 변화에는 어구어법의 발달(곧 어업기술)과 어족자원의 고갈(곧
생태환경)이라는 두 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어민들
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미

년대부터 어족자원의 변화가 있었고,

1950

년대에

1970

들어 어장의 변화가 크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 대상 어종이 어류에서

․

․ ․ ․

갑각류 연체동물 등 비어류로 바뀌어, 오히려 주꾸미 꽃게 소라 젓새우 등이

․ ․ ․

․

중심 어장이 되고, 서대 숭어 병어 수조기 실뱀장어 등 어류가 부수적인 어로
활동이 된 어업 구조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러한 어로활동의 변화 현상은
어민들이 처해 있는 바다 생태환경과 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성찰
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표

<

는 년대별 왕포의 주 어업 변화를 간략히 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3-4>

<표 3-4> 년대별 왕포 어촌의 어업 변화

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어업
~2011
풍선․주낙
기계배․그물
조기․갈치 등
주꾸미잡이
젓새우잡이
서대잡이
고대구리
김양식
숭어잡이
낚시어선업
꽃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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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바다 공간의 민속구분법 : 공간의 지식

왕포 어촌은 변산반도 남단의 중앙에 위치하여 내륙인 북쪽을 등지고 바다가 있
는 남쪽을 향해 열려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마을의 바로 앞에 있는 곰소만은 동서
로 길게 펼쳐져 있고 만의 입구는 서해 바다로 열려있다. 어민들은 이 바다를 매일
같이 바라보며 일상생활을 하고 어로활동을 하며 특정 장소의 이름으로 바다에 대
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어민들에게 바다는 경계 없이 물로 덮여 있는 무명(

無名

)

의 공간이 아니라, 이름으로 인식되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소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왕포 사람들이 어로활동의 장이 되는 바다라는 생태 공간을 지리적
공간으로서 어떻게 구분하고 인지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네
절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육지와 대조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넓은 의미의 바다
의 구분법을 살펴본다. 둘째, 바닷물이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으로서, 좁은 의미
의 바다와 대조를 이루는 갯벌의 구분법을 살펴본다. 셋째, 바닷물이 항상 있는 공
간으로서, 갯벌과 대조를 이루는 좁은 의미의 바다의 구분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넷째, 바다에서 방향을 지시하는 언어 사용법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방향 인식의
공간 지각 양상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서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생태환경으
로서 바다 공간이 지각되는 문화적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를 이해해 볼 것이다.

1. 바다 공간의 어휘 분화와 범주화
1) ‘바다 공간’의 구분법
바다 공간’이란 육지 곧 땅과 대조를 이루며 바닷물과 관련된 공간으로 개념화

‘

된 넓은 의미의 바다를 지시한다. 이 공간은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에 대한 지각이 기준이 된다. 즉,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

․뻘․물로

동하며 해안에 평행하게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모래땅’

‘

’

‘

’

범주화된다.

그런데 이 세 영역을 통칭하는, 즉 ‘바다 공간’을 지시하는 민속 명칭(folk

term)

은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연구자가 육지와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넓은 의미의 바
다’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바다를 지시하는 공간 명칭의 미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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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를 통해
바다의 공간이 구분되는 방식을 보여준 왕한석(2010b:
도

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62)

바닷물이 넘나드는 일정한 공간 그리고 이곳 여성들이 어패류나 해조류 등을

“

채취하는 바다 안팎의 공간 등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이 조사지에서도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선행 연구의 용례를 따라 육지와
대조를 이루는 공간 범주로서 바다를 기술의 편의상 ‘바다 공간’으로 지시할 것이
다. 그리고 이 표현이 민속 명칭과 구별되는 기술적 용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
자에 기울임을 두어 ‘바다 공간’으로 쓰고자 한다.

60)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바다

공간’의 명칭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육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처음 영역으로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돌이 많은
곳도 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밀물 때에도 대개는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
2 뻘: 모래땅 다음에 있는 영역으로 펄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썰물 때는 물이 빠지며 땅이 되었
다가 밀물 때는 물에 잠겨 바다가 되는 공간이다.
3 물: 뻘 다음에 있는 영역으로 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만조 시뿐만 아니라 간조 시에도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공간이다. 물 아래에는 ‘뻘’ 영역처럼 펄로 된 땅이 있다.
1 모래땅

모래땅’ 영역은 일반적인 모래사장이다. 연구지에서는 이 모래땅 공간을 가리켜

‘

장불’ 또는 ‘장부리’[장불이]라고 부른다. 만조 시에도 완전히 바닷물에 잠기지 않

‘

는 곳이지만, 과거 태풍 등으로 만조 수위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장불’을 넘어와

․

저지대 집들을 침수시키곤 했다. 평소에는 ‘장불’에서 어구를 제작 손질하거나 어
물을 말리는 등 보통 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장불’ 동쪽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목실로 된 그물이나 줄에 갈물을 들였다. 지금 중장년이
된 왕포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곳으로 기억한다.
뻘’ 영역은 일반적인 갯벌을 가리킨다.

‘

발달”하는 ‘갯벌’은

간조와 만조의 차가 큰 해안 지형에서

“

밀물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시에는 육지로 드러나

“

․
연구지에서는 이 뻘 공간을 가리켜 뻘 ․ 뻘땅 ․ 개땅 ․ 개뻘 ․ 갯바닥
이라고 부른다 간조 시에 땅이 드러나는 이 공간은 조개․고둥․작은 게 같은 갯
는 연안가로서 바다의 모래와 뻘[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이다(박수철 고철환
2009: 3).

‘

’

‘

’

‘

’

‘

’

‘

’

‘

’

.

것을 하거나 조개양식을 할 수 있는 생업 공간이 된다. 그리고 어살을 매어 배 없
이 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물’ 영역은 일반적인 바다를 가리킨다. 연구지에서는 이 물 공간을 가리켜 ‘바

‘

60)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명칭이 미분화된 의미 범주, 즉 숨겨진 범주(covert category)(Berlin et
al. 1968)에 기술의 편의상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에는 글자에 기울임을 두어 구별한다.

- 111 -

닥’ 또는 ‘바다’라고 부른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생업 공간으로
서, ‘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인식되는 공간이 바로 이 물 영역이다.
다시 말해, ‘바다 공간’은 바닷물과의 관계를 특징으로 육지와 대조를 이루는 공

․ ․

간 범주로, 모래사장 갯벌 바다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일차적으
로 기본 구성 물질의 속성 및 바닷물이 들고남에 따라 땅이 드러나는 공간의 속성
에 의거해 구분된다. 그리고 각 영역의 공간적 속성에 따라 가능한 인간 활동의 기
능적 측면에서 이차적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

과 같다.

4-1>

<표 4-1> ‘바다 공간’의 영역 구분과 민속 명칭

바다 공간 모래땅 영역
특성
구성 물질
모래
바닷물과 공간 성격
(물+)땅
공간 이용
어구 제작․손질
민속 명칭
장불

뻘 영역
모래․펄
물+땅
조개 채취․양식
뻘땅

물 영역
물
물(+땅)
고기잡이
바닥

바닥’과 달리 ‘장불’과 ‘뻘땅’은 온전한 땅의 공간과 물의 공간 사이의 중간지대

‘

로서,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하루에 두 번씩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오가는 모호한
해안 지형이다. 그래서 ‘바다 공간’을 구성하는 범주이면서도 땅의 공간처럼 인지
되고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뻘’ 영역이 ‘뻘땅’이나 ‘개땅’으로 불리는 것도 바다와
육지의 이중적 속성(물+땅)을 지닌 공간으로 지각됨을 보여주는 언어적 부호화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갯벌은 육지의 땅처럼 취급된다. ‘바닥’[바다]에는 주인이
없지만 ‘뻘땅’은 주인이 있고 사고팔 수도 있다고 대비되어 설명된다. 한편 육지와
경계를 이루며 바닷물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모래땅’ 영역은 땅과 가장 유사한
공간으로 인지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로활동보다는 어로 관련 육상 활동의 공간
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장불’이 가장 주변적인 ‘바다 공간’일지라도 육지가 아님은,
선장횟집까지가 육지였고 그 앞에가 모래사장이었다.’와 같이, ‘장불’과 육지의 경

‘

계를 설명하는 어민들의 말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 ‘바다 공간’의 변화
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매립을 통해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공사

1970

가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이 매립공사의 대상이 된 ‘바다 공간’은 주로 ‘모래땅’
영역이었고 일부 ‘뻘’이 포함되었다. 여러 번의 매립공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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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무렵 ‘장

1990

불’은 더 이상 ‘바다 공간’이 아닌 땅이 되었다. 현재 ‘장불’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넓은 공터로 마을의 중앙 광장과 길 역할을 한다. ‘장불’은 이제 왕포 사람들의 기
억과 언어 속에만 존재한다. 제보자들은 ‘예전에 폭풍이 불고나면 마을 앞 장불에

․

○

서 떠밀려온 오징어 간재미 등을 주워다 먹었다. 멸치도 소쿠리로 주었다.’(김 임,
여,

년생)거나 ‘그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장불 모래로 부로꾸(블록) 찍어 집들

1958

○

지었다.’(강 고, 남,

년생)라는 일화로 ‘장불’을 설명했다. 매립으로 ‘모래땅’ 영역

1953

은 사라졌어도 왕포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간을 ‘장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지금
은 ‘성천’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요는

61)

년을 전후로 매립공사에 의해 연구지의 ‘바다 공간’에 물리적인 변화

1990

가 발생했다. ‘모래땅’ 영역이 사라진 현재 실제 ‘바다 공간’은 ‘뻘’과 ‘물’의 두 영
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

1990년 이전
1990년 이후

표

다.

<

4-2>

<표 4-2> 1990년 전후 ‘바다 공간’의 변화
육지
모래땅
뻘
육지
뻘

물
물

상술한 ‘바다 공간’의 영역 구분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뻘’ 영역인 갯벌과 ‘물’ 영
역인 바다와 관련된 공간의 구체적인 구분방식을 살펴보겠다.

2. 갯벌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갯벌(tidal

flat)

은 무엇보다도 조차(

潮差 의 규모가 큰 환경에서 발달하며

,

)

이와 함

께 해저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 적은 파도에너지, 그리고 강을 통해 육지로부터 토
양입자(부유물)의 공급이 원활하여 퇴적물이 쌓이는 해안 지역에서 발달한다(홍재
상

1998:

11-12;

․

박수철 고철환

2009:

12).

한국의 서해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에 이르는 매우 큰 조차 환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갯벌 총

3~9m

㎢중

에 해당하는

83%

㎢가 서해안에 분포한다 고철환

2,300

(

2009: 69-71).

2,800

62)

61) “높이 쌓아 놨인게 성천이지.”(최○동, 남, 1931년생)나 “옛날에는 성축이라고 이 밑이가 백사장
에서 요 높이가 있었어.”(김○풍, 남, 1943년생) 등의 설명을 종합해볼 때, ‘성천’은 ‘성축(成築)’의
변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62) 동해안은 조차가 최대 약 30㎝에 불과하고 남해안은 1~2m로서 서해안의 3m 이상의 대조차(大
潮差) 환경과 비교된다(고철환 2009: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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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에는 만내 갯벌이 발달하였다. 폭이
는 동쪽으로 길게 만입(
조차를 평균

4m

㎞에 길이가 약 ㎞로 육지가 있

7~9

灣入 한 반폐쇄적인 지형과
)

20

20m

미만의 얕은 수심이 조석의

㎢ 넓이의 갯벌이 발

이상으로 크게 함으로써, 곰소만 내에 약

달한 것이다(고철환

2009:

68-69;

장진호

2009:

367-368).

岸 으로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

75

간조 때면 곰소만 양안(

兩

연구지에서 보면 간조 때 마을 앞

으로 좁은 ‘뻘’, 곰소만의 주 갯골을 흐르는 ‘물’, 그리고 다시 바닷물 건너에 있는
넓은 ‘뻘’이 순차적으로 보이는 경관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너머 육지 쪽에는 바
지락 양식으로 유명한 고창군 심원면 하전(
그런데 곰소만은 최대수심이

下田 이 위치해 있다

.

)

이고 최대 폭이

18.5m

인 주 조류로(main

900m

tidal

가 만 입구에서 곰소항까지 북쪽 해안을 따라 길게 발달해 있는 지형이다

channel)

장진호

(

다시 말해,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길인 주 갯골이 부안군 쪽

2009: 367-368).

으로 가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갯벌이 고창군 쪽에서 보다 넓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곰소만의 남쪽 해안에는 폭이

㎞가 넘는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는데 비

5

해, 북쪽 해안에는 겨우 수 백 미터에 불과한 좁은 갯벌이 형성된다. 왕포 마을 앞
에도 간조 때 드러나는 갯벌의 폭은 약

여m이다. 게다가 고창군 쪽 갯벌이 부

200

안군 쪽 갯벌보다 모래가 많이 섞인 갯벌로 바지락 같은 조개 양식에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곰소만 내 지형과 갯벌 조건은 만내 어촌들의 주 생업
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문화적 강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갯벌과 관련된 공간 지각에 대한 민간 지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첫째, ‘뻘’ 영역을 지시하는 다양한 명칭들과 그 의미의 차이다. 둘째,
퇴적상에 따른 갯벌의 구분법이다. 그리고 셋째, 지형에 따른 갯벌의 구분법을 살
펴보고, 관련 지명(

地名 을 통해 경험적 장소로서 구체화된 해당 지역의 갯벌 공간

을 이해해 볼 것이다.

)

63)

1) ‘뻘’ 영역의 명칭
(1) 뻘
연구지에서 ‘뻘’ 영역을 지시하는 공간 명칭으로는 ‘뻘’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63) 바다와 관련된 장소의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갯벌의 등과 골의 이름을 가리켜 지명(地名)대
신 해명(海名)이라는 통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이기복 2001: 62). 그러나 ‘해명’이 서해나 동해 또
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 특정 해역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 본 글
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구분 없이 ‘장소의 이름’이라는 일반적 뜻으로 ‘지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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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뻘’은 펄의 음운적 방언형이다. 그런데 ‘뻘’이 바다의 특정 지형 공간(갯벌)뿐
만 아니라 바다의 흙(퇴적물 또는 개흙)을 지시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흙의 개념으로서 ‘뻘’은 육지의 흙과 대조를 이루는 바다의 흙을 통칭한다.
거무튀튀하고 물기를 머금어 무른 ‘뻘’은 색깔이나 단단함의 정도가 육지의 흙과
분명 구별된다. 이 경우 ‘뻘’은 갯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바다 속 땅에도 적
용된다. 다음의 사례는 각각 이와 같은 ‘뻘’의 사용을 잘 보여준다.
[사례 4-1]

① ‘반지락[바지락]을 뿌려 놓으면 가을에 먹는다. 물 먹고 뻘 먹고 물물이 큰다. 해방조개․동조
개(동죽)는 똥을 따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뻘이 지근거려서 못 먹는다. 반지락은 안 그렇다.’(이○순,
여, 1931년생)
② ‘쭈꾸미가 안 든 빈 소랑(소랑껍데기)에 시커먼 뻘이 차서 올라온다. 뻘이 썩고 있다는 얘기
다.’(강○고, 남, 1953년생)
즉, 흙으로서 ‘뻘’이란 물 밖으로 드러나는 ‘뻘’ 영역이나 항상 물에 잠겨 있는
물’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바다의 흙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

게다가 흙의 개념으로서 ‘뻘’은 두 가지 의미로 세분되어 사용된다. ‘뻘’은 바다
의 공간에 쌓인 퇴적물 일반을 지시하는 상위 개념과 그 퇴적물을 구성하는 한 성
분으로서 모래와 대조를 이루는 펄 곧 개흙을 지시하는 하위 개념으로 구분된다.

64)

이러한 구분은 특히 퇴적상에 따라 갯벌을 유형화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공간 개념으로서 ‘뻘’은 펄로 된 바다의 땅을 통칭한다. 그래서 ‘뻘’ 영역과
물’ 영역의 바닥은 모두 ‘뻘’로 지시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

[사례 4-2]

① ‘뻘에 기어 다니는 저 기[게]도 그전에는 잡아다 먹었다. 지금은 꽃기 같은 좋은 기가 있으니
까 잡아다 먹을 일이 없다.’(박○님, 여, 1931년생)
② ‘쭈꾸미주낫을 바닥에 닿게 놓는다. 쭈꾸미가 뻘에 사니까 소라가 땅에 닿아 있다.’(강○고,
남, 1953년생)
물론 공간 개념으로서 ‘뻘’이 갯벌을 지시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어민들이 물속 땅을 지시할 때도 ‘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64) 해양학에서 ‘갯벌’은 “밀물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연안가로서
바다의 모래와 뻘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으로 정의되는데(박수철․고철환 2009: 3), 여기서 ‘뻘’
은 ‘모래’와 대응되는 “미세한 흙”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자로 니(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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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는 해안의 공간 지형을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갯벌’이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뻘’ 개념에 부분적으로만 대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뻘땅과 개땅
갯벌을 지시하는 명칭으로는 ‘뻘’ 외에도 여러 다른 명칭들이 교체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런데 이 변이형들 사이에 다소간 의미의 분화가 있고, 그리고 갯벌을
보는 초점에도 차이가 있어 이를 검토해 보겠다.
뻘’과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은 ‘뻘땅’이다. ‘뻘+땅’의 어형 구조로 이루어

‘

진 이 명칭은, 갯벌이 ‘뻘’로 된 땅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일 것이
다. 그리고 ‘뻘땅’은 ‘뻘’과 마찬가지로 갯벌뿐만 아니라 물속 땅도 지시한다. 공간
을 구성하는 물질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갯벌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개땅’과 ‘갯바닥’이 사용된다. ‘개+땅’과 ‘개
바닥’으로 이루어진 이 명칭들은, 갯벌이 바닷가에 위치한 땅 또는 장소임을 보여

+

주는 표현일 것이다.

65)

․ 갯바닥 은 뻘 ․ 뻘땅 과 달리 물속 땅을 지

그래서 ‘개땅’

‘

’

‘

’

‘

’

시하지 못하고 갯벌만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뻘땅’과 ‘개땅’ 명칭은 모두 갯벌이 바다와 관련된 공간이면서도 땅의 속성을 가

‘

진 ‘바다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지와 바다의 중간 지대에 분포하
면서 땅과 물의 모호한 경계를 오가는 갯벌이, ‘바다 공간’으로 범주화되면서도 명
칭상으로는 ‘땅’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온 상
태가 아니라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를 기준으로 인식되는 공간인 것이다. 바닷물
이 빠져나가 드러난 땅 곧 갯벌은 인간에게 생업활동이 가능한 가치 있는 공간이
된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공간을 바닷물과 역방향으로 인간이 땅처럼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갯벌 생물을 대상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뻘땅’은 공간의 구성 물질인 ‘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땅’은 공간이
위치한 개 곧 바닷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어민들은 ‘개
땅’보다는 ‘뻘땅’을 ‘뻘’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바다 공간’을
바라보는 어민들은 갯벌을 바닷가라는 지리적 위치보다는 ‘뻘’이라는 흙의 속성을
더 강조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왜 한국 사회에서 ‘갯
벌’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어민들에게서 ‘개뻘’이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뻘’은 이미 바다와 관련된 공간임을 내포하
65) 언어학적으로 음운론과 형태론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사이시옷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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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굳이 ‘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에게 ‘개’
의 사용은 불필요한 중복인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지에서 ‘바다 공간’의 한 범주인 갯벌은 일차적으로 그 공간을
구성하는 바다의 흙이 육지의 흙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어 인지되는 공간으로 이

․ 개땅 보다

해된다. 그리고 ‘갯벌’

‘

’

․ 뻘땅

뻘’

‘

‘

’

명칭의 일반적 사용은 연구지가 갯

가에 위치한 어촌 사회임을 보여주는, 즉 무표성(unmarkedness)을 드러내는 언어적
특징일 것이다.

․ 뻘땅 처럼

끝으로 ‘뻘바탕’과 ‘뻘밭’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두 공간 명칭도 ‘뻘’

‘

’

갯벌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나, 그 사용이 훨씬 제한적이다.
뻘바탕’은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과 더 밀접히 관련된

‘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즉, 조개 채취 및 양식과 관련된 갯벌 공간을
말할 때 ‘뻘바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특히 조개 이름에 ‘바탕’이 결합된 형태

․ 꼬막바탕 ․ 반지락바탕 ․ 꿀바탕

로 자주 사용된다. 가령 ‘가무락바탕’

‘

’

‘

’

‘

’

등과 같

이 구체적인 생물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 조개와 관련된 갯벌의 특정 자리를 지시
한다. 다시 말해, ‘뻘바탕’은 갯벌에서 특정 해산물이 자연적으로 많이 나는 자리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특정 해산물을 키우기 위해 만든 일종의 양식 자리로서
갯벌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된다.

66)

뻘밭’의 경우는 그 의미가 특히 제한적인데, 갯벌 중에서도 모래 함량이 적은

‘

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67)

제보자들이 갯벌

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달리 ‘뻘밭 되어 버렸다.’라고 말할 때는 내포된 의미가 매
우 부정적이다. 종종 ‘뻘바탕’도 ‘뻘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마을
주변에는 과거 바지락 같은 조개가 나던 갯벌이 ‘뻘밭’이 되면서 굴이 우점종(

種 이 된 사례가 있는데
)

,

優占

어민들은 그 갯벌을 이야기할 때 생물 이름을 붙여 ‘꿀밭

되어 버렸다.’라고 말한다.

2) 퇴적상에 따른 갯벌의 구분법
갯벌과 관련하여 어민들이 가장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바로 퇴적물의 성질에 따
른 갯벌의 구분과 마을 주변 갯벌 상태의 변화다. 이 ‘뻘’의 구분과 변화에 대한
66) ‘바탕’의 이러한 용례는 어류를 잡는 바다에도 적용되어 사용되는데, 예컨대 ‘광어 잡으려면 그
또 바탕이 있다.’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갯벌을 지시하는 합성어 ‘뻘바탕’과 달리 바다에 대하여
는 ‘물바탕’ 또는 ‘바닥바탕’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7) ‘뻘바탕’과 달리 ‘뻘밭’은 이와 같은 의미로 물속 땅에도 사용된다.

- 117 -

두드러진 인지는 연구지가 놓여 있는 곰소만의 생태환경의 특수성 및 바다 환경의
변화라는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다.

(1) 뻘․ 죽뻘․ 모래뻘
갯벌은 퇴적상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흙으로 된 약간 무른 갯벌. 뻘이 약간 물러 발목 정도까지 빠진다.
모래가 많이 섞인 단단한 갯벌. 땅 같아서 발이 안 빠진다.
3 죽뻘: 개흙으로 된 매우 무른 갯벌. 뻘이 너무 물러 무릎까지 빠진다.
1 뻘:
2 모래뻘:

갯벌은 퇴적물의 성분과 그에 따른 갯벌의 단단한 정도에 의해서 구별된다. ‘뻘’
과 ‘죽뻘’은 고운 ‘뻘’(개흙)로 구성된 무른 갯벌이지만, 전자는 조금 진 보통의 갯
벌이고 후자는 매우 진 갯벌이다. 반면에 ‘모래뻘’은 모래가 많이 섞여 단단한 갯
벌이다. 갯벌의 단단한 정도는 경운기와 사람이 다닐 때 빠지는 정도로 설명된다.
가장 단단한 갯벌은 ‘모래뻘’로 사람이 걸어 다녀도 발이 빠지지 않고 경운기도 다
닐 수 있다. 그 다음 ‘뻘’은 사람 발목 정도까지만 빠지는 조금 무른 갯벌이라 경
운기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질퍽한 ‘죽뻘’은 무릎 위까지 쑥쑥 빠지기 때문
에 이동성과 접근성이 매우 제약받는 갯벌이다.
어형 구조로 보면, ‘뻘’은 영역 명칭 ‘뻘’(갯벌)과 동일한 형태의 일차 어휘소
(primary

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모래뻘’과 ‘죽뻘’은 의미영역을 표지하는

lexeme)

어휘소 ‘뻘’ 앞에 흙의 종류와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소 ‘모래’와 ‘죽’이 각각 결합된
이차 어휘소(secondary

lexeme)

다. ‘죽뻘’의 경우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단단하지

못하고 진 갯벌이라는 특성을 죽(

粥 의 무른 성질에 비유한 표현으로 설명된다

.

)

․ 모래

간단히 말해, 퇴적상에 따른 갯벌의 구분법은 ‘뻘’이라는 상위 범주가 ‘뻘’

․ 죽뻘 의

뻘’

‘

’

‘

세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위계적 의미관계로 구조화된 민속분류법

(folk taxonomy)

유형인 것이다.

표

<

은 이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4-3>

<표 4-3> 퇴적상에 따른 ‘뻘’의 민속분류법
뻘

뻘
모래뻘

죽뻘

이와 같은 갯벌 명칭의 구분과 그 사용 양상을 볼 때, 갯벌의 원형(prototyp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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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의 명칭과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즉 다의어(polysemy)로서 무표적으로
(unmarkedly)

사용되고 있는 하위 범주 ‘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해의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갯벌은 모래보다는 거무스름하고 무른 성질의 ‘뻘’(개흙)을 특징
으로 인지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을 공간 개념이 아니라 갯벌 퇴적물과 관련시켜 바꿔 말하면, 개흙이
모래보다 퇴적물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펄 성분임을 의미한다. 갯벌 구분에 대한 어
민들의 진술은 퇴적물로서 ‘뻘’의 구성성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뻘’(갯
벌)을 이루는 ‘뻘’(퇴적물)은 모래와 ‘뻘’(개흙)이라는 두 종류의 흙으로 구성된 혼합
물인 것이다. 그리고 모래와 개흙이 섞인 정도와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갯벌은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퇴적물의 한 성분인 ‘뻘’(개흙)이 상위 개념 ‘뻘’과
다의어 관계이고, 그래서 갯벌 퇴적물의 원형은 ‘뻘’로 개념화된 흙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갯벌과 갯벌 퇴적물이 모두 거무스름하고 질퍽한 ‘뻘’ 곧 개흙을 중심
으로 인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서해에서 발달한 갯벌의 특징이 모래보다는
개흙 중심의 퇴적물로 된 공간이라는 바다 환경의 실재를 반영할 것이다.

(2) 갯벌과 바지락 양식
연구지에서 ‘뻘’의 구분은 갯벌의 상태와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거
기에 서식 또는 양식 가능한 갯벌 생물의 차이 및 지역 간 갯벌 차이에 대한 인식
으로 확장된다. 특히 어민들의 진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뻘’의 구분이 바지락이라
는 특정 조개의 양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연구지에서 ‘모래뻘’은 좋은 펄이지만 ‘죽뻘’은 나쁜 펄로 인식된다.

68)

전자는 바

지락을 양식할 수 있지만, 후자는 바지락을 양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래뻘’에서
는 갯벌이 숨을 쉬기 때문에 바지락 양식이 잘되지만, ‘죽뻘’에서는 바지락 양식이
잘 안 되고 시커멓게 썩는다고 한다. 그리고 바지락 양식과 관련된 갯벌의 종류와
질에 대한 인식은 바로 바지락 양식으로 유명한 고창군 심원면 하전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주된 진술 내용은, 마을 앞 건너에 있는 하전 ‘뻘’은 좋은 ‘모래뻘’이라
바지락 양식이 잘되지만, 이 마을 주변 ‘뻘’은 ‘죽뻘’이라 바지락 양식이 안 되고
가무락 같은 조개 정도만 양식 가능하다는 것이다.

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1980

바지락 양식을 대규모로 하기 전 하전은 농사를 주로 짓는 가난한 동네였는데, 대
68) 물론 ‘어장촌은 뻘이 물러야 한다. 그래야 배가 덜 상한다.’라는 한 어민(전○수, 남, 1938년생)
의 진술처럼, 무른 갯벌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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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바지락 (양식)하면서 부자 동네 되었다.’
는 것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설명하는 대목이다.

69)

그러면서 마을 앞 갯벌이 그전에

는 지금 같은 ‘죽뻘’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마을의 ‘댕펀’ 뒤에 있는 동쪽
갯벌에서도 그전에 자연산 바지락이 많이 났지만, 그때만 해도 바지락이 대중성 있
게 소비되는 조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으려고 조금씩 잡았지 판매를 목적
으로 바지락을 적극적으로 채취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연구지에서 갯벌의 종류와 질에 대한 인식이 바지락이라는 특정 조개의 서식 및
양식과 결부되어 발달한 것은 매우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곰소만 내
갯벌의 발달 양상과 관련된 생태환경의 영향에서 기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고창 쪽에 갯벌이 더 발달했고 바지락 서식에 적합한 모래갯벌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70)

다른 한편으로는 왕포와 하전 마을 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부각된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제보자의 다음 진술은 이러한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4-3]

“전 부 지푸락 ***, 소랑, 쭈께미 잡는 거 사내끼[새끼줄] 꼬아얀게. 겨울내 사내끼 꼬기가 일이
당게. 겨울날. 저짝 건너 화전[하전] 사람들이 여그 사내끼 무지게 꼬아다 줬네. 화전이 그전에는
못 살었어 거가. 지금은 다 부자되았는디. 그것이 반지락 삐고[뿌리고] 뭣 히서. 거가 녹두벌 웃머
리라고 물이 없어 갖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진 디여. 여그 사람들은 어장히 갖고 먹고 사는디, 거기
는 농사짓는디 물이 없어 갖고, 숭년[흉년] 들고. 근디 그 사람들이 인자 완전히 때부자 다 (@반지
락 하고 이래 갖구요?) 음. 완전히 다 부자됐어.”(김○기, 남, 1935년생)
~

육지부에 산악지형이 발달한 왕포에서는 논농사를 거의 짓지 못했기 때문에, 생
활과 생업에 필요한 짚과 새끼줄을 주변 농촌에서 사다가 써야만 했다. 곰소만 건
너 ‘살막’(하전의 옛 지명)도 왕포 사람들이 지붕 이엉이나 주낙 장줄과 꿰미 등 어
구용 줄로 쓸 짚과 새끼줄을 사오던 마을 중 한 곳으로 오래전부터 교류관계가 있
었다. 그런데 농사를 주로 짓던 하전 사람들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양식하면서 부자
동네가 되고,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라는 어촌 마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조개 양식이 가능한 갯벌이 주로 곰소만의 남쪽 해안을 따라 더 넓게 발달해 있
69) 하전은 1970년대 후반에 바지락 양식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 170ha
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에서 연간 4천여 톤의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는 하전은, 바지락 양식을 계
기로 1980년대 이후 촌락의 성격이 농업 중심에서 어업 중심으로 바뀌었다(정명훈 2012).
70) 바지락 양식이 특화되어 있는 하전에서는 바지락의 성장에 적절한 갯벌 퇴적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래가 한 70% 뻘이 한 30%”인 갯벌이 바지락 양식의 최적지
라고 한다(정명훈 2012: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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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지금도 대개 어장이 없는 집의 부녀자들이 놉으로 고용되어 바지락 동

․

죽 가무락 같은 조개를 파러 가는 곳이 바로 고창 쪽 갯벌이다.
요컨대 곰소만 남안 갯벌에서 ‘모래뻘’이 발달했다는 지형적 특징과 함께 왕포와
하전 마을 간의 사회경제적 맥락 안에서, 경제성이 높은 바지락 양식과 관련된 갯
벌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에서 발달한 ‘뻘’과 바지락
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상적 인식을 간략히 도표화하면

갯벌 종류
모래뻘
죽뻘

표

와 같다.

<

4-4>

<표 4-4> ‘뻘’과 바지락 양식의 연상적 인식
➞
➞
➞

조개 양식
바지락 양식 가능
바지락 양식 불가능

➞
➞
➞

펄의 질
좋은 펄
나쁜 펄

지역
고창 하전 펄
왕포 주변 펄

➞
➞
➞

한편 조개가 서식하는 갯벌의 토양 성질에 따라서 동종(
변이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지식이 또한 발견된다. 한 어민이

同種 의
)

조개가 색깔의

년 여름에 새만금

2008

내측에서 캐온 ‘해방조개’(‘노랑조개’라고도 함)를 까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한 다
음 사례를 보자.
[사례 4-4]

‘해방조개(개량조개)도 이런 색깔은(어두운 노란색) 죽뻘에서 나온 것이다. 진짜 모래층에서 사는
해방조개는 껍데기가 연한 노란색을 띈다. 지형에 따라서 모래뻘만 형성되는 데가 있고, 죽뻘만 형
성되는 데가 있고 그렇다.’(김○옥, 남, 1957년생)
모래뻘’에서 서식한 해방조개가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것과 달리, 거무스름한 ‘죽

‘

뻘’에서 서식한 것은 어두운 노란색을 띤다는 것이다.

년대 중후반에 노랑조개

1970

를 까서 말린 것을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서 한때 노랑조개 채취가 활성화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군산 사람이 마을로 들어와 노랑조개 가공공장을 운영하기도 했
고, 마을 사람이 직접 가공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가까이는 동호나 구시포 앞 갯
벌에서 조개를 채취했고, 멀리는 군산 하제까지 풍선이나 기계배를 타고 가서 ‘갓
딘바우’라고 하는 데서 그물로 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았다. 위 제보자도 그 당시
군산까지 가서 조개를 잡았다. 수년간 노랑조개를 채취하고 까는 일을 생업으로 했
던 어촌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갯벌의 종류와 조개껍데기 색깔의 관계에 대한 인
식도 발달한 것이다.
조개의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갯벌과 조개의 색깔 변이성의 관계에 대한 유사
한 인지방식이 고창군 하전 마을에서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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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이 그것(바지락)이 이제

“

모래밭에서 자라면 단풍무늬. 갈색 단풍무늬. 그리고 뻘밭에 자라면 검고 그렇지.”
정명훈

(

2012:

59)

라는 양식 어민의 진술은, 갯벌이 ‘모래밭’인지 ‘뻩밭’인지에 따라

서 바지락의 껍데기 색깔이 갈색이거나 검은색을 띰을 보여준다.

(3) 갯벌의 죽뻘화
퇴적상에 따른 갯벌의 구분과 설명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마을 앞 갯벌의 변
화다. 마을 앞 ‘뻘’도 그전에는 고창 하전 ‘뻘’처럼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깡깡한
단단한) 뻘’이었는데, 지금은 발이 푹푹 빠지는 ‘죽뻘’이 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즉,

(

갯벌의 변화에서 ‘죽뻘화’가 부각되어 인지되는 것이다.
갯벌의 ‘죽뻘화’는 갯벌 상태와 갯벌 생물의 변화에 대한 경험의 측면에서 설명
된다. 첫째, ‘젓을 미는’ 작업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마을 앞 갯벌이 ‘죽뻘’
이 되었다. 그전에는 마을 앞 갯벌에서 발목 정도만 빠지므로 서서 ‘젓’을 밀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 앉아서 ‘젓’을 밀어야 한
다. 방파제를 기준으로 볼 때, 축양장 앞에 있는 서쪽 갯벌보다 모정 앞에 있는 동
쪽 갯벌의 ‘죽뻘화’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다. 둘째, 마을 주변 갯벌에서 잡

․

히는 조개의 종류가 달라졌다. 마을 앞 갯벌과 ‘댕펀’ 뒤에 있는 갯벌에서 꼬막

맛조개가 많이 났고, 관선 앞 갯벌에서는 자연산 바지락이 많이 났다. 그런데 ‘뻘
밭’이 되면서 지금은 그런 조개는 거의 나지 않고 굴이 주로 서식한다. 굴의 서식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댕펀’ 뒤 운호방조제 앞 갯벌까지 굴이 퍼졌다. 셋째, 운호
와 관선 앞 갯벌에서 많이 잡히던 쏙이 거의 사라졌다. 주낙어업 시절 미끼용 쏙을
파서 먹고 사는 집이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갯벌에서 쏙이 많이 잡혔고 쏙을 파
는 일은 왕포 사람들에게 중요한 갯일이었다. 그런데 ‘죽뻘’이 되면서 ‘모래뻘’에
사는 쏙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모래뻘’이었던 갯벌이 ‘죽뻘’이 되는 것은 펄을 이동시키는 물발이 약해지면서

‘

펄이 계속 쌓이기 때문이라고 어민들은 설명한다. 곰소만 내 토사 퇴적과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은 사실

년대 이전부터 이미 진행돼 온 것이다. 곰소만의 대표

1980

어항이 줄포에서 곰소로, 그리고 다시 격포로, 즉 내만에서 외만으로 계속 이동해
나간 사실은 이를 확인시켜준다(김일기

1988).

실제로 수심이 얕아질수록 조류의

유속이 감소하고 유속이 감소할수록 보다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이 갯벌에 쌓인다

․

박수철 고철환

(

2009:

17).

다시 말해, 곰소만 내 갯벌의 ‘죽뻘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갯벌 환경의 변화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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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에 따르면,

년대까지는 지금과 같은 선착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 말뚝

1980

이나 낚시꾼들을 경운기로 갯벌을 건너 배까지 실어 날랐다고 한다. 그때는 마을
앞 갯벌이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아직은 단단한 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무렵 현재 위치에

140m

년

1989

가량의 선착장이 만들어져 갯벌을 건너지 않고도 배를 타

고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경운기의 갯벌 운행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년

1990

대 초반까지는 마을 앞 펄이 지금과 같은 정도의 ‘죽뻘’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지에서 갯벌의 ‘죽뻘화’는 오랜 세월 천천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년대에 들어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0

이러한 갯벌의 ‘죽뻘화’가 어민들에게 부각되어 인지되는 것은, 그것이 맨손어업
과 어선어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맨손어업의 측면에서
는 바지락 양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연산 바지락이 많이 날 정도로
모래뻘’이었던 갯벌이 ‘죽뻘’이 되었고, 이것은 여전히 ‘모래뻘’이라 바지락 양식을

‘

크게 하여 성공한 고창 심원의 갯벌 상태와 비교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선어업의 측면에서는 어족자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어선어업을 주로 해온 왕포 어민들은, 갯벌의 변화가 바다 속 ‘뻘’ 상태와
도 밀접히 관련되며, 그것은 곧 바다 어족자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71)

다음의 진술은 어민들의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사례 4-5]

‘서해안은 고기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다. 침전물이 쌓여 수심도 얕아지고 죽뻘이 되니까 고기들
이 산란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고기가 없다. 예전에 비해 고기가 적게 잡힌
다.’(김○옥, 남, 1934년생)
‘새만금이 들어오면서 물이 예를 들어 십 미터는 나가야 하는데 오 미터도 못 나가니까 어장에
뻘이 차고 찬 뻘이 시커멓게 썩으니까 고기가 안 온다. 고기가 그전의 십분지 일도 안 된다.’(최○
동, 남, 1931년생)
즉, 조류의 유속 감소로 곰소만 내에 펄의 퇴적과 얕아진 수심, 그리고 ‘죽뻘화’
가 진행됨에 따라 어류의 산란장이자 서식지 역할을 해온 곰소만과 서해 바다로
고기가 오지 않게 되었다고 어민들은 생각한다. ‘뻘’의 변화가 바다 어족자원이 감
소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안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들에게도 갯벌의 ‘죽뻘화’는 결코 바람직한 환경 변화가 아닌 것이다.

71) 어민들은 바다 속 ‘뻘’의 변화도 이야기하곤 한다. 주꾸미 단지에 차서 올라오는 ‘뻘’이 시커멓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물속 ‘뻘’도 ‘죽뻘’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
속에 있는 여나 갯골이 펄에 파묻혀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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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갯벌의 유형 검토: 갯벌 토양과 갯벌 생물
어민들이 퇴적상에 따라 구분한 연구지 주변 갯벌의 유형을 어민들이 갯벌에서
채취했거나 채취한다고 말하는 갯벌 생물과의 관계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갯벌
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底棲生物 의 분포 유형은 모래와 펄로 구성된 갯벌 퇴적상의
)

차이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갯벌에 서식했거나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어민들
의 진술은 갯벌의 성질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향하면서 갯벌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구

․

분된다(박수철 고철환

․

․

2009: 13).

즉, 갯벌은 조위(

潮位 에 따라 해안에 평행하여 상
)

․

부 갯벌 중부 갯벌 하부 갯벌로 나뉘며,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는 침수시간 퇴적
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특징적인 퇴적상과 퇴적구조가 형성된다(Klein
호

2009:

장진

에서 재인용). 그리고 갯벌은 모래와 펄의 함량이 다른 퇴적상에 따라

375

․

1985.

․

․

모래갯벌 혼성갯벌(펄모래갯벌 모래펄갯벌) 펄갯벌로 유형화된다(홍재상

1998:

35-41).

곰소만 남안 갯벌의 퇴적상과 구조에 대한 연구(장진호
의 경우 조립모래(coarse

sand)

에서 펄(silt

에 따르면, 곰소만

2009)

까지 매우 다양한 입도(

and clay)

粒度 의 퇴
)

적상이 분포하는데, 그 전반적인 분포상이 내만역(동부 갯벌)과 외만역(서부 갯벌)
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내만역 갯벌 퇴적상은 하부 갯벌에서 상부 갯벌로 가면서

―

―

실트질 모래 모래질 실트 실트’로 변화함으로써, 육지 쪽으로 갈수록 세립해지

‘

는 경향을 보인다. 바꿔 말하면, 이사질(

―

泥沙質 의
)

泥質 의 펄갯벌이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래펄갯벌 니질(

―

펄모래갯벌 사니질(
.

)

沙泥質 의 모
)

바다 쪽 하부 갯벌로 갈수

록 모래 함량이 높아지고, 반대로 육지 쪽 상부 갯벌로 갈수록 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퇴적이 주로 조석작용에 의해 지배되는 서해 갯벌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외만역의 갯벌에서는 저조선(

低潮線

)

부근에 모래

질 실트가 분포하고 중부 및 상부 갯벌에 실트질 모래와 모래가 분포하여 내만역

―

―

보다 조립한 편이다. 바꿔 말하면, 모래펄갯벌 펄모래갯벌 모래갯벌이 순차적으
로 나타난다. 외만역에서 이러한 독특한 퇴적상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외만역이 내
만역보다 고에너지 조건 하에서 파랑과 해류의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기 때문일

沙質 의 상부 갯벌과 달리 오히려 하
갯벌 부근에 있는 섬 곧 외죽도 外竹島 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외만역에서 사질(
부 갯벌에서 니질이 우세한 것은, 하부

․

)

영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고철환 이창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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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따르면, 상부 갯벌은

390)

조류가 강한 지역이어서 모래질이 우세하고 하부 갯벌에서는 섬에 부딪히며 조류
가 느려져 결국 육지 쪽 갯벌처럼 니질이 우세한 갯벌이 된 것이다.
요는 곰소만의 고창 쪽 갯벌이 모두 왕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래뻘’, 즉
모래가 우세한 갯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위와 구역에 따라서 펄이 우세한 갯벌도
있다. 곰소만 남안의 갯벌은 갯벌의 폭과 규모가 큰 만큼 갯벌 유형도 조위와 구역
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여성 어민들과 동행하여 ‘대

竹島

섬’(

)

주변 갯벌(내만역)로 조개잡이를 가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동죽과 가무락

을 팠던 죽도 주변 조개양식장 갯벌은 ‘모래뻘’과 ‘죽뻘’ 사이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갯벌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도 주변 갯벌이 왕포 주변 갯벌처럼 ‘모래
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거나 강조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즉, 왕포 사람들은
고창 쪽 갯벌의 토양이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 사실에 특별히 주목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지락 양식이 잘되는 ‘모래뻘’이 고창 쪽 갯벌이
라는 점이다. 어찌되었든 갯벌의 폭과 규모가 작은 곰소만 북안의 갯벌보다는 고창
쪽 갯벌에 모래가 우세한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갯벌의 조위와 퇴적상은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분포 유형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인들이다(홍재상

1998:

22).

그러나 연구지 어민들의 진술에서는 조위별 갯

벌 유형의 구분이나 갯벌 생물의 분포 유형에 대한 인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또는 구역별 갯벌 퇴적상과 갯벌 생물의 분포 유형에 대한 진술이 중심을

․

․

․

․

이룬다. 특히 꼬막 맛조개 바지락 가무락 굴 및 쏙이 연구지에서 갯벌 상태 및
변화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대표적인 갯벌 생물이다.
제보자들의 중심된 진술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은 꼬막이나 ‘맛’(맛조개)이 없
어졌지만 그전에는 마을 앞 갯벌과 운호 앞 갯벌에서 잡아다 먹었다. 그리고 운호
와 관선 앞 갯벌에서는 바지락이 자연으로 많이 났고 쏙을 많이 팠다. 그런데 ‘모

․

래등’이었던 관선과 운호 앞 갯벌에 ‘뻘’이 차면서 ‘뻘밭’이 되었고 바지락 쏙은
없어지고 ‘꿀밭’이 되었다. 지금은 이쪽 갯벌에서는 굴이 주로 잡힌다. ‘뻘’이 많은
갯벌이라 바지락 양식은 안 되고 가무락 정도가 양식된다.

․

․

꼬막 맛조개 가무락은 주로 모래펄갯벌이나 펄갯벌 같은 펄이 우세한 갯벌에
서 우점하는 조개류다. 반면에 바지락과 동죽은 펄모래갯벌이나 모래갯벌 같은 모
래가 우세한 갯벌에서 우점하는 조개류다. 쏙은 모래가 우세한 갯벌에 서식하는 갑
각류다(홍재상

1998: 35-41).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왕포 앞 갯벌은 꼬막과 맛조개가 주로 잡히는 펄이 우

․

세한 모래펄갯벌이나 펄갯벌이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관선 앞 갯벌은 바지락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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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자연 서식했던 모래가 우세한 펄모래갯벌이나 모래갯벌이었을 것이다. 그
런데 그 사이에 위치한 운호 앞 갯벌의 경우는 꼬막과 맛조개뿐만 아니라 바지락
과 쏙도 자연 서식했던 것으로 보아, 펄이 우세한 곳과 모래가 우세한 곳이 복합적
으로 나타나는 갯벌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왕포 마을은 펄이 상대적으로 우세
한 갯벌이었고 관선 쪽으로 갈수록 모래가 더 우세한 갯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선에서 왕포까지 모든 갯벌이 이전보다 펄이 더 우세한 펄갯벌 곧 ‘죽뻘’
로 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

는 이상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4-5>

<표 4-5> 1990년대 전후 갯벌과 생물의 변화

지역 왕포 앞 갯벌
운호 앞 갯벌
관선 앞 갯벌
시기 항목
1990년대 갯벌 생물 꼬막 맛조개 꼬막 맛조개 바지락 쏙 바지락, 쏙
펄 우세
←——―——————→
모래 우세
이전
퇴적상
가무락
가무락 굴 바지락
굴
1990년대 갯벌 생물
이후
죽뻘
죽뻘
죽뻘
퇴적상
3) 지형에 따른 갯벌의 구분법
(1) 등․ 갯고랑․ 바위
갯벌은 또한 그 지형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갯벌의 높은 곳. 즉, 마루
또는 깻꼬랑․또랑․골: 갯벌의 등과 등 사이에 움푹 파인 곳. 즉, 갯골
3 바우: 갯벌 위 큰 돌. 즉, 갯바위
1 등:
2 꼬랑

간조 때 땅으로 드러난 갯벌의 평탄하면서 높은 부분이 ‘등’이고, 그 등과 등 사
이에 움푹 들어가 골 지형을 이룬 낮은 부분이 ‘꼬랑’[고랑]이다. 등과 갯고랑은 동

․

전의 양면처럼 항상 병존하는 지형 구조다. 그리고 등 갯고랑과는 성격이 좀 다른
바우’[바위]는 갯벌 위로 솟아올라온 갯가의 큰 돌을 구분한 것이다. 즉, 갯벌은

‘

․ ․

등 골 바위라는 세 종류의 지형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갯벌의 지형적 구분은 전체와 부분(whole-part)이라는 내적 의미 관계로 구조화된
구성성분 구분법(constituent
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

classification)(Casson

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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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a:

을 이룬다. 이것을 도표

82)

뻘땅
제보자들은 등을

<표 4-6> 갯벌 지형의 구성성분 구분법
〓

등

+

물이 썼으니까 등” 또는

“

꼬랑

+

바우

높으니까 등”이라고 설명했다. ‘등’

“

은 만조 시 수면 아래 있고 간조 시 물 밖으로 드러나는 높은 장소인 것이다. 물이
빠진 등은 사람들이 조개나 굴을 채취하거나 양식할 수 있는 ‘뻘땅’이 된다. 다시
말해, 갯벌 이용의 측면에서 맨손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등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갯벌의 중심 공간인 것이다.
등은 물때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등의 잠김과 노출이 바닷물의 들고
남에 따른 시각적 경관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연구지에서는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
는 것을 ‘등(이) 난다’고 하고, 밀물 때 물에 잠기는 것을 ‘등(을) 덮는다’고 한다.
어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등 나네.” 또는 “등 덮네.”라고 말하는 것은, 조류의 방향
및 바닷물이 들고 써는 정도를 가늠하는 시간 감각의 표현인 것이다.

蛇形 으로 구불구불한

보통 사형(

)

꼬랑’은 바닷물이 들고나는 또는 육수가 바다로

‘

흘러들어가는 물길로서 깊이나 길이 등 크기가 다양하다. 높은 등 주변에는 깊은
갯골이 있다고 한다. 조개양식장이 있는 높은 등 주변에 있는 큰 갯고랑은 조개 파
는 작업을 하러 양식장으로 갈 때 뱃길로 이용되고 배를 정박시키는 곳이 된다. 수
심이 깊은 갯고랑에서는 썰물 때도 남아 있는 물속에서 큰 생합이나 소라를 채취
할 수 있어 좋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된다.

72)

그리고 큰 갯고

랑은 갯벌을 지나 바닷물 속으로 뻗어나가며 좋은 바다 어장이 되기도 한다. 갯고
랑을 타고 육지로부터 내려온 영양염류가 바다로 합류하는 지점에는 먹을 것이 풍
부하므로 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속 깊은 골은 그 자체가 어도(

魚道

)

역할을 하므로 고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
민들은 곰소만 내에서 조업할 때는 갯고랑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주로 어로활
동을 해왔다.
등과 달리 갯골의 명칭으로는 ‘꼬랑’ 외에 여러 변이형이 함께 사용된다. ‘깻꼬

․ 또랑 ․ 골 이 그것이다

랑’

‘

’

‘

’

.

개+고랑’의 구조인 ‘깻꼬랑’[갯고랑]은 바닷가에 있는

‘

골 지형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칭이다. ‘꼬랑’은 형태소 ‘개’가 생
72) 폭이 넓고 깊은 갯고랑은 조개를 채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2008년 10월에 죽도 주변 갯벌로 오후 썰물에 생합을 잡으러 간 곰소 부녀자 중 한 명이
갯고랑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이튿날 한 갯고랑 근처에서 조개를 담은 그물망이 발견되었는데,
날이 저문 상황에서 밀물이 들어온 ‘또랑’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것으로 사람들은 짐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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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된 ‘깻꼬랑’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 갯골의 변이형 중 흥미로운 것은 ‘또랑’[도
랑]의 사용이다. 도랑은 육지에서 땅과 땅 사이로 물이 흐르는 작은 내, 즉 일종의
물길이다. 갯골은 도랑처럼 등과 등 사이로 육수와 바닷물이 흐르는 물길이다. 이
런 연상적 관계에서 보면, 갯고랑은 ‘뻘땅’의 ‘또랑’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73)

어민들

의 일상 대화에서 골 지형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꼬랑’이나 ‘또랑’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바우’는 갯벌 위의 큰 돌로 갯바위를 가리킨다. 등 골과 달리 구성 물질도 펄

‘

이 아닌 돌이고, 갯벌 위로 솟아올라와 있어 특히 눈에 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등의 지명
① 퇴적상에 따른 등의 구분법
갯벌 지형의 한 부분인 ‘등’은 펄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퇴적상에 의거해 두 종
류로 구분된다. 그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흙으로 된 갯벌 등
모래가 많이 섞인 펄로 된 갯벌 등

1 뻘등:
2 모래등:

등의 명칭은 영역 명칭인 ‘등’에 각각 ‘뻘’과 ‘모래’가 앞에 결합된 구조다. ‘뻘등’
과 ‘모래등’의 명칭은 결국 해당 등이 어떤 퇴적상을 지닌 갯벌에 위치한 등인가를
나타낸다. 즉, ‘뻘등’은 ‘뻘’이나 ‘죽뻘’에 위치한 등이고, ‘모래등’은 ‘모래뻘’에 위치
한 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퇴적상에 따른 등의 어휘적 분화는 구분법상으로 민속
분류법으로 유형화된 체계다. 이것을 도표화하면

표

<

과 같다.

4-7>

<표 4-7> 퇴적상에 따른 ‘등’의 민속분류법
뻘등

등

모래등

② 등 지명
갯벌 등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73) 육지 지형과의 연상적 관계에서, ‘또랑’이 땅과 땅 사이 물길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
라면, ‘꼬랑’은 높은 땅과 땅 사이 낮은 지대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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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댕펀’ 뒤에 있는 등 또는 관선 앞에 있는 등74)
또는 웃칫등․간선불등: 관선(불) 앞에 있는 등. ‘아랫등’ 위에 있는 칫등
1.2 아랫등 또는 아래칫등: ‘웃등’ 아래에 있는 칫등
2 곰소등: 곰소 앞에 있는 등
3 (건네)등: 마을 앞 물 건너에 있는 등. 즉, 고창 쪽 갯벌 등
1 칫등:
1.1 웃등

칫등’과 ‘곰소등’은 곰소만 북안(부안군)에 위치해 있고,

‘

군)에 위치한 등이다. ‘곰소등’과

‘(

건네)등’은 남안(고창

건네)등’은 등의 위치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므로,

‘(

그 지명 자체만으로도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고
창 쪽으로 곰소만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는데도, 연구지에서는 그 갯벌의 등 지명
을 세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그냥 ‘등’이라는 일반 명칭으로 통칭하고, 구체적으로
는 ‘건네 등’ 정도의 관습적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칫등’은 그 지명의 유래를 알 수는 없으나, 세분된 하위 범주의 지명이 일상적

‘

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칫등’은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관선과 운호 마을의 앞
갯벌을 모두 포괄하는 지명인데, 다시 ‘웃등’과 ‘아랫등’으로 세분된다. ‘웃등’은 지
리적으로 위에 있는 ‘칫등’이라고 해서 ‘웃칫등’이라고도 하고, ‘아랫등’은 ‘웃등’ 아
래에 있는 ‘칫등’이라고 해서 ‘아래칫등’이라고도 한다. 두 종류의 ‘칫등’이 위와 아
래라는 서로의 지리적인 위치 관계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웃등’과 ‘아랫등’은 각각 관선 앞과 운호 앞에 있는
갯벌 등이다. 그런데 ‘웃등’은 마을 이름을 따서 ‘간선불등’으로도 불리는 것과 달
리, ‘아랫등’은 ‘운호등’으로 불리지 않으며, 사실 운호 마을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인식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75)

바닷가 마을인 관선과 달리 운호가 내륙 깊숙이 자

리한 농촌 마을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즉, ‘아랫등’을 포함한 ‘칫등’은 관선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관선 앞 ‘뻘’로 인지된다.

76)

류법을 이루며,

표

<

구분법상으로 등 지명은 민속분

과 같이 도표화될 수 있다.

4-8>

<표 4-8> ‘등’ 지명의 민속분류법
웃등

칫등

등

아랫등

곰소등

(건네)등

74) 사실 연구지에서 ‘칫등’은 ‘칟뜽’으로, ‘웃등’과 ‘아랫등’은 각각 ‘욷뜽’과 ‘아랟뜽’으로 발음된다.
75) 현재 행정명은 ‘관선’이지만 과거 이 마을의 이름은 ‘관선불’이었고 왕포 사람들은 여전히 관선보
다 관선불을 더 빈번히 사용한다. 지역 발음은 ‘간선’ 또는 ‘간선불’이다.
76) 연구지에서는 운호방조제를 또한 ‘간선뚝’[관선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칫등’에 대한 인
식이 관선 마을과 밀접히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언어 사용의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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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등’과

‘

건네)등’은 모두 갯벌의 주 기능인 맨손어업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

하나, 구체적이고 세분된 어휘적 분화와 사용은 ‘칫등’이 보다 중심적 범주임을 보
여준다. 반면에 ‘곰소등’은 여름에 ‘젓 밀기’를 할 때 젓새우를 잡는 장소 중 하나
로 언급되는 정도여서 등 지명 중 가장 주변적인 범주다.
한편 연구지에서는 등의 상대적인 높낮이에 대한 지각도 보인다. 어민들은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되는 정도로 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등의 노출
정도에 따라 조개잡이가 가능한 작업 시간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등과
낮은 등을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가리키는 민속 명칭이나 지명은 발달하지
않았다. 대신 가령 등이 낮아 물이 많이 써는 겨울에만 조개 채취가 가능한 갯벌을
가리켜 그 조개양식장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네 양식장’이라고 부르
고, ‘아무개네 양식장은 등이 낮아서 물이 많이 써야 드러난다. 겨울에 물이 많이

○

썼을 때만 조개를 팔 수 있다.’(최 순, 여,

년생)와 같이 말한다. 이와 달리 왕포

1957

어민들이 주로 맨손어업을 해온 ‘웃등’과 ‘아랫등’의 경우에만 등의 상대적인 높낮
이와 지명이 분명한 관계로 언급된다. ‘아랫등이 웃등보다 등이 낮다.’ 또는 ‘웃등
이 아랫등보다 등이 높다.’라고 설명된다.
또한 ‘웃등’과 ‘아랫등’에 대해서는 등의 퇴적상 변화도 설명된다. 쏙과 바지락이
자연 서식했던 ‘웃등’과 ‘아랫등’은 ‘모래등’이었는데, ‘뻘’이 차면서 ‘뻘등’이 되었고
이제는 굴이 많은 갯벌이 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맨손어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해온
한 여성 어민의 진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 4-6]

‘그전에는 거기가(아랫등이) 모래땅이었다. 모래등이라 반지락이 자연으로 섰다. 지금은 꿀바탕
되었다. 내가 반지락․소라 캐던 내 바탕이었다. 이제는 뻘이 차서 걸어서 가기 힘들다. 무릎까지
뻘에 빠진다. 배로 가면 모를까 힘들다. 쏙도 파면 큰 놈이 지금도 하나씩 나온다. 쏙은 모래땅에서
난다. (@그럼 칫등은 어디인가?) 거가(아랫등이) 아래칫뜽이다.’(배○삐, 여, 1952년생)
등은 맨손어업의 주된 장소가 되는 갯벌 공간이며 등이 위치한 갯벌의 토양이
곧 그 등의 특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갯벌과 갯벌 생물과의 관계는 곧 등과 갯벌
생물과의 관계와 같다. 즉, 등의 퇴적상 변화는 그 등에서 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
는 갯벌 생물, 특히 조개류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어민들에게 주된 맨
손어업 공간이 되어온 ‘웃등’과 ‘아랫등’의 퇴적상 변화는 민감하게 주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래뻘’과 ‘죽뻘’의 구분과 변화를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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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인지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③ ‘칫등’에 놓인 문화적 강조
곰소만 내 갯벌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에서 찾아낸 등 지명의 분포는 사실
갯벌의 범주화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칫등’에 대한 문화적 관심은 상당히 높다. 과거 맨손어업에 대한 이야기도
주로 ‘칫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에서 ‘칫등’을 중심으로 갯벌 인지가
발달한 양상과 원인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먼저 지리적 관계에서 보면, ‘웃등’과 ‘아랫등’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

上下 라는 위치상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

이 상하(

)

↔

― ―

.

두 등이 위치한 마을들 간의 관

계에서 보면, 동 서 축으로 관선 운호 왕포의 순서로 배치된다. 그리고 가장 동
쪽에 있는 관선 앞 갯벌이 ‘웃등’이고, 관선보다 서쪽에 있는 운호 앞 갯벌이 ‘아랫
등’이다. 다음 절

“4.

방향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

구지에서는 동쪽과 서쪽의 방위가 각각 위와 아래의 위치 관계로 지각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관선 앞 갯벌이 ‘웃등’으로, 보다 서쪽에 있는 운호 앞 갯
벌이 ‘아랫등’으로 명명된 것이다. 그런데 왕포 마을을 기준으로 보면, ‘웃등’과 ‘아
랫등’은 모두 동쪽에 곧 위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두 등의 명칭은 두 등이 놓인 상
대적인 지리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77)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갯벌인 ‘칫등’이 이렇게 ‘웃등’과 ‘아랫등’으로 세분되고 높
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은, 두 등이 왕포 사람들의 맨손어업에서 중요한 갯벌 공간
이었기 때문이다.

년대까지 주낙어업의 주 미끼는 ‘쏙’이었고 왕포 사람들이 주

1970

로 쏙을 팠던 갯벌이 바로 ‘웃등’과 ‘아랫등’이었다. 그리고 과거 ‘모래등’이었던 두
등에서는 조개 양식을 대표하는 바지락이 자연으로 많이 났다. ‘아랫등’의 경우 바

․

․

․

지락 쏙뿐만 아니라 꼬막 맛조개 굴 등 여러 조개 및 소라를 채취할 수 있는
갯벌이었다. ‘뻘등’이 된 지금도 ‘아랫등’에서는 자연산 굴이나 일부 구역에서 자연
산 바지락도 채취한다. 다시 말해, ‘웃등’과 ‘아랫등’의 문화적 강조는 왕포 사람들
이 거의 유일하게 갯것을 하는 어로 공간으로서 중요하게 이용돼 온 갯벌이 ‘칫등’
이었음을 반영해준다.

77) 일부 젊은층에서 ‘아랫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쪽 갯벌을 모두 ‘웃등’으로 부르는 것이 관찰되었
다. 마을의 위에 있는 등이기 때문에 ‘웃등’이고 ‘아랫등’은 마을 아래에 있는 ‘갓뎃바우’ 근처 등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마을을 기준으로 등의 상하 위치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년층 세대
가 마을을 기준으로 ‘웃꾸탱이’[위 귀퉁이]와 ‘아랫꾸탱이’[아래 귀퉁이]라고 부르는 마을 주변 갯
벌에 대한 지리적 위치 구분의 변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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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래등’에서 ‘뻘등’으로 변하면서 ‘칫등’의 생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약
화되었다. ‘아랫등’에 대한 ‘뒷등’ 명칭의 사용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언어적
단서다. ‘뒷등’은 ‘댕펀’ 뒤에 있는 등으로서 ‘아랫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랫등’
이 관선 앞 ‘웃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이고, 등을 보는 시각의 중심이 왕포
마을로 옮겨 왔음을 의미한다.

년대 이후 주낙어업의 쇠퇴와 함께 ‘죽뻘’이 되

1980

면서 거리가 먼 ‘웃등’은 점차 왕포 사람들의 맨손어업 공간에서 멀어졌다. 더욱이
관선 마을의 굴 양식장이어서 외부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다. 반면에 거리가 가까운
아랫등’은 왕포 사람들이 여전히 갯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마을의 ‘댕펀’ 뒤에

‘

있는 등 곧 ‘뒷등’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칫등’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달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주변화된
두 개의 갯벌 공간이 있다.
첫째, 왕포 마을의 서쪽 갯벌이다. 작당과 마동(방조제) 앞에는 꽤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마을의 동쪽 갯벌(‘칫등’)과 달리 이 서쪽 갯벌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지에서는 이 서쪽 갯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명의 분화도 없다. 왕포 사람들은 옛날부터 ‘칫등’과 달리 작당과
마동 앞에 있는 갯벌에서는 갯것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의 서쪽 갯벌은 동쪽
갯벌과 달리 생업 공간으로서 이용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생활과 생업에서 이용
도와 접근성이 떨어진 작당과 마동 앞 갯벌은 왕포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갯벌 공
간으로 개념화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왕포 마을 앞 건너에 있는 고창 쪽 갯벌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앞

‘(

건네)등’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명의 세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곰소만

․

․

남안에는 매우 너른 갯벌이 발달해 있고, 바지락뿐만 아니라 동죽 가무락 꼬막

․

등의 여러 유용한 조개류가 여러 지점에서 양식 채취되고 있어 그 이용 가치가
높다. 일부 왕포 사람 및 왕포의 포구를 이용하는 주변 마을의 몇몇 양식업자들도
이

건네)등’에서 조개를 양식한다. 그리고 바지락 양식이 활성화되면서 왕포 여성

‘(

어민들은 놉으로 고용되어 ‘대섬’(내죽도) 주변의 ‘뻘’에서부터 하전 앞 ‘뻘’에 걸친
여러 지점의

건네)등’에서 조개를 판다. 그런데도 규모가 큰

‘(

건네)등’은 그냥

‘(

‘(

건

네)등’으로 통칭될 뿐이다. 과거 남녀 구분 없이 ‘칫등’에서는 주낙 미끼인 쏙을 파
는 일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반면에, 오늘날

‘(

건네)등’에서의 조개 파

는 일은 외지인에게 날품으로 고용된 여자들의 노동 영역이다. 그것도

년대 후

1970

반 이후 뒤늦게 생겨난 임노동 맨손어업이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네)등’은 왕포 사람들에게 중요한 맨손어업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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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곰소만 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는 등 곧 갯벌의 구분이 발달한 것으
로 보기 어려운데, 아마도 곰소만 내 갯벌이 고창 쪽에 쏠려 발달한 지형적 특징과
갯벌 조건이 주 생업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즉, 맨손어업(갯벌)보다
어선어업(바다)이 주 생업으로 발달한 연구지에서는 갯벌에 대한 문화적 인지가 상
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도 4-1> 등과 갯고랑의 지명과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3) 갯고랑의 지명
갯벌 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갯골이 있다. 그러나 왕포 사람들이 실제로 이름을
붙여 구별하는 갯고랑 지명은 세 개뿐이다. 등 지명과 마찬가지로 ‘꼬랑’[고랑] 지
명도 그다지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깻꼬랑․-꼴): 관선(불) 앞 갯벌에 있는 갯골
(-깻꼬랑․-꼴): 운호 앞 갯벌에 있는 갯골
3 선운사꼬랑(-깻꼬랑․-꼴): 고창 선운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전 앞 갯벌에 있는 갯골
1 간선불꼬랑
2 운호꼬랑

갯고랑 지명은 모두

‘(

깻)꼬랑’이나 ‘꼴’ 등 갯골을 의미하는 형태소 앞에 그것이

연원하는 육지의 특정 지명이 결합된 형태다. ‘간선불꼬랑’과 ‘운호꼬랑’은 각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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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운호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작은 내가 갯벌로 흘러들어와 만들어낸 갯고랑이
다. ‘선운사꼬랑’은 고창군 심원면의 선운산 자락을 돌아 흘러내려온 인천강이 갯
벌로 흘러들어와 만들어낸 갯고랑이다. 왕포 사람들은 ‘선운사꼬랑’으로 흘러드는
강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강줄기가 유명한 선운사가 있는 산에서 내려오므로 선운
사의 이름을 따서 갯골 지명을 부르고 있다. 인천강은 곰소만으로 흘러드는 가장
큰 강이며, 그 영향으로 ‘선운사꼬랑’은 곰소만에서 가장 큰 갯고랑이다. 구분법상
으로 ‘꼬랑’ 지명은 민속분류법을 이루며,

표

<

는 이것을 도표로 보여준다.

4-9>

<표 4-9> ‘꼬랑’ 지명의 민속분류법
간선불꼬랑

꼬랑
운호꼬랑

선운사꼬랑

이 갯고랑들은 모두 중요하게 지각되는 갯벌에 위치하고 있다. ‘간선불꼬랑’은
웃등’에, ‘운호꼬랑’은 ‘아랫등’에, 그리고 ‘선운사꼬랑’은

‘

‘(

건네)등’에 있다. 갯벌의

등과 골 지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갯벌에서 등과 갯고랑에 대한 지각이 함
께 발달한 것이다.
갯고랑은 갯벌 위를 지나서 물속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갯고랑이 있는 곳의
연안 물속에는 연장된 골이 형성된다. 그리고 갯고랑 지명은 갯벌 위로 드러난 갯
고랑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골까지도 지
시한다.
갯고랑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은 어로활동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어 왔다. 예전과
달리 다양한 어종이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어민들은 지금도 갯골에 ‘이각망’과 ‘어

․ ․ ․ ․ ․

살’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내려서 장어 서대 장대 조기 숭어 물메기 등을 잡고
있다. 특히 큰 갯고랑인 ‘선운사꼬랑’은 너른 고창 갯벌을 지나 작당 마을 바로 밑
에서 곰소만의 주 갯골과 합수하는데, 육수가 세게 곰소만으로 흘러들어올 때는
뻘물’이 뿌옇게 일어나 주변 바다의 물색과 달리 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

이 합수 지점부터 서쪽으로 주 갯골을 따라서 예전에는 ‘꽁댕이배들’이 조업을 많
이 했다고 한다. 지금은 덤장을 설치해 실뱀장어와 젓새우를 주로 잡고 있다.
한편 어민들은 특정 갯고랑에서 잘 잡히는 어종에 대한 어로 지식을 또한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운호꼬랑’에서 서대가 잘 잡히고, ‘간선불꼬랑’에서는 젓새우

․

가 잘 날 때는 엄청 많이 잡힌다. 그런데 주로 조개류를 채취 양식하는 등과 달

․ ․ ․

리, 어민들은 갯고랑에서 젓새우 서대 숭어 장어 등 주로 고기를 잡는다. 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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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썰물 때에도 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로 대상이 되는 생물이 달라지는 것이
다. 즉, 등과 갯고랑은 기본적으로 갯벌의 구성 공간이지만, 어로 공간으로서는 그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

표

<

은 이상에서 기술한 곰소만 갯벌의 등과 갯고랑의 구분 및 관련

4-10>

어로활동을 간략히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10> 등과 갯고랑의 구분과 어로활동

지역
부안군―곰소만 북안
고창군―곰소만 남안
칫등
등 곰소등
(건네)등
웃등
아랫등
조개류
바지락 쏙 → 굴 바지락 쏙 → 굴 바지락 동죽 가무락
퇴적물
모래등 → 뻘등 모래등 → 뻘등
모래등
갯고랑
간선불꼬랑
운호꼬랑
선운사꼬랑
어획물 젓새우 젓새우 장어 서대 숭어 장어 실뱀장어 젓새우 소라
(4) 바위의 지명
연구지에서 이름으로 구별되는 갯벌 공간의 바위는 단지 하나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형적으로 갯가 주변 갯벌 위로 드러나는 바위가 많지 않음을 반영할 것
이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간뎃바우 :

마을 앞 갯벌에 있던 큰 바위

富의

간뎃바우’[가운데바위]는 조리형국이라는 마을의 생김새와 부(

‘

)

관계에 관한

속설에 등장했던 마을 앞 갯바위다. 현재 축양장이 들어선 갯벌 위에 있던 매우 큰
바위로, 마을 사람들은 바위 근처 ‘뻘’에서 조개를 키워 먹기도 했고 젓새우를 밀
기도 했다.

년대 축양장을 축조하고 길을 내면서 ‘간뎃바우’의 일부가 잘려 사

1990

라졌고 일부는 펄에 파묻혀 그 흔적만이 축양장 속에 남아 있다.

3. 바다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이제 ‘뻘’ 영역과 대조를 이루는 ‘물’ 영역의 공간에 대한 어휘적 분화와 범주화
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물’ 영역의 민속 명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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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육지와의 거리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반영되는 바다의 구분법을
살펴본다. 셋째, 바다 지형의 구분법을 살펴보고, 관련 지명을 통해 경험적 장소로
서 구체화된 해당 지역의 바다 공간을 이해해 볼 것이다.

1) ‘물’ 영역의 명칭
(1) 바닥
연구지에서 ‘물’ 영역을 가리키는 명칭은 ‘바닥’이며 일반적으로 표준어형 ‘바다’
가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준다.
[사례 4-7]

① “(어장을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바닥에서 고기가 썩는 거여. 내가 어장을 하면 자신 있
게 돈을 벌겄다는 생각이 들었지. 왜? 고기가 많으니까 못 잡을 텍이 없지.”(김○만, 남, 1937년생)
② ‘사릿발이라 티가 많다. 조금때는 물이 적게 들오고 사릿발에는 물이 많이 들오니까 뻘땅에
있던 것들이 다 바다로 쓸려 나와서 티가 많다.’(박○임, 여, 1935년생)
위 사례에서

②는

①은 바다를

바닥’으로 지시하는 전형적인 사용의 예를 보여주고,

‘

물’ 영역인 ‘바다’가 ‘뻘’ 영역인 ‘뻘땅’과 대조를 이루는 범주임을 보여준다.

‘

그런데 두 명칭의 사용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노년층일수록 ‘바닥’을,
그리고 젊은층일수록 바다를 보다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상위 개념으로서 ‘바닥’
연구지에서 ‘바닥’은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다음은 ‘바닥’의 또 다른
사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례 4-8]

“갯바닥도 염::병하게 쫓아대녔어. … 놀먼 뭣여? 따순 때는. 바닥으 가먼 그리도 먹을 것 있인게
가고. 꿀 따러 가고, 꼬막 잡으러 가고.” (박○님, 여, 1931년생)
“(소라네 할매가 조개 파러) 바닥에 갔어, 밭이 갔어?”(조○옥, 여, 1935년생)
위 사례에서 ‘바닥’은 모두 조개를 채취하는 갯벌을 지시한다. 갯벌도 일종의 바
다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바닥’이 ‘물’ 영역과 ‘뻘’ 영역을 모두 통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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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모래땅’ 영역인 ‘장불’은 ‘바닥’으로 불리지 않는다.
바닥’은 바닷물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공간이고 수중 생물에 대한 어로활동이 이

‘

루어지는 공간이다. 이와 달리 ‘장불’은 공간의 구성물질의 특성 및 기능적 측면에
서 ‘바닥’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주변적인 ‘바다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육지와 대조를 이루는 범주로서 ‘바다 공간’은 일차적으로 ‘장불’과 ‘바
닥’으로 구분되고, ‘바닥’이 다시 ‘뻘땅’과 ‘바닥’의 두 하위 범주로 세분되어 인지되
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상위 범주의 명칭과 동일한 하위 범주
바닥’이 바다로 인지되는 공간의 원형 범주가 됨은 물론이다. 다음

‘

표

<

은

4-11>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공간에 대한 민속분류법을 보여준다.

<표 4-11> 육지와 바다의 민속분류법
공간
육지
바다 공간
장불

뻘땅

바닥

바닥

(3) 어장일 대(對 ) 갯일: 공간 구분과 성별 분업
뻘땅’과 ‘바닥’이 공간상 구분되듯이,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기능상으로

‘

그리고 명칭상으로 구별된다. 갯벌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은 ‘갯일’이라
고 하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고기잡이는 ‘어장일’ 또는 ‘바다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공간 및 어로활동의 구분은 성별 분업체계와 함께 구조화되어 있다.

〓

〓
〓 〓
관련하여 공간․일․성별 사이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구조는 대부분
즉, ‘바다 어장일 남자’ 그리고 ‘갯벌 갯일 여자’로 등식화되는 것이다. 바다와
의 어촌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양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지의 경우

년대에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 노동 영역이 붕괴되기

1980

시작하였다. 연구지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남편과 배를 탄 것은

년대 후반으로

1970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방그물’로 노랑
조개를 잡기 위해 부인이 동승한 경우여서 본격적인 ‘어장일’로 보기 어렵다. 그리
고

년대에 김양식이 본격화되면서 여자들이 배를 일반적으로 타기 시작한 것

1980

으로도 이야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김 채취선인 ‘사각배’는 ‘어장배’가 아니고
김양식은 바다가 아닌 ‘뻘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식되어 여자들이 고기잡이배
를 타고 ‘어장일’을 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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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9]

‘여자들은 배를 안 탔다. 어장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1981 82년 무렵에 김양식을 할 때 우리 집
에서 여자가 처음 배 탔다. 물론 어장일과는 다르다. 김양식은 배 타고 나가서 뻘에 내려서 걸어
다니며 일하는 것이었으니까. 말하자면, 고기 잡는 어장일은 여자들이 하지 않았다.’(강○고, 남,
1953년생)
~

오히려

년대 후반 이후 ‘어장배’인 서대잡이배와 고대구리배를 타고 부인들

1980

이 남편들과 함께 바다에서 조업한 것이, 여자들이 진짜 ‘어장일’에 참여하기 시작
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연구지에서는

년대 후반 이후 여성 노동력이 ‘어장

1980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어장일’이 남자들의 일로 ‘바다’가 남자들의 노
동 영역으로 구분되던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노동 구조와 인식적 경계가 무너졌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이 주꾸미잡이나 꽃게잡이 등과 관련된 ‘어장일’을 이야기할 때 빠
지지 않는 화제는, 과거 여성의 승선 금기 및 현재 부부 중심의 조업과 관련된 것
이었다. 아마도 여자들이 ‘어장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가

여 년이라는 비교

20

적 짧은 기간이므로, 여성의 ‘어장배’ 승선을 기피했던 세대와 여성의 ‘어장배’ 승
선이 반드시 필요한 세대가 모두, 관습적 금기와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어촌 사회
가 겪고 있는 주요 변화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기가 많이 안 잡
히고, 남을 쓰면 수입이 적어지고, 고기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고. 지금은 남의

○

배 탈 사람도 없어. 누가 이런 바닷가에서 남의 일 할려고 해?”(김 옥, 남,
생)라는 한 젊은 어민의 어로 현실에 대한 자조적 분석처럼,

○

이 어장을) 안 해주면 해먹질 못 [하는]”(조 옥, 여,

1934

년

1957

지금은 여자들이 (같

“

년생)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적극적인 어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부인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상관없이 남편들과 동등한 또는 주체적인 어민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어장과 관련된 질문에 젊은 각시들로부터 항상 돌아오는 “우리는 그냥 따라
만 다닌게 잘 몰라. 아저씨한테 물어봐.”라는 식의 대답은, ‘어장일’에 대한 그들의
실질적인 기여나 어로 지식에 비해 자신들의 노동을 남자들의 일을 돕는 또는 보
조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어선어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갯일’은 여자들의 일이고
뻘땅’이 여자들의 노동 영역이라는 구조와 인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

‘

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에서 조개 파는 일은 주로 조개양식장 주인에게 놉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인데, 이 일을 하는 남자는 거의 없으며 주로 여자들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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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에 동원된다.

78)

남자들이 조개를 파는 경우는 자기가 소유한 조개양식장에서

일 할 경우나 기계로 갯벌에서 조개를 뽑아 올려 선별하는 조개 채취를 할 경우다.
남자들이 갯벌에 웅크리고 앉아 ‘뻘’을 파서 조개를 잡는 일은 대개 가내 소비용으
로 조개를 채취할 때뿐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여자들이 ‘어장일’로 그 노동 범
위를 확장한 것과는 달리, 그 역으로 남자들이 여성의 영역이었던 ‘갯일’로 그 노
동 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연구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인 성별 분업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지가 오래 전부터 맨손어업보다는 어선어업 중심의 어촌
사회라는 점 및 오늘날 어선어업이 생업으로서 더욱 더 중요해진 현실을 반영하는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연구지에서는 ‘갯일’보다 ‘어장일’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현실적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갯일’에 참여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2) 거리에 따른 바다의 구분법
(1) 개안과 바닥
연구지에서는 물리적 거리에 따라 ‘바닥’이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모항 안쪽(동쪽)에 있는 바다. 즉, 곰소만
싸녀 바깥(서쪽)으로 나가는 바다. 즉, 곰소만을 벗어난 먼 바다
2.1 바닥: 위도 안쪽에 있는 먼 바다
2.2 먼 바닥: 위도 밖으로 나가는 먼 바다

1 개안:
2 바닥:

개안’은 마을이 위치한 육지에서 가깝고 수심이 얕은 바다로 인식된다. 구체적

‘

으로는

모항 안쪽” 바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부안군의 모항에서부터

“

78) 꽃게잡이철에는 마을 부녀자들이 그물 추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조개를 팔 여성 노
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면 조개양식장 주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구해오는데 마
을 사람들은 그 놉들을 “계화도 여자들”이라고 부른다. 즉, 계화도에서 왕포까지 조개를 파러 오
는 이들도 ‘여자들’이다. 왕포 남자들이 조개양식장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양식장
에 종패(種貝)를 뿌리기 위해서 조개를 양식장까지 배로 운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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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 어민들이 ‘싸녀’라고 부르는 섬 미여도를 거쳐 고창군의 동호로 이어지는
가상의 경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했을 때 그 선을 기준으로 한 동쪽 바다이다. 즉,
개안’은 곰소만으로 불리는 바다를 지시한다.

‘

아래의

지도

<

를 보면, 사실 미여도는 곰소만을 벗어난 외해에 있는 섬으로

4-2>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민들이 ‘싸녀’의 동쪽 바다까지를 ‘개안’으로
인지하는 것은 마을에서 육안으로 ‘싸녀’가 보이는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것으로 짐
작된다. 즉, 곰소만의 서쪽 끝으로 보이는 육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평선 가운
데 ‘싸녀’가 보이기 때문에, 그 섬의 동쪽 바다가 곰소만의 일부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싸녀’를 가장 먼 지점으로 해서 그 섬 너머 보이지 않는 바다와 구분하는
것이다. 게다가 ‘싸녀’와 ‘오빠목’(외죽도) 사이의 바다는 풍선시절부터 어민들이 어

Ⅰ 이라는 점에서도 가까운 바다로 인지되는 것이다

로활동을 주로 해온 어장(해역

)

.

<지도 4-2> ‘개안’과 ‘바닥’의 구분 (출처: 네이버 지도, 2001)

바닥’은 ‘개안’을 벗어난 먼 바다를 가리키며 수심이 깊은 바다다. 흔히 조업 범

‘

위와의 연상적 관계에서 인식되는 ‘바닥’은 일차적으로 위도 부근 해역까지 확장된

Ⅱ다

바다(해역

)

.

풍선시절 주로 미여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민들에게 위도

부근은 그야말로 먼 바다였고 기계배를 타는 지금도 먼 바다이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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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도 부근의 먼 바다는 ‘칠산어장’ 또는 ‘칠산바다’라고 불리는 바다에 속한

七山島 와

다. 조기잡이로 널리 알려진 칠산바다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앞의 칠산도(
안마도(

鞍馬島

)

)

부근 해역에서 위도 부근 해역까지를 아우르는 바다로 서해의 대표

어장이다. 그러나 연구지 어민들의 ‘풍선배’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주로 ‘개안’에서
고기를 잡았고, 칠산바다로는 주로 큰 배들이 나가 고기를 잡았다.
물론 풍선어업 시절에도 ‘개안’을 벗어나 위도 주변 해역까지 가서 주낙으로 고
기를 잡았다. 그렇지만 어족자원의 고갈이 가져온 생태계 변화 및 기계배와 그물의
도입을 계기로, 당일치기 조업 범위는 본격적으로 더 먼 바다로 확장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업 범위의 확장은 이 ‘바닥’의 범위 또한 더욱 확장시키고
그와 함께 ‘바닥’에 대한 범주를 세분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개안’에서 위도 부근

Ⅱ

바다로 조업 범위가 일차 확장되었고(해역
(

旺嶝島

)

),

다시 서쪽으로는 위도 너머 왕등도

古群山群島

부근 및 북쪽으로는 고군산군도(

)

부근, 남쪽으로는 안마도 및 칠

Ⅲ

산도 부근 바다로까지 조업 범위가 이차 확장되었다(해역

).

명칭상의 뚜렷한 분

화는 아직 없는 것 같으나, 위도를 기준으로 위도 안쪽 바다와 위도 바깥쪽 바다를
세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개안’과 대조를 이루는 범주인 ‘바닥’이 다시 ‘바
닥’과 ‘먼 바닥’으로 나뉘어 인지된다. 지리적으로 ‘바닥’은 ‘개안’의 경계가 되는 미
여도 바깥으로부터 위도 부근 바다까지를 의미하고, ‘먼 바닥’은 위도 바깥으로 나
가는 가장 멀고 넓은 바다를 의미한다. ‘개안’에 비해 먼 바다로 인지되던 위도까
지의 ‘바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까운 먼 바다가 되고, 위도를 벗어난 ‘먼 바닥’은
훨씬 더 먼 바다로 인지되고 있다.
정리하면,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바닥’의 구분법은

표

<

와 같이 민속

4-12>

분류법을 이룬다. 그리고 바다 명칭의 분화는 어민들이 진짜 바다라고 생각하는 바
다가 어디인지를 드러내준다. 즉, 명칭상 바다의 원형 범주는 ‘바닥’이고, 그 ‘바닥’
은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고 수심도 깊은 큰 바다로 인지되는 공간인 것이다. 그래
서 어민들은 ‘바닥’과 비교하여 육지에서 가깝고 수심도 얕은 ‘개안’을, “그건 바다

○

도 아녀.”(김 옥, 남,

년생)라는 말처럼, 바다다운 바다로 보지 않는다.

1934

<표 4-12> 거리에 따른 ‘바닥’의 민속분류법
개안

바닥
바닥

바닥

먼 바닥

그런데 이러한 바다의 공간 구분은 멀고 가까운 물리적 거리에 대한 지각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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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업 공간과 관련된 심리적 거리감의 차원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1.

장의

3

어로활동의 지리적 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안’과 위도 안쪽 ‘바닥’은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펼치는 주된 조업 공간이다. 마을에서 보면 위도 안쪽의 ‘바
닥’도 ‘개안’보다는 먼 바다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민들이 매일 당일치기 조업을
하는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어민들에게 주 어장으로서 ‘바닥’은 왕등
도나 안마도 부근의 ‘먼 바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바다로 인식된다. 다음 한
젊은 어민 부부의 진술은 연구지 어민들이 거리상 먼 ‘바닥’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사례 4-10]

‘(꽃게를 잡으러) 왕등도나 안마도 부근으로 1시간 정도 나갔다가 형제섬 부근에 오면 이제 다왔
구나 하고 안심이 된다.’(김○연, 남, 1960년생)
‘위도 너머 왕등도까지 어장을 나가면 오고갈 때 너무 멀어서 지루하다니까.’(이○미, 여, 1966)
왕포에서 위도까지는 선외기로 빠른 속도로 가면, 배의 선적(
변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船積

)

정도 등 여러

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어민들이 당일치

20~25

기로 고기잡이를 하는 곰소만과 위도 사이의 주 어장이 대개

분 이내 거리에 위

30

․

․

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도 밖으로 1시간 정도 나가야 하는 왕등도 안마도

고군산도 부근 해역은 거리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모두 말 그대로 먼 바다인
것이다. 이렇게 거리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깝고 수심도 얕은 ‘개안’은 그래서
바닥’에 비해 바다도 아닌 것이고, 어지간히 바람이 불어도 날씨와 상관없이 조업

‘

을 나갈 수 있는 곳이다. 반면에 ‘바닥’은 같은 바람이라도 파도가 훨씬 높기 때문
에 조업하기도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된다.
한편 ‘개안’과 ‘바닥’의 공간 구분은 어휘적 명칭의 사용으로도 인지될 뿐만 아니
라, 서로 대응하는 부사(구) 표현의 사용을 통해서도 흔히 구별되고 있어 여기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바다의 거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앞
에서’ 대 ‘멀리’라는 부사(구)를 이용한 원근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
[사례 4-11]

‘그때는 풍선 갖고 노 저어 다니면서 멀리 안 나가고 이 앞에서 고기를 잡았다.’(배○복, 남, 1942
년생)
‘(서대를) 처음에 목선(기계선)으로 잡다가 선외기 나오면서 선외기로 잡았다. 멀리 칠산(도)까지
가서 잡았다. 처음에는 이 앞에서 잡다가 서대가 점점 안 나니까 멀리 칠산까지 가서 잡은 것이다.
목선으로 칠산까지 3시간 정도 걸렸다.’(김○연, 남, 1960년생)
‘이렇게 멀리(형제섬 부근) 나가서 쭈꾸미를 잡지 않았다. 동네 앞에서 했다. 많이 나가야 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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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갔다. 지금은 형제섬 더 밑으로 나가고 있다. 그전에는 형제섬까지 못 갔다. 배가 돛단배라
가지 못했다. 지금은 위도 있는 데까지 간다.’(강○고, 남, 1953년생)
구체적으로 ‘이 앞에서’는 ‘개안’을 가리키고, ‘멀리’는 ‘바닥’을 가리킨다. ‘이 앞
에서’는 거리를 나타내는 ‘멀리’와 대조를 이루면서 의미상 ‘가까운 데’를 대신한다.
동네 앞에” 바로 바다가 있고 그 바다는 가까운 바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한

“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서’ 대신 ‘여기서’라는 가까운 장소를 의미하는 부
사가 또한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인식 주체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안에서’ 대

‘(

저) 밖으로’라는 부

‘(

사(구)를 이용한 안팎의 공간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
[사례 4-12]

‘여름에 뻘 먹은 숭어는 못 먹는다. 숭어가 뻘 먹을 때는 모항 이쪽 안에서 잡은 숭어는 냄새가
나고 저 바깥쪽에서 잡은 것은 냄새가 안 난다.’(강○고, 남, 1953년생)
‘(낚시로) 이 앞에서 농어만 5마리 잡았다. 이 앞에서는 농어, 우럭만 잡힌다. 반어 같은 것은 밖
으로 나가야 한다. 괭이녀 같은 데. 7 8년 전만 해도 2시간 동안 반어를 200마리 정도를 낚시로 잡
은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시절은 갔다.’(김○연, 남, 1960년생)
‘(김○철이 떼어와 파는) 물메기는 여기 앞에서 잡은 것보다 맛없다. 이 앞에서 잡은 물메기가
더 맛있다. 숭어도 마찬가지다. 격포에서 나오는 숭어는 해금내[해감내]가 나서 못 먹는다. 여기 앞
에서 잡은 것은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더 맛있다.’(김○임, 여, 1958년생)
~

곰소만과 외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개안’을 안쪽으로,
그리고 서쪽에 있는 ‘바닥’을 바깥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안쪽에 해당하는
개안’이 마을이 있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 주체인 어민

‘

들의 시각의 중심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시각의 기준이 되는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깥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와 대조를 이루는 ‘이
안에서’는 가까움을 내포하는 ‘여기 앞에서’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지가 곰소만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반폐쇄적인 만이
안쪽의 개념으로, 그리고 만을 벗어나 사방이 탁 트인 ‘바닥’은 바깥의 개념으로
범주화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개안’과 ‘바닥’이라는 공간 명칭이 보여주는 곰소만 내해(
을 벗어난 외해(

外海 로의 바다 구분은
)

,

연구지가 만내(

)

灣內 에 위치한 연안 어촌이
)

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된 인지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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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海 와 곰소만

(2) 어장의 이동과 확장
육지로부터의 거리와 수심이 다른 어장들에서의 고기잡이는 계절별로 차이를 보
인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기들은 산란을 하러 연안 가까이로 들어온
다. 반면에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수심이 얕은 연안 쪽은 수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월동을 하러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빠져 나간다. 그래서 어민들
은 고기의 이동을 따라 곰소만과 칠산바다를 넘나들며 조업한다.
현재 연구지 어민들의 가장 큰 어장인 꽃게잡이는 이러한 어장의 이동을 잘 보
여준다. 다음 한 어민의 말은 꽃게잡이의 어장 이동을 아주 잘 설명해준다.
[사례 4-13]

‘꽃게잡이는 봄․여름에 어기 동안 어장을 이동하면서 꽃게를 잡는다. 봄에는 고군산도와 왕등도
사이 그리고 왕등도와 안마도 사이의 바다에서 꽃게잡이를 시작해서 점차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형
제섬(형제도)과 싸녀(미여도) 사이 바다까지 들어온다. 가을에는 싸녀와 형제섬 사이에서 꽃게잡이
를 시작해서 점차 밖으로 나가는데 왕등도와 안마도 사이 그리고 안마도 부근 바다까지 나간다. 말
하자면, 봄에는 밖에서 안으로 가을에는 안에서 밖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꽃게를 잡는다고 보면
된다.’(김○연, 남, 1960년생)
꽃게어장은 ‘개안’과 ‘바닥’의 경계 해역인 ‘싸녀’(미여도)와 ‘형제섬’(형제도) 사이

․

․

에 주로 형성되고, 멀리는 왕등도 고군산군도 안마도까지 확장된다. 어민들은 이
상당한 거리의 어장들에서 계절별로 꽃게의 이동을 따라 방향을 달리하며 조업하
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봄 어장에는 “밖에서 안으로”, 즉 서쪽의 먼 바다에서 가
까운 동쪽으로 이동해 들어오고, 가을 어장에는

안에서 밖으로”, 즉 가까운 동쪽

“

에서 서쪽의 먼 바다로 이동해 나가면서 꽃게를 잡는다.

지도

(<

을 참조할 것.)

4-3>

그런데 꽃게잡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꽃게잡이배가 많아지면서 어장 경쟁
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꽃게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먼 바다로 어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은 작은 배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젊은 어민들은 어선을 바꿀 때 1톤 내외의 소
형 어선을 좀 더 큰

톤급의 선외기나 선내기 어선으로 교체하는 경향을 보인

2~3

다. 어선이 커지면 보다 안전하게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조업도 더 일
찍 시작해서 더 늦게까지 할 수 있어 조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주꾸미잡이의 경우는 꽃게잡이에 비해 어장의 이동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다. 주
꾸미잡이는 봄이나 가을 모두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싸녀’(미여도)와 ‘오빠목’(외
죽도) 주변에서 주 어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주꾸미가 나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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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형제도 부근까지 어장이 확장된 상황이다.

<지도 4-3> 꽃게와 주꾸미 조업의 어장 이동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소형 어선으로 연안어업에 주로 종사하던 왕포 어민들에게 기존 어장보다 더 먼
바다로 조업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상황은, 당장의 어획량은 증가 또는 유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어민들에게 먼
바다로 나갈수록 생산비의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어장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
잡이로 충분할 만큼 풍부했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는, 생산 토
대의 상실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3) 지형에 따른 바다의 구분법
(1) 섬․ 여․ 골․ 등
연구지에서 바다는 지형적 특징에 따라 크게 네 범주로 구분된다. 그 명칭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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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면 위에 나와 있고 물로 둘러싸인 땅. 나무나 풀이 있다.
2 여: 물속에 있는 바위. 썰물 때 물 밖으로 나오는 여도 있고 나오지 않는 여도 있다.
3 골: 물속에 있는 골
4 등: 물속에 있는 등
1 섬:

바다를 구성하는 네 지형 중 ‘섬’(

島 은 수면 위에 있는 공간이고

․ 골 ․ 등 은 수면 아래에 있는 공간이다

주 ‘여’

‘

’

‘

,

)

’

.

나머지 세 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섬’은 물

로 덮여 있는 망망한 바다에서 눈에 띄는 시각적 지형이다. 항상 물 밖에 나와 있

․

어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섬에는 나무 풀 등 육상 식물이 자란다는
점이 주 특징으로 지각된다. ‘여’는 기본적
으로 물속에 있는 암초이지만, 수심이 낮아

<그림 4-1> 모습을 드러내는 ‘싸녀’

지는 썰물 때 여의 일부가 물 밖으로 나오
는 것도 있다. 또한 여 중에는 일 년 중 대
부분 수면 위로 나와 있고 특별히 물이 많
이 들어오는 대사리에만 물에 잠기는 것도
있다. 물속 지표면에도 갯벌처럼 골과 등
지형이 있다. 어민들은 경험을 통해 수면
아래 골과 등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며, 조
업 범위 내에서 특별히 골이 깊고 등이 높은 곳에는 이름을 붙여 구분한다.
이렇게 바다는 지형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네 지형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바다 지형은, 갯벌 지형의 구분법과 마찬가지로, 전
체-부분의 의미 관계로 구조화된 구성성분 구분법을 이룬다.

표

<

은 이것을

4-13>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바다

<표 4-13> 바다 지형의 구성성분 구분법
〓 섬
+
여
+
골

+

등

(2) 섬의 지명
연구지의 연근해 바다에서 인식되는 섬 이름은 모두

개가 조사되었다. 그 지명

17

은 다음과 같은데, 섬 지명의 나열은 편의상 연구지 마을이 있는 곰소만 안쪽에서
부터 어민들의 주 어장이 있는 서해 바다로 나아가는 순서를 택하였다. 즉, 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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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동서의 수평축과 남북의 수직축이라는 두 축을 토대로 제시되는데, 동서 축은
개안’에서 ‘바닥’ 쪽으로 나가면서 대체로 그 순서를 보여주며, ‘바닥’에서는 거리

‘

상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순서다. 그런데 이 기술 방식은 기술의 편리
성을 떠나서, 사실 어민들이 해당 지역 바다의 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중요성과 인지도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순서이기도 하다.

내죽도(內竹島). 행정구역상 고창군 심원면의 부속 섬. 대섬은 마을에서 보면 곰소만의
동남쪽에 위치한 유인도다. 곰소 앞에 있는 섬이다. 대섬은 고유어 지명이며, 한자 지명은 죽
도(竹島)이며, 서쪽에 있는 외죽도(外竹島)와 대조를 이루어 ‘내죽도’라고도 한다.
2 오빠목: 외죽도(外竹島). 행정구역상 고창군 심원면의 부속 섬. 오빠목은 마을에서 보면 곰소
만의 서남쪽에 위치한 유인도다. 동호 앞에 있는 섬이다. 오빠목은 원래 외죽도 주변의 골 지
형이 있는 바다 지명인데, 섬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때섬’이라고도 하는데,
곰소만의 안쪽에 있는 ‘대섬’에 대응하여 밖에 있는 대섬이라는 의미이며 한자 지명 외죽도(外
竹島)의 민간 표현이다. 즉, ‘바때섬’은 형태상 ‘밖대섬’의 고착화된 변음일 것이다. 그런데 ‘바
때섬’은 동호 등 고창 쪽에서 사용되는 지명이라고 한다. 실제로 연구지에서는 ‘오빠목’이 주로
사용된다. 오빠목 주변은 어민들이 주꾸미․젓새우 등을 잡는 주 어장이다.
3 싸녀(도): 미여도(未與島)․미어도(未於島) 또는 쌍여도(雙與島). 행정구역상 고창군 심원면의
부속 섬. 싸녀(도)는 마을에서 보면 곰소만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무인도다. ‘개안’과 ‘바닥’
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섬이다. 어민들은 흔히 “비행기 사격장”이라고 하면서 공군이 폭격
훈련을 하는 섬으로 설명한다. 오빠목과 함께 싸녀 주변은 어민들이 조업을 가장 많이 하는
어장이어서 폭격 훈련이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싸녀’는 원래 섬의 서쪽에 있는 여 이
름인데, 섬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연구지에서는 ‘미녀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행정 지
명 ‘미여도’의 변음일 것이다.
4 개섬: 개섬(犬島). 행정구역상 부안군 변사면의 부속 섬. 궁항(弓項) 앞에 있는 섬으로, 지금은
방파제로 연결돼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 조업 금지 구역이 이 개섬에서 미여도와 외죽
도를 연결한 선 내측(동쪽)으로 10여 년 전 설정되었다.
5 형제섬: 형제도(兄弟島). 행정구역상 부안군 위도면의 부속 섬. 형제섬은 ‘개안’을 벗어난 ‘바닥’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위도 못 가 있는 무인도다. ‘바닥’에서 조업할 때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섬이다. 형제섬 주변도 조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장이다. 꽃게그물에 불가사리가 티로 많이
붙는 곳이다. 발음상 ‘형지섬’ 또는 ‘성제섬’ 등의 음운적 변이를 보인다.
6 임수도: 임수도(臨水島). 행정구역상 부안군 위도면의 부속 섬. 임수도는 격포와 위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다. ‘바닥’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가는 북쪽 바다의 경계가 되는 섬이다. 임수도 밖으
로 나가면 GPS가 필요하다. 임수도 주변은 암초가 많아서 그물어업은 어렵고 주낙이나 낚시
를 할 수 있다. 1993년 10월에 서해훼리포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섬이다.79)
7 위도: 위도 본도와 여러 부속 섬을 통칭한다. 행정구역상 부안군 위도면.
7.1 위도: 위도(蝟島). 위도는 연구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0㎞ 정도 떨어진 서해의 큰 섬이
다. 위도의 동쪽 바다는 어민들이 풍선을 타고 고기를 잡던 때부터 어장의 가장 서쪽 경계
1 대섬:

79) 임수도 인근은 곳곳에 암초가 솟아 있고 물살이 거칠 뿐만 아니라 해무(海霧)가 자주 끼어 해난
사고가 잦은 곳이다. 한편 임수도 부근 해역이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印塘水)라는 주장이 있다
(『부안독립신문』2012. 11.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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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곳이다. 어민들은 위도의 ‘대장’(대리) 앞바다에서 주낙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치도(雉島). ‘딴치도’라고도 하며, 위도 동쪽에 있는 무인도로, 주낙질을 하던 곳이다.
7.3 거륜도: 거륜도(車輪島). 위도 남쪽에 위치한 무인도로, 주낙질을 하던 곳이다.
7.4 식도: 식도(食島). 위도 북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최근 조업 범위가 먼 바다로 확장되면서
꽃게잡이 어장이 되었다.
8 왕등이: 왕등도(旺嶝島). 행정구역상 부안군 위도면의 부속 섬. 왕등이는 위도의 서북쪽으로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이다. 최근 꽃게 어장이 먼 바다로 확장되면서 조업 범위에 포함되었다.
9 하섬: 하섬. 행정구역상 부안군 변산면의 부속 섬. 고사포 앞에 있는 섬으로, 물이 써면 육지
와 연결된다. 바다낚시를 하는 곳이다.
10 독섬: 돌섬. 행정구역상으로 부안군 변산면의 부속 섬. 하섬 위에 있는 섬으로, 그전에 주낙
질을 많이 하던 곳이다.
11 가막섬: (공식 지명을 확인하지 못함). 가막섬은 전북과 전남의 도 경계에 있는 섬으로 영광
발전소 앞 또는 가마미해수욕장 앞에 있는 섬으로 설명된다. 섬 이름이 까마귀가 앉은 것처럼
가맣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바다낚시를 하는 곳이다.
12 칠매: 칠산도(七山島).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부속 섬. 칠매[칠뫼]는 영광군 앞바
다에 있는 ‘칠산도’를 가리킨다. 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서 칠뫼 곧 칠산으로 불린다고 한
다. 어민들이 과거 ‘꽁댕이배’로 육젓을 잡거나 기계 목선으로 서대를 잡으러 나갔던 먼 바다
에 있는 섬이다. 어민들의 조업 범위에서 남쪽 경계가 되는 섬이다.
13 안마(군)도: 안마군도(鞍馬群島).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부속 섬. 안마(군)도는 법
성포 앞 먼 바다에 있는 군도다. 안마군도 주변은 어민들이 조업을 나가는 가장 먼 바다에 해
당한다. 최근 꽃게잡이의 조업 범위가 확장된 어장이 안마군도 주변이다. 어민들의 조업 범위
에서 남서쪽 경계가 되는 섬이다.
14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의 부속 섬. 고군산군도는
어민들의 조업 범위에서 북쪽 경계가 되는 섬이다.
7.2 취염:

<지도 4-4> 섬의 지명과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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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이름은 대개 지형의 의미영역을 보여주는 형태소 ‘섬’ 또는

도’(

‘-

島 가 결합된
)

․ 형제섬 처럼 상대적으로 가깝고
주 어장이 형성되는 바다에 있는 섬 지명에는 고유어 섬 이 사용되고 위도․안마
어형 구조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대섬’

‘

’

‘

’

,

군)도 같이 ‘형제섬’ 너머 먼 바다에 위치한 섬 지명에는 한자어

(

도’가 사용된 경

‘-

향을 보인다. 그리고 ‘오빠목’과 ‘싸녀(도)’의 경우, 섬 주변에 있는 골과 여의 이름
이 그대로 섬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전체

․ 취염 ․ 거륜도 ․ 식도

개 섬 이름 중 ‘위도’

17

‘

’

‘

’

‘

’

위도’에 포함되는 부속 섬으로 구분됨으로써, 섬 지명은
으로

네 개는 상위 범주인
표

<

‘7

와 같이 전체적

4-14>

개 상위 범주와 4개 하위 범주로 구조화된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14

<표 4-14> 섬 지명의 민속분류법
섬

본도와 부속 섬의 관계에서 볼 때, 어민들은 위도와 마찬가지로 안마군도나 고군
산군도도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위도만이 그 부속 섬
들의 이름이 구분되고 있다. 위도 근해는 서해 조기어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연
구지 어민들에게도 중요한 어장이 되는 섬이었다. 따라서 위도와 그 주변 작은 섬
지명의 세분화는 위도 주변 어장이 그만큼 서해 연안 어촌인 연구지 어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반영해준다.

․ 오빠목 은

개 섬 중 ‘대섬’

14

‘

개안’에 있는 섬이고, ‘싸녀(도)’는 ‘개안’과 ‘바닥’

’

‘

의 경계에 있는 섬이다. 그리고 나머지 섬은 모두 ‘바닥’에 있는 섬들이다. 그런데
곰소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섬’을 제외한 모든 섬들이 과거나 현재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바다 주변에 있는 섬들이다. 특히 ‘오빠목’부터 위도까지 동서의
축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섬들이 위치한 바다가 주 어장이 되고 있다. 그

․ 형제섬

중 ‘오빠목’과 ‘싸녀(도)’

‘

’

등은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

는 섬들인데, 이것은 이 섬들이 현재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
는 어장 주변에 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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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왕등도 그리고 안마군도는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섬들이다. 결국 섬 지명의 분포는 어민들이 해당 지역의 바다에서 과
거 조업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어장의 최대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다의 네 지형 중에서도 섬 지명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로 덮여
있는 망망한 바다는 육지와 달리 어떤 경계를 짓거나 기준점을 정하기 매우 어려
운 공간이다. 이러한 바다에서 시각적으로 간단히 장소를 식별하고 방향을 인식시
켜 주는 대표적인 바다 지형이 바로 섬이다. 어민들이 바다를 거리상으로 구분하거

․

나 먼 바다의 어장 위치를 이야기할 때, ‘싸녀(도)’나 ‘형제섬’ 또는 위도 안마도
등 특정 섬 이름을 기준으로 바다를 설명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준다. 간단히 말해, 어촌에서 섬에 대한 지각의 발달은 섬이 바다에서 위치 및 방
향 인식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바다 지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3) 여의 지명
① 여 지명
연구지에서 여 이름은 모두

개가 조사되었다.

11

80)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런

데 여 지명의 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기할 것이 있다. 연구지에서 ‘여’의 발음
과 관련된 음운적 특징은 의미영역의 명칭으로 쓰인 일차 어휘소 ‘여’는 그대로 발
음되지만, 이차 어휘소를 구성하는 ‘여’는 항상 ‘녀’로 발음된다. 그래서 여 지명은
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토착 발음 그대로를 대표형으로 옮겨 적고 형태적 표기
는 대괄호([

])

안에 병기하였다.

[할미여]: 작도(곰소 옆 마을 이름) 앞에 있는 여. 곰소만 안에 있다. 할미녀는 만조 때
도 물속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아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수성할미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2 엿바우: ‘쌩개목’ 앞에 있는 여. 고창 쪽으로 곰소만의 주 갯골 옆에 있다. 과거 주낙으로 농어
를 많이 잡던 곳이다. 숭어․서대 등도 많이 잡히는 곳이다. 여름에 젓배들이 젓새우를 잡는
곳이기도 하다.
3 싸녀[쌍여]: 미여도의 서쪽에 있는 여. 싸녀는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싸녀’는 ‘쌍여’의 고착화된 변음일 것이다. 어선 출항증을 작성할 때는 조업
장소로서 ‘쌍여’가 실제로 기재된다. 싸녀 주변은 어민들이 조업을 많이 하는 곳이다. 과거 주
낙으로 갈치를 많이 잡았고, 지금은 주꾸미와 꽃게를 잡는다. 근래는 환경 변화로 인해 꽃게
1 할미녀

80) 바다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제보자는(강○고, 남, 1953년생) ‘바다에서는 여를 걸이라고도 한
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걸’은 여와 달리 일상 대화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또한 여의 토착 지명에 ‘걸’이 형태소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걸’은 바다낚시가 활
성화되면서 낚시꾼들과의 접촉으로 새로 소개된 용어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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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파래가 티로 많이 달라붙는다. 싸녀의 두 바위는 별개의 명칭으로 구분된다.
3.1 안깡쟁이: 안쪽 곧 동호 쪽(동남쪽)에 있는 싸녀
3.2 밖깡쟁이: 바깥쪽 곧 격포 쪽(서북쪽)에 있는 싸녀
4 마당녀[마당여]: 동호 앞에 있는 여. 마당녀는 여의 모양이 마당처럼 넓다는 데서 유래했다. 주
낙이나 낚시로 고기를 많이 잡는 곳이다.
5 귀에이녀[괭이여]: 마당녀 아래 있는 여. 귀에이녀는 ‘귀엥이녀’ 또는 ‘귀에녀’․‘괭이녀’ 등 여
러 변이형으로 불린다. 물 밖으로 나오는 바위 모양이 ‘괭이’[고양이]와 같다는 데서 이름이 유
래하였다. 1970년대 후반 노랑조개가 많이 나서 조개잡이를 했던 곳이다. 추울 때 귀에이녀에
서 서대가 많이 잡힌다. 젓배들이 젓새우를 많이 잡던 곳인데,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깔아놓
은 그물에 배가 걸려 조업이 어려워 지금은 젓배들이 잘 가지 않는다. 반어․민어가 많이 나
는 여라 낚시꾼을 태운 낚싯배가 자주 가는 곳이다.
6 송곳녀[송곳여]: 귀에이녀에서 서쪽으로 멀리 있는 여. 송곳녀는 물 밖으로 나오는 바위 모양
이 송곳처럼 뾰족하다는 데서 유래했다. 낚시로 반어․민어가 많이 잡힌다.
7 너른녀[너른여]: 송곳녀보다 서쪽으로 더 멀리 있는 여. 너른녀는 여가 매우 넓은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매우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주낙으로 조업할 때 잘 다니지 않던 곳이다.
8. 퇴깽이녀[토끼여]: 위도 북서쪽에 있는 여. 위도의 북서쪽 끄트머리에 여밭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다. 모양이 ‘퇴깽이’[토끼] 같이 생긴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멀어서 기계 목선으로 낚시
를 하게 되면서 한 번씩 가던 곳이다.
9 장안녀[장안여]: 임수도 아래 있는 여. 위도 못 가서 등대 있는 곳이다. 그전에 주낙으로 광
어․도다리․오징어․매퉁이가 많이 잡히던 곳이다. 지금은 꽃게그물을 놓는 곳이다.
10 사자녀[사자여]: 격포 앞에 있는 여. 사자녀는 바위 모양이 사자 형상을 한 데서 유래했다.
주낙과 낚시를 많이 하던 곳이다. 사자녀와 임수도 사이에 여밭이 많아서 그물 어장을 할 수
가 없다. 가을에 돔 낚시를 하는 곳이다.
11 가막녀[가막여]: 가막섬 주변에 있는 여. 바다낚시를 하는 곳이다.
<지도 4-5> 여의 지명과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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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명과 달리 여 지명은 그 이름의 의미가 민간 어원상 잘 설명된다. 여 이름
은 대체로 물 밖으로 드러난 바위의 모양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어형 구조상으로
여 지명은 형태소 ‘여’ 앞에 여의 형태적 수식어가 결합된 구조다. 이와 같은 어형
규칙의 일반성에서 벗어난 이름은 ‘엿바우’ 하나인데, 그 어원도 분명하지 않다.

81)

개 여 중에

11

‘3

싸녀’만이 ‘안깡쟁이’와 ‘밖깡쟁이’의 두 하위 범주로 세분되어

인지된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여 지명은

표

<

와 같이 전체적으로

4-15>

개 상위

11

범주와 2개 하위 범주로 구조화된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표 4-15> 여 지명의 민속분류법
여

이름으로 인식되는 위

개의 여 중 ‘마당녀’와 ‘너른녀’는 간조 시에도 물 밖으

11

로 나오지 않는 여다. 바다 한 가운데 위치한 ‘너른녀’와 달리 연안에 위치한 ‘마당
녀’의 경우는, 물이 많이 써면 수면 가까이에 여가 올라와 있어 위험하다. 그리고
할미녀’와 ‘장안녀’는 간조 시에도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을 때가 많은 여다.

‘

앞의

지도

<

Ⅱ

에서 여의 분포 범위를 보면, 대부분의 여가 곰소만과 위도 사이

4-5>

곧 해역 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 여 중 ‘개안’에 있는

․ 엿바우 ․ 싸녀

여는 ‘할미녀’

‘

’

‘

’

세 개뿐인데, 어민들은 ‘엿바우’와 ‘싸녀’ 주변 어장

․ 귀에이녀 ․

에서 주로 조업을 한다. ‘바닥’에서는 ‘싸녀’의 서쪽 해역 및 ‘마당녀’

․ 장안녀

송곳녀’

‘

‘

’

‘

’

주변이 주 어장이다. 그리고 격포 앞에 있는 ‘사자녀’와 가마미

앞에 있는 ‘가막녀’는 낚시꾼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가는 여다. 위도 너머 ‘퇴깽이
녀’는 실제 어장으로 이용된 여가 아니고, 기계배로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새로 개
척된 낚시터로 흔히 가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 즉, 여 지명의 분포는 어민들이 해
당 지역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장이 있는 바다 공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식되는 여들이 곰소만과 위도 사이에 집중 분포한다는 것은,
81) 한 어민은 ‘엿바우’를 ‘옆바우’라고도 발음한다고 하면서, ‘옆바우도 여다. 배가 다니는 항로 옆에
있는 바우[바위]다고 해서 옆바우다.’라고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했다(김○옥, 남, 195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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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가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 지명의 분류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싸녀’만이 하위 범주를 갖는 상위 범주라
는 것이다. ‘싸녀’의 바위 중 곰소만 쪽으로 있는 여를 ‘안깡쟁이’라고 하고 바깥쪽
으로 있는 여를 ‘밖깡쟁이’라고 한다. 안팎이라는 상대적인 위치에 의거해 두 바위
를 구분하는 것인데, 형태소

깡쟁이’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보자들도 설명하지 못

‘-

한다. ‘싸녀’의 세분화는 일차적으로 ‘싸녀’가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여라는 형
태적 특징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싸녀’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
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싸녀’가 과거 풍선-주낙어업부터 기계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오늘날까지 어민들의 조업 범위 내에 있는 여 중에서도 어로활동의 중심에
있는 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싸녀’ 및 그 주변 바다에 대해 어민들이 가지고 있
는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어휘적 분화의 예일 것이다. 실제로 ‘싸녀’는 왕포 사
람들의 일상 대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여 이름이다.
싸녀’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언어 사용의 예도 있다. ‘싸녀 중

‘

바탕’과 ‘싸녀등’이 그것이다. ‘싸녀 중바탕’은 ‘싸녀’와 ‘장안녀’ 사이 해역을 가리키
고, ‘싸녀등’은 ‘싸녀’와 ‘오빠목’ 사이 바다에 있는 높은 등이다. ‘싸녀’를 중심으로
바닥’ 쪽 해역과 ‘개안’ 쪽 해역의 특정 장소를 지시하는 명칭을 발달시키고 있는

‘

것이다.
지명의 분화에서 나타나는 여에 대한 지각은 바다 지형 중 섬 다음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에서 여에 대한 높은 문화적 강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고기잡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다. 여 주변에는 어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좋은 고기” 또는 “고급 어종”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여의 위치를 잘 알아야만

“

좋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주낙어업을 할 때부터 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어민들은

년대 중반 이후 낚싯배를 할 때 여의 위치에 대한

1980

토착 지식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한다. 여가 주 낚시 포인트가 된 것이다.
[사례 4-14]

“여기 서해안이 고급 어종 자리가 저 새만금으로 베려 버린 거여. 새만금 그 자리 있는 데가 천
해어장, 그쪽이 격포 쪽으로 그... 고급 어종은 바다 밑에 바위가 있는 데서 고급 어종이 살어 그니
까. 바위산이 한마디로 바위 여... 바위산이 있는 디가. … 산란하기도 좋고. 근게 농어는 거의 바위
밭에서 낚시를 해야 농어나 도미, 이런 거 우럭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있지. 고급 어종은 바위밭에
서 잡히는 걸로만 알면 돼.”(강○고, 남, 1953년생)
둘째, 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중요한 지식이다. 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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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히 썰물 때 수면 가까이로 올라온 암초에 부딪쳐 배가 파손되고 목숨까
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한 제보자는 여에 대해 설명하면서,
몇 년 전에

‘

○○이가 배를 새로 가져와서 운항을 하다가 썰물 때라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있는 마당녀에 부딪혀 기계(엔진)가 고장 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를 덧붙였는데, 어장을 한 지

년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여의 위치를 몰라서 그런

20

사고를 냈다는 것은 어부로서 미숙함을 보여준 사건으로 예를 들었다.
즉, 여는 고기가 풍부한 어장으로서 어로활동에서 중요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선
박 운항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의 위치와 특성의 파악
은 어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로 지식인 것이다.
수면 아래 있는 여는 섬과 달리 누구에게나 식별 가능한 바다 지형이 아니다. 여
의 위치는 그 지역 어민으로서 바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생
태환경에 대한 특수한 지역 지식(local

을 이룬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

knowledge)

수한 바다 환경과 어민의 토착 지식을 보여주는 바다 지형 중 하나로서 여의 중요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여와 포획 어종
어장으로서 여와 관련된 어민들의 진술은 특정 여에서 어떤 어종이 주로 잡혔다
거나 잡힌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으로, 특정 어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고기가 잡히
는 특정 여로 결국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4-15]

“농어 엄청 잡었지. 농어... 이 앞에서 주낫질[주낙질] 허먼 그렇게 걸려. 여그서 잡고, 저 그 엿
바우라고 거 가서 잡고.”(김○기, 남, 1935년생)
‘섬(외죽도) 너머 귀에이녀에서 쭈끼미를 잡는다. 가까이서 안 잡히니까 멀리 가서 잡는다. 그전
에는 귀에이녀에서 젓도 많이 잡았다. 젓이 많이 나는 곳이다. 그런데 그물 깐 것이 많아서 배에
걸리고 해서 (지금은) 안 간다.’(배○복, 남, 1942년생)
‘송곳녀․괭이녀에서 반어․민어가 많이 문다. 왕포에서 보면 먼 바다다.’(강○고, 남, 1953년생)
‘기그물을 형제섬 근처에 놓았다. 싸녀 밖으로 그물을 놔야 하는데, 전어배들이 많이 다녀서 싸
녀보다 더 멀리 형제섬까지 가서 놓았다.’(김○연, 남, 1960년생)
~

이러한 진술들은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바탕으로 축적한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경험적인 어로 지식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어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업 범위에서
잡히는 어종과 특정 여와의 관계를 대략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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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과 같다.

4-16>

<표 4-16> 여와 포획 어종

여 이름
엿바우
싸녀
귀에이녀
송곳녀
장안녀

어종
농어․돔․서대․숭어․젓새우 등
조기․갈치․주꾸미․꽃게 등
젓새우․주꾸미․반어․민어 등
반어․민어 등
광어․도다리․갑오징어․매퉁이․꽃게 등

③ ‘바다 속 밭’의 구분과 주낙어업
바다 속에 고기가 나는 자리가 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와 함께 다른 지질적
특성을 가진 물속 자리들이 또한 함께 구분된다.

년대에 풍선으로 주낙어업

60~70

에 종사했던 한 어민은 “바다 속”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며, 주낙으로 고기
를 잡을 때 물속 지리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 4-16]

“이 괴기도 머리 써야 잡어. 암케나 그 논다고 잡는 게 아녀. (@고기 종류마다 잡는 방법이 다
른가 봐요?) 음. 이 바닥[바다]도 뻘이 걍 죽뻘만 있는 디가 있고 잉? 또 땅이 깡깡헌 디가 있고
잉? 또 돌맹이 섞어진 데가 있고 잉? 바우 있는 디가 있고 그려. 바다 속으가. 그걸 알으야 괴기
잡어. 이 쭈꾸미는 돌맹이 있는 디가 많이 나고, 죽뻘밭에는 안, 없어. 이 주낙질은 바우 있는 디라
야 있고. 괴기가 바우 있는 디가. 뻘땅으 괴기가 안 붙어. 근디 가을에는 뻘땅으다 놔. 가을에는 뻘
땅으다 질 게 뻗쳐 노먼, 그때는 인자 고기가 추와지니까 그리 가 붙었다가 인자 짚은 디로 빠져
나가다가 물거든? 가을에는. 그 근게 머리 써야 (고기도) 잡어.”(김○기, 남, 1935년생)
~

즉, 지질적 특성에 따라 바다 속 땅은

․ 돌맹이 섞어진 데 ․ 바우 있는 디

디”

“

”

“

”

뻘이 죽뻘만 있는 디”와

“

땅이 깡깡헌

“

등 네 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서 잡히는 고기가 달라진다. 즉, 물속 땅의 지질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종의 서식지와 관련시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용을 살펴보자.
[사례 4-17]

‘농어나 민어를 잡으려면 여밭으로 가야지 뻘밭에서는 잡히지 않는다.’(강○고, 남, 1953년생)
‘반에는 여밭에서 잡히지만 보구치는 뻘밭에서도 잡힌다.’(김○풍, 남, 1943년생)
“속으가 잔 독 있는 디가 짜금짜금헌 디. 그런 디 가서 쭈께미가 많여. 근게 뻘땅보다. 전~부 쭈
께미는 뭣을 물고 오잖아. 조개껍닥을. 조개껍데기를. 그런게 그렇게 짜금짜금헌 디라야 쭈께미가
많이 있어. 뻘땅으는 없어 별라. 근게 바닥 길속을 알어야 혀.”(김○기, 남, 1935년생)
‘쭈꾸미도 잔 돌맹이가 섞인 데서 많이 나지, 죽뻘밭에서는 안 난다.’(강○고, 남, 1953년생)
‘농어는 여 윗부분에 살고, 광어는 모래 바닥에 산다. 그래서 농어 낚시를 가서 광어를 잡아 왔
다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낚시를 잘못한 것이다.’(강○고, 남, 195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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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서식지나 어장으로서 바다 속은 크게 돌로 된 곳과 땅으로 된 곳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그 각각은 ‘여밭’과 ‘뻘밭’(또는 ‘뻘땅’)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뻘밭’은 ‘뻘’ 영역에서 ‘죽뻘’로 변한 갯벌의 나쁜 상태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뻘밭’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없다. ‘뻘’로 된 물속
땅, 즉 ‘뻘땅’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된다.
상위 범주로서 ‘여밭’과 ‘뻘밭’은 각각 두 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여밭’은
바위와 같이 큰 돌이 있는 곳과 자갈 같이 잔 돌이 있는 곳으로 구별되고, ‘뻘빹’
은 ‘죽뻘’로 된 곳과 모래로 된 곳으로 구별된다. 이 네 하위 범주 중에서 명칭으
로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바위로 된 ‘여밭’과 죽뻘로 된 ‘죽뻘밭’이다. 그러나 자
갈이 있는 곳과 모래로 된 곳은 개념상 구별은 되지만 명칭이 명확히 분화하지 않
은 숨은 범주다. 물속 ‘뻘밭’ 중에서 “땅이 깡깡헌 디”는 제보자에 따라서는 “모래
바닥”으로 지시된다. ‘여밭’ 중에서는

돌맹이 섞어진 데”가 제보자에 따라

“

․ 잔 돌맹이가 섞인 데 ․ 짜금짜금헌 디

있는 데”

“

”

“

”

자갈

“

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기술

의 편의상 자갈로 된 ‘여밭’은 ‘자갈밭’으로, 모래로 된 ‘뻘밭’은 ‘모래뻘밭’으로 명
명하여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의미영역도 명칭이 분화되지 않은 숨겨진 범주이므
로 ‘바다 속 밭’으로 지시하겠다. 이 ‘바다 속 밭’을 구별하는 명칭과 그 특성을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속에 돌이 있는 곳
1.1 여밭: 물속에 바위 같이 큰 돌이 있는 곳
1.2 자갈밭: 물속에 자갈 같이 잔 돌이 있는 곳
2 뻘밭: 물속에 펄로 된 곳
2.1 모래뻘밭: 모래로 된 곳
2.2 죽뻘밭: 죽뻘로 된 곳
1 여밭: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바다 속 밭’은

표

<

과 같이 두 상위 범주와 네 하위

4-17>

범주로 구조화된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표 4-17> 지질적 특성에 따른 ‘바다 속 밭’의 민속분류법
바다 속 밭
여밭
뻘밭(뻘땅)
여밭
자갈밭
모래뻘밭
죽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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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보자들의 진술을 보면 ‘바다 속 밭’의 구분은 어류의 서식 습성 또는 서
식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고기의 서식 습성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생태적 특
성이 다른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주낙 어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
로 지식을 구성한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사례 4-18]

“그것(주꾸미) 잡고는 인자 (음력 5월부터) 계속 주낫질 혀. 시월 달까지. 시월... 음력으로 시월
달까지. 주낫질이 여름에는... 조고․반에 잡고. 장어도 잡고. 안 걸리는 거 없거든. 인자 가을 찬바
람 나먼 조고․수조구 잡고, 아주 찬바람 나먼은 그전에 부서라고 있어. 부서라고. 조고 꼭 조곤디
부서가 이렇게 커. 그것이 엄청 잽힜어. 추석 쇠고. 추석 무렵에. 그때는 땅주낫을 놓거든. 여름에는
뜬주낫을 놓고. 가을에는 땅주낫을 놓고. 여름에는 뜬주낫을 놓고, 찬바람 났다 허먼은 땅주낫을 놓
고. 부서․장어 가을에는이. 부서․장어․노랑가오리. 벨 거 다 걸려. 뜬주낫은... 농어․조기․반어.
민어․장어 그것도 걸리고. 벨 거 다 걸려. 안 걸리는 거 없어.”(김○기, 남, 1935년생)
‘농어․돔․우럭 같이 걸밭에 사는 어종을 잡을 때는 걸밭에 뜬주낫을 놓고, 장어․광어․가오리
같이 뻘밭에 사는 어종을 잡을 때는 뻘밭에 땅주낫을 놓는다.’(강○고, 남, 1953년생)
주낙 어법은 ‘뜬주낫’[뜬주낙]과 ‘땅주낫’[땅주낙] 두 종류가 있다. 뜬주낙은 낚시
를 물에 뜨게 놓는 것이고 땅주낙은 낚시가 땅에 닿게 놓는 것이다. 따라서 ‘여밭’

遊泳 어류는 뜬주낙 어법으로 잡고

주위에서 헤엄쳐 다니는 유영(

)

底棲 어류는 땅주낙 어법으로 잡는 것이다

서(

,

뻘밭’에 사는 저

‘

.

)

생태적 습성이 다른 어종별로 주낙 어법을 달리 하기도 하지만, 계절별로 달라지
는 고기들의 습성을 고려하여 주낙 어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는 뜬주낙을 사용하지만, 찬바람이 나는 가을에는 물고기들이 따뜻한 ‘뻘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땅주낙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어종별 서식 습성 및 계절별 어류의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바다 속

밭’과 주낙 어법을 관련시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의 경험적인 어로 지식의 일면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장
어종
어종 평가
주낙 어법
계절

표

<

은 이것을 간략히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4-18>

<표 4-18> ‘여밭’과 ‘뻘밭’의 어종과 주낙 어법

여밭
뻘밭
농어 민어 돔 우럭 조기 반어 등 광어 장어 가오리 장대 등
좋은 고기
보통 고기
뜬주낙
땅주낙
여름
가을

④ 수성할미와 할미여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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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와 관련된 민간 전설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개안’에 있는 ‘할미
녀’는 다른 여와 달리 바다낚시를 포함하여 조업 장소로서 진술되지 않았다. 그러
나 연구지에는 ‘할미녀’에 관한 전설이 전해온다. ‘할미녀’는 곰소만의 주 갯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가 높아서 만조 시에도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수면 가까
이에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할미녀’에는 빨간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할미녀’에 관한 전설은 바로 ‘할미녀’가 왜 물 밖으로 나온 높은 여가 되었
는지를 설명해준다. 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사례 4-19]

‘작도 앞에 빨간 등대 있는 곳이 할미녀다. 물에 잠기지 않는 여다. 잘은 모르는데, 할미녀는 어
떤 할매가 치맛자락에 돌을 날라 와 메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할미녀는 높아서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할미녀가 물에 잠기면 변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내소사 뒤
가난봉(능가산)까지 물에 잠긴다는 옛말이 있다. 그것은 할미녀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연데,
그런 할미녀가 물에 잠긴다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뜻이다.’(강○고, 남, 1953년생)
제보자와 그의 부인은 ‘할미녀’와 관련된 전설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며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는 있지만, 이 전설은 그 여
의 이름이 왜 ‘할미녀’가 되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전설에 따르면, ‘할미녀’
도 원래는 다른 여처럼 물에 잠기는 낮은 여였는데 돌로 메워져 여가 높아지면서
물에 잠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물에 잠기지 않는 여가 된
할미녀’가 물에 잠기는 현상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불길한 징조를 암시한다는

‘

것이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발행한

『변산의 얼

:

』

내 고장 전통 가꾸기

라는 책을

(1982)

보면 서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수성할미’ 곧 ‘개양할미’와 관련하
여 곰소의 ‘게란여’라는 여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그 책에 소개된 ‘게
란여’ 전설이다.

수성할미는 키가 어찌나 큰지 서해 바다를 걸어 다녀도 버선목에 물도 젖지 않고 왕래하였다.
그런데 곰소(熊淵) ‘게란여’란 곳에서는 하도 깊어 치맛자락이 조금 적셨다고 한다. 그래서 육지에
서 돌을 치마에 담아 날러 곰소 ‘게란여’를 메웠다고 한다(부안군 1982: 247-248).
게란여’ 전설은 제보자들이 말한 ‘할미녀’ 전설과 매우 비슷하다. 여의 위치도

‘

매우 근접한다. ‘할미녀’가 있는 곳이 곰소 바로 아래다. 연구지에서는 ‘게란여’라는
여 이름이 발견되지 않지만, 전설 속 ‘게란여’가 곧 ‘할미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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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미녀’는 물에 잠기지 않는 여가 아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의 만
조 때는 ‘할미녀’가 물에 잠겨 여 위의 빨간 등대만이 보인다. 옛날에는 ‘융선’이라
고 하는 큰 배들이 곰소항을 왕래할 정도로 곰소만의 수심이 매우 깊었으나 지금
은 만내에 ‘뻘’이 차면서 그전에 비해 수심이 매우 얕아졌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곰소만의 물밑 땅의 높이가 그만큼 놓아졌고, 수심은 얕아졌으나 수면 높이는 바다
밑바닥의 상승만큼 더 상승했다는 뜻이다. 결국 수성할미가 육지에서 가져온 돌을
쌓아 높은 여가 되어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던 ‘할미녀’가 시간이 흐르면서 만내
토사 퇴적으로 상승한 해수면 때문에 다시 물에 잠기는 여가 된 것이다.

(4) 골의 지명
갯벌 위 갯고랑처럼 바다 속에도 골 지형이 구분된다. 그러나 바다 속 골 지형은
갯벌과 달리 ‘꼬랑’이나 ‘또랑’으로 불리지 않고 ‘골’로만 지시된다. 그리고 물속 골
지형 중에서도 특히 골이 깊어 물살이 센 곳은 ‘목’으로 구분하고 지명을 붙여 부
른다. 연구지에서는 모두 세 개의 골 지명이 조사되었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내죽도의 북쪽에 있는 작은 섬 주변 물살이 센 골
쌍계재 앞에 있는 물살이 센 골
3 오빠목: 외죽도의 북쪽에 있는 물살이 센 골
1 재랭이목:
2 쌩개목:

․ 쌩개 쌍계 ․ 오빠 에

골 지명의 어형 구조를 보면, 각각 ‘재랭이’

‘

’[

]

‘

’

목’이 공통으

‘

로 결합된다. 즉, 골 지명에 사용된 형태소 ‘목’은 물속 골 중에서도 골이 깊어 물
살이 센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 골과 구별시키는 표지체인 것이다. 목 지명
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보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쌩개목’은 변
산면과 진서면의 경계가 되는 고개인 ‘쌍계재’ 앞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이 육지의 ‘쌍계재’에서 유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왕포 어민들의 주 어
장이 마을의 서쪽 바다에 위치해 있는 만큼 어장과 관련된 일상 대화에서 ‘쌩개목’
과 ‘오빠목’의 지명이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
오빠목’의 지명 사용에 대해 첨언하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왕포 사람들은

‘

섬 외죽도를 보통 ‘오빠목’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빠목’은, ‘싸녀’와 마찬가지로,
섬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섬 주변에 있는 골 지형 및 주변 바다를 지시하는 이름
으로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159 -

<지도 4-6> ‘목’의 지명과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목’ 지명은

표

<

와 같이 세 개의 일차적 범주가 상위

4-19>

범주 아래서 대조를 이루는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표 4-19> ‘목’ 지명의 민속분류법
목
쌩개목

재랭이목

오빠목

마을에서 보면 ‘재랭이목’은 마을의 동쪽에, ‘쌩개목’은 서쪽에, 그리고 ‘오빠목’은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나, 모두 ‘개안’에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곰소만에
서 가장 깊은 주 갯골 주변에 형성된 골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즉, ‘목’의 지명과
구분은 모두 곰소만 내에 한정된 바다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의 지명과
구분이 ‘바닥’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魚道 이기도 하다

바다 속 골은 물길이면서 동시에 어도(

)

.

특히 ‘목’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조류에 떠밀려 이동하는 고기들을 포획하기에 좋은 어장이다. 그래서 특히
쌩개목’이 풍선어업 시절 ‘꽁댕이배’들의 주 어장이 되었음이 물살과 관련되어 주

‘

로 설명된다. ‘꽁댕이배’는 어장에 배를 정박해 놓고 밀물과 썰물 때 그물을 물속
에 내려놓고 센 물살에 밀려들어온 고기를 잡는 어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쌩개
목’은 ‘꽁댕이배’들이 조업하기에 알맞은 장소였던 것이다. ‘쌩개목’에서 ‘꽁댕이배’

․ 코숭애 ․ 딘팽이

들은 주로 ‘고노리’

‘

’

‘

’

같은 ‘젓거리’를 많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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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그래서 왕

포 어민들은 주낙질을 나갈 때 ‘쌩개목’에 떠 있는 ‘꽁댕이배’에 들러 ‘입갑’(미끼)
을 사가지고 어장에 나가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쌩개목’에서 ‘재랭이목’까지 주낙
을 놓아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빠목’은 예나 지금이나 왕포 어민들이 주로 조업을 하는 대표적인 어장이다.

‘

․

지금은 젓새우와 주꾸미 꽃게가 주된 포획 어종이지만, 옛날에는 주낙으로 조기
갈치 등 다양한 고기들을 잡았고, 갑오징어의 한 종류인 ‘밀통’이라는 오징어도 많
이 잡았다. ‘오빠목’은 특히 물이 무척 센 곳으로 설명된다.
한편 ‘목’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목’이 있는 바다 공간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오빠목’과 관련된 한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4-20: 한 어부의 실종 사건]

2010년 4월 6일은 바다에 안개가 끼고 파도가 높았다. 봄 주꾸미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배들
은 조업을 중단하고 일찌감치 뭍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한 어부의 배가 오후 1시가 넘도록 포구
로 돌아오지 않았다. 60대 중반인 그 어부는 선외기 중에서도 작은 칼배를 타고 혼자서 주꾸미를
잡는다. 대개 부부가 함께 어장을 하는 다른 선주들과 달리 이 어부는 그의 부인이 배멀미가 심해
배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어장을 한다. 주꾸미어장을 나간 배들은 보통 오전 11시를 전후해
포구로 들어오고 늦어도 오후 1시 전에는 회항하기 때문에, 그 어부의 가족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
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장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였
다.83) 아침에 조업을 중단하고 마을로 돌아오던 다른 어부가 그 사라진 어부가 모항 앞에서 주꾸미
를 잡고 오빠목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마지막 목격담이었다.
마을 어민들은 더 이상 뭍에서만 기다릴 수 없다며 안개는 걷혔지만 파도가 아직 높은데도 2인
1조로 5대의 어선을 띄워 수색 작업을 나갔다. 사람들은 먼저 그 어부의 주꾸미 어장이 있는 모항
앞을 중심으로 배의 흔적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색을 나간 배들은 오빠목 쪽으로 가보
려고 했으나 결국 수색을 포기하고 포구로 돌아왔다. 오빠목은 다른 곳보다 파도가 더 높고 조류가
세서 수색나간 배들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빠목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 어장 사고는 그 사라진 어부가 오후 6시 무렵에 무사히 돌아옴으로써 하나의 일화로
끝났다. 짙은 안개 속에 바다에서 길을 잃은 어부는 고창 쪽으로 올라가다 썰물 때라 배가 갯벌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꼼짝을 못하다가 오후 밀물이 들어와 배가 물에 뜨면서 마을로 돌아
왔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바다의 지리와 어선의 운항에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파도가 높을
때는 물살이 센 ‘목’에는 접근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이고, 연구지의 바
다 환경에서는 특히 ‘오빠목’이 물살이 센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2) ‘꽁댕이배’들이 곰소만 내에서 ‘젓거리’를 많이 잡은 것이 곰소 젓갈이 활성화된 배경으로 흔히
지적된다(김일기 1988; 문상일 2004).
83) ‘어장 사고’는 바다에서 배로 고기를 잡다가 발생한 사고를 가리킨다. 왕포 사람들은 바닷가 마
을이지만 한 번도 ‘어장 사고’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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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민들은 ‘쌩개목’이나 ‘오빠목’의 물살의 변화를 ‘개안’의 ‘뻘’ 퇴적과 관련
시켜 자주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곰소만 내 토사 퇴적은

년

1940

대 개발된 곰소항이 큰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년대에 곰소만 밖에 있는 격포항으로 주 어항 기능이 이전되었다(김일기

1980

1988).

뻘’이 쌓이면서 주 갯골조차 수심이 얕아져 큰 배들이 곰소항을 드나들 수

‘

없었기 때문이다. 즉, 곰소만 내 토사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진 것과 함께 물속의
작은 여들이 ‘뻘’에 묻히고 갯골이 메워져 물살이 약해졌고, 그래서 ‘쌩개목’이나
오빠목’도 옛날처럼 물살이 세지는 않다고 한다.

‘

목’은 수면 아래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섬처럼 눈으로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지

‘

형이 아니다. 따라서 ‘목’은 수면 아래에 있는 바다 지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필
요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여와 마찬가지로 ‘목’은 지역 어민이 아니라면 알기 어
려운 해당 지역의 바다 환경에 대한 특수한 지식체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등의 지명
연구지에서는 골 지명과 마찬가지로 등 지명도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다. 조사
된 한 개의 등 지명은 다음과 같다.
1 싸녀(웃)등:

싸녀와 오빠목 사이에 있는 높은 등

어민들이 지명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물속 등은 ‘싸녀등’ 또는 ‘싸녀 웃등’으로
불리는 등뿐이었다. 이 등 이름은 등의 위치를 알려준다. ‘싸녀등’은 ‘싸녀’ 주변에
있는 ‘등’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싸녀’의 위쪽에 있는 등이라는 것이다. 다음 절
“4.

방향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싸녀’의 위쪽이라

는 것은 방위적으로 말하면 ‘싸녀’의 동쪽, 지리적으로 말하면 곰소 쪽으로 있는
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싸녀등’은 ‘싸녀’보다 동쪽에 있는 ‘오빠목’과 ‘싸녀’ 사이
에 있는 등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치상 골과의 관계에서 보면, ‘싸녀등’은 ‘오빠목’에 대응하는 등으로 이
해된다. 골이 깊은 ‘오빠목’ 주변에 형성된 높은 등이 ‘싸녀등’으로 구별된 것이다.

○

그러나 ‘골이 깊은 데는 등도 높다.’(김 옥, 남,

1957

년생)는 관점에서 볼 때, ‘쌩개

목’과 ‘재랭이목’에 대응하는 등 지명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싸녀등’의 구분은 ‘싸녀’와 ‘오빠목’이 연구지 어민들의 주 어장이 되는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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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라는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형상으로 곰소만의

․ 재랭이목 과 달리

주 갯골에 바로 인접해 있는 ‘쌩개목’

‘

’

,

오빠목’은 주 갯골에서

‘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골 주변에 등이 넓게 발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
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싸녀등’은 물속에 있는 높은 등이어서 물이 많이 써는 사리 썰물 때는 수심이

‘

낮아져 항해하는 배들이 등에 걸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속 등 주변의 바
다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된다.
한편 일부 어민들에게서 ‘두리두리등’이라는 또 하나의 등 지명이 보고되었는데,
이 등의 경우 제보자에 따라 설명이 달라서 사실 그 범주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다음 사례를 보면,
면에,

①의 제보자는

두리두리등’이 물속에 있는 등으로 설명하는 반

‘

②의 제보자는 물 밖으로 나오는 등으로 설명한다

.

[사레 4-21]

① ‘싸녀와 오빠목 사이에 높은 등이 있다. 싸녀등이라고. 물이 많이 들고 쓰는 사리에는 썰물에
등에 서면 (손으로 허벅지에 수위를 표시하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온다. 물속에 있는 등이 높아서
배가 걸릴 수 있다. 그전에는 노나 치가 물속 등에 닿아 걸리는 것을 ‘노 쌌다’, ‘치 쌌다’고 했다.
골이 깊은 데는 등도 높다. (@두리두리등을 아는가?) 두리두리등은 모항 앞으로 고창 쪽에 있는
등이다. 싸녀등과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등이다. 거기도 등이 높다. (@웃등이나 아랫등 같은 등
이 아닌가?) 그런 등이 아니다.’(김○옥, 남, 1957년생)
② ‘두리두리등도 있다. 물이 둘러서 도는 등이라고 해서 두리두리등이라고 한다. 옛날 같이 등
이 많이 안 나오고 조금만 나온다.’(강○고, 남, 1953년생)
사실 ‘칫등’이나 ‘싸녀등’과 달리 ‘두리두리등’은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것을 현지조사 내내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왕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이 아니라 일부 남자 어민들만이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연
구지에서 ‘두리두리등’은 그 성격이나 범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등 지형으로 일단 이해하고자 한다.

4) 갯벌과 바다의 지형 구분의 상위 개념 검토
이상으로 ‘뻘’ 영역과 ‘물’ 영역으로 구분된 공간의 민속구분법을 고찰함으로써,
왕포 사람들이 생태환경으로 바다 공간을 범주화하는 문화적 지식체계를 살펴보았
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념적으로 구별된 두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범주
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지형에 따른 구분법이다. 갯벌과 바다의 두 영역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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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 지형적 개념은 바로 등 골 바위다. 여기서는 갯벌과 바다에서 유사하게 인지
되는 지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상위 개념으로서 세 지형 범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지형의 상위 개념으로서 등
갯벌과 바다의 공간 범주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등’은 지면의 높낮이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펄의 퇴적으로 지대가 주변보다 높은 곳을 가리킨다.
그러나 갯벌의 등이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되는 것과 달리, 바다의 등은 항상 물
속에 잠겨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갯벌의 등은 조개나 굴을 채취 양식할 수
있는 땅으로 인식되고 이용되는 반면에, 바다의 등은 사리의 썰물 때에는 특히 수
심이 낮아져 항해하던 배들이 등에 걸려 해상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된다. 이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범주
항목
기본 특징
노출 여부
어로활동
지명의 예

표

<

과 같다.

4-20>

<표 4-20> 갯벌과 바다의 등 구분
갯벌의 등

바다의 등

펄의 퇴적으로 높은 곳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
항상 물속에 잠겨 있음
조개 채취 양식 장소
배가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장소
칫등(웃등 아랫등)
싸녀등

요컨대 연구지에서 바다 공간과 관련된 ‘등’ 지형은 펄의 퇴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이며 물 밖으로의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한편 등 지형과 관련해서 ‘풀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새만금사업의 대상 지역에 포함된 부안군 계화도 지역의 어촌 사회를 조사한 연구
들은(이기복

2002;

․

함한희 강경표

2009)

생업 공간으로서 갯벌에 대한 계화도 어

민들의 생태 지식에 주목하면서 등의 일종인 ‘풀’의 지명과 공간 구분에 대한 인지
체계가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84)

그러나 계화도와 같은 부안군에 속하고 서해 바

다에 의지하는 어촌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에서는 ‘풀’이나 ‘풀등’이라는 말
이 일상 대화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풀등’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일부
84) 사실 두 연구는 ‘풀’을 단순히 조개를 채취하는 공간인 갯벌로 전제하고 있다. 함한희․강경표
(2009)는 “계화도리 사람들은 조개가 많이 묻혀있는 곳을 ‘풀’이라고 부른다.”(257쪽)고 하면서
“풀은 등처럼 너른 곳”(258쪽)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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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풀등’에 대한 설명은 일관성이 없었
다. 즉, 연구지에서 ‘풀등’은 분명하게 인지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다음 제보자의 ‘풀등’에 대한 진술은 연구지에서 ‘풀등’에 대한 명칭이나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배경을 짐작케 한다. 이 제보자의 집은 ‘왕포 사람 치고 우
리 집 배 안 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 때부터 선주였던 집이고, 이
제보자는

대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탄 경력을 가진 노련한 어부다.

10

[사례 4-22]

‘이쪽에는 풀뜽이 없다. (@풀등은 뭔가?) 풀뜽은 물이 썼을 때 물 가운데 나오는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에 둘러싸여 있는 등이다. 여기에는 그런 풀뜽이 없다. (@계화도 쪽에는 풀등이 있다.)
거기에 삼성풀이라고 큰 풀이 있다. (@어떻게 ‘삼성풀’을 아는가?) 어장을 하면 여기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조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그전에
어른들이 그쪽에서 어장 하면서 알았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안다.’(김○옥, 남,
1957년생)
위 진술에 의하면, ‘풀등’은 육지와 연결된 갯벌 위에 형성된 등도 아니고 항상
물속에 잠겨 있는 바다의 등도 아니다. ‘풀등’은 갯벌 등처럼 물속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물 밖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갯벌 등과는 달리 섬이나 여처럼 물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즉 물로 둘러싸여 있는 등인 것이다. 그런데 왕포 사람들이 주로
어로활동을 펼치고 있은 곰소만과 주변 바다에는 ‘풀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등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상으로는 등은 물 밖으로 드러나는 갯벌의 등, 항상 물속에 있는 바
다의 등, 그리고 물 밖으로 드러나지만 물로 둘러싸여 있는 등(곧 ‘풀등’)이라는 세
개의 구별 가능한 의미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지에서
풀등’은 명료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위 개념으로서 등은 갯벌의 등과

‘

바다의 등으로 이분된 개념인 것으로 일단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지형의 상위 개념으로서 골
등과 마찬가지로 골 지형도 갯벌과 바다에서 모두 인지되는 개념이다. 골은 기본
적으로 등과 등 사이에 움푹 패여 있는 낮은 지대를 가리킨다. 그러나 갯벌의 골은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되어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이는 반면에, 바다의 골은 항상
물속에 있어 시각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어민들은 갯벌의 골에 어살이나 이각망
등 함정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반면에, 바다의 골 중에서도 특히 골이 깊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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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센 ‘목’은 ‘꽁댕이배’가 조업하는 주 어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간단히 도표
로 나타내면

표

<

과 같다.

4-21>

범주
항목
기본 특징
노출 여부
어로활동
지명의 예

<표 4-21> 갯벌과 바다의 골 구분

갯벌의 골
바다의 골
등과 등 사이의 골 지형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
항상 물속에 잠겨 있음
어살 이각망 설치
꽁댕이배의 어장
선운사꼬랑
쌩개목

요컨대 연구지에서 바다 공간과 관련된 ‘골’ 지형은 물 밖으로의 노출 여부와 상
관없이 등과 등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덧붙여, 바다 공간과 관련된 특정 골 지형에 강(

江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

대해 살펴보겠다. 연구지에서는 ‘곰소깡’[곰소강]이라는 지명이 사용되는데, 면소재
지 지명인 ‘곰소’와 ‘강’이 결합된 구조로서, 글자 그대로 곰소 앞을 흐르는 강을
뜻한다. ‘곰소강’에 대한 한 제보자의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4-23]

“우리 집 앞에 저그 강을 가먼은 우리 어렸을 때 (깊이가) 열한 질까장 되았어. 여그 가운데 곰
소항 들어가는 디가. … 김도 왜 곰소 김이 유명허니, 위도 김이 이름나고 맛이 있었냐. 처음에 여
기 이런 디 안 막고, 곰소깡 안 막고 (@‘곰소깡’이 어디에요?) 이것 보고 곰소깡이라고 허지. 저가
곰손게. 저그 모항에서 곰소까지. … 여 강 아닌가?”(김○만, 남, 1937년생)
곰소깡’은 바로 곰소만의 주 갯골을 가리킨다.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로 된 강을

‘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민족지적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강의 개념이 보고되
었는데, 왕한석(2012b:

38)

에 따르면, 사량도 사람들은

상도와 하도 사이의 넓지

“

않은 바닷길을 ‘동강’으로” 부르고 이 ‘동강’을 오가던 하도의 나루터를 ‘동강나루’
로 부른다는 것이다.
조기잡이와 관련하여 서해 어민 문화를 연구한 오창현(2012:

은 강(

93)

江 이라는
)

표현이 민물이 아닌 바닷물과 관련된 특정 지형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주장한 바 있다. 강이 “바다의 밑바닥 표면 중에서 깊이 파여 있는 곳, 곧 골의 한
자식 표현”으로 사용되고 또

바다 가운데서 흐르는 해류나 조류를 의미하는 용

“

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지 어민들이 곰소만을 벗어난 외해의 특정
골 지형이나 조류를 강으로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내의 큰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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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 강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 제보자의 진술은 오창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살
아 있는 구술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곰소만이라는 반폐쇄적 바다 지형과의 관계에서 ‘곰소
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위치한 곰소만은 썰
물 때 양안(

兩岸 에 너른 갯벌이 드러나며 그 사이에 있는 깊고 큰 갯골에는 바닷
)

물이 흐른다. 간조 시 땅과 같은 갯벌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마치 큰 강처럼 보
일 수 있는 경관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은 갯벌 위의 작은 물길들이 작은 내를
의미하는 ‘또랑’으로 불리는 것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즉, ‘곰소깡’과 ‘또랑’은
강과 도랑이라는 육지의 크고 작은 물길 지형에 대한 구분을 바다의 공간에 적용
시킨 인지적 작용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곰소깡’은 강의 본류(
하고 갯벌 위의 크고 작은 ‘또랑’은 지류(

本流 에 해당
)

支流 에 해당하는 은유적 관계에 있는 것
)

이다. 바다 공간을 강과 도랑의 지형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곰소만이 망망대해
가 아니라 만의 특성상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조석의 영향으로 간석지가
발달한 특수한 바다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⑶ 지형의 상위 개념으로서 바위
바다 공간의 지면 위로 솟아 있는 큰 돌은 ‘바우’로서 식별되는데, 갯벌의 경우
는 ‘바우’라고 하고 바다의 경우는 ‘여’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갯벌의 바위는 갯가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썰물 때면 물 밖으로 노출된다. 반면에 바다의 바위는 기본
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으나, 높은 여는 썰물 때 일부가 물 밖으로 드러난다. 여 주
변 바다는 주낙과 낚시의 주 어장으로 이용된다. 해당 지역의 특성상 육지 주변 갯
벌 위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는 마을 앞에 있던 ‘간뎃바우’만이 명명되어 구분될 뿐
이나, 바다에서 여의 명명과 구분은 매우 발달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

와 같다.

4-22>

<표 4-22> 갯벌과 바다의 바위 구분

범주
갯벌의 바위
항목
기본 특징
갯벌 위에 솟아 있는 돌
노출 여부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
어로활동
지명의 예
간뎃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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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바위
물속 지면 위에 솟아 있는 돌
물속에 잠겨 있으나, 썰물 때
일부가 물 밖으로 노출
주낙 낚시의 어장
싸녀․마당녀

(4) 지형의 분류적 유사성
뻘’ 영역과 ‘물’ 영역이 공간의 주요 구성 물질의 특성에 의해 서로 식별되는 공

‘

간이기는 하지만, 각 영역에 대한 지형의 구분은 유사한 개념적 범주에 토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갯벌이든 바다든 바다의 공간은 지면이 높은 등, 등과 등
사이에 움푹 파여 있는 골, 그리고 지면 위로 솟아오른 바위라는 세 지형적 특징이
기본적인 의미소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각 지형이 구분되고 특정 장소에
는 지명이 부여되어 인식되는 것이다.

․ ․

그런데 ‘뻘땅’은 등 골 바위의 세 지형으로 범주화되지만, ‘바닥’은 섬이라는
또 하나의 지형이 더 범주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섬은 물에 잠겨 있는 여와
달리 항시 물밖에 나와 있다는 점이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물속에 잠겨 있고 썰물
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여에는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없지만, 항시 물밖에 나와 있
는 섬에는 나무와 풀이 자란다.

85)

이것을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표

<

과 같다.

4-23>

<표 4-23> 갯벌과 바다의 지형 범주의 유사성
지형

영역

등
골
바위
섬

갯벌
등
골 꼬랑
바우
-

바다
등
골목
여
섬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경험적 자료가 축적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연구자는 바다의 지형적 특징에 대한 이러한 구분법은 대개 일반적 양상일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하위 층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명들의 구분과 인
식은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및 지역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
영해주는 구분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85) 사량도에서는 섬처럼 물 밖으로 항시 노출되어 있는 “바위섬”이 ‘여’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여의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도 섬과 여를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바로 나무의 유무라
고 한다(왕한석 2012b: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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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끝으로 왕포 사람들의 공간 지각의 한 중요 측면으로서 바다에서 위치를 나타내
는 방향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위치 인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특징적인 지형이 흔한 육지와는 달리, 기준을 잡거나 경계를 짓기 어려운
물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민들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향
을 표현하는 언어 사용은 분명 바다와 관련된 어민들의 공간 지각에 대한 특수성
을 드러내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민들의 바다 관련 토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민들의 언어 사용에서 바다와 관련된 장소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주목되는 방
향 영역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앞뒤의 방향 구분법이고, 둘째는 위아래의 방향 구분

․

․

법이고, 셋째는 안팎의 방향 구분법이다. 앞뒤 위아래 안팎이라는 방향은 지각
주체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공간 구분이다. 그래서 왕포 사람들이 세 가지 범주
의 방향을 구분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특
수한 인지지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세 범주의 방향을 동서남북의 네 방위로 환

․

․

원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동서남북의 방위는 앞뒤 위아래 안팎이라는 장소 방향
에 비해 절대적인 공간 구분이기 때문에 기술 및 이해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다.

1) 앞뒤 방향의 구분법
바다와 관련된 앞뒤의 방향 구분은 어촌 사회에서 지각 주체가 어디를 정면으로
향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범주로 이해된다. 주
로 ‘어촌/어항 지명+앞(에)’로 표현되는 특정 장소는 방위는 달라도 모두 육지 앞
에 있는 바다를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마을의 앞뒤
연구지에서 흥미로운 방향 인식 중 하나는 바로 바다와 관련하여 마을의 앞뒤
위치를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거나 그물을 놓은 바
다의 특정 장소를 말할 때 ‘이 앞에(서)’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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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24]

‘(낚시로) 이 앞에서 농어만 5마리 잡았다. 이 앞에서는 농어․우럭만 잡힌다. 반어 같은 것은 밖
으로 나가야 한다. 괭이녀 같은 데.’(김○연, 남, 1960년생)
‘너울파도가 쳐서 나가지 않고 이 앞에서 낚시를 했다. … 개안보다 바깥이 너울파도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고 이 앞에서 낚시를 했다.’(강○고, 남, 1953년생)
여기서 ‘이 앞에(서)’는 ‘밖으로’ 나가야하는 먼 바다가 아닌 마을이 바로 접하고
있는 가까운 바다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바닥’과 대조를 이루는 ‘개안’ 곧 곰
소만을 가리킬 때 왕포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연구지에서는 이
곰소만이 마을 앞에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즉, 마을에서 앞쪽이라는 방향은 바
로 곰소만이 있는 바다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왕포 마을은 곰소만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연안 어촌으
로, 마을의 북쪽은 변산으로 둘러싸인 산지 내륙이고 남쪽은 곰소만에 접해 있는
바다다. 따라서 방위상으로 보면 왕포 사람들이 앞쪽으로 인식하는 방향은 바다가
있는 남쪽이다.

86)

그리고 뒤쪽은 자연히 산이 있는 북쪽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평

․

소에 ‘장불’이나 모정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며 어장이나 바람 물때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지리적 영향을 받은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마을
의 집들은 대부분 남향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는 정면에서 바다를 항상 지
켜볼 수 있다.

87)

요는 왕포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산지인 북쪽을 등지고 바다가 있

는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마을의 북쪽 곧 뒤에
있는 산을 ‘뒷재’ 또는 ‘뒷산’으로 부른다. 그리고 마을의 ‘뒷재’ 너머에 있는 소운
호를 ‘뒷동네’로 인식한다. 그러나 왕포 마을에는 ‘앞 동네’가 없다. 마을 앞은 바다
이기 때문이다. 바다가 있는 남쪽을 마을의 앞쪽으로 인식하는 방향감은 또한 바람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제6장 바람의 민속구분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

것인데, 연구지에서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하며, 앞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앞마파람’ 또는 ‘앞바람’이라고도 한다. ‘앞마파람’ 또는 ‘앞바람’
은 마파람이 부는 남쪽이 마주 보는 쪽 곧 앞쪽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86) 여기서 앞쪽이 반드시 정남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곰소만이 동서로 긴 만이고 주 어장이 되
는 바다가 마을에서 보면 만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은 곰소만 전체를 아우르는 남쪽으로 이
해해야 할 것이다.
87) 남향 가옥의 방향이 남쪽에 있는 바다 중심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가옥의 방향과 바
다의 위치가 모두 남쪽이라는 점에 의해서 연구지 어민들의 바다 지향적 시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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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구지 어민들이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공간 지각이 일상적이고 익숙
한 것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사례 4-25: 바람 이름 조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연구자가 현지조사 초기에 현직 최고령 어부(김○옥, 1934년생)를 제보자로 바람 이름을 면담한
적이 있다. 연구자는 조사를 가기 전 제보자의 편의를 위해서 백지에 미리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수
직선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듯이 지면의 위쪽을 북쪽으로, 아래쪽을 남쪽으로 하는 방향까지 ‘친
절하게’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그 그림을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바람의 방위 설명과 그림 위에 가리키는 방위가 달랐다. 일본의 ‘아마’(해녀)를
연구한 한 인류학자(Plath 2009)가 해녀들이 입체적인 바다 공간을 종이라는 평면 공간으로 옮겨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을 떠올리며, 연구자는 이 제보자도 종이라는 평
면에서 바람을 도식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그림을 보는 제보자의 설명은 일관적이었다. 제보자는 그림의 동쪽을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
을 동쪽으로 놓고 바람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연구자의 설정과 정반대로 종이의
위쪽을 남쪽으로 하고 아래쪽을 북쪽으로 하는 방향 설정이었다. 잠시 후 연구자는 ‘친절하게’ 종이
위에 그린 방향 설정이 오히려 제보자에게 혼란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림
의 위아래를 반대로 해서 바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해 나갔다. 그러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한 제
보자의 설명은 조금 전과 달리 아무런 혼동 없이 그림의 방위와 일치하였다. 제보자가 남쪽을 정면
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제보자(김○풍, 남, 1943년생)를 면담할 때는 방위는 설정하지 않고 수직선만 그어
놓은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동서남북의 방위를 마음대로 설정하고 바람의 방향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연구자가 예상했던 바대로, 그림의 위쪽을 남쪽으로, 아래쪽
을 북쪽으로 설정하였다. 이 제보자는 아예 인터뷰하던 방에서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위 그림을 펼쳐놓고 바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제보자는 종이라는 평면 위의 방위를 자
신의 인지지도상의 방위와 더 나아가 실제 입체 공간상의 방위와 일치시킨 것이다.
연구자가 종이 위에 설정한 방위 표시는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방위
로서 북쪽을 위로하고 남쪽을 아래로 하고 서쪽이 왼쪽이고 동쪽이 오른쪽이 되는,
즉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연구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누
구나 당연히 그러한 방식으로 방위를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항상 남쪽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을 지각해 온 제보자들은 정반대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 있었고 편하게 느꼈던 것
이다. 그런 제보자에게 연구자는 그들의 시각과

도 다른 시각을 요구했고 그들

180

의 사고에 혼란만 일으킨 것이다. 이 조사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왕포 사람들이 바
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인지한다는 점에 연구자가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88)

88) 남쪽을 정면으로 보는 이러한 공간 지각은 강원도 삼척시 갈전리(葛田里)에서도 우연히 관찰되었
다. 2013년 12월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 작업을 하는 왕한석 교수님의 강원도 현지조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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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어촌 마을인 연구지에서는 앞쪽과 뒤쪽의 방향이라는 공간 지각은 마을
과 바다의 지리적 위치 관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민들은 마
을에서 앞뒤의 방향을 인식할 때 바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다 쪽을

〓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앞쪽 바다 쪽’

〓

그리고 ‘마을 뒤쪽 산(육지) 쪽’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방향감과 시각을 보여준
다. 바다가 생업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어촌 사회에서 ‘바다 지향적인’ 시선과 사
고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연구지의 입지 조건상 바다가 남쪽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앞쪽이 방위상으로 남쪽과 일치하게 된다. 그

〓

〓

〓

〓

러므로 연구지에서는 ‘앞쪽 바다 쪽 남쪽’ 그리고 ‘뒤쪽 산(육지) 쪽 북쪽’이라
는 공간 지각이 발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개안’ 연안의 앞뒤
마을에서의 앞뒤 방향 지각은 곰소만 양안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먼저 곰소만
북안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사례 4-26]

‘낮이나 밤에 관선 앞 뻘에서 쏙을 파 놓았다가 새벽에 어장 나가면서 낚시에 꿴다.’(김○옥, 남,
1934년생)
‘시라시잡이를 하려고 모항 앞 허가지를 2천만 원 주고 샀다. 말목도 설치하고 그물까지 함께 싸
게 샀다. 작당 앞 어장은 곰소 배○수 것이다. 2년에 사용료로 3천만 원 줬다. 사용료를 더 올려달
라고 해서 올해 시라시잡이 안 하려고 했는데 싸게 나와서 한다.’(전○봉, 남, 1957년생)

․

관선과 작당 모항은 모두 연구지와 마찬가지로 곰소만 북안에 위치한 연안 어
촌으로, 왕포를 기준으로 관선은 동쪽에 그리고 작당과 모항은 서쪽에 있다. 왕포
사람들이 위 사례에서처럼 곰소만 북안에 위치한 마을들의 지명에 ‘앞(에)’를 결합
하여 특정 장소를 말할 때 지시되는 곳은 바로 그 마을들이 접해 있는 곰소만 바
다 쪽을 의미하고 방위상으로는 남쪽을 가리킨다. 연구지에서의 앞쪽과 같다.
그런데 곰소만 남안 곧 고창군의 곰소만의 바다 쪽을 가리키는 데에도 지명에
앞에(서)’를 결합하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

여하였다. 하루는 어떤 마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들과 지도를 보는데, 제보자들이 북
쪽이 위쪽인 지도를 돌려 남쪽을 위쪽으로 놓고 지도를 보며 마을을 찾는 것이었다. 즉, 남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 지각이 한국의 전통적인 인지 유형일 수 있다. 앞으로 방위의 공간 지각 및 공
간 상징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민족지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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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27]

‘주낫질 고기 입갑으로 쏙 파러 많이들 다녔다. 경상도 배들도 쏙을 사러 많이 왔었다. 간선불
앞에, 하전 앞에서 쏙이 많이 났다. 관선 앞 뻘은 바지락 쏙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꿀밭 되었다.’
(김○풍, 남, 1943년생)
‘김 하던 사각배는 배가 작기 때문에 먼 바다로 못 나간다. 겨우 쌩개목이나 엿바우, 동호 앞에
서나 어장을 했다.’(김○옥, 남, 1934년생)
하전은 연구지 바로 앞 건너에 있는 마을이고, 동호는 곰소만의 서남쪽에 위치한
연안 어촌이다.

하전 앞에서”는 하전 마을 앞에 있는 갯벌을 가리키고,

“

동호 앞

“

에”는 바로 연구지 어민들이 ‘오빠목’이라고 부르는 외죽도 주변을 가리킨다. 하전
과 동호 앞에 있는 바다는 해당 마을에서 방위상으로 북쪽에 있다.

(3) ‘바닥’ 연안의 앞뒤
곰소만 밖에 있는, 즉 서해 바다에 접해 있는 연안 어촌을 기준으로 하는 언어
사용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향 인식이 나타난다.
[사례 4-28]

‘사자녀는 격포 앞에 있는 여다.’(강○고, 남, 1953년생)
“(위도) 대장 앞에 뻘이 높아졌데. 그 앞에 꼬랑이 다 메워졌더라니까.”(전○봉, 남, 1957년생)
위 사례에서 “격포 앞에”와 “대장 앞에”는 모두 바다 쪽을 가리킨다. 그런데 부
안군 서안에 위치한 격포는 서쪽에 바다가 있고, 위도의 동안에 위치한 ‘대장’(대
리) 마을은 동쪽에 바다가 있다. 따라서 방위상으로는 “격포 앞에”는 서쪽 바다를,
대장 앞에”는 동쪽 바다를 가리킨다.

“

요는 연구지 어민들이 연안에서 앞뒤라는 방향을 인식할 때 지각 주체의 시선은
항상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에서 앞쪽은 방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연구지 어민들에게 익숙한 ‘앞쪽 바다 쪽’이
라는 공간 지각은 그들이 바다에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바

〓

다 지향적’ 사고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방위상으로 왕포 마을에서 ‘앞쪽 남쪽’
의 등식 관계는 바다가 남쪽에 위치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의 반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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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아래 방향의 구분법
위아래의 구분은 바다와 관련된 장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향 범주다. 위아래
의 방향을 구분하는 언어 사용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맥락에
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아래의 방향이 곰소만을 지시하는 ‘개
안’과 곰소만을 벗어난 ‘바닥’에서 서로 다른 방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1) ‘개안’에서의 위아래
개안’에서의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하는 언어 사용은 연구지에서 사실 ‘바닥’에

‘

비해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사례 4-29]

‘할미녀는 재랭이목 바로 우에 있다. 작도 앞에.’(김○수, 남, 1966년생)
“선운사 밑으로 그 무장통으서는 바닥으 대님서 많 이 (실뱀장어 어장용 말목) 손질들 허도만.
… 안 헐란 말고, 빨리빨리 손질히서 망을 싹 채놔야 뭣이 옆에를 안 가지.”(김○풍, 남, 1943년생)
~

위 사례에서

재랭이목 우에”는 동쪽에 있는 곰소 쪽 바다를 가리킨다. 그리고

“

선운사 밑으로”는 고창 하전의 서쪽 주변 바다를 가리킨다. 즉, 연구지에서 ‘개안’

“

에서의 특정 지명 뒤에 사용하는 ‘우에’[위에]는 방위상으로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동쪽 바다를, ‘밑에’는 서쪽 바다를 가리킨다. 한 제보자는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

‘(

○

으로(곰소 쪽) 올라가면 위쪽이고 바다 쪽(서쪽)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이다.’(김 옥,
남,

년생)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개안’에서 위아래와 방위는

1957

〓

〓

위쪽 동쪽’ 그리고 ‘아래쪽 서쪽’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위쪽과 아래쪽의 구분은 앞서 어민들이 갯벌의 등을 구분하는 명칭에
도 적용되어 사용됨을 살펴본 바 있다. 즉, ‘웃등’과 ‘아랫등’이라는 명칭에서 ‘웃등’
은 보다 동쪽에 있는 등 이름이고, ‘아랫등’은 보다 서쪽에 있는 등 이름이다. 그리
고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동쪽 귀퉁이에 있는 갯벌을 지시할 때 ‘웃꾸탱이’라고
하고 서쪽 귀퉁이에 있는 갯벌을 지시할 때는 ‘아랫꾸탱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아
래의 구분은 방위상으로 동서를 축으로 하여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쪽은 위쪽
이고 서쪽은 아래쪽으로 위치 관계를 대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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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에서의 위아래
연구지 어민들의 조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바닥’에서의 어장과 관련된 대화에서
는 위아래를 구분하는 언어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례 4-30]

‘장안녀에, 형제섬 우에 그물을 놓아서 (태풍 곤파스의) 바람을 피했다.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꽃게도 잡았다. 형제섬 밑에 그물을 놓은 사람들은 그물이 꼬여서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김○연, 남, 1960년생)
‘서대잡이는 내가 처음 했다. 영광 밑에 칠매까지 가서 서대를 잡았다. 지금 젓 미는 배보다 더
큰 목선을 타고 가서 잡았다. 그때는 서대가 비싸서 한 마리에 2 3만 원이 나갔다.’(최○조, 남,
1952년생)
~

장안녀’는 ‘형제섬’의 북쪽에 있는 여다. 따라서 ‘장안녀’가 있는

‘

형제섬 우에”

“

는 결국 형제도의 북쪽 바다를 가리킨다. 이에 대응하여 “형제섬 밑에”는 형제도의
남쪽 바다를 지시한다. 즉, ‘바닥’에서 특정 지명과 관련된 ‘우에’라는 위치는 방위
상으로 그 장소를 기준으로 북쪽에 대응하고 ‘밑에’는 남쪽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

〓

를 간단히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위쪽 북쪽’이고 ‘아래쪽 남쪽’인 것이다.
정리하면, 연구지 어민들이 위아래라는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방위의 측면에서
보면, ‘개안’에서는 위아래가 동서의 수평축이 기준이 되고, ‘바닥’에서는 남북의 수
직축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민들이 어장과 관련하여 말하는 바다의 특정 장소가 어디인
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개안’에서는 동쪽이 위쪽으로 인지되고 ‘바닥’에서는 북쪽이 위쪽으
로 인지되는가? 이것은 조류의 방향 및 연구지 마을의 위치의 상호 관계에서 이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조류 방향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해에서는
조류가 대략 남북으로 흐른다. 북쪽으로 올라오는 물은 밀물이고 남쪽으로 내려가
는 물은 썰물이다. 그런데 동쪽으로 만입한 곰소만에서는 조류가 동서로 흐른다.
바닷물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간다. 한편 연구지 마을은 곰소만 북안에
위치한 연안 어촌이다. 어민들은 동쪽으로 들어온 밀물에 바다에 놓은 어구에 고기
들이 들길 기다렸다가 서쪽으로 나가는 썰물을 따라 조업을 나간다. 즉, 바닷물은
서쪽 서해 바다에서 동쪽 ‘개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쪽 바다로 빠져 나간다.
지각 주체가 있는 육지 쪽(동쪽)으로 왔다가 서쪽 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그
러므로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바다 쪽으로 나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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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로 나가는 것이다. 지각 주체가 있는 육지 쪽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쪽이
위쪽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이 아래쪽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안’과 ‘바닥’의 경계가 되는 ‘싸녀’를 중심으로 한 위아래
방향은 ‘개안’이 아니라 ‘바닥’의 인지지도를 보인다. ‘싸녀 욱으로’와 ‘싸녀 밑으로’
는 각각 밀물 방향과 썰물 방향, 즉 북쪽과 남쪽 주변 바다를 가리킨다. ‘형제섬’과
위아래 인식이 같은 것이다. 어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모항까지는 물이 동서로 흐
르지만, 그 밖으로는 물의 방향이 바뀌어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더 ‘바닥’으로 나가
면 대체로 남북으로 흐른다고 한다. ‘싸녀’는 공간 구분상으로 ‘개안’으로 인식되지
만, 사실 지리적으로는 곰소만을 벗어난 바다에 더 가깝고 조류의 흐름도 ‘개안’보
다 ‘바닥’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싸녀 욱으로’는 ‘개안’이 아니라 ‘바
닥’ 어장이다. 그런데 ‘오빠목’ 주변에 있는 ‘싸녀등’이 ‘싸녀 웃등’으로도 불리는 것
은 ‘싸녀등’이 위치한 곳이 ‘바닥’이 아니라 ‘개안’이기 때문이다. ‘싸녀’의 경계성이
고려되는 대목이다.

<지도 4-7> 바다 관련 장소의 방향 구분 (출처: 네이버 지도, 2011)

3) 안팎 방향의 구분법
안팎의 방향 구분은 위아래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어장 위치를 이야기하
는 언어 상황에서 자주 언급된다. 바다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구분은 기준점이 되는
섬이나 여의 주변 바다의 방향을 구분하는 언어 사용법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

- 176 -

각 주체의 고정된 위치, 즉 마을이 있는 육지의 위치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흥미
로운 부분이다.
안팎의 방향에 대한 지각은 위아래의 방향 구분과는 달리 ‘개안’과 ‘바닥’에서의
차이 없이 안쪽과 바깥쪽의 방향이 모두 동일하다. 다음의 몇 사례를 보자.
[사례 4-31]

‘모항 안통에서만 숭어를 잡았다. 영옥이가 꽃게잡이를 나가서 오빠목에 쳐놓은 숭어그물에서 숭
어를 100㎏ 잡았는데 엄청 굵었다. 그래서 오빠목에서 숭어잡이를 했다.’(김○풍, 남, 1943년생)
‘어장을 주로 위도 안쪽에서 한다. (위도 바깥쪽에서는) 바람 불면 오도 가도 못한다.’(배○복, 남,
1942년생)
‘위도, 안마도 바깥에 그물을 놓았다. 위도 바깥쪽으로 계속 더 나간다. 갈수록 더 밖으로 그물을
놓는다. 날이 쌀쌀해져서 기(꽃게)가 안 잡히니까.’(배○식, 남, 1957년생)

․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지에서는 마을이나 섬 여의 지명에 ‘안통에

․ 안쪽으로

서’

‘

’

․ 밖으로 ․ 바깥쪽으로

또는 ‘바깥에’

‘

’

‘

’

등의 방향 지시 부사구를 결

합하여 특정 장소의 안쪽 부근 또는 바깥쪽 부근 바다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모
항 안통에서’나 ‘위도 안쪽에서’는 방위상으로 모항과 위도의 동쪽 주변 바다를 가

․ 위도 바깥쪽으로 ․ 안마도 바깥에 는 각각

리킨다. ‘싸녀 밖으로’

‘

’

‘

’

․ ․

싸녀’ 위도

‘

안마도의 서쪽 주변 바다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안’과 ‘바닥’의 구분 없이 방위
상으로 바다의 특정 장소에서의 안쪽은 동쪽이고 바깥쪽은 서쪽인 것이다. 즉, ‘안

〓

〓

쪽 동쪽’ 그리고 ‘바깥쪽 서쪽’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어민들은 꽃게잡이를 할 때 봄과 가을에 꽃게를 따라서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
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앞에서 제시된 [사례

에서,

4-13]

봄에는 밖에서 안

“

으로 가을에는 안에서 밖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꽃게를 잡는다.”는 것도 바다에서
안팎의 공간 지각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봄에는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로, 그리
고 가을에는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개안’과 ‘바닥’이 또한 각각 안쪽과 바깥쪽으로 지각되고 있다.
[사례 4-32]

‘여름에 뻘 먹은 숭어는 못 먹는다. 숭어가 뻘 먹을 때는 모항 이쪽 안에서 잡은 숭어는 냄새가
나고 저 바깥쪽에서 잡은 것은 냄새가 안 난다.’(강○고, 남, 1953년생)
‘상꽹이도 고래 종류다. 이 안까지 들어온다. (주꾸미를 잡다보면) 쌩개목에서도 요즘 많이 보인
다.’(김○임, 여, 1958년생)
위 사례에서

모항 이쪽 안에서”는 곰소만을 가리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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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바깥쪽에서”는 곰소

“

만을 벗어난 바다, 구체적으로는 격포 앞바다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상꽹이’가 들
어오는 “이 안까지”는 바로 곰소만을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지 어민들은 모항과 ‘싸녀’를 거쳐 동호항을 잇는
가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곰소만을 ‘개안’으로,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해 바다를 ‘바닥’으로 구분하여 인지한다. 따라서 안팎의 방향 구분으로 볼 때,
어민들은 가까운 바다인 ‘개안’을 안쪽 바다로 그리고 먼 바다인 ‘바닥’을 바깥쪽
바다로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만의 안쪽(

灣內 이라는 뜻의
)

개안’

‘

은 이미 명칭 자체가 안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연구지 어민들이 안팎이라는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방위의 측면에서 보

〓

〓

면, ‘개안’과 ‘바닥’의 구분 없이 모두 ‘안쪽 동쪽’ 그리고 ‘바깥쪽 서쪽’인 것이다.

〓

〓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개안 안쪽’ 그리고 서쪽에 있는 ‘바닥 바깥쪽’이
된다. 즉, 안팎의 방향 구분은 동서의 수평축을 기준으로 한 공간 지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구지에서는 바다의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동쪽을 안쪽으로 그리
고 서쪽을 바깥쪽으로 인식하는가? 이것은 마을이 있는 육지의 지리적 위치의 영
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쪽은 지각 주체에게 가까
운 곳을 그리고 바깥쪽은 지각 주체에게 먼 곳을 가리킨다. 연구지의 경우 지각 주
체의 인식 기준이 되는 마을과 육지가 동쪽에 위치하고 바다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 및 마을이 있는 동쪽 바다를 안쪽으로, 육지 및 마을에서 멀어
지는 서쪽 바다를 바깥쪽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안’으로 불리는 곰소만

灣의

이 안쪽으로 불리고 인지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만(

)

속성에서 기인하는 점

도 있을 것이다. 만은 삼면이 육지로 둘러 싸여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외해와의
관계에서 보면 공간상 안쪽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개안’이라는 민속
명칭은 이미 그러한 만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지에서 바다와 관련된 장소를 나타나는 세 가지 범주의 방향과 관
련된 언어 분석을 통해서, 공간을 지각하는 연구지 어민들의 인지체계를 분석해 보
았다.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표

<

와 같다.

4-24>

<표 4-24> 바다 관련 위치와 방향 및 방위의 관계

방위

위치
동
서
남
북

마을
위쪽 안쪽
아래쪽 바깥쪽
앞쪽
뒤쪽

개안
북안
남안
위쪽 안쪽
아래쪽 바깥쪽
앞쪽
뒤쪽
뒤쪽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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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안쪽
바깥쪽
아래쪽
위쪽

5. 소결
연구자는 이 장에서 어촌 사회를 둘러싼 중요한 생태환경인 바다가 지리적 공간
으로서 구분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공간 명칭 및 관련 지명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

장에서 기술 분석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바다 공간’의 개념 및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연구지에서 ‘바다 공간’은 바
닷물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육지와 대조를 이루는 공간 범주였다. 바다 공간은 주

․ 뻘 ․ 물 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고

구성 물질에 따라 ‘모래땅’

․뻘땅

장]

‘

(

갯벌]

)’[

‘

’

‘

’

․ 바닥 바다 으로 불린다
‘

’[

]

,

각각 ‘장불’[모래사

바다 공간’ 중에서 ‘바닥’으로 직접 불

. ‘

리는 곳은 ‘바닥’과 ‘뻘땅’이고, 육지와 경계를 이루는 ‘장불’은 가장 주변적인 공간
으로 인지되고 매립의 일차적 대상지가 되었다. 이 세 영역의 범주화는 조류가 썰
물 또는 간조일 때 펼쳐지는 바다의 경관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
마도 썰물일 때 드러나는 바다의 공간적 차이가 시각적으로 분명히 지각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썰물일 때 각 공간이 어로활동의 장으로서 이용의
기능적 차이가 부각된 공간 지각으로 이해된다. 즉, 물리적 특징과 어로활동의 기
능적 분화의 관계에서 맨손어업의 공간인 갯벌과 특히 어선어업의 공간인 바다가
진짜 ‘바닥’으로 인지되는 것이고, 반면에 어로와 관련된 육지 활동을 주로 하는
장불’은 어민들에게 가장 바다답지 않은 바다 공간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다음

‘

제5장 바닷물의 민속구분법”에서 살펴볼 것인데, 어로활동과 관련한 실용적 관점

“

에서 썰물에 대한 지각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즉, ‘바다 공간’의 구분이 썰물의 관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민들의 이러한 물때 인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연구지 어민들에게 ‘바다’는 지리적으로 곰소만 및 위도를 중심으로 한 서
해 바다가 중요하게 인지되었다. 사실 이 바다의 범위가 왕포 어민들의 주 어장 범
위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민들의 바다에 대한 공간 지각이 주 어로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다 지형 중 섬 지명의 분포
는 어민들이 주로 어로활동을 하는 바다의 최대 경계가 어디인지를 드러내주었다.
따라서 어민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바다 공간의 범위는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해당 지역의 바다로 생각하는 생태환경의 범위를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로
장소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뻘땅’이 범주화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갯벌은 그 지표면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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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뻘 ․ 모래뻘 이라는

는 흙의 성질에 따라 ‘뻘’

‘

’

‘

’

세 종류의 갯벌로 구분되었다.

갯벌 퇴적상을 구성하는 모래와 펄의 함량에 따라 갯벌은 무르거나 단단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졌고, 그것은 곧 서식할 수 있는 갯벌 생물의 종류와 관련
되어 사고되었다. 연구지 주변 갯벌은 상태가 ‘뻘’에서 ‘죽뻘’로 변화되어 바지락
양식이 안 되는데, 곰소만 건너 고창 쪽 갯벌은 바지락 양식에 좋은 ‘모래뻘’이라

․ 꼬랑 고

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갯벌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등’

․ 바우 바위 의 세 지형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구분되었다

랑]

‘

’[

]

.

‘

’[

그리고 갯벌 지

형에 지명이 부여되어 특정 장소로서 구별되었다. 그러나 곰소만의 만내 갯벌의 발
달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에서 지형과 관련된 갯벌 지명의 분화는 그리 발달하지 않
았다. 곰소만의 주 갯골이 부안 쪽으로 치우쳐 형성됨으로써, 만내 갯벌이 고창 쪽
에서 드넓게 발달하고 연구지 주변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다는 환경적 조건과 연
구지가 전통적으로 맨손어업보다 어선어업 중심의 어촌 사회라는 특성과 관련된

․

인지 유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연구지에서 쏙 채취 바지락 양식 및 갯벌의 ‘죽
뻘화’와 관련된 갯벌에 대한 부각된 인식은 상당히 특징적인 면이라고 하겠다. 이
것은 전통적 어로방식인 주낙어업, 바지락의 높은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펄의 상태

․

변화에 따른 조개양식장 및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로서 역할과 어족자원 변화 등
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을 보여준다.
셋째, ‘바닥’이 범주화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바다는 마을이 있는 육지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개안’(곰소만)과 먼 ‘바닥’(칠산바다)으로 나뉘고, 다시
바닥’은 가까운 ‘바닥’과 ‘먼 바닥’으로 세분되었다. 가깝고 먼 바다의 지리적 구분

‘

은 어로활동이 행해지는 가깝고 먼 어장에 대한 인식과 같았다. 그 다음으로 바다

․ 여 ․ 골 ․ 등 이라는 네 지형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

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섬’

‘

’

‘

’

‘

’

로 구분되었다. 연구지에서는 특징 장소로서 구분되는 지형 관련 바다 지명이 상당
히 발달하였다. 즉, 연구지에서는 갯벌보다 바다에 대한 공간 지각이 더 발달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섬과 여의 지명체계가 두드러지게 발달했는데, 연구지의 생업
활동이 어선어업 중심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의 반영으로 이해
된다. 섬은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계 없는 바다에서 기준점을 제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는 다양한 좋은 고기가 서식하는 곳으로 좋은
어장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이 빠졌을 때 수면으로 올라온 암초는 해난 사
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바다에 있는 섬
과 여의 구분은 생존과 생업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지식이 된다. 즉, 섬과
여의 지명 발달은 어촌 사회가 놓인 바다라는 자연 환경의 특수성 및 어로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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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지 유형일 것이다. 게다가 다른 한편으로 서해가 수심
이 낮은 바다이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차 환경이라는 점에서, 서해 어촌 사회
에서 여에 대한 지각의 발달은 여가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서해의 바다 환경의 실
재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

한편 갯벌과 바다의 공간 구분에서 지형 범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즉, 등

․

골 바위의 세 지형이 ‘뻘’과 ‘물’ 영역에서 모두 범주화되었다. 바다에서는 섬 지
형이 하나 더 범주화되었다. 다른 지형들이 항상 수면 아래 있거나 썰물일 때 일시
적으로 물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섬은 항상 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섬은
바다에서 눈에 띄는 주요한 지형이다. 바다의 지형적 특징에 대한 이러한 분류방식
은 대개 일반적 양상일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다음의 하위 층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명들의 구분과 인식은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및 지역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주는 구분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방향 지시 표현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공간 지각의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

․

․

․개

보았다. 즉, 앞뒤 위아래 안팎이라는 상대적인 방향에 대한 지각이 마을

․ 바닥 에서 나타나는 양상 및 방위와의 관계를 밝혔다

안’

‘

’

.

‘

연구지 어민들이 공간

을 지각하는 방향의 기본 시각은 ‘바다 지향적’이었고, 방위상으로는 ‘남향 중심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을 지각하는 기본 시각이 북쪽을 등지고 바다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생업 공간으로서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촌
사회에서 바다의 문화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지 유형일 것이다. 그리고 마을이 있
는 육지와 어장이 있는 바다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및 곰소만과 서해의 조류 방향
도 어민들의 공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바다의 구분체계가 보여주는 어민들의 문화적 강조는,
어로활동의 장으로서 그리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사
실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런데 이 바다는 끊임없는 바닷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동적인 공간이기도 하
다. 이 바닷물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시간성은 어로 장소인 바다로 어민들이 언제
조업을 나갈 수 있고 언제 육지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바다는 어민들에게 공간과 시간의 양면으로 모두 경험되
는 세계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곰소만과 서해 바다라는 특정 생태 공간에서 나
타나는 바닷물의 움직임을 ‘물때’로 인지하는 어민들의 시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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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바닷물의 민속구분법 : 시간의 지식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는 물과 관련된 공간이다. 이 바닷물의 끊임없
는 움직임은 바다의 경관과 상태를 변화시키며 인간의 접근을 제약한다. 그러나 바
닷물의 움직임은 또한 주기성을 갖고 있다. 바다가 생업의 터전인 어민들은 바로
이 바다의 시간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 흔히 ‘물때’로 표현되는 물의 상태는 어민
들의 시간 개념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민
간 지식에서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강조 및 관련 시간 개념은 매우 특징적이다.
게다가 잘 알려진 대로, 조석(
대표적인 현상으로(이기복
경이다(고철환

2009:

潮汐 의

2005: 5),

69-71).

)

․

유무(강약)는 동해와 서 남해를 특징짓는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3m

이상의 대조차 환

따라서 서해 어촌의 생태환경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조석현상을 중심으로 한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시간의 측면에서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민속구분법을 살

時

펴보려고 한다. 조석현상과 관련된 물의 구분법 및 그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때(

)

의 구분법을 살펴봄으로써,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닷물의 변화에 기초한 시간의
지식을 이해해볼 것이다.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물’과 ‘때’를 구분하는 것이 항
상 명료한 것은 아니며, 때때로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
다. 어민들의 인지체계에서 물의 구분이 곧 때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때’
를 물의 구분 개념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구분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물의 어휘적 구분이
다. 물의 시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의 의미영역 안에서
바닷물 자체의 분류법적 위치 및 어민들이 바다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하는 ‘물’ 명
칭의 사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둘째, 바닷물의 변화와 시간 단위의 구분이다.

․

․

이를 토대로 이후 세 개의 절을 통해서 크게 하루 한 달 일 년의 시간 단위로
나뉘어 사고되는 조석현상의 물과 시간의 구분법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끝
으로 여섯째, ‘물때’ 개념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민들의 사고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몇 가지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구체
적인 사례들은,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물때’ 따라 행해지는 ‘물때일’이듯이, 육지에
서의 생활도 ‘물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물때생활’임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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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어휘 분화와 범주화
1) 물의 구분법
연구지에서도 물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왕한석

2010b:

55,

2012b:

74).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민물:
2 갱물

소금기가 없는 물 또는 육지의 물
또는 갯물: 소금기가 있는 물 또는 바다의 물

민물’과 ‘갱물’로 물을 구분하는 차원은 기본적으로 소금기의 유무일 것이다. 범

‘

주 명칭 ‘물’ 앞에 각각 결합되어 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접두어 ‘민-’과 ‘개’는 이

․ ․

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민물은 소금기가 없는 우물물 냇물 빗물 등을 가리키
며, 그 물이 기본적으로 육지에 근원을 둔다는 면에서 ‘육수(

陸水 라고도 한다
)’

.

이

와 대조를 이루어, ‘갱물’ 또는 ‘갯물’은 소금기가 있는 물 곧 바닷물을 가리키며,
염분으로 인해 그 맛이 짜기 때문에 ‘짠물’이라고도 한다. 물은 소금기의 유무 및
물의 근원지 또는 분포지라는 의미차원에서 구분되어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의미영역으로서 물은

표

<

과 같이 민물과 ‘갱물’이라는

5-1>

두 하위 범주를 직접 포함하는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표 5-1> 물의 민속분류법
물

민물

갱물

덧붙이면, ‘갱물’과 ‘갯물’의 교체적인 사용에서 화자의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가
관찰되었다. 노년층일수록 ‘갱물’을 주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중장년층일수
록 갯물의 사용 빈도가 높다. 즉, 토착 발음인 ‘갱물’이 표준어형 갯물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실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는 이러한 표준어형 발음과 어휘

․

의 선택 및 사용은, 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공간 명칭 생물 명칭 등 다른 영역들에
서도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연구지에서 토착어와 표준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언어 변이 현상은 “방언 수렴(convergence) 또는 평준화
(leveling)

현상”(왕한석

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측면일 것이다.

2009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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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적 맥락과 ‘물’ 명칭의 사용
(1) 민물과 갱물
민물과 ‘갱물’의 구별된 명칭의 사용은 두 범주가 하나의 언어 상황에서 서로 대
조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언어적 상황은 흔히 바닷물 또는 바다
생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가는 맥락에서 관찰된다. 예를 들면,

○

때 갱물은 좀 넣어도 되지만 민물은 섞으면 안 돼.”(김 풍, 남,

새우)젓을 담을

“(

년생)와 같이 사

1943

용된다. 그러나 다음 사례처럼 보통은 민물과 갯물 모두 그냥 ‘물’로 지시된다.
[사례 5-1]

① “징혀 왕포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고상 징혀. … (마을에 우물이) 네 개여. 근디 물이 걍 없
어 갖고 저녁내 물 때리느라 난리여. 그 달동네는 외진게 누가 들[덜] 간게 거 너머 가먼 물이 있
고. 아무래도 외진 데는 들 가잖아. 이런 데는 동네 속인게 가지만은. 근게 거그 가서 물 많이 질
어 왔네. 너댓 번씩 질고. 혼자 가먼 무서서 못 가. 누가 따라와야지. … 물이 있으먼 질어야지 어
찌게 물을 두고 자. 그때는 물 없는 세상인디.”(박○님, 여, 1931년생)
② “우리 꿀[굴] 따러 그저끄 (아랫등에 갔다). … 반지락이나 하나 나왔냐. 해 다 가서 간게 세
시 되드락 물이 그때사 바우 밑이서 철렁철렁 허네. 물이 쓸라먼 뭐 네시나 되야 쓰겄어.”(박○님,
여, 1931년생)

①은 수돗물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식수 및 생활용수로 쓰인 샘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물 은 곧 민물을 의미한다 ②는 갯벌에

위 사례에서
물 도랑물에

‘

’

.

갯것을 하러 간 상황으로 아직 간조가 되지 않은 썰물로서 바닷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담수와 해수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언어 상황에서는 민물과 ‘갱물’로
구별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만, 언어 상황이 육지나 바다 어느 한쪽과만 관련될 때는
양쪽 모두 그냥 ‘물’로 지시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수가 담수와 대조를 이루는 언
어 상황을 제외하고, 어민들이 해수를 ‘바닷물’이나 ‘갯물’로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변화를 구분할 때도 상위 범주 명칭으로서
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즉, 바닷물을 지시하는 ‘물’이 조석현상과 관련된 영역

‘

에서 다의적(polysemous)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범주의 물이 대조를 이루는 관계는 민물과 바닷물이 접두어로서 고
기와 결합하는 언어 형태에서도 확인된다. 물고기가 서식하는 물의 속성에 따라 어
민들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구분한다. 그런데 연구지에서는 바닷고기를 보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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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괴기’ 또는 ‘고기’라고 하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민물
고기와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만 ‘바닷괴기’ 또는 ‘바닷고기’라고 말한다. 반면에
강이나 내에서 나는 물고기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민물고기’라고 말한다. 새우의
경우도 그냥 ‘새우’라고 하면 바다에서 나는 새우를 가리키지만, 민물에서 나는 새
우는 반드시 ‘민물새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몇 가지 용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2]

“그전에 어른들 얘기 들으먼 경상도배들까장 여그 올라와서 어장해 먹었다고 허도만. 큰 배들
갖과서. 우리 어렸을 때만해도 여 경상도 여수 위도 그 근방 사람들이 큰 배 갖과서 곰소 선창, 지
금 같이 안 생였어. 그때만이도 곰소 바닥도 깊고, 어판장도 저쪽에 크 고. 우리 어렸을 때만 가도
곰소 가먼 배가 곰소 댈 디가 없어. 산뎅이 같은 놈으 배들이. 그래갖고 어판장 괴기 푸는디 보먼
은 어판장 그 큰 놈으 어판장에 사람도 돌아설 디도 없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푸는가. 그런 시절
도 봤는디, 지금은 고기가 어디가 있어?”(김○풍, 남, 1943년생)
“민물고기 절반이 바닷고기야.”(김○오, 남, 1965년생)
~

~

바닷고기는 한정어 없이 그냥 ‘고기’라고 말하지만 민물고기는 반드시 ‘민물고기’
라고 구별하는 이러한 언어 사용은, 연구지에서 바닷고기가 무표적(unmarked) 명칭
으로 사용되고 민물고기가 유표적(marked) 명칭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고기’와
민물고기’라는 명칭의 대조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유표성(markedness)은, 연구지

‘

가 바다 및 바닷고기와 밀접히 관련된 어촌 사회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언어 사
용의 예로 이해할 수 있다.

(2) 민물과 육수
민물’과 ‘육수’는 그 지시적 의미는 같지만 언어 상황에 따라서 구별된 사용 양

‘

상을 보인다. ‘갱물’과 직접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주로 ‘민물’이 사용된다. 그
리고 서식지 물의 속성에 따라 물고기를 구분할 경우에도 접두어로 ‘민물’이 바닷
물과 대조를 이루어 결합된다. 반면에 ‘육수’라는 말은 다음 사례에서처럼 바다로
유입되는 육지의 민물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사례 5-3]

‘이제 물심도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 비가 와서 육수가 너무 많이 내려
와서 수온이 내려갔다. 그래서 고기가 안 무는 것 같다.’(강○고, 남, 1953년생)
“(이틀 전 큰 비가 왔는데 꽃게그물이 바다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고서) 개
안에 망이 있더라고. 육수가 많아서 티가 많을 텐디.”(김○일, 남, 196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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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비가 온 뒤에 육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바닷물의 수온과 염도가 낮아져
서 고기가 좀 더 깊은 바다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육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육지의 ‘티’ 곧 온갖 쓰레기들을 몰아오기 때문
에 평소보다 그물에 온갖 쓰레기가 더 많이 걸리는 것이다.

(3) 갱물과 간물
연구지에서 ‘갱물’은 일차적으로 바닷물을 가리키지만, 의미가 확장되어 김장 때
배추를 절이는 데 쓰는 소금을 녹인 물 곧 ‘간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만든 소금물이 자연산 ‘갱물’로 불리게 된 과정에는, 왕포 사람들의 물 사용과 관
련된 생활방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 5-4]

“지금은 노는 것 같으지 짐장허는 것이. 아이고, 옛날에는 이놈(배추) 간히 갖고, (집으로) 갱물
실어다 간히 갖고, (갯가로) 이놈 다 무지게[물지게]로 다 남자들이 져다 줘서 저 갱물으다 시쳐서
다 그렇게 담었어. 집이서 이렇게 소금으로 간 안 힜어. (@배추 간을 저 갯물 가서 했다고요?) 어.
무시, 배추를 이렇게 갯물 실어다가 간쳐 갖고, 다 그리 또 갖다가 거그서 시쳐서 가져와. 근디 지
금은 다 소금으로 간쳐서 담은게 시상 편허당게. 근디 노대[파도] 좀 치는 디 시치먼 잔 놈은 다
떠날라 보내고, 한 동우 치는 떠날라 보낼 것여. 다 이렇게 물이 노대 친게(크게 출렁대니까). (@겨
울에 추운 데서 바닷물에 씻고 그럴라면 추웠겄어요.) 아이고! 추왔지 . *** 옷 다 베리고. 지금같
이 장화나 진[긴] 놈이나 있간디. 하이고, 옛날 산 일 생각허먼 찌긋찌긋 혀. 아이고, 징글징글 혀.
지금은 가만히 안거서[앉아서] 밥 떠 너주먼 생키는[삼키는] 식여.”(이○순, 여, 1931년생)
~

~

옛날에는 소금도 귀했지만,

년대 후반에 수돗물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까지

1970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물이 귀해서 지금처럼 집에서 소금물로 배추를 간 절이고
민물로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갯물을 물지게로 져
날라 집에서 배추를 간 절인 후 숨이 죽으면 다시 갯가로 배추를 져 날라 갯물로
씻었다. 자연 소금물인 ‘갱물’로 배추를 절이고 절인 것을 씻었던 것이다.
지금은 물론 바닷물로 배추를 간 절이고 씻지 않는다.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

편리하고 풍부하게 수돗물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지의 폐수 오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그전과 달리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인식도 배추를 갯물로 씻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배추 절이는 ‘간물’을 지금도 ‘갱물’로 지칭하는 것은 과거
이러한 생활방식의 언어적 잔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할머니들 중
에는 지금도 물건을 아끼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먼저 김장을 한 친척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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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이웃으로부터 인공 ‘갱물’을 얻어와 배추를 절이기도 한다.

2. 바닷물의 변화와 시간 단위의 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닷물의 변화라는 것은 바닷물
의 승강운동과 수평운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학술적으로 이러한 바
닷물의 변화 현상은 조석(

潮汐 과 조류 潮流 로 설명된다 홍재상
)

(

(

)

1998: 17-18).

조석이

란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해면의 규칙적인 승강 운동”으로
조차가 큰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만조와 간조가 대체로 하루에 두 번씩

“

간

분 간격으로 일어난다”(앞의 글:

25

17).

이렇게 “조수가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바닷물의 수평 운동”을 조류라고 한다(앞의 글:

“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며 창조류(

시

12

18).

조류는 대략 6시간

漲潮流 와 낙조류 落潮流
)

로 하루에 네 번을 반복한다.
연구지에서는 조석과 조류로 설명되는 조수(

(

潮水

)

)

분마다

12

곧 밀물과 썰물이 교대

곧 ‘바닷물의 변화’가 흔히 “물

이 하루에 두 번 들고 쓴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설명된다.

89)

바닷물의 변화가

하루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물이 규칙적으로 들고 써는 현상으로 일차적으로 지각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상호 교차하는 밀물과 썰물은 약 6시간 간격으로,

組 가 되는 조석현상은 약

그리고 만조와 간조가 한 조(

)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12

규칙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조석현상이 실제로는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즉 하루의 조석현상은

시간

24

시간

12

분 간격

25

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50

흐르는 방향이나 수위가 변하는 시간은 매일 똑같지 않고 다소간 유동적이다. 어민
들도 이러한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으며 매일매일 물의 변화가 “약 1시간씩 늦어
진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어촌 사회에서 조석현상은 보름을 토대로 한 달이라는 시간의 관점에
서도 파악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흔히 ‘물때’라는 용어로 알
려져 있다. 연구지에서도 하루 단위의 조석현상은 다시 한 달 단위의 조석현상으로
89) 조류와 조석은 ‘조수’로 통칭된다. 가령 장태진(1969b)은 해안․도서방언으로서 어부집단의 특수어
를 연구하면서 ‘조수어휘(潮水語彙)’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왕한석(2010b: 55)의 지적처
럼 “조수(潮水), 물때 등으로 표현하는 개념은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작은 영역만을 한정하여 지
시하는 말”로 이해된다. 게다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전에서 “아침에 밀려들었다가 나가는 바
닷물”(국립국어원 1999)로도 정의되는 ‘조수’는 연구지에서 특정 민속 명칭으로 불리는 한 하위
범주의 물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명확한 ‘조수’를
대신하여 왕한석의 용례를 따라 ‘바닷물의 변화’를 일반적이고 포괄적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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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 이해되며 어민들의 ‘물때’ 개념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길게
는 일 년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도 바닷물의 변화는 인식된다.

․

․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바닷물의 변화는 크게 하루 한 달 일 년이라는 세 개의
시간 단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하루와 한 달 단위 조석은 각각 세 개와 두 개의 더

․

작은 시간 단위의 물로 세분된다. 전자는 6시간

․

시간

12

시간 주기의 물로 구분

24

되고, 후자는 보름 주기와 한 달 주기의 물로 구분된다. 연구지에서 물의 변화가
지각되는 시간 범주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

와 같다.

5-2>

<표 5-2> 바닷물의 변화를 구분하는 시간 단위

6시간

하루
12시간

24시간

보름

한달

한달

일년

․

그런데 이 전체적인 바닷물의 범주화는 대략 6시간 주기로 교차 반복하는 밀물
과 썰물 현상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연구지에서 위의 물의 구분은 곧 시간의 구분이 된다. 어로 공간인 바다와
갯벌은 이 물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바로 이 주기성에 토대한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어로활동이 이루어진다. 어민들의 말을 빌면, ‘어장일’이든 ‘갯일’이
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때 따라 하는 물때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육지
에서의 생활도 ‘물때’의 영향을 받는 ‘물때생활’이다. 그러므로 ‘물때’는 어민들의
생업과 생활의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는 시간 개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 주기’의 조석현상만을 지시하는 개념이

‘15

아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구지에서는 보름 주기 ‘물때’ 외에도 구
별된 다양한 물의 범주들이 구체적인
(polysemy)

물때’로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다의어

‘

로 사용되는 ‘물때’는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양한 물의 상태 및

그 시간성을 동시에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적인 물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시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물의 여러 개념 범주들을 지시하는 상위의 민속 명칭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밀물과 썰물로 구분되는 ‘물’의 범주가 개념적으로는 인
식되지만, 밀물과 썰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범주를 지시하는 상위 명칭은 사용되
지 않는다.

90)

모든 물 범주들이 그냥 ‘물’로 통칭될 뿐이다. 즉, 바닷물의 변화를 구

90) 이러한 언어 현상은 연구지 어촌에만 한정된 예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진도군
조도와 경남 통영시 사량도의 어촌에 대한 언어 민속지를 기술한 왕한석(2010b: 56, 2012b: 74)
은 두 지역에서 모두 물이 ‘들고 쓰는’ 현상 또는 ‘들고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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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짓는 개념적 범주들은 대체로 구별된 범주 명칭이 발달하지 않은 숨겨진 범주
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하루 단위의 물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
에서 물의 시간 단위를 구분하여

표

<

로 미리 제시한 것은 사실 이러한 이유

5-2>

때문이다. 각 물 범주의 민속 명칭이 분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구
분체계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체계를 기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의 불편
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바닷물의 변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를 드러내주는 물의 명칭체계에 의거하여 시간 단위의 범주를 분석적으로 제시하
였으나, 사실 각 물의 영역이 단절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닷물의 변
화는

․

시간 주기로 교차 반복하는 밀물과 썰물을 기본적인 물 범주로 지각되며,

6

그 개념이 확장 및 세분 또는 파생되면서 여러 물 범주들이 전체적인 바닷물의 구
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물이 들어온다
는 것(밀물)은 곧 수면이 상승하는 결과(만조)로 나타나고, 물이 써 나간다는 것(썰
물)은 곧 수면이 하강하는 결과(간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물이

․ 물이 적게 들었다 거나

많이 들었다’

‘

’

․ 물이 적게 썼다 는 어민

물이 많이 썼다’

‘

‘

’

들의 말 속에는, 바닷물의 수평운동과 승강운동이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
면처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하루 단위 조석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물이 하루에 두 번 들고 쓴다.”라는 관용적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

“

민들은 바닷물의 규칙적인 변화를 하루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지각한다.
하루에 경험되는 바닷물의 변화는

․

시간 주기

6

․

시간 주기

12

시간 주기의 물로

24

세분된다. 그러나 이 물 범주를 각각 지시하는 민속 명칭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
서 기술의 편의상 연구자는 각 물 범주를 지시하기 위해서 ‘조류(

干潮 ․ 조석수 潮汐水
)’

‘

(

)’

‘

(

라는 조작적 용어를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세히 살

)’

펴볼 것인데, 6시간 주기의 물은 밀물과 썰물,
리고

潮流 ․ 만간조 滿

시간 주기의 물은 조수(

24

시간 주기의 물은 만조와 간조, 그

12

潮水 와 석수 汐水 가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

(

)

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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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만간조 ․ 조석

서 연구지에서 하루의 관점에서 경험되는 바닷물의 변화는 ‘조류’

수’라는 세 개의 물 범주로 구분되어 인지된다고 할 수 있다.

.

‘

’

‘

1) ‘조류’의 물과 때 구분법
(1) ‘조류’의 물 구분법
바닷물은 대략 6시간을 주기로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지각된다. 바닷물의
변화는 바로 이 ‘조류’를 기본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조류’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들물:
2 쓸물

들어오는 물. 곧 밀물 (서술적으로는 ‘물 든다’고 표현)
또는 썰물: 써 나가는 물. 곧 썰물 (서술적으로는 ‘물 쓴다’고 표현)

들물’과 ‘쓸물’은 곧 밀물과 썰물이다. 연구지에서는 ‘들물’과 ‘쓸물’의 의미를 글

‘

자 그대로 보여주는 ‘드는 물’과 ‘쓰는 물’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서술적으
로는 ‘물 든다’와 ‘물 쓴다’고 한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6시간 주기의 물은

표

<

과 같이 두 개의 물 명칭을 하

5-3>

위 범주로 포함하는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표 5-3> 6시간 주기 물 ‘조류’의 민속분류법
들물

물

쓸물

이렇게 ‘들물’과 ‘쓸물’은 6시간 간격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써 나가는 물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실

시간 동안 경험되는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지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민들

12

은 밀물과 썰물을 각각 6시간 주기로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들고 써는 것을 한 조
로 파악하여 “물이 하루에 두 번 들고 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들물’과 ‘쓸물’의 명칭은 조류의 범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방향과 관련된 공간 지각의 일면도 드러내준다. 즉, ‘들물’은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고 ‘쓸물’은 바다 쪽으로 써 나가는 물이다. 이것은 육지가 조류의 방향을 구
분하는 준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류의 명칭 구분은, 어촌 사회가 바다 생태
계에 의존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육지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가장 기
본적인 존재 조건에 의한 ‘육지 중심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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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로 바다를 보면서 물이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말처럼 쉬
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연구자는 몇 년간 연구지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물
의 흐름 자체만으로 물의 방향을 식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연구지 숙
소에 걸어 놓은 달력 조석표의 만조와 간조 시간을 확인하고 바다를 보면 밀물인
지 썰물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네에 나갔을 경우에는
대체로 밀물인지 썰물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물이 드는 거예요 쓰는 거예
요?”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 묻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는

물 들어와 지금.”

“

물 써 지금.”이라고 즉각적으로 말하곤 했다. 한번은 한 할머니가 마을 앞

“

물 가운데 떠 있는 배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례 5-5]

“물 들어와 지금. 저 배가, 내가 갈치주께. 배가 물이 들오먼 코빼기(뱃머리)가 (손가락으로 가리
키며) 이리(동쪽으로) 들오고. 물이 쓰먼 저 꽁댕이(꽁지)가 이리(동쪽으로) 가. 저 서 있는 배가 시
방 코빼기가 이짝(동쪽) 바다로 둘렀지? 그먼 물이 들오고. 그놈이(뱃머리가) 물 쓰먼 저리 돌아가
서 꽁댕이가 이짝에 있어. 물 쓰고 드는 것을 볼라믄 그것 봐.”(최○례, 여, 1934년생)
이후 연구자는 물 가운데 배가 떠 있으면 뱃머리의 방향을 보고 밀물과 썰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가 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
래서 조류의 방향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참동안 지형지물에 나타나는
물의 수위가 변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야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바닷물의 흐름에 대단히 민감한 감각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보
여준다. 바다에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물이 흐르는
방향을 식별해 바다에서 방향을 찾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 5-6]

‘안개가 짙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위치를 잃어서 한 동안 배를 정지시켜 놓고 기다렸다가, 안개가
좀 걷히면서 오빠목, 엿바우를 확인하고서 안개 속에서 왼편에 뭍을 놓고 들물에 조류 방향도 참고
해서 마을로 돌아왔다.’(강○고, 남, 1953년생)
아침에 봄 주꾸미를 잡으러 나갔던 이 어부는 주꾸미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안
개가 더욱 짙어지는 바람에 바다에서 방향을 잃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 어부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곰소만으로 들어오면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면 고창 쪽에 있는 ‘오빠목’과 ‘엿바
우’는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육지는 왼쪽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안’에서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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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되면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어부는 바로 해당 지역의 지형과 바닷
물의 흐름에 대한 경험적 지식, 조류의 방향을 식별하는 지각 능력을 토대로 안개
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2) 6시간 주기의 물때 구분법

․

약 6시간을 주기로 교차 반복하는 물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밀물과 썰물을 각각
하나의 시간 단위로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연구지에서는 바다에서의 어로활
동과 관련된 시간을 나타내는 데 물 명칭 ‘들물’과 ‘쓸물’에 시간 조사
된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

들물에 묶는 것이다.’(조 옥, 여,

1934

‘(

에’가 결합

‘-

젓새우잡이는) 쓸물에 불꾸리 열어 놨다

년생)와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 사례처럼 밀물과 썰물은 각각 6시간을 의미하는 ‘물때’로 계산된다.
[사례 5-7]

① “(@옛날에는 풍선 타고 (위도) 갈 때는 얼마나 걸려요?) 아, 왼[온] 물때 가얀당게. 물 써면
썰물 내 가야 혀. 위도 갈라먼 썰물이 가야 허고. 올 때는 들물에 와야 허고.”(김○풍, 남, 1943년
생)
② “지금은 (어장 나가는데) 들물․쓸물이 없어. 기곗배라. 풍선 탈 때는 싸녀까지 가려면 쓸물
한 물때를 다 써야 혀. 들올 때는 들물에 들와야 허고. 노 젓는 배라 들물에 나가려면 힘드니까 쓸
물에 나가고 들올 때는 들물에 들오고. 근디 지금은 들물․쓸물 없이 배들이 다니지. 쏘내기가 비
행기처럼 빠르니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오고 싶을 때 들오고.”(배○복, 남, 1942년생)
③ “쓸물에 나가면 주낫을 쓸물에 놓고 소화지 허먼 주낫을 대리는 것이거든. 주낫 놓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주낫 놓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대리는 데 또 두 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다
섯 시간을 온전히 바닥에 있다고 봐야지. 근게 (조업 시간이) 한 물때를 온전히 쓰는 것이지.”(전○
수, 남, 1938년생)
~

위 사례들은 풍선-주낙어업 시절 조류를 이용해 마을과 어장 사이를 이동하고
조업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풍선을 탈 때는 썰물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 고기
를 잡고 밀물을 이용해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선외기로

분

30

이내에 갈 수 있는 위도나 싸녀 부근 어장이 그 당시 ‘풍선배’로는 “왼[온] 물 때”
또는 “쓸물 한 물때”가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였다.

①의

왼 물때’와

‘

는 썰물을 이용한 시간으로서 대략 6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②의

한 물때’

‘

③의 사례는 온전한

썰물 또는 밀물이 아니어도, 썰물의 일부와 밀물의 일부를 합쳐 대략 6시간 정도의
시간도 ‘한 물때’로 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민들은 어장에 다니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바다에서 조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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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한
물때’로 표현한다. 게다가 밀물과 썰물을 합하여 6시간 정도 되는 시간도 ‘한 물때’
로 계산하는 시간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연구지에서는 밀물과 썰물도 각각 ‘물
때’이며, 조류와 관련된 ‘한 물때’는 밀물과 썰물의 주기성을 토대로 시간상 대략

6

시간을 기준으로 어민들이 지각하는 시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밀물과 썰물을 하나의 물때 단위로 인지하는 방식은, 새만금지역을 중심
으로 부안 연안 어촌의 물때를 조사한 이기복의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그는 “부안 지역 어민들은 하루를 기준으로 물때를 언급하기도 한다. 즉 ‘한 물때
썰물]에 고기 잡고 한 물때[밀물]에 돌아온다’는 식이다.”(이기복

[

2002:

13)

라고 짧

게 언급하고, 보름을 한 주기로 하는 ‘한 주기 물때’와 그 하위 물때로서 ‘하루 물
때’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기복은 후자의 물때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논의를 진
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물때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자의 물때에만 논점을 맞춘다.
최근에 경남 통영시 사량도의 어촌을 조사한 왕한석(2012b:

75)

은 왕포에서 조사

된 ‘한 물때’와 비슷한 개념의 사용을 보고하였다. ‘간조에서 만조까지’ 그리고 ‘만
조에서 간조까지’의 변화 과정을 ‘한 물때’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루는 ‘네 물때’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간조에서 만조까지’는 밀물이고, ‘만조에서 간조까
지’는 썰물이다. 결국 두 지역의 사례는 어민들의 민속 지식체계에서 ‘물때’가 6시
간 주기의 밀물과 썰물을 가리키는 시간 개념으로도 사용됨을 보여준다.
물때’의 또 다른 용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면, 왕한석(2010b:

‘

56-57)

은 전남 진도군 조도의 어촌 연구에서 ‘물때’가

지금 물이 쓰거나 든 정도

“

또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되
나?’라고 물으면, ‘지금 참바지(만조)다’ 또는 ‘지금 가샛물(간조)이다’와 같이 답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물때’는 현재 시점을 가리키는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
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요지는 어민 문화 연구에서 ‘물때’ 개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촌 연구들은 ‘물때’라 함은 보통 보름을 한 주기로 한 달에 두 번 반복되는 ‘물
때’에만 주목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
해 수집된 민족지적 자료들은,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체계에서 ‘물때’가 다양한 물
의 상태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시간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어민 문화에서 ‘물때’는 다양한 물의 상
태 및 그 시간성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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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간조’의 물과 때 구분법
(1) ‘만간조’의 물 구분법
시간 단위로 지각된 조류는 다시 밀물과 썰물이 한 조가 되어

6

하루에 두 번 왕복하는 물로 확장되어 범주화된다. 즉,

滿干潮 는

가리키는 ‘만간조(

)’

,

시간 간격으로

12

시간 주기 물의 범주를

12

밀물이 끝나는 절정 단계인 만조와 썰물이 끝나는 절

정 단계인 간조가 경계가 되어 규정되는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구분이다.
연구지에서 ‘만간조’는 몇 개의 순차적인 과정적 단계로 세분되어 인지된다. 그
리고 세분된 순차적인 단계마다 이름을 붙여 부른다. 먼저 ‘만간조’에서 밀물과 썰
물이 들거나 썬 정도나 상태를 지시하는 민속 명칭은 다음과 같다.

물이 다 들어온 상태. 곧 만조 (서술적으로는 ‘참 되었다’․‘(지금) 참물이다’고 표현)
물이 다 써나간 상태. 곧 간조 (서술적으로는 ‘감탕 되었다’고 표현)
3 초물: 만조나 간조가 된 물이 썰물이나 밀물로 돌아선 처음 상태
3.1 초들물: 간조에서 밀물로 돌아선 처음 상태
3.2 초썰물: 만조에서 썰물로 돌아선 처음 상태
4 중물: 만조나 간조를 향해 흐르는 밀물이나 썰물이 중간 정도 들거나 썬 상태 (서술적으로는
‘중물 든다’․‘중물 쓴다’고 표현)
1 참:
2 감탕:

참’과 ‘감탕’은

‘

시간 주기 물 범주의 극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물의 상태

12

다. ‘참’은 밀물의 흐름이 완료된 단계 곧 만조이고, ‘감탕’은 썰물의 흐름이 완료된
단계 곧 간조를 가리킨다. 물이 ‘참 된’ 상태와 ‘감탕 된’ 상태는 물이 들지도 않고
써도 않는, 즉 물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설명된다. 어민들은 이 완료 단
계의 물 상태를 표현할 때 서술적으로는

물이) 참 되었다’와

‘(

물이) 감탕 되었다’

‘(

고 말한다. 그리고 만조와 간조 시 수심이 달라지는데, 주 어장인 “오빠목 같은 디

○

는 감탕으는 한 육칠 메다 될 것이네, 참으는 한 십 메다 되고.”(김 풍, 남,
생)라고 하여, 어민들이 조석간만의 차를 약

년

1943

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m

초물’은 만조 상태에서 또는 간조 상태에서 조류의 방향이 바뀐 물의 처음 상태

‘

를 가리킨다. 만조에서 시작된 썰물도 ‘초물’이라 하고, 간조에서 시작된 밀물도
초물’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명칭 자체에는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표시하는 형태

‘

․

소가 없지만, 언어적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만조에서 써는 ‘초물’인지 아니면 간
조에서 들어오는 ‘초물’인지 구별 가능하다. 또한 ‘초물’은 ‘초들물’과 ‘초썰물’이라
는 분화된 명칭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사용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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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8]

‘물이 이빠이 들왔다가 물이 막 나갈 때 초물에 괴기가 잘 문다.’(김○풍, 남, 1943년생)
‘들물에 나가 낚시를 하면 썰물보다 들물에 물심이 더 좋아 고기가 더 잘 문다. (밀물에 나가면)
초썰물까지 물 보고 온다.’(강○고, 남, 1953년생)
“(위도 대장 앞 여밭에서 낚시를 하는데) 농어만 조금씩 타고[물고]. 농어도 초들물에 쪼금 타고
는 안 타드라고 거그는.”(전○봉, 남, 1957년생)
만조에서 간조 사이 썰물이 중간 정도 썬 상태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 사이 밀물
이 중간 정도 들어온 상태를 ‘중물’이라고 한다. ‘중물’은 ‘초물’과 달리 밀물과 썰
물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별도의 명칭이 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술적 표현에
서 ‘중물’에 결합되는 동사에 의해서 구분 가능하다. 밀물에서의 ‘중물’이면 ‘중물

․ 중물 난다 고 말한다

든다’고 하고, 썰물에서의 ‘중물’이면 ‘중물 쓴다’

‘

’

중물 넘는

. ‘

다’고도 하는데, 이 경우도 만조 상태에서 써는 ‘중물’인지 아니면 간조 상태에서

․

드는 ‘중물’인지는 언어적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구별 가능하다. ‘중물’은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각각 대체로

시간 정도 된 상태를 가리킨다. ‘중물 들면’ 고기가

3

안 잡힌다고 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어민들은 물이 들거나 썬 정도 및 상태를 구분하는 것에 머물
지 않고, 만조와 간조 상태에서 정지되었던 물이 흐름을 바꾸는 순간까지도 포착하
여 구분하고 있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5 추어지:
6 소화지:

만조 상태에서 잠깐 멈추었던 물이 썰물로 도는 것 (서술적으로 ‘추어지 한다’고 표현)
간조 상태에서 잠깐 멈추었던 물이 밀물로 도는 것 (서술적으로 ‘소화지 한다’고 표현)

참’과 ‘감탕’이 서로 극점에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어지’와 ‘소화지’는

‘

만조와 간조의 상태와 관련되어 서로 극점에서 대응한다. ‘추어지’는 만조 상태에
서 조류의 방향이 썰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물이 썰물의 기운으로 돌아
섰다고 해서 ‘썰물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서술적으로는 ‘추어지 한다’ 또는 ‘썰물기

․ 썰물기 났다 와 같이 표현한다

한다’

‘

’

.

또한 ‘추어지 (한다)’는 ‘비들이 (한다)’ 또는

비돌이 (나간다)’라고도 한다. 이와 대조를 이루어 ‘소화지’는 간조 상태에서 조류

‘

의 방향이 밀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물이 밀물의 기운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들물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서술적으로는 ‘소화지 한다’ 또는 ‘들물기 한다’
등으로 표현한다. ‘추어지’와 ‘소화지’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제보자들도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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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만간조’에 대한 진술에서 놀라운 점은, 만조나 간조 상태에서 물이 썰
물이나 밀물로 돌 때 물이 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었다가 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학에서 ‘정조(

停潮 라고 말하는 물의 상태 변화까지도
)’

어민들은 미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석현상을 간파한 어민들의
섬세한 인지체계는 미묘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즉, ‘참’과 ‘감
탕’은 ‘참 되었다’와 ‘감탕 되었다’고 표현하고, ‘추어지’와 ‘소화지’는 ‘추어지 한다’
와 ‘소화지 한다’고 표현한다. 전자는 ‘되었다’라는 술어를 통해 바닷물의 흐름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고, 후자는 ‘한다’라는 술어를 통해 바닷물의 움직임이 시작
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정리하면, 물 범주 ‘만간조’는 모두 8단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바닷물의

Ⅰ

변화로 이해된다. 썰물이 다 나간 ‘감탕’ 상태에서(단계

Ⅱ

화지’를 하면(단계

Ⅳ

Ⅲ

초(들)물’이 들고(단계

)

‘

밀물이

)

)

물이 밀물로 바뀌는 ‘소

시간 정도 들면 ‘중물’ 단

3

Ⅴ 다시
밀물이 다 들어온 참 상태에서 물이 썰물로 돌아서는 추어지 를 하면 단계Ⅵ 초
썰 물 이 나가고 단계Ⅶ 썰물이 시간 정도 써면 중물 단계가 되고 단계Ⅷ 중
물 을 넘어 물이 계속 써면 마침내 다시 감탕 이 된다 단계Ⅰ 이렇게 밀물과 썰물
계가 되고(단계

)

중물’을 넘어 계속 물이 들면 마침내 ‘참’이 된다(단계

‘

‘

(

)

’

’

(

‘

)

3

’

은

‘

‘

’

’

(

(

) ‘

(

)

‘

).

시간 주기로 모두 8단계의 과정을 거쳐 한 차례의 순환을 마치게 된다. 이 과

12

정이 하루에 두 번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stage-process

relation)

표

시간 주기 물의 구분법은 단계-과정

12

의 의미관계로 조직된 구분체계로 파악된다. 즉, ‘만간조’의 구

분은 조건 구분법(contingency
<

’

).

classification)

을 이룬다. 이것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와 같다.

5-4>

<표 5-4> 12시간 주기 ‘만간조’의 조건 구분법
[단계Ⅴ]
참


[단계Ⅴ]

[단계Ⅳ]
⇜~~~~~~들물~~~~~~

⇜~중물~~

추어지

~~중물~⇝

[단계Ⅵ]

~~초(썰)물~~⇝
[단계Ⅶ]

[단계Ⅲ]

[단계Ⅱ]

⇜~~초(들)물~~

소화지

[단계Ⅰ]



~~~~~~썰물~~~~~⇝

[단계Ⅷ]

감탕
[단계Ⅰ]

바다 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어휘적 구분체계를 조사한 최근의 한 연구도
주기 물의 과정적 변화에 대한 구분법을 보고하였다(왕한석

2012b: 74-75).

시간

12

이 연구

에 따르면, 경남 사량도 어촌에서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7

단계로 바닷물의 변화를 구분하고 있다. 왕포 어촌에서 구분되고 있는 ‘초(썰)물’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차이는 일면 서해가 남해보다 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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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라는 환경 차이와 관련된 인지적 차이로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세분된 바닷물의 구분체계는 조석현상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체계가 얼
마나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91)

(2) 12시간 주기의 물때 구분법

만간조’의 물 명칭들은 앞서 살펴본 ‘들물’과 ‘쓸물’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시간

‘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어민들은 바다에서의 어로활동과 관련된 특정 시점이나 시간
을 표현할 때 이 물 명칭들을 사용하여 말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5-9]

① “그전에 나도 (실뱀장어그물을) 니 틀인가 다섯 틀인가 놓고 저녁내 봤당게. 첫 들물에 가먼
참 되드락. … 근게 우리도 그때 돌아감서 보는디, 야튼 들물이 가먼 참 되야 와.”(김○풍, 남, 1943
년생)
② ‘대화잽이는 쓸물에 놓았다 들물에 걷어서 온다. 대화잽이는 금방 돌아온다. 감탕에 놓았다가
소화지 하면 (그물을) 걷는다.’(박○님, 여, 1931년생)
③ ‘물이 썼다가 방파제에 물이 닿으면, 물이 참 되면 그때 가서 젓을 털어 오는 것이다. 바닥일
은 물때대로 하는 것이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조○옥, 여, 1934년생)
위 사례에서

①의 제보자는 과거에 실뱀장어잡이를 할 때

저녁내’ 조업을 했다

‘

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첫 들물’ 곧 ‘초들물’에 출항하여 ‘참’이 될 때까지 조업
을 한 후 마을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녁내’ 조업한 시간은 ‘초들물’부
터 ‘참’까지 대략

시간임을 알 수 있다.

6

②의 제보자는 대하잡이를 하는 조업 시

간이 매우 짧음을 설명하면서 썰물에 그물을 놓고 밀물에 걷어서 온다고, 구체적으
로는 ‘감탕’에 그물을 놓고 ‘소화지’ 하면 그물을 걷는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③의

제보자는 정치망인 ‘젓그물’로 새우잡이를 할 때 조업을 나가는 시간이 ‘참’이 되는
때임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바다에서의 어로활동 곧 “바닥일은 물때대로” 하는 것
이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다시 말해, ‘만간조’의 물 상태를 나타내는 단계 명칭들이 어로 관련 시간을 표
현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물 명칭들이 세부적인 ‘물때’로 인지되고

Ⅰ 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만간조’의 구분체계에서 ‘감탕’(단계

Ⅴ 까지 그리고
)

Ⅴ 에서

참’(단계

‘

)

Ⅰ 까지는 각각

감탕’(단계

‘

)

)

참’(단계

‘

들물’과 ‘쓸물’의 범주

‘

91) 멜라네시아 솔로몬제도의 라우(Lau)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9단계의 변화로 구분한다
(Akimich 1978: 306). 그런데 이들의 구분체계에서는 여(rock)의 노출 여부가 네 단계의 물 상태
를 지각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세한 내용은 Akimich(197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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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에서

에 해당하므로, ‘단계

’

Ⅴ 까지 그리고

단계

‘

’

Ⅴ 에서

단계

‘

’

Ⅰ 까지는 각각

단계

‘

’

시간 주기의 시간 개념으로서 사실상 ‘한 물때’로 인지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6

쓸물 한 물때’와 ‘들물 한 물때’가 된다. 그러므로 썰물의 네 단계와 밀물의 네 단

‘

계는 각각 ‘한 물때’ 안에서 특정 시점이 되는 작은 ‘물때’를 지시한다.
그래서 “물때대로” 당일치기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로활동은 대개 ‘쓸물 한 물
때’와 ‘들물 한 물때’를 이용하는 것이다. 썰물에 출항해서 조업하고 밀물에 회항하
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때’ 이용 양상은 특히 풍선어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 ‘풍선배’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바다를 드나들어야 했기
때문에, 조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매일 물이 한 시간씩 차이가 나며 계속 늦
어지기 때문에 “물때 따라서” 새벽 1시나 2시에 어장을 나가기도 하고 날 새서 나
갈 때도 있었다. 어장을 나가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항시 물의 변화를 주
시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마을과 어장 간 이동 시간도 오래 걸렸다. ‘싸녀’나 위
도 부근 어장을 가기 위해 “쓸물 한 물때”를 “왼 물때”로 써야 했다는 것은, 그만
큼 먼 거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보자들의 과장이 어느 정도 섞인 표현으로 이해
한다고 할지라도, 썰물과 밀물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제6장 바람의 민속구분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람을 잘 만나, 즉 어장 나

“

갈 때 썰물에 ‘샛바람’(동풍)을 만나거나 육지로 돌아올 때 밀물에 ‘늦바람’(서풍)을
만나면 손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초썰물’ 무렵에는 출어를 해야
조업하기 적당한 물 상태에 맞춰 어장에 도착하여 ‘감탕’을 전후로 썰물과 밀물에
조업을 하고 ‘들물’에 회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계배의 도입으로 ‘물때’ 이용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은 어장 나가는데

․

들물’ 썰물이 없어진 것이다. 조류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된 것이다. 동력선을 이

‘

용하기 때문에, 썰물에 나가 밀물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다. 조업 시간이 대체로
일정한 주꾸미잡이를 예로 들어 기술해 보면, 어민들은 대개 오전
출어하여 오전

시 전후로

5~6

시 전후로 회항한다. 어장 나가는 시간이 “물때 따라서” 변동

11~12

하지 않고 거의 고정적이다. 어장에 나가는 시간이 대체로 고정적인 반면에, ‘물때’
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침 ‘썰물’에 어장을 나가기도 하고 아침 ‘들
물’에 어장을 나가기도 한다. 다만 어민들은 아침 ‘물때’가 썰물일 때 어장 나가는
시간이 간조에 가까운 것에 신경을 쓴다. 어장 나가는 시간이 간조에 가까울수록
배가 갯바닥에 걸려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아침 ‘물때’가 이럴 경우 육지 쪽 가까이에 배를 댄 어민들이 전날 오후 밀물에
배를 방파제 끝으로 옮겨 다시 정박시키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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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어장 이동 시간도 줄었다. 특히 선외기의 도입으로 기동력이 좋아
지면서 편도로 어장 이동 시간이 평균

분 이내, 길어야 1시간 반을 넘기지 않게

30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어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온 ‘사리때’를 놓고 보
면, 대개 썰물의 ‘중물’ 전후에 출항해서 ‘초들물’이나 ‘중물’ 무렵까지 조업을 하고
밀물의 ‘중물’ 전후로 회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하루에 바다에서 보내는 조업
시간이 어장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6시간 정도가 된 것이다. 더 이상 ‘한 물
때’에 고기 잡고 ‘한 물때’에 돌아오는 식의 조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외기 동력선을 이용해 당일치기 조업을 하는 연구지에서 어
로활동은, 온전히 ‘두 물때’를 써야 했던 풍선어업과 달리 밀물과 썰물을 합하여
시간상으로 ‘한 물때’를 쓰는 어로활동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
배, 특히 선외기의 도입이 조류에 대한 의존성과 어장 이동 시간을 감소시킴으로
써, 결국 어선의 입출항에 필요한 ‘물때’ 이용에 썰물과 밀물의 구분이 거의 불필
요한 어로 상황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어로활
동에서 썰물과 밀물의 구분이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개 채취 같은
맨손어업은 물이 어느 정도 빠져 갯벌이 드러나야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
계배로 이동한다고 해도 여전히 썰물에 출항해 밀물에 회항해야만 한다. 대체적으
로는 썰물의 ‘중물’ 무렵에 나가서 조개를 파고 밀물의 ‘중물’ 무렵에 돌아오는 식
으로 어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3) ‘조석수’의 물과 때 구분법
(1) ‘조석수’의 물 구분법
시간 주기 물을 가리키는 ‘조석수(

24

묶는

潮汐水 는
)’

92)

,

사실상 밀물과 썰물을 한 조로

시간 주기 물 곧 ‘만간조’가 하루에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범주

12

다. “물이 하루에 두 번 들고 쓴다.”라는 표현의 최대 범주인 셈이다. 그 명칭은 다
음과 같다.

아침에 들어왔다 써 나가는 물. 곧 조수(潮水)
날이 새기 전 새벽에 들어왔다 써 나가는 물
1.2 아침물: 날이 샌 후 아침에 들어왔다 써 나가는 물

1 아침물:
1.1 새복물:

92) 이 글에서 사용되는 ‘조석수’는 사전에 정의된 ‘조석수’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사전에서는 ‘조석
수’가 ‘석수’의 반대말인 ‘조수’와 같은 말로 좁게 정의된다(국립국어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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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녁물:

저녁에 들어왔다 써 나가는 물. 곧 석수(汐水)

아침물’과 ‘저녁물’은 각각 ‘아침+물’과 ‘저녁+물’의 구조로 이루어진 명칭으로,

‘

조석현상이 발생한 시간대를 글자 그대로 보여준다. ‘들고 쓰는’ 물이 아침에 일어
나면 ‘아침물’로, 저녁에 일어나면 ‘저녁물’로 구분하여 명명한 것이다. 여기서 ‘아
침’과 ‘저녁’이라는 시간 구분은 오전과 오후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아침물’은 다시 ‘새복물’[새벽물]과 ‘아침물’로 나뉘는데, 이것은 해 뜨기 전후로 오

‘

전의 조석현상이 다시 세분된 것이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석수’는 <표

시간 주기 물 곧 ‘조

24

와 같이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5-5>

<표 5-5> 24시간 주기 물 ‘조석수’의 민속분류법
새복물

아침물

물

아침물

저녁물

조석현상이 발생하는 아침저녁 시간대에 의거해 바닷물을 구분한 ‘조석수’는, 이
제까지 어민 문화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조석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潮水

민속 범주일 것이다. 게다가 ‘아침물’과 ‘저녁물’은 한자어 명칭 ‘조수(
(

汐水 에 대응하는 고유어 명칭으로
)’

,

와 ‘석수

)’

어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민속

명칭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일 것이다.
그리고 ‘조석수’의 구분법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아침물’의 세분화다. ‘아침
물’과 ‘저녁물’이 시간의 길이 면에서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물’이 더 세밀하게
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주로 ‘아침물’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93)

다른 한편으로는 조류가 매일

분씩 늦어짐에 따

50

라 조석현상이 발생하는 시간이 매일 똑같지 않음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 이해할 수 있다. 매일 시간이 달라지므로 어장에 나갈 수 있는 ‘아침물’이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날이 밝은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94)

93) 어촌 사회에서 어로활동이 주로 ‘아침물’에 이루어지는 것은 활동의 편리성과 함께 어획물을 팔
기 수월하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수산물은 보관이 어렵고 쉽게 부패하는 특성
때문에 어획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어민들에게는 이익이다.
94) 젊은 어민 중에는 “낮에 들고 쓰니까 낮물이지.”(김○원, 남, 1957년생)라며 ‘낮물’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노년층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돼온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과거 풍선어업 때와 달리 젊은 어민들은 기계배로 “들물․썰
물” 및 “사리․조금” 구분 없이 조업하기 때문에, 정오를 전후한 낮 시간의 조석현상을 구별하는
지각이 새롭게 출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언어 사용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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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주기의 물때 구분법
① 아침물때와 저녁물때
앞서 살펴본 다른 시간 단위의 물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석수’의 물 명칭들도
바다에서의 어로활동과 관련된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물때’ 표현으로 사
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물 명칭에 시간 조사

‘-

에’가 결합되는 형태 곧 ‘물 명칭+

에’로 보통 사용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5-10]

‘갯바닥에 쏙 파러 많이 다녔다. 새복물에 쏙 파러 가고 저녁밥 먹고 이 물 쓰면 저녁물에도 쏙
파러 간다.’(박○님, 여, 1931년생)
위 사례는 주낙 미끼인 쏙을 파러 갯벌에 “새복물에”도 가고 “저녁물에”도 다녔
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새복물’과 ‘저녁물’은 정확히 말하면 갯벌에 나갈 수 있는
새벽 썰물과 저녁 썰물이 전개되는 시점을 의미할 것이다.

조석수’는 부사적 표현과 함께 ‘물때’의 어휘적 명칭이 분화되어 사용된다. 그

‘

명칭은 다음과 같다.

아침물(조수)이 전개되는 물때
1.1 새복물때: 날이 새기 전 새벽에 전개되는 아침물때
1.2 아침물때: 날이 샌 후 아침에 전개되는 아침물때
2 저녁물때: 저녁물(석수)이 전개되는 물때
1 아침물때:

어형 구조상 ‘조석수’의 물 명칭에 시간 명사 ‘때’가 결합된 형태일 것인데, 아침
에 ‘들고 쓰는’ 물은 ‘아침물때’로 불리고, 이는 다시 ‘새복물때’[새벽물때]와 ‘아침
물때’로 세분된다. 그리고 저녁에 ‘들고 쓰는’ 물은 ‘저녁물때’로 불린다. 다른 물
범주들의 경우 구분된 ‘물때’ 명칭 없이 ‘물 명칭+에’의 부사적 표현으로만 사용된
것과 달리, ‘조석수’는 물 명칭과 ‘물때’ 명칭이 형태상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물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주기 ‘물때’의 어휘적 구분체계도

24

물 명칭의 그것과 같은 의미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물 명칭과 구별된 ‘물때’ 명칭
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때’의 구분체계는 앞의 경우들과 달리 도표로 나
타내고자 한다. 다음

표

<

은

5-6>

시간 주기 ‘물때’의 민속분류법을 보여준다. 이

24

미 언급한 대로, 물의 구분이 곧 시간의 구분이 되므로, 물의 인지 유형과 ‘물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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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유형이 동일하게 의미 구조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24시간 주기 물때 ‘조석수’의 민속분류법
아침물때

새복물때

물때
아침물때

저녁물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민들이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조석수’
의 ‘물때’를 말할 때 썰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석수’가 밀물과 썰물이
한 조로 지각되어 하루에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범주화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
류를 보다 더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

․

해, 밀물과 썰물은 상호 교차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조류를 시작점으로
보는가 또는 어떤 조류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보는가는 사실상 자의적인 문제
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석수’가 설명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아침물’과 ‘저녁물’은 각각 아침과 저녁에

‘

들고 쓰는’ 물이다. ‘쓰고 드는’ 물이 아니라 ‘들고 쓰는’ 물로 설명된다는 점에 주

‘

목해 보면, ‘들물’이 먼저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석현상을 밀물로 시
작해서 썰물로 끝나는 하나의 순환체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경남 사량도 어촌
연구에서 ‘만간조’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기술한 왕한석(2012b:

은, 어민들의

75)

서술적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시각이 ‘날물’(썰물)이 아닌 ‘들물’로의 변화로부터 바
닷물의 순환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날물’보다 ‘들물’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특별한 문화적 이유가 없는 한, ‘날물’보다 ‘들물’을
우선시하는 시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지각 유형”인 것이다. 사량도 어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에서도 순환하는 바닷물의 변화가 ‘들물’로부터 먼저 지각되
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서 본 ‘만간조’의 조건 구분법에서도 조류는 ‘감탕’

Ⅰ 에서

단계

(

)

Ⅴ 으로 먼저 전개된 것이다

참’(단계

‘

)

표

. (<

를 참조할 것.)

5-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민들의 실질적인 관심은 언제 물이 써는가에 있다. 왜냐
하면 “쓰는 물에 어장하러 가고 조개 파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에서의 어
선어업이든 갯벌에서의 맨손어업이든 기본적으로 썰물에 어로활동을 하러 나간다.
그 썰물을 놓치면 그날 하루는 어로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일
을 나갈 수 있는 썰물에 초점을 맞추어 ‘아침물’과 ‘저녁물’의 조류 변화를 바라보
는 시각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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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바닷물의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구분할 수 있다. 어민들의
지각 유형은 바닷물의 변화를 밀물에 시작점을 두고 있으나,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썰물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석수’를 말할 때 ‘물때’는 엄밀
히 말하면 ‘드는 물’이 아니라 ‘쓰는 물’을 의미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5-11]

① “(@여섯마 지나면 젓 못 밀어요?) 아침물때(만 민다). 저녁물때는 인자 늦고, 아침물때(만 갓
젓 민다). (세물부터 여섯물까지는) 두 번 가. 아침이 가고 저녁으 가고. 오늘 아침이들도 가고. (아
침에 갓젓 밀러들) 갔다 왔지. 그러고 인자 물 들어 갖고 인자 이놈 또 쓰면 또 나가.”(박○님, 여,
1931년생)
② ‘이제 아침물때라서 내일부터 아침에 젓을 밀 수 있다. 오늘 저녁물에 젓 밀러 가려고 한다.’
(배○열, 남, 1948년생)
위 사례에서

①은 한여름 오후에 마을 모정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할머니들이

갓젓’ 밀러 나가는 각시들을 보고 ‘물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루어

‘

진 인터뷰 내용이다. 물때가 네물인 날이었다. 마을에서 ‘갓젓’을 잘 밀기로 소문난
한 각시가 전날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젓’을 밀고 있는데, 이렇게 ‘갓
젓’을 하루에 두 번 잡을 수 있는 물때는 ‘서마’(세물)부터 ‘여섯마’(여섯물)까지다.
여섯물이 넘어가면 ‘저녁물’에 물이 써는 시간이 늦어 ‘저녁물때’에는 ‘갓젓’을 밀
수 없고 ‘아침물때’에만 할 수 있다. “인자 물 들어 갖고 인자 이놈 또 쓰면 또 나
가.”라는 제보자의 말은, ‘들물’이 먼저 지각되는 것과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쓸물’
을 기다리는 어민들의 두 시각을 동시에 잘 보여준다.

②의 어민은 여름에 배로 젓새우를 잡는 어장을 하는 경우로

,

물때’가 맞질 않

‘

아서 당일까지는 아침에 ‘배젓’을 밀지 못했는데 이튿날부터는 ‘아침물때’라서 아침
에 ‘젓’을 밀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때가 다섯물인 날이었다. 이 날은 물때로 보면
만조가 새벽 2시 무렵으로 따라서 새벽 5시 전후의 썰물에 출항할 수 있는 ‘새복물
때’에 해당한다. 특히 ‘배젓’을 밀 때는 어두운 새벽이나 저녁에는 젓새우가 잘 잡
히지 않기도 하고 ‘눈타리’ 같은 잡어가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민들은 ‘새복
물때’나 늦은 ‘저녁물때’를 피해 날이 밝은 ‘아침물때’나 이른 ‘저녁물때’에 주로 조
업한다. 그런데 다음날은 여섯물로 6시 전후에, 즉 날이 샌 후에 바다에 나가면 되
는 ‘아침물때’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물때라서” 아침 썰물에 조업을 나갈 수

“

있는 것이다.
연구지에서 어로활동은 대부분 아침 썰물에 출항하여 ‘아침물때’에 이루어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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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장에 따라서는 저녁 썰물에 출항하여 ‘저녁물때’에 조업하는 경우도 있
다. 새우그물과 ‘시라시그물’로 젓새우와 실뱀장어를 잡는 어장이 대표적인 ‘저녁물
때’ 어장이다. 새우잡이는 오후

시 전후에 출항하여 조업하고, 야행성인 ‘시라

3~4

시’를 잡는 실뱀장어잡이는 새벽 1시 전후에 출항하여 조업한다.
조석현상은
일 약

일 동안 매일매일 물의 상태가 변한다. 조류나 만간조의 시간이 매

15

분씩 늦어진다. 그래서 조석현상을

50

일로 놓고 보면 ‘아침물때’와 ‘저녁물

15

때’의 썰물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주로 조업이 이루어
지는 ‘아침물’의 경우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적당한 썰물이, 보름 주기 물때에 따라
서 빠르면 새벽이 되기도 하고 늦으면 정오 가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장에 나
가는 ‘아침물’이 썰물일 때도 있고 밀물일 때도 있다. 다음 절

“4.

한 달 단위의 조

석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보름 주기 물때의 체계로 보
면, 대개 ‘사리때’는 ‘아침물때’가 썰물이고 ‘조금때’는 밀물이 된다. 그러고 보면,
과거 풍선어업 시절 ‘사리때’ 주로 조업을 나가고 ‘조금때’ 어장을 쉬었던 어로 관
행은, ‘아침물’이 썰물인 ‘사리때’가 조류를 이용해 어장 나가기에 보다 적합한 ‘물
때’였던 점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95)

오늘날은 기계배를 타면서 ‘아침물때’의 조류와 상관없이 어민들은 조업을 나간
다. 그렇다고 밀물과 썰물이 어로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류의
방향은 구체적인 어로 과정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5-12]

‘쭈끼미잽이는 아침물때에 한다. 지금은 아침물때가 썰물이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며 작업한
다. 조금 있으면 아침물때가 들물이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작업한다. 물때 따라서 작업 방향
이 틀리다. 그래서 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 사리때 물이 쌀[셀] 때만 들물․썰물 따라 하고,
조금때는 물살이 약하니까 들물․썰물 같이 봐 버린다.’(전○봉, 남, 1957년생)
즉, ‘아침물때’가 썰물이냐 밀물이냐에 따라서 주꾸미 ‘소랑줄’을 끌어당기는 작
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민들이 조업할 때는 조류를 역수(

逆水 하며 그물이나 주낙
)

을 끌어당긴다. 풍선시절 사람의 힘으로 주낙을 끌어당길 때는 조류를 따라서 주낙
을 끌어올렸다. 그렇지 않고 역수를 하면 배가 조류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
이다. 그런데 지금은 동력선을 타고 양승기를 이용해 어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조류를 역수해서 그물이나 주낙을 당겨도 물살을 이길 힘이 있어 배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조류가 동서로 흐르는 곰소만에서는 썰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
95) 물론 물살이 약한 ‘조금때’보다 물살이 센 ‘사리때’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는 물때와 어획량의 관
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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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조류를 역수해서 작업을 하는 어민들은
아침물’이 썰물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며 주낙을 당기고, 밀물이면 동쪽에

‘

서 서쪽으로 내려가며 주낙을 당기는 것이다. 또한 물발이 세고 약한 ‘사리때’와
조금때’를 구별하여 조류 방향과 작업 방향도 고려한다. 어민들은 물때 따라서 조

‘

류 방향과 물살의 세기를 읽으며 작업 방향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② 빠른 물때․ 늦은 물때․ 지는 물때
연구지에서는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아침물’과 ‘저녁물’의 시간이 빠르고 늦음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물때 표현도 사용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조석수’가 시간상
으로 빠르고 늦음을 나타내는 물때도 엄밀히 말하면 어로 작업을 나가는 아침 썰
물과 저녁 썰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또는 이른 물때: 아침물때의 썰물 시간이 너무 빨라 어로활동을 나가는 시간이 새
벽녘이 되는 물때 (서술적으로는 ‘물때가 빠르다’ 또는 ‘물때가 이르다’고 표현)
2 늦은 물때: 아침물때의 썰물 시간이 너무 늦어 어로활동을 나가는 시간이 정오 무렵이 되는
물때 (서술적으로는 ‘물때가 늦다’고 표현)
3 지는 물때 또는 저문 물때: 저녁물때의 썰물 시간이 늦어 어로활동을 나가는 시간이 해 질
무렵이 되는 물때 (서술적으로는 ‘물때가 저문다’고 표현)
1 빠른 물때

이 상대적인 물때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어휘적 명칭이기보다는 서술적 표현이
관용적인 물때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일 것이다.
빠른 물때’와 ‘늦은 물때’는 ‘아침물’과 관련된 것이고, ‘지는 물때’는 ‘저녁물’과

‘

․ ․

관련된 것이다. 어장의 종류 계절 보름 주기 물때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민들은 대체로 아침 6시 전후 ‘아침물때’에 어로활동을 나간다. 이것을 보통 ‘물
때’라고 하면, 이보다 이른 새벽녘에 어로활동을 나가야 하는 물때를 ‘빠른 물때’
또는 ‘이른 물때’라고 한다. 반면에 보통 ‘물때’보다 늦은 시간에, 대개 오전 9시를
넘겨 바다에 나가야 하는 오전 물때가 되면 ‘늦은 물때’라고 한다. 그리고 ‘저녁물
때’의 경우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썰물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면 ‘지는 물때’ 또는
저문 물때’라고 한다. 몇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5-13]

① ‘어제 그제 물때가 나빠서 젓(갓젓)이 안 났다. 저물거나 아침에 너무 빠른 물때에는 젓이 없
다. 사릿발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젓이 조금 적게 난다. 조금때는 죽는 무심이라 젓을 많이 밀
때는 많이 민다. 대화․기․쭈끼미는 물때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젓 미는 것은 영향을 크게 받
는다.’(조○옥, 여, 193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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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전에는 여기서 1시간 거리인 가마미 해수욕장까지 가서 젓을 밀기도 했다. 오늘처럼 늦은
물때에 나오면 먹고 잘 준비를 해 와서 배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물때에 젓 밀고 들어가기도 했다.’
(배○열, 남, 1948년생)
③ “(모레는) 지는 물때라 안 돼. 낮에는 (조개 파러) 가도 되지만 지는 물때라 저녁에 돌아오니
까 안 돼.”(박○님, 여, 1931년생)
위 사례에서

①은

갓젓’잡이에 대한 이야기로, 젓새우는 날이 어두우면 어획량

‘

이 적다. 어민들은 새우들도 해가 지면 잠을 자려고 바닥에 붙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져 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는 ‘저문 물때’나 아직
날이 밝기 전인 ‘빠른 물때’에는 젓새우 어획량이 감소한다. 게다가 ‘갓젓’잡이는
다른 어장과 달리 물살이 센 ‘사릿발’보다는 물살이 약한 ‘조금때’에 어획량이 더

․

좋다. 그런데 “물때가 나빠서” 어획량이 적었던 날은, 물때가 네물과 다섯 여섯물
인 날이었다. 물때가 빠르면서 ‘사릿발’에 접어든 시기였던 것이다.

②는

배젓’잡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날은 물때가 두물로 정오 무렵 만조가 되어

‘

썰물이 늦게 시작되는 ‘늦은 물때’였고 오후 1시를 넘겨 조업이 시작되었다. ‘쏘내
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렇게 물때가 늦을 때 어장이 멀면 조업한 후에 배 위에서
밤을 나고 이튿날 ‘새벽물때’에 다시 한 번 조업하고 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③은 조개잡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

조개양식장 주인이 조개 파러 가자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여성 어민은 물때가 ‘지는 물때’라 안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은
물때가 무쉬인 날이었다. 조개 채취 예정일은 물때가 두물인 날로 물때가 늦어 정
오가 지나서야 갯벌에 나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도 늦게 끝날 것이고
오후 7시가 넘어야 마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진 저녁 시간까지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성 어민은 조개 파러 가지 않
으려고 한 것이다. 사실 ‘조금때’는 물이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므로 실제 작업 시
간이 짧아 조개 채취를 하지 않는 편이다.
요컨대 어로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침물때’를 기준으로 물때를 빠르고 늦다
고 표현하는 이러한 구분방식은, 바다로 어로활동을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물때에
대한 어민들의 시간 개념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저녁물’보다는 ‘아침물’에,
들물’보다는 ‘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물’과 ‘저녁물’이

‘

․

12

시간 간격으로 교차 순환하는 체계이므로, ‘아침물’이 ‘빠른 물때’이면 ‘저녁물’도
물때’가 빨라지고, ‘아침물’이 ‘늦은 물때’이면 ‘저녁물’도 그만큼 늦어져 ‘지는 물

‘

때’가 되는 상관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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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의 물때와 어로 횟수
물때 따라” 어로활동을 나갈 수 있는 썰물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때가 빠

“

르고 늦음에 따라서 하루의 어로 횟수가 한 번이 될 때도 있고 두 번이 될 때도
있다. 연구지에서는 하루의 어로 횟수와 관련하여 물과 때를 구분하는 언어적 사용
을 또한 볼 수 있다.
논의에 앞서 ‘물 보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구지에서
는 바다에서 어구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을 ‘물 본다’고 한다. ‘물 보러 간다’는
것은 ‘잡으러 간다’는 말이고, ‘물 보고 왔다’는 것은 ‘잡고 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맨손어업에는 ‘물 본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14]

‘새우는 낮에 물 보고, 시라시는 밤에 물 본다. 시라시가 야행성이라.’(전○봉, 남, 1957년생)
“(배○종이 오늘 하루에만) 소라 물 보고, 기 물 보고 (했다)”(박○님, 여, 1931년생)
‘10월 말쯤부터 쭈꾸미잡이를 시작했는데, 바람이 불어 몇 번 나가지도 못했다. 한 번 물 보면
50키로 정도 나온다. 쭈꾸미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삼일에 한 번 물 보러 간다.’(김○임, 여, 1958년
생)
어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녁물’에 한 번 ‘물 보기도’ 하나, 어민들은 대개 ‘아침
물’에 한 번 ‘물 본다.’ 그러나 ‘아침물’이 빠르면 곧 ‘빠른 물때’일 때는 ‘저녁물’도
빠르기 때문에, ‘아침물’과 ‘저녁물’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 ‘물을 볼’ 수 있다. 이
렇게 물때 따라서 하루의 어로 횟수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
현이 구별되어 사용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서술적으로 표현된다.

하루에 한 번 조업하다.
하루에 두 번 조업하다.

1 (한) 물 보다:
2 두 물 보다:

하루에 한 번 ‘물 보는’ 것은 횟수를 붙이지 않고 보통 그냥 ‘물 보다’라고 하는
반면, 두 번 ‘물 보는’ 것은 횟수를 표기하여 ‘두 물 보다’라고 한다. 하루에 한 번
조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물 보다’가 무표형이고, ‘두 물 보다’가 유
표형인 것이다. 한편 젓새우를 잡는 ‘젓 미는’ 경우는 두 번 ‘물 보는’ 것을 ‘두 물
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어장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
루에 한 번 조업할 수 있는 물때면 ‘한 물때’라고 하고, 두 번 조업할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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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두 물때’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15]

‘(병어를) 오늘 두 물 봤다.’(김○연, 남, 1960년생)
“(갓젓을) 두 번 밀 때는 좀 있어야 혀. 오늘이 조금. 낼모레, 한 삼일, 사일 있으믄 두 물 밀 때
돌아오네. 저녁 때 밀고 새복으 밀고. (한 사리에) 사흘, 나흘. 이 물 밀고 이 무심 밀고 이, 또 거
시기 무심 밀고. 저녁. 아침에 밀고 이 물(저녁 밀고). 근게 두 물.”(박○순, 여, 1950년생)
“저녁물때는 인자 늦고, 아침물때(만 갓젓 민다). (세물부터 여섯물까지는) 두 번 가. 아침이 가
고 저녁으 가고. 오늘 아침이들도 가고. (아침에 갓젓 밀러들) 갔다 왔지. 그러고 인자 물 들어 갖
고 인자 이놈 또 쓰면 또 나가. 두 물때 가. 나는 여그(모정) 앉어서 두 물때 밀어. (웃음)”(박○님,
여, 1931년생)96)
하루의 물때와 어로 횟수의 관계를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표

<

과 같다.

5-7>

<표 5-7> ‘조석수’ 물때와 어로 횟수의 관계

조석수
조수
보통 물때
늦은 물때
빠른 물때

아침물때
○
○
○

저녁물때
×
×
○

어로 횟수
한 물/한 물때
한 물/한 물때
두 물/두 물때

즉, 보통 ‘물때’에는 대개 ‘아침물때’에 한 번 조업한다. 어민의 의지에 따라서는
저녁물’에 한 번 더 조업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아침물’이 늦어져 ‘늦은 물때’

‘

가 되면 ‘아침물때’에만 한 번 조업할 수 있는 ‘한 물때’다. 그런데 ‘아침물’이 ‘빠른
물때’가 되면 ‘아침물때’와 ‘저녁물때’에 모두 조업을 할 수 있어 ‘두 물때’가 된다.
현지조사 동안 연구지에서 ‘두 물 보는’ 경우는 주로 여름에 젓새우를 잡는 ‘갓
젓’ 조업이었다. 그리고 꽃게금어기 동안 대체 어장의 하나로 하는 병어잡이였다.
갓젓’잡이는 보름 주기 ‘물때’로 보면 대개 세물부터 여섯물까지 이루어진 반면에,

‘

병어잡이는 주로 ‘사리때’에 아침저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갓젓’잡이는 ‘두
물때’가 지나면 ‘물때’가 점차 늦어져 ‘아침물’에만 ‘젓’을 밀 수 있다. 그러나 병어
잡이는 흘림그물(유자망) 조업이기 때문에, 물발이 센 ‘사리때’에는 어민의 의지에
따라서 ‘저녁물’에도 조업을 나가 ‘두 물을 보는’ 경우였다.
그런데 여기서 ‘두 물을 보는’ 어장들이 주로 여름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
96) 여기서 “나는 여그 앉어서 두 물때 밀어.”라는 우스갯소리는, 아침과 저녁에 ‘젓’을 ‘두 물’ 미는
이야기 끝에 덧붙여 오전에 모정에 나와서 놀다가 집에 가서 점심밥 먹고 오후에 다시 모정에 나
와서 논다는 것을 ‘두 물때’ 미는 것에 비유한 재치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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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아침물때’
와 ‘저녁물때’ 모두를 이용한 조업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두 물 보는’
어로활동은 낮이 긴 여름철에 주로 행해지는 어로 관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한 달 단위 조석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밀물과 썰물에 토대한 하루 단위 조석의 지각은 다시 한 달 단위 조석의 지각으
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바닷물의 상태는 매일 똑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주기로 일정한 물의 상태가 반복된다. 즉,

15

하루하루 물의 상태가 다르지만,

일 동안은

15

일을 전체로 놓고 보면 보름을 단위로 한 달에

15

두 번 비슷한 물의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연구지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는
바닷물의 상태를 ‘물때’라고 부르며, 보름 주기 물때가 한 달에 두 번 든 것으로
설명된다.
물의 상태 및 그 시간성을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물때’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체계에서 이 보름 주기 물때가 가장 핵심을 이룬다.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바닷물의 변화와 관련된 ‘물때’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이 보름 주기 물때를 가리
킨다. 그런데 이 ‘물때’와 함께 사용되는 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의 범주가
달라진다. 부사 ‘오늘’을 붙여서

오늘 물때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오늘

“

서마다.’ 또는 ‘오늘 조금이다.’와 같이 보름 주기 물때로 답을 한다. 그러나 부사
지금’을 붙여서

‘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지금 들물이다.’ 또는

“

지금 참물이다.’와 같이 하루 주기의 조류나 만간조의 물때로 답을 한다.

‘

다음 한 어민의 진술은 어로활동이, 해당 지역의 바다 지형과 어류의 계절별 습
성에 대한 지식과 함께([사례

4-16]

을 참조할 것.), 보름 주기 물때를 중심으로 한

바닷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사례 5-16]

“글고 이 물때를 잘 알어야 허고. 주낫질 헐라먼. 멫 맛날은 어디가 괴기가 붙고, 멫 맛날은 어디
가 붙고... 이 물살이 있잖아, 물살이 시어[세] 버리먼 괴기가 잘 안 물거든? 너무 시어도. 또 (물살
이) 너무 없어도 안 물고. 근게 그런 걸 잘 알어야 헌다고.”(김○기, 남, 1935년생)
현지조사 초기에 한번은 연구자가 어촌에 살면서 어로활동을 하려면 바닷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한 제보자에게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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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물때를

“

○

잘 알어야지.”(김 풍, 남,

년생)라며 바로 보름 주기 ‘물때’를 언급했고 인터뷰는

1943

자연스럽게 ‘물때’ 명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한 번은 꽃게금어기
동안 어장을 쉬던 한 어민이 해질 무렵 모정에 나와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누던

○

중 바다를 보며 혼잣말처럼 “오늘 물때가 어떻게 되는가?”(김 옥, 남,

1957

년생)라고

하였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연구자가 “너마(네물)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민은 놀랍다는 듯이 연구자를 보며 “어마, 너마도 알고, 이제
뱃년 다 됐네.”라며 웃었다. 여기서 외부인인 연구자에 대한 ‘뱃년’이라는 비유는
어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물때’ 지식임을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례들은 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사는 어민들에게 하루
하루 변하는 바닷물의 상태와 관련된 ‘물때’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중
요하고 핵심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1) 보름 주기 물때의 명칭
(1) 물때의 일별(日別 ) 명칭
① 물때 명칭체계 ‘유형Ⅰ ’: 물때 읽기와 물때 세기
보름 주기 물때는 말 그대로

일의 하루하루에 그날의 바닷물의 상태를 가리키

15

는 이름을 붙인 구분체계다. 그래서 물때 명칭은
달에 두 번 반복된다. 예컨대 음력 1일과
력

일과

개가 사용되고, 이 명칭들이 한

15

일의 물때는 항상 ‘일곱마’가 되고, 음

16

일의 물때는 항상 ‘한마’가 되는 식이다. 특정 날짜에 특정 물때 명칭

10

25

이 고정되어 있어 음력 날짜와 물때가 일치한다.

표

<

은 연구지에서 조사된 보

5-8>

름 주기 물때의 일별 명칭을 ‘한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세 종류의
물때 명칭체계를 유형화하여 보여준다. 인터뷰 과정에서 어민들이 진술한 고유의
물때 명칭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
은 차이는 연구지에서 물때 명칭의 구조 및 사용과 관련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모든 물때 명칭의 유형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Ⅰ은

유형

‘

후

’

일은

5

․ 무심

금]

‘

한마’부터 ‘열마’까지 물때를 숫자 곧 ‘수사+마’의 어형으로 세고 이

,

’

‘

․ 대게끼 또는

․ 아침조곰 아침조금 ․ 한조곰 한조
등 별도의 명사형으로 세는 명칭체계다
유형Ⅱ 는 한물 부터 열한
한게끼’

‘

‘

’(

두게끼’)

‘

‘

’[

.97)

‘

]

’

,

‘

‘

’[

’

‘

97) 이기복(2002: 21)은 부안의 여섯 연안 어촌의 물때 명칭을 조사하였다. <표 5-8>에 제시된 세
유형으로 보면, ‘유형Ⅰ’이 1개, ‘유형Ⅱ’가 2개, ‘유형Ⅲ’이 1개, 그리고 기타 2개다. 오늘날 부안
지역에서 여러 유형의 물때 명칭체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달력 조석표가 일반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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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까지 숫자 곧 ‘수사+물’의 어형으로 세고 이후

․

Ⅲ은

금’ 무심‘ 등 명사형으로 세는 체계다. ’유형

‘

,

․ 대게끼 ․ 조

일은 ‘한게끼’

4

‘

’

‘

한물‘부터 ’열서물‘까지를 숫자

’

로 세고 이후 이틀만 ’조금‘과 ’무심‘의 명사형으로 세는 체계다. 세 유형 중에 연

Ⅰ 이다

구지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물때 명칭체계는 ‘유형

’

.

그런데 오늘날

Ⅲ 이 실제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상 대화에서는 ‘유형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표 5-8> 물때의 명칭들⑴: 한물 기준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날짜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유형Ⅰ
한마
두마
서마
너마
다섯마
여섯마
일곱마
야닯마
아홉마
열마
한게끼
대게끼
아침조곰
한조곰
무심

물때 명칭
유형Ⅱ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야닯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한게끼
대게끼
조금
무심

유형Ⅲ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야닯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서물
조금
무심

Ⅰ 을 중심으로 연구지의 물때 명칭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유형Ⅱ 와 유형Ⅲ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형
그 다음에

’

‘

’

.

’

‘

’

.

○

물때는 물심을 지시한다.’ 또는 ‘물때는 물발의 흐름을 예측하게 한다.’(김 옥,

‘

남,

년생)라는 한 어민의 말처럼, 물때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물살의 세기로 지

1957

각되는 물의 상태 변화를 알려준다. 즉, ‘수사+마’로 표현되는 물때는 숫자가 커질
수록 물이 많이 들어오며 물발이 점점 강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별도의 명사형
의 물때 명칭부터는 물이 적게 들어오며 물살이 점점 약해지는 물때가 되는 것이
다. 명사형의 물때 명칭은 이런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게끼’와 ‘대게끼’는 ‘한+
게끼’와 ‘대+게끼’의 어형으로 ‘게끼’는 물이 ‘꺼진다’, 즉 ‘물이 죽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게끼’에 결합된 ‘한’은 ‘하나’ 또는 ‘한 번’의 뜻을 가진 관형사고 ‘대-’는 ‘큰’

전에 조사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1971)에 보고된 부안지역의 ‘물때’ 읽기는
‘유형Ⅰ’에 일치한다(앞의 글: 20). 따라서 본 연구지의 고유한 물때 명칭체계로 조사된 ‘유형Ⅰ’이
부안군 어촌 사회의 고유한 물때 명칭체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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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일 것이다.
더 떨어지고 수세(

98)

水勢 도 더 약해진다

.

)

따라서 ‘한게끼’보다 ‘대게끼’에 수위(

水位 도
)

아침조곰’과 ‘한조곰’은 ‘아침+조곰’과 ‘한+

‘

조곰’의 어형으로 ‘조곰’ 곧 조금은 물때 중에서 물의 수위와 수세가 가장 약할 때
다.

99)

조곰’에 결합된 ‘한-’은 ‘한게끼’의 ‘한’과는 다른 의미로서 ‘큰’을 뜻하는 접

‘

두사일 것이다. ‘아침-’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한조곰’과 대응하므로 ‘작은’ 정
도의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아침조곰’보다는 ‘한조곰’이 수위도 가장 낮고 수세

100)

도 가장 약할 때인 것이다. 즉, ‘한조곰’이 두 개의 조금 중에 진짜 조금인 것이고,
그래서 그냥 ‘조곰’이라고도 불린다. 조금 다음 날이자 한 주기 물때의 마지막 날
인 ‘무심’은 물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덜 들어오지도 않는 때다. 이 ‘무심’을 지나
다시 ‘한마’가 돌아오면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날 징후를 보이는 것이다.
물때는 음력 날짜와 맞춰 세는데, 음력은

일까지 있는 ‘큰달’과

30

일까지 있는

29

작은달’이 있기 때문에, 개별 물때 명칭과 음력 날짜가 맞지 않는 달이 있게 된다.

‘

큰달에는 그믐
기 때문에 그믐

일은 무조건 ‘여섯마’가 된다. 하지만 작은달에는 하루가 부족하

30

일에는 ‘다섯마’와 ‘여섯마’를 합쳐서 ‘두 물때’를 ‘한 물때’로 계

29

․

산한다. 한 어민의 말을 빌면, “근게 보름 여섯물 그믐 여섯물 그려. 그러먼은 달
이 적을 때는 (그믐날은) 다섯물도 되고 여섯물도 되고 그려. 초하리가 일곱(물)이

○

된게로.”(김 옥, 남,

년생). 즉, 작은달에는

1934

일 하루를 다섯물도 되고 여섯물도

29

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돌아오는 음력 1일이 일곱물이 되도록 음력 날수에 맞
춰 물때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달의 하루 물때를 조절함으로써, 음
력 날짜와 개별 물때 명칭이 항상 일치하는 방식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의 물때 명칭 중에서 단 두 날의 ‘물때’만이 별도의 하위 명칭이 구분

15

되어 사용되는데, ‘여섯마’와 ‘한조곰’이 그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다.

또는 보름사리: 음력 15일 여섯물 또는 사리
또는 그믐사리: 음력 30일 여섯물 또는 사리
1 초야드레 조곰 또는 초야드레 조금: 음력 8일 조금
2 수무살 조곰 또는 스무사흘 조금: 음력 23일 조금
1 보름 여섯마
2 그믐 여섯마

98) ‘물때’ 어휘를 비교․분석한 장태진(1969b: 111)은 ‘한게끼’와 ‘대게끼’가 단순형 ‘한게끼’와 ‘두게
끼’ 그리고 단순형 ‘소게끼’와 ‘대게끼’의 배합형일 것으로 유추하였다.
99) 연구지에서는 ‘조곰’과 ‘조금’이 같이 사용된다. 그런데 노년층에서 ‘조곰’이 더 빈번히 사용되므
로 이 음운적 변이형을 대표형으로 채택하였다.
100) 장태진(1969b: 113-114)은 ‘아침조금’과 ‘한조금’을 ‘작은조금’과 ‘큰조금’과 대조하였으며, 단
순형 ‘아침조금’과 ‘조금’ 그리고 단순형 ‘아끈조금’과 ‘한조금’의 배합형이 ‘아침조금’과 ‘한조금’인
것으로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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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여섯마’와 ‘그믐 여섯마’ 그리고 ‘초야드레 조곰’과 ‘수무살 조곰’은 각 물때

‘

가 되는 음력 날짜를 결합한 형태다. 따라서 이 하위 명칭들은 한 달에 두 번 든
여섯마’와 ‘한조곰’이 날짜상으로 어떤 주기의 물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준

‘

다. 나머지 물때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여섯마’와 ‘한조곰’이 보름
주기 물때체계에서 준거점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보름사리’와 ‘그믐사리’라는 표현은, 연구지의 물때 명칭체계에서 ‘여섯마’가 바로

‘

사리에 해당하는 물때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 ‘여섯마’와 ‘한조곰’의 하위 명칭의 발달은 물때체계에서 ‘사리’와 ‘조
금’이 중요하게 인지되는 물때임을 반영해준다. 사리와 조금의 중요성은 다음에 살
펴볼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법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물때를 세 나가는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의

표

<

은

5-8>

한물’을 기준으로 물때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물때 명칭을 인터뷰할 때 제보자들

‘

은 ‘한마’로 시작해서 ‘무심’으로 끝나는 순서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보자들은 ‘조금’을 기준으로 하는 물때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

표

<

는 ‘조금’을 기준으로 물때 명칭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5-9>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5-9> 물때의 명칭들⑵: 조금 기준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날짜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물때 명칭
유형Ⅱ
조금
무심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야닯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한게끼
대게끼

유형Ⅰ
한조곰
무심
한마
두마
서마
너마
다섯마
여섯마
일곱마
야닯마
아홉마
열마
한게끼
대게끼
아침조곰

부안 연안 어촌들의 물때를 조사한 연구(이기복

感

시작점이 조금임을 강조하며 어민들의 ‘물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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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1-22,

유형Ⅲ
조금
무심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야닯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서물
도, 물때를 세는

36)

의 일면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

)’

사례는 물때를 조금 기준으로 놓고 보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즉, 조금부터 물을
세어 나가는 것은, 물의 수위가 낮고 수세가 약해진 상태에서 수위가 높고 수세가
강해지는 상태로 바닷물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사례 5-17]

“물때를 어떻게. 인자 조금날부터 세 나가야지. 조금이 지나야 인자 그 다음날부터 무시가 있고
한물 때여. (@조금이 중요한 거에요, 물때를 볼 때?) 그렇지. 조금서부터 시어 간게. 물때가 살어간
게. 조금 때부터선 물때를 시는 거여 물때는. 오늘 조금을 쳐야 내일부터 인자 무시가 나오고 한물
이 나올 거 아녀 모래부터. 근게 물때를 칠라먼 조금날부터 쳐야 쭉 물때가 나오지. 그리야 십오일
이라는 날짜 속에 물때가 딱 나오지.”(김○풍, 남, 1943년생)
따라서 연구지에서 물때 명칭체계를 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

처럼 ‘한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5-8>

표

<

처럼 ‘조금’을 기

5-9>

준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는 물때 명칭체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지각 방식이라면,
후자는 어로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물때를 세는 실질적인 시작점을 보
여주는 지각 방식일 것이다.
그러면 어로활동과 물때의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
다. “왜 물때를 세어 나가는 기준점으로 사리보다 조금이 강조되는가?”와 “조금을
기준으로 물때를 세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민들의 물때체계에서 사리보다 조금
이 더 중요하게 인식됨을 의미하는 것일까?”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때의
문화적 강조가 사리보다 조금에 맞춰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어민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리보다 조금을 기준으로 놓고 물때를 세 나가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조금은 큰달과 작은달의 구분 없이 항상 날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은달의 경우는 날수가 하루 부족하기 때문에, 그믐날을 “여섯물도 되고 다섯물도
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물때와 음력 날수를 일치시킨다. 따라서 큰달이냐 작은
달이냐에 따라서 ‘그믐 여섯마’ 곧 ‘그믐사리’는 날짜가 변동된다. 그러나 조금은
초야드레 조금’과 ‘스무사흘 조금’으로 날짜가 딱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때를 계산

‘

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더 유용한 것이다.
둘째, 조금은 물이 죽는 때이므로 물이 살아나는 물때 세기의 기준점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때의 원리상 조금은 물의 수위와 수세가 가장 약해지는 날이고 그
다음날인 ‘무심’은 물의 변화가 없는 날이다. 그런 다음 ‘한마’부터 물때의 수가 커
짐에 따라 물의 수위와 수세도 계속 증가해간다. 그러므로 물발을 지시하는 물때의
순환체계 속에서 물의 변화가 적거나 정지된 조금에서 물의 변화를 주목했다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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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아나는 ‘한마’로 세어 나가는 것이 물발을 계산하기가 더 편한 것이다.
그러나 물때를 세는 기준이 조금이라고 해서 물때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체계가
조금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의 수위와 수세가 약한 조금부터 물
때를 세는 것이 조금 이후로 ‘물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점은, 어민들이 물이 죽
어 있는 상태보다 물이 살아나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물의
변화가 어로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민들은 조금에는
어장을 쉬고 사리에는 고기잡이를 한다. 조금에는 육지에서 다음 물때의 어장을 준
비하면서 물이 살아나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 따라서 물이 죽은
조금보다는 물이 살아나는 사리를 중심으로 물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한편 음력 1일을 기준으로 물때를 계산하여 물때를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 현재
자연과학에서는 음력 초하루의 물때가 몇 물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물때체계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이기복
식’이라고 하고 여덟물이면

2002:

34-35).

음력 초하루의 물때가 일곱물이면

물때

‘7

물때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물때체계의 구분은 지

‘8

역별 물때체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곱물때식은 서해안 지역
에서, 여덟물때식은 남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앞의 글:
라서

표

<

Ⅰ 은 음력

의 ‘유형

5-8>

’

34).101)

따

일이 ‘일곱마’로 시작하므로 본 연구지의 물때는

1

서해안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곱물때식 체계에 해당한다.
왕포 어민들도 지역별 물때의 차이를 알고 있다.

년대 중반 이후 낚시어선업

1980

이 활성화되어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바다낚시꾼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지역별 물때 차이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 5-18]

‘경상도에서는 조금 지나면 한물이다. 뒷날은 무조건 한물이다. 경상도는 우리보다 항시 한 물때
가 앞서간다. 낚시꾼들은 물때를 잘 안다.’(김○옥, 남, 1957년생)
여덟물때식을 사용하는 경상도 지역(남해안)의 물때는 한물로 시작해서 조금으로
끝나는 명칭체계로, ‘무심’에 해당하는 물때가 없다. 그래서 조금 다음에 바로 한물
이 온다. 조금은 일곱물때식과 마찬가지로 음력 8일과

일이기 때문에 한물은 음

23

101) 그러나 남해안은 서부와 동부 지역의 물때체계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언어 민속
지 연구에 의하면, 서남해안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 조도 어촌의 물때체계는 일곱물때식이지만, 남
해 동부에 위치한 경남 통영시 사량도 어촌의 물때체계는 여덞물때식이다(왕한석 2010b: 58,
2012b: 77). 그리고 충청․전북․전남 세 지역의 24개 물때 어휘를 비교한 어촌 방언 연구(장태진
1969b)는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 서부 지역에서도 일곱물때식 체계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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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9일과

일이 된다(이기복

24

서는 한물이 음력

일과

10

2002:

왕한석

21;

2012b:

77).

일곱물때식인 연구지에

일이므로, 경상도의 물때체계가 ‘한 물때’를 앞서는 것

25

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물때 구분법이 날짜 면
에서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왕한석(2012b:

은, 서해와 남해에서 “바닷물의

78-79)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 데서 만들어진 민간 지식상의 차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요컨대 물때를 세는 방식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한물 기준 조금 기

․

준 음력 1일 기준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음력 1일을 기준으로
물때를 보는 방식을 어민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민들이 물때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한물 기준과 조금 기준 두 가지 방식이다. 이 물때를 바라보
는 기준점의 차이는 물때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물 기준과 조금 기준
은 ‘물’의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구분체계라면, 음력

일 기준은 ‘날짜’의 변화

1

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구분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바다에서 어로활동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한물 기준과 조금 기준의 물때가 보다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102)

② ‘-마’형(型 )의 물때 명칭
물때 명칭체계는 물때의 수를 세는 데 결합되는 형태소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
될 수 있다. 서해와 남해 서부의 도서 및 연안 어촌의
태진(1969b:

104)

은 물때 명칭의 수사에 결합되는 형태소에 따라

․ 무새 형 등 세 유형을 구분하고

형
데

‘-

표

<

개 물때 어휘를 비교한 장

24

’

‘-

유형화되지 않은

‘-

마’형(

型의
)

型․
)

‘-

매’

물’형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았다. 그런

Ⅰ 은 장태진의 연구에서

에서 연구지의 고유한 물때 명칭체계인 ‘유형

5-8>

물’형(

‘-

’

물때’ 명칭이다.

103)

‘

연구지에서는 이 보름 주기의 물때를 가리켜 ‘맛수’라고도 한다. ‘맛수’는 ‘마+수

(

數 의 구조로
)’

,

물때 명칭들의 숫자에

‘-

마’가 결합되는 형태를 반영한 토착 명칭일

것이다. 다른 어촌 연구에서도 ‘맛수’와 의미는 유사하나 형태는 다른 명칭이 보고
된 바 있는데, 바로 전남 진도군 조도의 ‘물수(
물수’ 명칭은 조도의 물때 명칭체계가

‘

數

가 그것이다(왕한석

)’

2010b:

57).

물’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도의 ‘물수’

‘-

102) 조금날부터 계산하는 어민들의 물때 인식을 초하루부터 시작하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물때 계산
과 비교한 이기복(2002: 38)도 ‘물’ 중심과 ‘날짜’ 중심의 사고 차이를 지적하였다.
103) 장태진이 분석한 24개 물때 어휘 중 22개가 전남 자료이고 전북 자료는 어청도(‘-매’형 명칭)
의 단 한 사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연안 어촌에서 사용되는 ‘-마’형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만」으로 북상하면 「일곱마…열마」 등 어례(語例)”
가 있어(장태진 1969b: 108), 서해 중부 지역에서도 ‘-마’형의 물때 명칭체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태진은 ‘-마’형이 ‘-매’형의 고형(古形)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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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마찬가지로 연구지에서도 ‘맛수’ 명칭은 물때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
이 아니다. 그러나 고유한 물때 명칭체계를 구별시켜주는 ‘맛수’와 ‘물수’라는 토착
명칭이 각 해당 지역에서 물때보다 널리 쓰이지 않는 원인을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물때 명칭들은 물때로 지정된 개별 날짜를 가리키기 위해 ‘날’과 함께 사용
되기도 한다. 즉, ‘물때 명칭+날’의 형태인데, 예컨대 ‘한마’는 ‘한맛날’, ‘여섯마’는
여섯맛날’, ‘조금’은 ‘조금날’, ‘무심’은 ‘무심날’ 등으로 표현된다. 대개 어로활동과

‘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언어 상황에서 물때를 고려한 특정 날짜를 표현할 때 주
로 사용된다. 몇 용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19]

“그때 시절에는 말허자먼 한 달 십오일이먼 되아지 한 마리썩 히서 배에다가 고사 지내는, 지사
지내드끼 습관화가 전부 우리나라에 뻐쳐 가지고. 십오일 서맛날이먼 전부 고사를 지내. 기 꽂고
전부.”(김○만, 남, 1937년생)
“날만 좋으먼 너맛날이라 해장 젓 밀러 가겄네.”(김○풍, 남, 1943년생)
“(전화통화) 아홉맛날은 물이 너무 쎄. 농어 잡을라면 다섯, 여섯, 일곱맛날 이어야 혀. (낚시 오
려면) 미리 말해야 날짜 잡은게.”(이○환, 남, 1955년생)
(2) 물때의 주기 명칭 ‘사리’
이제 보름 주기 물때를 한 단위로 계산하는 ‘사리’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다.
연구지에서는 ‘한마’부터 ‘무심’까지 ‘물때’가 한 번 순환하는 한 주기 보름을 ‘한
사리’라고 말한다. 어민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5-20]

“이 조류는 한물부터서 열다섯마먼 보름 아녀, 쉽게 얘기히서. 한물․두물 그래갖고 열다섯물이
먼은 보름이 가지. 근게 한 달에 두 번 아녀? 그래서 보름이 한 사리가 되고.”(김○만, 남, 1937년
생)
“근게 그 달(月)이 늘 있는 거 아녀. 늘 나오는 거 아녀. 한 보름 지내서 인자 나오고. 일트먼 보
름이 한 사리거든. 한 사리(는) 칸캄허니 달 없을 때가 있어 또. 달이 전체 없어. 그리고 또 인자
그 다음 사리는 달이 쪼그만허게 헌게.”(김○옥, 남, 1934년생)
보름이 ‘한 사리’이므로 한 달은 ‘두 사리’로 계산된다. ‘두 사리’ 중 ‘한 사리’는
달이 없이 캄캄한 그믐을 끼고 있는 ‘사리’이고, 또 다음 ‘한 사리’는 그믐을 지나
달이 조금씩 차올라 보름달을 끼고 있는 ‘사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사리’를 ‘한 물때’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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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 사리’의 의미로 ‘한 물때’라고도 하는지를 확인 차 물었을 때 그 자리
에 있던 대여섯 명의 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한 물
때는 물이 들고 쓰는 거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어찌나 강력하게 부정하며 설명하던
지 민망할 정도였다. 앞서 살펴본 하루 단위 조석 중 조류나 조석수의 ‘한 물’ 단
위는 ‘한 물때’라고는 하나, 보름 주기 물때의 한 주기에 대해서는 ‘한 물때’가 사
용되지 않는 것이다. 보름 주기 물때와 연관된 언어 상황이라면 ‘한 물때’가 아니
라 ‘한물 때’로서 음력

일과

10

일의 개별 ‘물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25

경우도 보통 ‘한맛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물 때’라는 것은 일반적 사용이 아니
다. 그리고 앞의 [사례

에서처럼,

5-18]

개의 물때 중 하나 곧 하루의 물때를 지시

15

하는 의미로서 ‘한 물때’의 사용도 가능하다.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보름 주기 물때의 주기 단위 명칭 ‘사리’의 사용은 매우
일반적이다. 특히 어로 작업의 기간을 세거나 표현하는 언어 상황에서 흔히 사용된
다. 몇 가지 용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5-21]

“(@시라시잡이 어장은 보통 얼마나 해요?) 두 달.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두 달 못 하지 않느
냐고 하자) 두 달. 작년에 두 달 반 했어. 다섯 사리 봤인게.”(전○봉, 남, 1957년생)
‘조금때라 젓틀을 빼놓았다. 내일(네물) 그물을 다시 넣어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
는 중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지금 첫 사리 하고 돌아오면 두 번째 사리다.’(김○자, 여,
1961년생)
“인자 이 다음 사리는 (젓잡이) 안 하요? 그 다음 사리까지 허먼 다음 쭈께미(가) (젓그물에) 들
거인데요?”(박○조, 남, 1962년생)

․이번

수사+사리’의 형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사리’

‘

․ 돌아오는 사리 ․ 마지막 사리

음 사리’

‘

’

‘

‘

(

)

․다

사리’

‘

등 여러 형태로도 사용된다.

’

한 어장의 어기는 대개 ‘네 사리’에서 ‘다섯 사리’ 곧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인
데, 어장이 처음 시작되는 ‘사리’와 끝나는 ‘사리’는 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初 사리 와

한다. 즉, ‘초(

)

’

끝사리’가 그것이다. ‘초사리’는 처음이라는 의미로서 ‘첫

‘

통’이나 ‘첫 사리’로 표현되기도 한다. ‘끝사리’는 ‘막사리’와 ‘파사리’라고도 한다.
막사리’의 ‘막-’은 ‘마지막’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파사리’의 ‘파-’는 ‘파(

‘

罷하
)

다’에서 온 말로 ‘파하는 사리’를 의미한다. ‘파사리’는 ‘파살’이라는 축소형으로 불
리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4)

104) 마을에서 입담이 좋은 한 어민은, “막사리. 인자 이놈이 인자 다음 사리에 또 (젓이) 나오지?
또 나오면 인자 덤사리여 인자. 덤으로 또 나온게 덤사리지.”(전○봉, 남, 1957년생)라며 우스갯소
리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초사리’와 ‘막사리’의 이야기 끝에 ‘사리’ 명칭의 명명법에 준하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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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의 한 어기가 처음 시작되는 사리
2 끝사리 또는 막사리․파사리: 고기잡이의 한 어기가 끝나는 마지막 사리
1 초사리:

젓새우잡이의 경우는 ‘초사리’에 잡은 것은 ‘초사리젓’이라고 하고 ‘끝사리’에 잡
은 것은 ‘끝사리젓’ 또는 ‘파사리젓’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조숙정

2008b:

220).

이렇게 물때의 한 주기를 ‘한 사리’로 계산하는 방식은 본 연구지에만 한정된 언
어 사용이 아니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은 조기잡이의 어장과 어기에 대한 자세한
기술로서 ‘사리’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서해안의 조기잡이는 영광 앞바다의 안마도 어장, 위도를 중심으로 하는 칠산어장, 죽도어장, 방
우리어장, 경기도의 연평도어장, 황해도 웅진의 대청도․백령도어장, 평북 철산의 대화도어장에 이
르기까지 약 5개월여의 기간 동안 「네 사리」를 본다. 대부분 방우리 바다에서 곡우사리, 연평도
에서 입하사리, 대화도에서 소만사리를 보고 돌아오지만 일부는 한사리를 더 보고 돌아오기도 하였
다.(주강현 1991: 72-73. 이기복 2002: 15에서 재인용)105)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흔히 ‘사리’라는 명칭은 보름 주기 물때 중 물 힘
이 가장 센 때로서 ‘조금’과 대조를 이루는 일별 물때나 그 물때를 포함하는 상위
의 물때 범주를 가리킨다. 이것이 지금까지 물때 연구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리’의 가장 일반적인 용례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방금 살펴

‘

본 바와 같이, ‘사리’는 어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물때 관련 다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위 주강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기복은 ‘사리’가 일반적 용례의 ‘사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기복

2002:

15).

그러나 주강현의 글에 나오는 ‘사리’는, 본

연구지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때의 한 주기를 가리키는 단위 명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6)

사리’를 조어하여 이용한 것이다.
105) “일부는 한사리를 더 보고”에서 ‘한사리’는 ‘한 사리’로 적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
문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한사리’로 옮겨 적었다.
106) 여기서 다의어 ‘사리’의 또 다른 개념 사용 예를 하나 더 소개하면, ‘사리’는 특정 어종이 주로
잡히는 어기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례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일부 어촌
연구들이 때때로 언급은 하나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례는 아니었으나 다음 두 사례의 ‘병치사리’나 ‘조
구사리’는 바로 ‘사리’의 이러한 용례를 잘 보여준다.

“(봄) 기잽이 할 때가 병치사리였던 갑대. 지금은 병치사리가 지났다는고만.”(박○덕, 여, 1963년생)
“돈지에서는 살을 매는 일차적 이유가 조기를 잡는 것이었으므로, 조기가 밀려드는 4월에는 조기 이외
의 어류를 모두 버렸다. 1950년대만 해도 조기의 어획량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다른 어류를 배에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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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물때의 한 주기를 가리키는 단위 명칭으로 일별 물때의 명칭인 ‘사리’
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리(때)’가 고기잡이에 적절한 물때로서 선호되는
전통적인 어로 관행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풍선어업 시절 어로활동은
주로 물살이 센 ‘사리때’에 이루어졌고 물살이 약한 ‘조금때’는 대개 어장을 나가지
않았다. 물때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어로활동은 한 주기 물때의 구분체계에서 ‘사
리때’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였으므로, ‘사리(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부각
되었을 것이고, 그 의미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물때의 한 주기를 세는 단위 명칭 ‘사리’는, 개별 물때 명칭 ‘사리’의 기
본 개념이 의미 확장된 파생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름 주기 물때의
인지체계에서 ‘사리(때)’가 문화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3) 물때와 달력 조석표
이제

표

<

Ⅱ

Ⅱ와

에 제시된 물때 명칭의 ‘유형

5-8>

Ⅲ

’

Ⅲ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유형

‘

Ⅰ

’

겠다. 유형 와 유형 은 고유의 물때 명칭인 유형 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일상적

Ⅱ

Ⅲ

언어 사용에 변화를 초래한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유형 와 유형 은 어느

Ⅰ

시점에선가 연구지 어민들에게 새로이 알려진 물때 명칭체계일 것인데, 유형 과
마찬가지로 일곱물때식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

물’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 물때 명칭의 의미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

15

가 있다.

Ⅰ

현재 왕포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때 명칭체계는 유형

Ⅲ

Ⅲ

이 아니라 유형 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유형 의 실제 사용상은 물때의 수사에
물’과

‘-

마’가 함께 공존하는 양상이다. 예컨대 음력

고도 하고 ‘여섯물’이라고도 하며, 음력 5일과

일과

15

‘-

일 물때는 ‘여섯마’라

30

일 물때는 ‘열한마’라고도 하고 ‘열

20

한물’이라고도 한다. ‘한게끼’처럼 ‘대게끼’와 ‘아침조곰’도 모두 수사를 사용하여
열두마’ 또는 ‘열두물’, ‘열서마’ 또는 ‘열서물’로 말한다.

‘

Ⅰ

Ⅲ

그러나 고유의 물때 명칭체계인 유형 과 오히려 유사한 체계는 유형 보다는

Ⅱ
형Ⅰ과 유형Ⅱ를 섞어 말하거나 유형Ⅱ가 이상적 유형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형 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 제보자는 물때 명칭들을 진술할 때 유
,

유형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 “조구사리”가 끝나는 4월 이후로는 다른 고기들도 들어오는 대로 잡는다. 조
기 철이 끝나면, 민어․게․홍어․광어 등 “별게 다” 들었었다.”(이기복 200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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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과 유형Ⅱ의 물때 명칭체계가 혼동되고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

그런데 이러한 혼

동은 일반화된 달력 조석표의 물때 명칭을 의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것
으로 보였다.
연구지에서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남부안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연말연
초에 무료로 배포하는 달력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집집마다 두 종류의 달력을 걸
어놓고 사용하는데, 이 달력들에는 조석표가 기재되어 있다.

표

<

은 ‘수협 달

5-10>

력’과 ‘농협 달력’의 조석표에 사용되고 있는 물때 명칭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5-10> 달력 조석표의 물때 명칭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음력

을

<

5-10>

표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물때 명칭
부안수협 달력
남부안농협 달력
1물
1물
2물
2물
3물
3물
4물
4물
5물
5물
6물
6물
7물
7물
8물
8물
9물
9물
10물
10물
11물
11물
한객기
12물
대객기
13물
조금
조금
무쉬
무쉬

Ⅱ

과 대조해 보면, 수협 달력의 물때 명칭은 유형 와, 농협

<

Ⅲ

날짜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5-8>

달력은 유형 과 같은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즉, 수협 달력은
대객기’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에, 농협 달력은

‘

Ⅰ

물’부터

‘11

․

물’과 ‘한객기’

‘11

물’까지 숫자 명칭을

‘13

Ⅱ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Ⅲ이

사용한다. 유형 과 혼동을 일으키는 유형

,

어

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 조석표의 물때 명칭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물때 이름을 물어보면 처음에는 대개

○

아.”(김 기, 남,

Ⅰ

여기(달력) 다 나왔잖

“

년생)라며 달력에 적혀 있는 물때로 답을 대신하려고 한다. 또는

1960

Ⅱ․유형Ⅲ의 명칭 차이를 물어보면

유형 과 유형

옛날 어른들은 말로 ‘오늘이 한

“

○

조금이네’ 어쩌네 그맀거든. 근디 지금은 달력으로 싹 표가 돼 있잖여.”(김 풍, 남,
년생)라든가,

1943

․

․

근게 이 달력이나 학술적으로는 열한물 열두물 열서물. 그렇게

“

․

○

친단 말여. 우리가 여기서 그전이 허는 것은 한게끼 대게끼(라고는 안 한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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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남,

년생)라든가 하는 식으로 어민들은 어김없이 달력 조석표의 물때 명칭과

1934

의 연관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달력 조석표의 일반적 보

Ⅱ

Ⅲ

Ⅰ

급으로 새로운 명칭체계인 유형 와 유형 이 고유의 물때 명칭체계인 유형 과
상당 기간 함께 쓰임으로써, 명칭 사용에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석표가 있는 수협 달력과 농협 달력이 어민들에게 배포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부안 연안지역의 물때 연구에 따르면, “어민들에게
조석표’라는 이름으로 조석예보가 보편화된 시점이

‘

반”(이기복

년대 말에서

1970

년대 초

1980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달력 조석표가 사용된 지 근

2002: 20)

년 정도

40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것이다. 특히
년대 후반 이후 어부가 된 중장년층 어민들의 경우는 어부 생활의 거의 대부

1970

분을 달력 조석표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수협 달력과 농협 달력은 각각 군산 외항과 위도항 기준의 조석표를 제공
하고 있는데, 두 달력 조석표의 물때의 정확성에 대한 어민들의 평가는 다르다. 어
민들은 ‘수협 달력보다 농협 달력 물때가 더 맞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다낚시를
많이 하는 한 선장 내외는 외지에서 오는 바다낚시꾼들이 이곳 물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 달력을 제공하는데, 해당 바다와 물때가 더 맞다고 판단하는 농협 달
력을 연말에 여러 부 여유 있게 받아 놨다가 낚시꾼들에게 주고 있다. 위도항 기준
조석표(농협 달력)가 군산 외항 기준 조석표(수협 달력)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위도
가 연구지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라고 어민들은 설명한다. 그리고 군산보다 남쪽에
위치한 연구지의 물때가 1시간 정도 빠른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수협 달력을 볼 때는 군산과의 물때 차이를 감안해서 조석표를 참고한다.
[사례 5-22]

‘어른들이 군산 기준 물때하고 1시간 정도 차이 난다고 했다. 군산하고 왕포하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물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여기가 군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물때가 조금 빠르다. 그러
니까 그거 감안하고 조석표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군산이 7시에 간조면 여기는 6시 10분쯤 간조
로 보면 된다.’(김○옥, 남, 1957년생)
참고로 말하면, 달력 조석표가 지역의 물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어민들
의 불만이 부안수협에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년도부터 수협 달력도 위도항 기준 조석표를 사용하기

2011

시작했다.
달력 조석표의 일반화는, 어민들의 물때 명칭의 사용에 변화를 준 것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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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조석표에 대한 의존성을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 5-23]

‘젓그물을 (조금때는 육지에서) 사일 말렸다가 쨈며[묶어] 놓는다. 너마까지 말린다. 다섯물에 본
다(다섯물에 젓그물을 다시 바다에 넣어 조업한다). 조석표에 물이 600이 넘어야 그물을 넣는다.
(한 달에) 14 15일쯤 넣는다. 한 4 5일 쉬고 그물을 널 때가 있다.’(전○봉, 남, 1957년생)
~

~

위 사례의 제보자는 젓새우그물을 ‘조금때’를 피해 ‘사리때’에 바다에 넣는데, 그
적절한 시점이 되는 물때를 판단하는 데 조석표를 참고하고 있다. 물때로 보면 대
개 빠르면 ‘너마’에 그물을 넣고 ‘다섯마’부터 조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조업 시기
를 판단하는 물때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석표상으로 만조 시 물이

㎝가 넘어야 그물을 넣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600

.

여전히 어민들은 자연 상태의 바다를 보며 물이 ‘들고 쓴’ 정도나 상태, 물의 세
기나 양 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 달력 조석표를 보며 물의 변화
를 확인하고 바다에 나가 조업하거나 어구를 설치할 시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달력 조석표가 보급되기 전 자연 상태에서 물의 변화를 오랜 경험적 지
식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때와는 분명히 다른 어로 환경이다. 달력 조석표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물때 명칭의 사용 및 어민들의 고유한 물때 인지체계도 어떤 식으로든
지 분명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4) 물때 명칭체계의 변화와 의미

Ⅰ 와 달력 조석표와 관련된 새로

여기서는 연구지의 고유한 물때 명칭체계(유형

)

Ⅱ․유형Ⅲ 의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운 명칭체계(유형

)

,

물때 명칭의 변화 및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세 유형의 물때 명칭들은 모두 두 부류의 어형 구조로 이루어진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하나는 수사에

․ 조금 ․ 무심

하나는 ‘게끼’

Ⅰ

마’ 또는

‘-

‘

’

‘

’

‘-

물’의 형태소를 결합한 ‘수사형’ 명칭이고, 또

등의 ‘명사형’ 명칭이 그것이다.

유형 은 ‘한마’부터 ‘열마’까지는 수사형 명칭으로 세고, 나머지 다섯 물때는 명

․

사형 명칭을 사용하는데, 두 개의 ‘게끼’(한게끼 대게끼)와 두 개의 ‘조금’(아침조

․

Ⅱ

곰 한조곰), 그리고 한 개의 ‘무심’이 그것이다. 유형 는 ‘한물’부터 ‘열한물’까지

․

수사형 명칭으로 세고, 두 개의 ‘게끼’(한게끼 대게끼)와 각각 한 개의 ‘조금’과

Ⅲ

무심’으로 이루어진 명사형 명칭 네 개를 사용한다. 유형 은 ‘한물’부터 ‘열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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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수사형 명칭으로 세고, 명사형 명칭으로는 ‘조금’과 ‘무심’ 두 물때만을 사용
한다. 간단히 말해, 물때 명칭의 어형 구조를 수사형 명칭과 명사형 명칭의 결합

Ⅰ

구조로 분석하면, 유형 은

Ⅲ

유형 은

‘13+2

‘10+5

Ⅱ

명칭’ 구조, 유형 는

명칭’ 구조로 파악된다.

표

<

‘11+4

명칭’ 구조, 그리고

은 이상의 유형별 물때 명칭의

5-11>

어형 구조를 간단히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11> 유형별 물때 명칭의 어형 구조

유형
유형Ⅰ
구조
① 수사형 명칭
한마 열마
한게끼․대게끼
② 명사형 명칭 아침조곰․한조곰
무심
①+② 명칭
10+5 명칭
~

유형Ⅱ
한물 열한물
한게끼․대게끼
조금
무심
11+4 명칭
~

유형Ⅲ
한물 열서물
조금
무심
13+2 명칭
~

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유형 은 연구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고유의 물때

Ⅲ

명칭체계이고, 유형 은 새로이 전파된 명칭체계로서 현재 어민들이 일상 대화에서

Ⅰ

Ⅲ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계다. 즉, 물때 명칭체계가 유형 에서 유형 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상 물때 명칭체계의 변화는 수사형 명칭의 확대와 명사형 명칭의 축소로 요

Ⅰ
․ 대게끼 ․ 아침조곰 이 각각 열한물
마 ․ 열두물 마 ․ 열서물 마 의 수사형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게끼 의 물때 명

약될 수 있다. 유형 의 명사형 명칭 ‘한게끼’
(

)’

‘

(

)’

‘

(

)’

‘

’

‘

’

.

‘

‘

’

칭은 사라지고, ‘조금’ 범주는 한 물때로 축소되면서 ‘한조곰’은 그냥 ‘조금’으로 남
았다. ‘아침조곰’의 소멸과 달리 ‘한조곰’이 ‘조금’으로 남은 것은, ‘한조곰’이 조금의
원형으로서 ‘여섯마’ 사리와 함께 물때 구분체계에서 중요한 대조 범주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 5-24]

“우리는 그 옛날처럼 대게끼․한게끼 안 써 지금은. (@그러면 열한물․열두물․열서물 이렇게
써요?)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쓰지. 그렇게 써버리지 인자. 달력도 그렇게 나와 버리고. 옛날 어른
들처럼 한게끼․대게끼 안 써 지금은 허기 좋은 말로 열두물․열세물 그리 버리지. (@한게끼․대
게끼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모르지. 옛날 어른들이 허는 소리만 들었지. 한
게끼․대게끼 뭐 그런 건 말만 들었지, 뭔 뜻인지는 알도 못허고. (@옛날에 ‘무심’이라고 썼어요,
‘무시’라고 썼어요?) 옛날에는 다 무심이락 힜지. 지금인게 무시 어쩌고 허지. 어른들은 다 그랬지.
‘오늘이 무심이다’ 다 그랬지.”(김○풍, 남, 194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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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물때 명칭의 유형 변화는 단순히 개별 물때 이름 몇 개가 바뀌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형 명칭과 명사형 명칭의 결합 구조는 보름 주기로 물
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때 명칭체계의 원리상으로 보
면, 수사형 명칭은 그 수대로 물의 수위와 수세가 점차 증가해가는 물때의 범주이
고, 명사형 명칭은 물의 수위와 수세가 점차 약화해가는 물때의 범주다. 따라서 유

Ⅰ

형 은 물의 수위와 수세가 ‘한마’부터 그 수대로 점차로 증가해가다가 ‘열마’에서
그 증가세는 멈추고 ‘게끼’의 단계부터 ‘무심’까지 물의 상태가 점차로 약화되는 원

Ⅲ

리를 지시하는 물때체계다. 그러나 ‘열서물’까지 수사형 명칭으로 된 유형 의 명
칭체계는 원리상으로 보면 열세물까지 물의 수위와 수세가 계속 증가하고 ‘조금’과
무심’의 두 물때에서만 물의 상태가 약화됨을 보여주는 체계다. 그러나 실제로 물

‘

Ⅲ

의 수위와 수세가 열세물까지 증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유형 은 ‘한

․ 대게끼 ․ 아침조곰 과 같은 복잡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게끼’

‘

’

‘

’

물’까지 숫자로 순서대로 셈으로써

한물’부터 ‘열세

‘

개 물때 이름을 단순화시켜 편리하게 부를 수

15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물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물때체계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제보자의 말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사례 5-25]

“열마 다음은 인자, 지금은 복잡허고 그것을 누가 배우지 않고 헌게 어떻게 시는고니[세냐면], 저
수산과 대니는 아들을[애들을] 보먼은 옛날에 풍습에 따라서 배운 것이 아이라 지금은 양 쉽게코롬
열다섯마로 처버린당게 내나.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허냐먼은, 열물이 딱 되면은 물이 탁 떨어져버
리는 거여. 그대로 조수가 (증가해) 가야 그것이 지금 아들[애들] 만이로 열다섯마니 열네마니 이렇
게 세가는 것이 맞인데, 열마가 딱 넘으먼은 조류가 팍 떨어져 죽어버려 물이. 그리서 그날을 한게
끼라고 그러는 거여. 한게끼, 꺼진다는 의미여 그게. 대게끼. 다음날은. … 지금 셈수를 저그 달력에
도 물이라고 나와 있잖여. 그러드끼 물로 시어서는[세서는] 뜻이 없어져 버리지. 열마에도 같이 가
야 물이지.”(김○만, 남, 1937년생)
위 제보자의 말처럼, 수사형 명칭의 확대로 물때를 셈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어졌
으나, 물때 명칭체계가 가지고 있는 물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원래 의미는 사라
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항

“2)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물때 명칭체계의 변화는 보름 주기 물때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나타
나는 세대 간의 변화와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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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리’의 물때 구분법
① 물의 수위 변화와 물때의 민속분류법
물때의 ‘한 사리’는

개의 물때 명칭들을 일차적 범주로 하는 구분체계를 구성

15

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상위 범주가 되는 영역 범주 아래 두 단계의 중간 상위
범주와 한 단계의 일차적 범주를 위계적으로 포함하는 총 네 개의 층위로 된 민속
분류법을 이룬다.

표

는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법을 도표화한 것이다.

<

5-12>

<표 5-12> 물때의 민속분류법⑴: 물의 수위 변화 초점
사리
조곰(때)

사릿발

조곰(때)

Ⅳ

산짐

조곰(때)
사릿발

거끔

조곰(때)

Ⅰ

Ⅳ

단계 와 단계 의 명칭과 범주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간단히 기술한다. 단계
는 가장 하위 범주로서, 이 단계의 개별 물때 명칭들은
닷물의 변화 상태를 일(

日 별로 범주화한 것

왕한석

”(

)

일 동안 “매일매일의 바

15

2010b:

이다. 개별 물때 범

59)

주들은 들어오는 물의 양과 물발의 세기가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물의 상태 변화에

Ⅰ

의해서 서로 구분된다. 단계 은 보름 주기 물때의 최상위 범주로서, 이 단계의 명
칭 ‘사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섯마’를 지시하는 ‘사리’의 기본 개념이 확
장되어 파생적으로 사용된 개념일 것이다.

Ⅰ

Ⅳ 사이에서 물때의 구분체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만들고 있

이제 단계 과 단계

는 두 단계의 중간 상위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Ⅳ

단계 은 단계 의 일차적 범주들을 바로 포함하는 중간 상위 범주들로 구성된

Ⅲ

층위다. 단계 의 범주 명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조금(때): 물이 적게 들어오는 또는 물이 최고로 죽는 때
2 산짐: 최고로 죽었던 물이 살아올라오기 시작하는 때 (서술적으로는 ‘물이 산짐 한다’ 또는 ‘물
이 살아진다’․‘물이 살아난다’ 등으로 표현)
1 조곰(때)

- 226 -

또는 사리(때): 물이 많이 들어오는 또는 물이 최고로 산 때
또는 게끼: 최고로 살았던 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때 (서술적으로는 ‘물이 죽어진
다’․‘물이 죽는다’ 등으로 표현)

3 사릿발
4 거끔(질)

Ⅳ

단계 의
2010b:

59)

개 물때 중에서

15

Ⅲ

물의 상태가 유사한 날들을 며칠씩 묶어”(왕한석

“

구분한 것이 단계 의 네 범주들인데, 이 범주 명칭들은 각 범주의 유

사한 물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준다.
먼저 ‘조곰(때)’ 또는 ‘조금(때)’은 물이 적게 들오고 적게 써는 물때로서 물이 최
고로 죽은 단계다. 그래서 이때는 물발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일차적 범주의 물때
로 따지면, ‘아침조곰’부터 ‘두마’까지가 포함된다. 물발이 약할 때는 고기가 잘 잡
히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은 대개 이 ‘조곰(때)’는 어장을 나가지 않는다. 다섯 물때
중 ‘한조곰’이 가장 물도 적게 들고 물발도 약한 물때로 인지된다. 보통 ‘한조곰’까
지 물이 최고로 죽고 ‘무심’부터는 물이 더 죽지 않는다. 따라서 ‘한조곰’이 물이
최고로 죽은 단계인 ‘조곰(때)’의 원형 범주인 것이다.
산짐’은 ‘조곰(때)’에 최고로 죽었던 물이 살아올라오기 시작하는 ‘물때’를 구분

‘

한 범주다. ‘산짐’의 ‘산-’은 ‘물이 살아난다’ 또는 ‘물이 산다’의 의미로, ‘산짐’의 단
계가 물이 살아나는 때 곧 최고로 떨어졌던 물의 수위가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임을 보여준다. ‘산짐’은 보통 ‘서마’부터 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물때로는 ‘서마’
부터 ‘다섯마’까지가 ‘산짐’에 해당한다. ‘산짐’에 물이 살기 시작하므로 어민들도
이때부터 어장을 시작한다. 사실 물때체계의 원리로 보면 ‘한마’부터 ‘산짐’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07)

그러나 어민들이 ‘서마’부터 ‘산짐’으로 보는 것은, 아마

도 충분히 지각 가능한 물의 상태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서마’부터이고, 이때부터
고기잡이가 가능한 물 상태가 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이 ‘산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물이 죽기 전까지 계속 살게 되는데, 이렇게 물
이 살아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써는 때를 ‘사릿발’ 또는 ‘사리(때)’라고 한다.

108)

물

107) ‘한마’와 ‘두마’를 ‘산짐’으로 보는 제보자도 있었다. ‘한조곰’에 물이 최고로 죽어서 ‘무심’에는
수위 변화가 없고, ‘한마’부터 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마’․‘두마’․‘서마’ 식으로 ‘물때’를
세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명의 제보자만이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108) 제보자들이 ‘사리때’를 ‘사릿발’이라고도 하지만 ‘조곰때’를 ‘조곰발’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데 부안 연안지역의 물때 연구(이기복 2002: 13)는 ‘사릿발’에 대응하여 ‘조금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명명법에 평행한 논리로 보면 ‘조금발’의 사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자가 ‘조곰때’
를 ‘조곰발’이라고도 하는지를 물었을 때 한 제보자는 “조곰발은 없고. 조곰은 물 죽어 번지게 조
곰은. 물발이 죽은게.”(박○임, 여, 1935년생)라고 설명하였고, 또 확인 차 연구자가 ‘조금발’이라
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자 어민들은 ‘조금발’은 없다며 연구자의 말을 교정했다. 다시 말해, ‘조곰
(때)’은 물이 죽어 물발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의 인지체계에서 ‘사릿발’과 달리 ‘조곰발’이라는 표
현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비논리적인 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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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위와 수세는 사실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므로
이때는 물발이 센 것이 특징이다. 물때로 보면 ‘여섯마’에서 ‘아홉마’까지를 ‘사릿
발’로 본다.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물발이 센 ‘사릿발’에 주로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서 어로활동을 한다.
그리고 네 물때 중 ‘여섯마’가 ‘사리’로 별칭됨으로써 ‘사릿발’ 범주의 원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민들에 따르면, ‘여섯마’가 사리라고는 하나, 오히려 ‘일곱마’부
터 ‘아홉마’까지가 실질적으로 물도 더 많이 들어오고 물발도 더 세다고 한다. 사
리의 경우 명칭상의 원형과 실제 물 상태의 원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물의 수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아홉마’까지 올라간 물은 ‘열마’부
터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물이 점차 적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로 살았던 물이 죽기 시작하는 물때 단계를 ‘거끔(질)’ 또는 ‘게끼’라고 한다.
수위가 떨어지므로 수세도 꺾여 물살도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 물때 범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명칭 ‘거끔’과 ‘게끼’는 ‘물이 걷어진다’ 또는 ‘물이 꺼진다’의 의미로 설명
된다. ‘거끔’은 ‘열마’부터 ‘대게끼’까지로 본다. ‘거끔’은 물이 죽기 시작하는 단계이
기는 하지만, ‘조곰(때)’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아직 물의 수위도 높고 물발도 세기
때문에, 어민들은 대개 ‘거끔’까지 어로활동을 한다.

Ⅲ

단계 의 범주들을 구분 짓는 유사한 물의 상태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이 들어
오는 양 곧 수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다시 말해, ‘산짐’과 ‘게끼’는 물의 수
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와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대한 구분이고, ‘사릿발’과
조곰(때)’은 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때와 계속 낮아지는 때에 대한 구분인 것

‘

이다. 그러나 물의 수위는 물이 흐르는 세기 곧 ‘물심’(물 힘)과 동전의 양면과 같
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는 상태는 물발이 세거나 약한 상태
를 전제한다. 그래서 특히 ‘사릿발’과 ‘조곰(때)’은 물발의 강약에 의해서 그 물때의
범주적 특징이 또한 인지된다.

Ⅱ

Ⅲ

단계 는 단계 의 네 범주를 다시 두 개의 포괄적 범주로 묶어 구분 짓는 상위

Ⅱ

Ⅲ

단계다. 단계 도 단계 의 범주들이 지닌 유사한 물의 상태에 따라 크게 두 범주
로 구분한다. 어민들의 표현을 빌면, ‘물이 죽는다’와 ‘물이 산다’로 표현되는 물의
상태에 대한 지각에 기반하고 있다. 두 범주의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또는 조금(때): 물이 죽는 때. 즉, 물의 수위가 떨어지며 물발이 약한 때
또는 사리(때): 물이 사는 때. 즉, 물의 수위가 올라가며 물발이 센 때

1 조곰(때)
2 사릿발

Ⅱ

Ⅲ

단계 의 범주 명칭 ‘조곰(때)’과 ‘사릿발’은 단계 의 두 범주와 명칭이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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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포함과 배재의 관계가 다르므로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는 다의어다. 이 상위
단계에서 ‘조곰(때)’ 또는 ‘조금(때)’은 물이 죽는 모든 물때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물의 수위가 떨어지며 물발이 약한 때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사릿발’ 또는 ‘사리
때)’는 물이 사는 모든 물때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물의 수위가 올라가며 물발이

(

Ⅲ 범주의 포함 관계로 보면

센 때다. 따라서 단계

,

조곰(때)’은 ‘거끔’과 ‘조곰(때)’

‘

을, 그리고 ‘사릿발’은 ‘산짐’과 ‘사릿발’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인 것이다.
다시 말해, ‘물때’를 대별시키는 범주적 특성으로서 어민들이 ‘물이 죽는다’고 말
하는 물의 상태는 살았던 물이 죽기 시작하는 상태(거끔)와 물이 계속 죽어가는 상
태(조금때)를 포괄하는 의미고, ‘물이 산다’고 말하는 물의 상태는 죽었던 물이 살
아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태(산짐)와 물이 계속 살아올라가는 상태(사리때)를 포괄하
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바닷물의 수위 변화에 따른 물 상태가 어민들
이 물때를 범주화하는 데 일차적으로 지각하는 의미 속성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앞의

표

<

로 도표화된 물때의 민속분류법은 바로 이 물의 수위 변화에 초

5-12>

점을 맞춘 구분체계를 보여준다.
[사례 5-26]

‘(풍선배를 타고 주낙질할 때) 사릿발에는 나가고 조금때는 안 나간다. (어장 나가는 물때를 구체
적으로 말하면) 서물부터 열두물까지 나간다. 물이 너무 세도 안 좋기 때문에, 서마부터 여섯마까지
주낫질 하기는 제일 좋다. 일곱마부터 아홉마는 물이 너무 세다. 물발이 세서 총소리가 난다. (조금
때인) 열서물부터 두마까지 오일 정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사릿발의 물때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릿발은 서마부터 아홉마까지다. 열마가 되면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김○옥, 남, 1934년생)
덧붙이면, 연구지에서는 물때의 의미로 ‘무심’이 사용되기도 한다. ‘무심’의 어원

Ⅱ

이나 의미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민들은 단계 의 ‘조곰(때)’과 ‘사릿발’
을 각각 ‘죽는 무심’과 ‘사는 무심’이라고도 표현한다. 또한 ‘저문 물때’를 ‘저문 무
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이 ‘무심’이 형태상으로 ‘한조곰’ 다음
날인 ‘무심’과 명칭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였다.

② 보름 주기 물때와 어장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물때의 민속분류법에서 어떤 물때 명칭 또는 범주가 현저
하게 인식되는가? 사실 물때의 구분체계는 크게 조금과 사리를 두 축으로 하는 인
지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표

<

5-12>

물때의 민속분류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계마다 사리와 조금 명칭이 특정 물때의 범주를 규정짓고 서로 대조를 이루며
다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때체계에서 조금과 사리의 범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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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각되는 개념 범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상위 단계의 범주 명칭이 ‘사리’
이고, 개별 명칭인 ‘여섯마’ 또는 넓게는 ‘여섯마’를 포함하는 ‘사릿발’이 최상위 범
주와 다의어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물때의 구분체계는 사리를 원형 범주로 하
는 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어민들의 물때 인지체계는 조금보다는 사리를 더 강조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민들이 조금보다 사리에 초점을 맞춰 물때를 인지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주로 ‘사리때’에 집중되어 왔다는 물때와 어로활동의
관계 속에서 이해 가능하다. 물때로 말하면 보통 ‘서마’에 어장을 나가서 ‘대게끼’
까지 고기를 잡았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조개 채취도 주로 ‘사리때’ 이루어지며
물때의 적용도 어선어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 ‘서마’부터 조개 채취를 하지만,
조개양식장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때’ 쉬고 물이 더 많이 써는 ‘다섯마’부
터 조개를 파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물의 상태에 따라서 짧으면 ‘열마’
까지 길게는 ‘열두마’(곧 ‘대게끼’)까지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포획 어종에 따라서는 사리와 조금의 영향을 받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

때’에 주로 조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젓새우잡이 중 ‘갓젓’잡이나 소라잡이

서대잡이 같은 것은 물발이 약한 ‘조금때’에 주로 하는 어장들이다. 수중을 활발하
게 유영하는 어종보다는 물가나 해저 가까이 붙어 서식하는 어종을 잡는 어장의
경우는 ‘조금때’가 더 선호되는 물때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어민들이 ‘사리때’에 주로 조업을 나가는
것은, 어획량이 높은 물때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어장 이동에 유리한 물때에 대
한 선호와도 관련된다. 과거 ‘풍선배’로 주낙질을 했던 어부의 다음 진술은 물때에
따라 바다에 나가는 시간의 유동성을 잘 보여준다.
[사례 5-27]

“(@옛날에 어장하실 때 물이 어떨 때 나가서 일을 하신 거에요?) 근게 밤(어두운 새벽)에 나가,
물때 따라서 그러지. 밤에 나가 세시, 네시 나간 때도 있고, 날 새서 나갈 때도 있고. 연방 늦어진
게로. 물이 한 시간씩 차이가 나잖아. 오늘 열두시에 만, 인자 간조되았이먼 낼은 한시에 간조되고.
근게로 거시기 봐서 배를 나가지. 세시에도 나가고 두시에도 나가고 한시에도 나가고.”(김○옥, 남,
1934년생)
아침물’을 이용해 바다에 나가는 시간이 물때 따라서 새벽 1시도 되고 2시도 되

‘

고 날이 샌 아침도 되는 것이다. 조류를 이용해 바다를 드나들었던 풍선 시절에는
썰물을 이용해 바다에 나가고 밀물을 이용해 육지로 돌아오는 식으로 조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따라서 ‘풍선배’를 타고 아침에 어장을 나가는 어부들은 엄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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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침물’이 썰물인 물때를 이용해 새벽 3시에도 나가고 4시에도 나간 것이다.
어장이 보통 ‘서마’에 시작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시간은 대개 ‘서마’를 기
준으로 계산된다. ‘서맛날’

시 무렵에 항상 만조가 되어 썰물이 시작되고 아침

0

6

시 무렵에 간조가 되어 밀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마’는 일별 물때와 시간을 계
산하기에 편리한 기준점이 되는 물때로 인식되는 것 같다.

서마면 (만조가)

“

시

12

여. 아침 6시면 물 든게. 무조건하고 서맛날은 6시여 물 드는 것이. 아침 6시에 물

○

들어. 근게 그것 기준허먼 딱 맞어.”(배 식, 남,

년생)라는 한 젊은 어민의 경험

1957

적 인식은 물때의 시간 기준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 ‘풍선배’로 출어할 때 ‘서
맛날’ 바다에 나가는 시간이 새벽

시 무렵이 되고 물때 따라서 매일 약

1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다. ‘풍선배’로 주낙질을 했던 어부가 새벽

시에도

1

시간씩

1

시에도

3

배가 나간다고 한 이야기는 실상 ‘서마’의 썰물을 기준으로 한 출어 시간에 대한
서술일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어민들이 어장을 나가는 물때는 보름 주기 물때로는 ‘서마’에
시작되고, ‘사리때’에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하루 주기 물때로는 ‘아침물때’의 썰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민들은 보름 주기 물때가 ‘사리때’이냐 ‘조금때’이냐에 따라서 ‘아침물’
이 썰물인지 밀물인지를 또한 구분한다. 다음에 한 어민의 진술을 소개한다.
[사례 5-28]

‘(조업을) 꼭 썰물에만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새 아침에 들물에 쭈꾸미배들이 나간다. 조금
이라. 사리에는 썰물에 나가고 조금에는 들물에 나간다. 물때가 그렇게 된다. 사리때는 아침에 썰물
이고 조금때는 들물이다. 조업을 아침에들 나가니까 사리냐 조금이냐에 따라서 (아침물때가) 썰물
도 되고 들물도 된다. 지금은 배 나가는 데 들물․썰물이 없으니까.’(이○철, 남, 1955년생)
조업을 나가는 ‘아침물때’의 조류가 썰물일 때도 있고 밀물일 때도 있다는 것이
다. ‘아침물’은 시간상으로 고정된 물때이지만, 조류는 하루에

분씩 늦어지는 유

50

동적인 물때이기 때문에, ‘아침물’의 조류가 변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
아가 ‘사리때’는 ‘아침물’이 썰물이 되고 ‘조금때’는 밀물이 된다는 것이다. 즉, 보름
주기 물때와 ‘아침물’의 조류가 상관관계 속에서 또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배의 도입으로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조업을 해도, 아무래도 ‘조금때’보다
는 ‘사리때’에 어획량이 더 높으며, 어종과 어법에 따라서는 조금과 사리를 구분하
여 조업이 이루어진다.

- 231 -

[사례 5-29]

“근게 조곰부터서 한 두물, 세물까장은 물심이 없어. 근게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못 잡으먼 ‘이
조금때 뭔 고기를 잡냐’ 그맀지. 물심이 안 간게. 물심이 없으먼 고기가 이상허게 안 잽혀. … 그리
서 옛날부터 조금때는 뭔 고기 잡냐고 그런 말이 있고. (@그럼 고기를 언제 잡아야 좋은 거에요?)
암만히도 물살 사릿발이 낫지. 사리때가 낫지 고기 잡는 거는. 조금때도 어장허지만, 쭈끼미배만 봐
도 그러잖어. 사릿발에는 많이 잡어도 조금때는 쪼금씩밲이 못 잡잖여.”(김○풍, 남, 1943년생)
‘흘림은 한 번에 자망보다 꽃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물때에 따라 조업 일수에 제한이 있
다. 물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살이 살아 있는 사릿발 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물살이 없는
조금때는 조업을 할 수가 없다. 흘림은 그물을 놓고 2 3시간 후에 그물을 대린다[다린다]. 조업을 6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그물이 빠른 조류에 떠내려가면서 꽃게가 걸리기 때문에 물살이 살아 있는
물때에 맞춰서 조업을 끝내야 한다.’(김○수, 남, 1966년생)
~

그러므로 물때의 명칭과 구분체계에서 나타나는 사리에 대한 문화적 강조는, 어
로활동을 하기에 좋은 물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것이다.

③ 물때의 조건 구분법
물때의 구분체계는 구분법상으로 보다 복합적 의미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표

<

의 물때의 구분체계는 네 개 층위의 위계적 포함의 의미 관계에

5-12>

Ⅳ

Ⅱ

토대하여 구성된 민속분류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계 에서 단계 까지의 세
층위는 각 단계만을 떼어놓고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범주들이 조건적 의미 관

Ⅳ

계에 있는 조건 구분법에 해당하는 구분체계다. 단계 에서 ‘한마’는 항상 ‘무심’

Ⅲ

다음에 오고 ‘일곱마’는 항상 ‘여섯마’ 다음에 온다. 단계 에서도 ‘사릿발’은 항상
산짐’ 다음에 오고 ‘조곰(때)’은 항상 ‘거끔’ 다음에 온다. 이 범주들의 전후는 바뀔

‘

수가 없다. 이렇게

Ⅳ

에서 단계 에서는

일 동안 일어나는 바닷물의 변화라는 하나의 과정(process) 속

15

Ⅲ

Ⅱ

개 범주들이, 단계 에서는 네 범주들이, 그리고 단계 에서

15

는 두 범주들이 단계(stages)로서 대조를 이루며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Ⅲ

표

<

은 물때의 민속분류법 내 단계 의 조건구분법을 예시한 것이다.

5-13>

[단계Ⅰ]
조곰(때)

<표 5-13> 물때의 조건 구분법

➝

[단계Ⅱ]
산짐

➝

[단계Ⅲ]
사릿발

➝

[단계Ⅳ]
거끔

➝

[단계Ⅰ]
조곰(때)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름 주기 물때의 명칭체계는 위계적 포함 관계와 단계-과
정 관계라는 이중적 의미 관계에 토대한 복합적 구분체계로 조직된 연망 구분법
(network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보름 주기 물때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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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의미영역에서의 구분체계가 단일한 의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미 관계에 토대하여 조직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Casson
1981a: 82-83).

(2) 물 상태의 가변성과 특수 ‘사리’의 구분
앞서 살펴본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체계는

일마다 반복되는 물의 상태 변화를

15

한 사리’ 단위로 일반화한 것으로, 이것을 ‘일반 사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

매 ‘사리’마다 일별 물때의 물 상태가 실제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컨대 어민들은 같은 물때라도 매 ‘사리’마다 물의 수위가 똑같지 않고 달라진다고
말한다. 물때의 개념으로 바닷물의 변화를 일정한 의미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있지
만, 사실 물 상태의 가변성을 또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표

<

Ⅲ

의 단계 의 물때 범주에서 나타나는 물 상태의 가변성과 관련해

5-12>

서 일반 ‘사리’와 구분되는 특수 ‘사리’ 곧 ‘신사리’가 발견된다. ‘신사리’란 물이 살
아나기 시작하는 ‘산짐’과 물이 죽기 시작하는 ‘거끔’ 곧 ‘게끼’에서 물 상태가 일반
사리’와 다른 변화를 보이는 특수 ‘사리’를 구별하는 민속 명칭이다. 이와 관련하

‘

여 두 개의 하위 명칭이 발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보통 물때보다 일찍 물이 살아나서 산짐에도 물이 센 사리
2 게끼 신사리: 보통 물때보다 늦게 물이 죽어서 게끼에도 물이 센 사리
1 산짐 신사리:

먼저 어형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면, ‘신사리’는 ‘신[센]+사리’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소다. ‘신사리’의 ‘신’은 ‘시다’[세다]의 뜻으로 ‘센’의 지역 변음이다. ‘산짐 신사
리’와 ‘게끼 신사리’는 각각 ‘산짐+신사리’와 ‘게끼+신사리’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신사리’와 관련된 물때 범주가 무엇인지를 지시한다. 즉, ‘산짐 신사리’는 ‘산짐’에

‘

이미 물이 센 ‘신사리’이고, ‘게끼 신사리’는 ‘게끼’에도 물이 센 ‘신사리’인 것이다.
그래서 “산짐의 신사리” 또는 “게끼의 신사리”로 풀어서 표현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물때로 보면, 일반 ‘사리’에는 ‘산짐’의 ‘서마’에 물이 살아나서 ‘아홉마’
까지 물이 최고로 살았다가 ‘게끼’의 ‘열마’에 물이 죽기 시작한다. 그런데 ‘산짐 신
사리’에는 ‘서마’보다 이른 ‘두마’ 또는 ‘한마’에 미리 물이 살아나서 ‘야닯마’까지
물이 최고로 살았다가 ‘열마’가 아니라 ‘아홉마’에 미리 물이 죽기 시작한다. 반면
에 ‘게끼 신사리’에는 ‘서마’보다 늦게 물이 살아나서 ‘열마’에도 물이 안 죽고 계속
살다가 ‘열한마’에서야 물이 죽기 시작한다. 즉, ‘신사리’는 물이 일찍 살아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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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물발이 약한 ‘산짐’에 보통 때보다 물발이 세게 나타나거나 물이 늦게 살아나서
물이 죽어야 하는 ‘게끼’에도 물이 살아서, 보통 때보다 ‘산짐’과 ‘게끼’에 물발이
세게 나타나는 ‘사리’를 일반 ‘사리’와 구분 지어 가리키는 개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의 변화는 “물이 빨리 살면 물이 빨리 죽는다.”는 원리로 설명된다.
일반 ‘사리’와 달리 ‘산짐’과 ‘게끼’가 ‘서마’와 ‘열마’를 중심으로 하루 사이로 빠르
고 늦는 변동을 보임에 따라서, 물이 살고 죽는 ‘물때’도 하루 사이로 빠르고 늦어
지는 것이다. ‘사리’에 따라 물의 상태 변화가 이러한 가변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
민들은 일반적으로 ‘서마’에 물이 살고 ‘열마’에 물이 죽는다고 하면서도, ‘두물이나
서물부터는 물이 살아난다.’거나 ‘열물이나 열한물부터 물이 죽는다.’는 애매한 진
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게다가 ‘사리’에 따라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물의 가변성이 달(month)의 크고 작음
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큰달에는 일반 ‘사리’가 나타난다. 그런데 뒤에
작은달이 오는 큰달에는 일반 ‘사리’ 대신 ‘게끼 신사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작은
달에는 ‘산짐 신사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일반 ‘사
리’와 ‘신사리’가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이 인지되기는 하지만, 그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보자들로부터 들을 수는 없었다.

(3) 물때체계의 변이와 변화
표

<

로 정리된 일반 ‘사리’에서 나타나는 물때의 민속분류법은, 주로

5-12>

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1930

년대 이후 어부가 된 노년층 제보자들의 진술에 토대한

1950

Ⅳ

구분체계다. 그런데 일차적 범주인 단계 를 상위 범주로 묶어 구분 짓는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변이(variation)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이의 주된 내용은 ‘사릿
발’의 범위 확대 및 ‘산짐’과 ‘거끔’의 범위 축소와 관련된 것이다.
노년층 제보자 중 일부는 ‘사릿발’을 ‘여섯마’에서 ‘열마’까지 또는 ‘다섯마’에서
열마’까지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산짐’의 마지막 ‘물때’인 ‘다섯마’와 ‘게끼’의 첫

‘

물때’인 ‘열마’를 ‘사릿발’로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릿발’의 최대 범주는 ‘다섯

‘

마’에서 ‘열마’까지로 두 물때가 더 확장되는 반면에, ‘산짐’은 ‘서마’에서 ‘너마’까
지, ‘거끔’은 ‘한게끼’에서 ‘대게끼’까지로 각각 한 물때씩 축소된다. ‘산짐’ 하는 물
때는 ‘서마’로 동일하지만, ‘거끔’ 하는 물때는 ‘한게끼’로 한 물때가 늦어진다. ‘조
곰(때)’의 범주는 똑같다.
사실 보통 ‘서마’에 물이 살아나므로 사리 전날인 ‘다섯마’가 되면 이미 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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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오고 물발이 세다. 그래서 아무리 ‘산짐’이 늦어져도 ‘다섯마’는 그물어업이
든 맨손어업이든 모든 어로 작업이 본격화되어 있는 물때다. 그리고 보통 ‘열마’에
물이 죽는다고는 하나 이때도 여전히 물이 많이 들어오고 물발이 세기는 마찬가지
다. 물의 수위가 최고로 올라가는 ‘아홉마’의 다음 날인 ‘열마’는 여전히 ‘사릿발’의
기운이 있는 물때인 것이다. 말하자면, ‘다섯마’와 ‘열마’는 ‘사릿발’처럼 느껴지는
물 상태인 것이다.
게다가 ‘사리’에 따라서 ‘산짐’과 ‘거끔’ 하는 물때가 변동됨에 따라 ‘사릿발’의 범
위도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두마’까지 물이 죽지만 ‘산짐’이 빠르
면 ‘두마’에도 물이 살고, ‘열마’부터 물이 죽지만 ‘거끔’이 늦으면 ‘열마’까지도 물
이 산다. 그러므로 ‘사리’에 따라서는 ‘다섯마’와 ‘열마’가 ‘사릿발’의 물 상태를 보
이는 것이 사실이고, ‘사릿발’의 범위를 넓게 보면 ‘다섯마’에서 ‘열마’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요는 물때의 구분체계에서 보이는 변이는 단순히 개인들 간의 지식 차이라기보
다는 실제로 바닷물의 상태 변화가 가지는 가변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으
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릿발’의 넓은 범위에 대한 인식이 연령 분포상으로
이후 출생하여
즉, 대략

년대

1950

년대 이후 어부가 된 젊은 세대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970

년을 전후로 구분되는 세대 간에 물때를 인지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

1950

이는 것이다.

Ⅲ

중장년층에서는 단계 의 네 범주에 포함되는 일별 물때의 부분적인 차이뿐만

Ⅱ

아니라 단계 의 범주들을 규정하는 중심적인 의미 속성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난

Ⅱ

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단계 에서 두 범주가 ‘물이 죽은’ 상태와 ‘물이 사는’ 상태
로 인식되는 것은 같다. 그러나 물때와 관련된 젊은 어민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들

Ⅱ

어오는 물의 양보다 ‘물심’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즉, 단계 의 두 범주가 다음
과 같이 물발의 강약에 의거해 다르게 개념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발이 약한 때
2 사리( 떄) 또는 사릿발: 물발이 센 때
1 조금(때):

Ⅱ

Ⅲ

이와 함께, 단계 의 ‘조금(때)’과 ‘사리(때)’에 포함되는 단계 의 네 범주들의 구

Ⅲ

성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단계 의 ‘조금(때)’과 ‘사릿발’ 범주에서는 물의 수위와
수세가 비례관계이므로, 물발이 약한 것과 센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산짐’과 ‘거끔’은 물의 수위와 수세의 관계가 아직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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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주들이다. ‘산짐’은 물이 살아올라오기 시작하는 물때이기는 하나 ‘사릿
발’과 달리 아직 물발이 약하고, ‘거끔’은 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물때이기는 하나

Ⅱ

조곰(때)’과 달리 아직 물발이 강하다. 그런데 상위 범주인 단계 의 개념이 물발

‘

Ⅲ

의 강약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단계 의 하위 범주들 중 ‘산짐’과 ‘거끔’이 속하
는 상위 범주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산짐’은 ‘조금(때)’에, ‘거끔’은 ‘사리(때)’에 해
당하는 물 범주로 인지되는 것이다.
[사례 5-30]

‘사리때는 다섯마부터 열마까지다. 넓게 보면 다섯마에서 열두마까지도 사리때로 본다. 물이 열
한마에 죽는데, 물이 죽는다고 해서 물이 바로 적게 들오고 물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열두마까지
는 물도 많이 들오고 물심도 있다. 조금은 넓게 보면 열서마에서 너마까지 조금때로 본다.’(강○고,
남, 1953년생)
년대 이후 연구지에서 진행된 어구어법 등 근대적 어로 환경으로의 변화가

1970

세대 간 어로 지식의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왜
연구지에서 ‘사리(때)’의 범위 확장 및 물발의 세기가 더 강조되는 양상으로 어민들
의 물때 인지체계가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기술한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된 물때의 구분체계는
다음

표

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

5-14>

<표 5-14> 물때의 민속분류법⑵: 물의 수세 변화 초점
사리
조금(때)
조금(때)

사실

표

<

‘산짐’

사리(때)

조금(때)

사리(때)

‘거끔’

조금(때)

는 현재 왕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과 구

5-14>

Ⅳ
사용되고 있는 물때 명칭체계의 유형Ⅲ을 따랐는데 젊은 어민들에게서 한게끼 ․
대게끼 ․ 아침조곰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계Ⅲ에서 산짐 과

분체계를 가장 가깝게 보여준다. 단계 의 명칭들은 연구지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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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끔’에 작은따옴표를 표시한 것은 이 명칭들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

‘

한 현상은 젊은 중장년층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층 세대에서도 일반적이다. 그
래도 ‘산짐’은 아직 일상 대화에서 때때로 그 사용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거끔’ 또
는 ‘게끼’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젊은 어민 중에는 그 명칭 자체를 모르는 경우
도 있었다. ‘한게끼’와 ‘대게끼’의 물때 명칭이 사용되지 않는 것과 상위 범주의 ‘거
끔’ 또는 ‘게끼’ 명칭 사용이 약화된 것은 밀접히 관련된 현상일 것이다. 물때와 관
련된 젊은 어민들의 실제 대화에서는 상위 범주 명칭으로 ‘조금(때)’과 ‘사리(때)’
명칭만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요컨대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관찰되는 바에 의거해 말하자면, ‘산짐’과 ‘거끔’
의 범주는 개념만 존재하는 숨은 범주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래서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하나, 언젠가는 ‘조금(때)’과 ‘사리(때)’ 두 개의 물때
범주만이 강조되는 구분체계로 물때 인지체계가 단순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덧붙여서, ‘산짐’의 물때가 ‘서마’에 고정되어 있지만 ‘거끔’의 물때가 ‘열물’에서
한게끼’ 곧 ‘열한물’로 변화된 것을 강조해서 보면, 새로운 물때의 구분체계가 일

‘

반 ‘사리’에서 ‘신사리’ 중 ‘게끼 신사리’에 가깝게 변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신사리’의 개념이 젊은 세대에서 거의 나타나지는 않지만, 물의 가변성이 일
반적으로 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때를 구분하는 데서 물발의 세기가 강조
됨에 따라, ‘거끔’에도 물발이 세게 흘러 어장 하기에 좋은 물때가 길게 형성되는
게끼 신사리’의 물 상태가 부각되어 인지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잠정적인 추정을

‘

해본다.

(4) 물때 분류법의 비교
어촌 연구 중에서 바닷물의 변화 곧 물때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체계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물때의 인지 유형으로서 민속분류법을 찾아낸 연구로는,
지역별 언어 민속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왕한석(2010b:

57-62, 2012b: 76-82)

의 전

남 진도군 조도와 경남 통영시 사량도의 도서 어촌 연구에서 보고된 물때의 민속
분류법이 아마도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109)

아직은 사례의 수가 적고 지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어촌 사회의 물때 구
분체계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본 연구지에서 나타난 물때
109) 이기복(2002: 13-14)의 부안 어민들의 물때체계 연구는, 드물게 보름 주기 물때의 구분체계를
찾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 연구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분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었다
고 보기 어려워 비교 연구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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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법을 조도와 사량도의 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세 지역의 물때 구분체계에
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음

표

<

5-15>

는 세 지역의 물때 구분법을 간략히 정리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표 5-15> 지역별 물때의 민속분류법 비교

지역 전남 진도군 조도 경남 통영시 사량도 전북 부안군 왕포
범주
거끔+조곰때
조금때 게끼질+조금질+산짐때 조금때+산물
➝ 조금때+‘산짐’
산짐+사릿발
사리때 사리때
씨+질물
➝ 사리때+‘거끔’
먼저 전체적인 구분체계의 층위를 보면, 왕포 어촌의 물때 민속분류법이 모두 네
단계의 위계적 의미 구조로 유형화된 것과 달리, 전남 조도와 경남 사량도의 물때
민속분류법은 모두 세 단계로 유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차적 범주인 최하위의

Ⅳ

Ⅲ
Ⅲ
Ⅱ
에서는 각각 단계Ⅱ와 단계Ⅰ에 해당한다 왕포에서 사리 로 명명된 최상위 범주
인 단계Ⅰ은 두 지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단계Ⅳ로 기술된 일별 물때 범주의 구분법을 보면 세 지역에서 모

단계 가 두 지역에서는 단계 이고, 중간 상위 범주인 단계 과 단계 가 두 지역
.

‘

’

.

,

두

개의 명칭체계로 범주화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칭 및 음력

15

날짜와의 일치에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서해 연안 어촌인 왕포와 서남해 도서
어촌인 조도의 물때는 일곱물때식으로 음력

일과

10

일이 한물이지만, 남해 동부

25

의 도서 어촌인 사량도의 물때는 여덟물때식으로 음력 9일과
리고 조도와 사량도의 물때 명칭들은

물’형이고, 왕포는

‘-

일이 한물이다. 그

24

마’형이라는 점에서 차

‘-

Ⅰ

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도의 물때 명칭 유형은 왕포와 마찬가지로 유형

Ⅲ

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같은 반면에, 사량도는 유형

(13+2

(10+5

명

명칭)의 구조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명칭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여기서 생략한다.

Ⅲ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단계 으로 기술된 중간 상위 범주를 보면,
보는 바와 같이,

표

<

에서

5-15>

개의 일차적 범주를 상위 범주로 묶는 구체적인 명칭들 사이에

15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세 지역에서 모두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은 같다.
게다가 그 범주들의 의미도 거의 동일하다. 진도와 사량도의 분류법을 이미 비교한
왕한석의 표현을 빌면, 세 지역의 중간 범주들은 “명칭만 부분적으로 다를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범주”(왕한석

2012b: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개의

81)

중간 범주에 각각 포함되는 일차적 범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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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단계 로 기술된 중간 상위 범주를 보면, 모두 조금과 사리
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되고 있고, 그 의미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표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때’와 ‘사리때’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의 구성이 세

5-15>

지역에서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세 지역에서 일차적 범주의 상위 단계에서 네 개
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과 의미는 거의 동일하면서도, 네 개의 상위 범주들이 더
상위 단계에서 두 개의 범주로 대별되는 방식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변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으로서 왕한석(2012b)의 사량도 물때 연구에서 참조할 내용이 있다. 왕한석
(2012b: 80)

Ⅰ 로 묶는 구분을
)

Ⅱ 를 두 개의 상위 범주 단계

은 사량도의 경우 네 개의 상위 범주(단계

)

(

다소간 ‘묵시적인’ 구분법”인 것으로 보았다. 즉,

“

제보자들의

“

의식적인’ 지식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범주 구분”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본 연구지에서 물발의 세기에 초점이 맞춰진 변화된 물때의 구분체계 곧
표

<

와 비교해보면, 사량도의 분류법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5-14>

Ⅰ

도 가깝고 조석현상도 유사하여 같은 일곱물때식과 유형 의 명칭체계를 사용하는
서해의 조도와 달리, 지리적으로도 멀고 바닷물의 변화 양상도 크게 달라 여덟물때
식을 사용하는 남해 동부의 사량도와 오히려 상위 범주의 구분법이 유사하게 수렴
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다.

3) 한 달 주기 물때의 구분법
어민들의 물때 인지체계는 사리와 조금 범주의 대조적 구분을 강조한다. 보름 주
기 물때의 민속분류법은 사리와 조금에 대한 인지적 강조를 잘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한 달 주기 물때의 구분체계에서도 사리와 조금에 대한 강조는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두 사리’가 순환할 때 각각 ‘사리때’와 ‘조금때’에 나타나는
물의 상태가 매 ‘사리’마다 똑같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지각된다. 앞서 살펴본 일반
사리’와 대조를 이루어 ‘신사리’가 구분되는 물 상태의 가변성은 ‘산짐’과 ‘거끔’ 범

‘

주를 중심으로 ‘물이 살고 죽는’ 일별 물때의 변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달리
한 달 주기 물때와 관련된 물 상태의 가변성은 ‘사리때’와 ‘조금때’에 들어오는 물
이 많고 적음과 관련된 것이다. 즉, 바닷물 수위의 상대적인 변화가 한 달 ‘두 사
리’의 순환 과정 속에서 관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 달에 두
번 반복되는 ‘사리때’와 ‘조금때’ 범주의 세분된 명칭체계를 통해 물 수위의 상대적
인 가변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지되는 물때의 구분체계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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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릿발’ 또는 ‘사리(때)’에 들어오는 물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사리의 종류
를 범주화하는 하위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애사리
2 쪽사리:

또는 대사리: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써는 사리
상대적으로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써는 사리

사릿발’ 중에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애사리’ 또는 ‘대사리’라고 하고,

‘

상대적으로 물이 적게 들어오면 ‘쪽사리’라고 하는 것이다. ‘애사리’의 변이형으로
애사릿발’도 사용되는데, 이 명칭은 ‘한 사리’를 구성하는 상위 범주 중 ‘사릿발’

‘

단계와 관련됨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어형 구조상 ‘애사리’는 ‘애+사리’이고 ‘대사리’는 ‘대+사리’일 것인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릿발’을 가리키므로 ‘대사리’의 ‘대-’는 크다는 한자
사리’의 ‘애-’도 ‘대(

大

大 일 것이고

‘

’

,

와 마찬가지로 크다는 의미를 가진 형태소일 것이다.

110)

)-’

애

‘

그

러나 ‘쪽사리’는 물이 적게 들어오는 ‘사릿발’을 가리키므로, ‘쪽-’은 ‘작은’의 의미
를 가진 접두어로서 ‘애(

倭

)-’

또는 ‘대(

大

와 의미 대조를 이룬다.

)-’

사릿발’은 물이 많이 들고 많이 써는 것이 기본 속성이므로, 유별나게 물이 더

‘

많이 들거나 바람이 겹쳐 불어 엉뚱하게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애사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별다르게 주목되지 않는다. 그러나 ‘쪽사리’는 상
대적으로 물이 적게 들고 적게 써는 사리이기 때문에, 즉 기본적인 ‘사릿발’의 속
성에서 벗어나므로, ‘애사리’보다 현저하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애사리’보다 ‘쪽
사리’가 아무래도 어로활동에 상대적으로 나쁜 물때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애사리’에는 갯벌에서 조개 파는 시간과 날수가 길어 좋은데, ‘쪽사리’에는 작업

‘

시간과 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조개 채취의 품삯이 개인이 채취한 조개의

㎏ 무게

1

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민 입장에서는 조개를 팔 수 있는 하루의 작업 시간이
길고 ‘한 사리’에 작업할 수 있는 총 날수가 길수록 돈을 벌기 좋은 물때인 것이
다. 그래서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도 ‘애사리’보다 ‘쪽사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는 언어 사용이 더 자주 관찰되었다.
그리고 ‘애사리’와 ‘쪽사리’는 한 달 동안 ‘두 사리’가 상호 순환하는 것처럼 순환
110) 조수어휘를 분석한 장태진(1969b: 118-120)은 ‘애사리’를 ‘왜사리’의 변형이며 신경준의 『여
암전서(旅菴全書)』에 기술된 ‘왜생이(倭生伊)’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경준의 다른 책 『사
연고(四沿攷)』에는 “왜(倭)라는 것은 지극히 크다는 것이다. [-방언에 이르기를, 대(大)는 왜(倭)
의 난이 크다는 의미로서 또한 왜(倭)라고 말한다. 고려 말 때의 속어이다.]”(이기복 2003: 231)
라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애사리’의 ‘애-’는 ‘왜(倭)-’에서 온 변음으로, ‘대사리’의 ‘대(大)-’와
마찬가지로 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240 -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즉, ‘한 사리’에 ‘애사리’가 나타나면 다음 ‘한 사리’
에는 ‘쪽사리’가 되는 식이다.
[사례 5-31]

“무조건 이 사리가 대사리가 되먼은 다음 사리는 한 사리는 (물이) 적게 들오게 돼 있어. … 한
사리는 많이 들오고, 한 사리는 좀 적게 들오고. … 대사리는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사 메타를 기
준을 허면은 쪽사리는 삼 메타밲이 안 들와. (낮아지는 수위를) 사분의 일로 기준을 허면은 맞어져
비슷허니. 물이 많이 들오는 사리허고 쩍게 들오는 사리허고.”(김○만, 남, 1937년생)
다음으로 ‘사릿발’과 대조를 이루는 ‘조곰(때)’도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에
따라 두 하위 범주로 구분되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또는 조금: 보통으로 물이 들고 써는 조금
또는 박조금: 일반 조금보다 물이 적게 들고 적게 써는 조금

1 조곰
2 박조곰

조곰(때)’ 중에 보통으로 물이 들고 써는 조금은 별개의 명칭 분화 없이 무표형

‘

으로 그냥 ‘조곰’ 또는 ‘조금’이라고 하고, 보통 ‘조곰’보다 물이 적게 들고 적게 써
는 조금은 구분하여 ‘박조곰’ 또는 ‘박조금’이라고 부른다. ‘박조곰’은 ‘박한 조금이
다.’ 또는 ‘조금 중에도 물이 박하게 쓴다.’ 등으로 설명됨을 볼 때, ‘조곰(조금)’에
결합된 ‘박-’은 ‘박(

薄 하다 에서 온 형태소일 것이다
)

’

.

[사례 5-32]

“한 사리, 서맛날부터 바닥(갯벌)으 가먼은 열맛날까지 허먼은(조개 파면은), 열한마나 열두마나
허고는 조곰 돌아와서 물이 쟁기먼은 못 가잖아. (@열두마에도 작업해요?) 어, 거식헌 때는 열두마
까지 허는 날 있고, 어찐 때는 열마까지만 허고 못허는 때 있고. … 근게 어찐 때 물때 사릿발 멧
물 사리는 박조곰 아니먼 거시기 사리(쪽사리) 아니먼 사릿발도 여러 날 가서 일허는 물때가 있고,
그란허먼 박조곰은 금방 물 들와 번지먼 못허고 그렇게 메칠 않고 끝나고 그러더라고. 그전이 바닥
으 댕기먼.”(박○임, 여, 1935년생)
조곰’과 ‘박조곰’도 ‘애사리’와 ‘쪽사리’처럼 ‘두 사리’를 경과하면서 교대로 나타

‘

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구분법상으로 ‘사릿발’과 ‘조곰(때)’은 들고 써는 물의 양에 따라 구분되는
범주들이 위계적 포함 관계로 이루어진 민속분류법을 이룬다. 다음
표

<

은 이것을 각각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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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과

5-16>

<표 5-16> 한 달 주기 사리의 민속분류법
애사리

사리

쪽사리

<표 5-17> 한 달 주기 조금의 민속분류법
조곰

조곰

박조곰

한편 ‘사릿발’과 ‘조곰(때)’의 네 범주가 하나의 과정으로 주기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애사리’와 ‘쪽사리’가 한 번씩 번갈아 반복되고 ‘조곰’과 ‘박
조곰’이 한 번씩 번갈아 반복되듯이,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개의 사리와 두 개의 조
금이 교차하며 ‘두 사리’ 한 달 동안 순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구분법상
으로 물때의 가변성을 보여주는 이 사리와 조금의 네 범주들은 과정-단계의 의미
관계로 구조화된 조건 구분법의 유형을 보여준다.

․

그런데 이 한 달 주기의 사리와 조금의 교차 순환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두 진술 사례를 보자.
[사례 5-33]

① “일단 이 사리가 물이 많이 들으먼은 똑같은 조금인데 다음 사리는 쪽사리가 되고 그러거든.
한 사리는 많이 들오고, 한 사리는 좀 적게 들오고. … (@그러면 ‘박조금’은 뭐에요?) 그것도 박조
금이라는 조금도 그거여. 쪽사리에서는 박조금이 나오지 인자, 물이. 더 죽어 버리니까. 쪽사리는.
사리에 물이 덜 들어오니까 조금에도 물이 더 떨어져 버려. 그럴 거 아녀? 많이 들와야 쎈디, 물이
쩍게 들오니까 물이 더 떨어져 버리잖여. 그러니까 박조금이라고 허지. 아주 박헌 조금이다. 쪽사리
다음 조금이. 물이 적게 들온게, 더 적을 수밲이 더 있어. 그러고 애사리는 인자 물이 많이 들왔다
써니까 물이 쎈게. 이 사리는 물세가 세지.”(김○만, 남, 1937년생)
② “한 달에 한 번씩 물때가 또 바뀌잖아. 한 달에 물때가 두 번인, 큰 물때(곧 ‘사리’)가 두 번인
데, 사리때와 조금이 있단 말여. 조금(‘사리’의 오류) 중에서도 애사리가 있고 쪽사리가 있어. 애사
리는 보름이 낀 사리가 애사리여. 물이 많이 들와. 그 다음에 쪽사리는 그믐이 끼지. 글고 인자 쪽
사리는 물이 좀 들[덜] 들와. 그 다음에 애사리 밑에는 반드시 뒤에는 박조금이 따러와. 애사리 뒤
에 따러 오는 게 박조금여. 지금 이 조금이 박조금여. 조금 중에서는 물이 아에 안 들고 안 쓰고.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오늘 같은 상황이 이게 이 조금이 박조금여. 근게 이 전에는(앞 사리에
는) 물이 많이 들왔거든. 거의 다 차버렸거든. 그게 애사리여. 물이 많이 들올 때가. 요 뒤에 따라오
는 사리는 쪽사리라고 해가지고 물이 별로 안 들와. 낮에 물이 차봤자 반절 좀 더 찰 거야 아마.
이번 돌아오는 사리는. 애사리 다음에 박조금 돌아오고, 그 담에 쪽사리. 그 담에 인자 일반 조금.
그 조금은 다음 조금은 물이 좀 많이 들어와 제법. 이 안에까지 물이 들어올 거야. 그게 인자 그믐
이 끼어 있는 사리는 물이 적게 들오고, 초하루가 끼어 있는 조금은 물이 많이 들오는 거고 조금
중에서도.”(김○연, 남, 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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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의 세대를
제보자의 진술이고

년을 전후로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할 때,

1950

②는 젊은층 제보자의 진술이다

①은 노년층

위 진술에서 보이는 세대별 지

.

․

식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 달 주기로 교차 순환하는 사리와 조금의

․

네 하위 범주의 순서가 다르다. 둘째, 네 범주의 사리 조금과 음력 날짜와의 대응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첫 번째 차이는 이렇다. [사례

5-33]

의

①에 따르면

,

애사리’ 다음에 ‘조금’이 오

‘

고 ‘쪽사리’ 다음에 ‘박조금’이 오고 다시 ‘애사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②에 따르면

,

애사리’ 다음에 ‘박조금’이 오고 ‘쪽사리’ 다음에 ‘조금’이 오고 다시 ‘애사리’로 돌

‘

아간다.

․

두 번째는 노년층에서는 사리 조금의 네 범주가 음력 날짜와 일정하게 대응하
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반면에, 젊은층에서는 이 대응관계가 확실하게 인식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젊은 어민에 따르면, 한 달의 관점에서 ‘사릿발’이 든
날짜가 보름을 끼고 있는지 아니면 그믐을 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애사리’와 ‘쪽사
리’가 언제 나타나는지가 구분된다. 즉, 보름달이 끼어 있는 ‘사릿발’은 ‘애사리’가
나타나고 그믐이 끼어 있는 ‘사릿발’에는 ‘쪽사리’가 나타난다. 달리 말해, ‘보름사
리’가 낀 ‘사릿발’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믐사리’가 낀 ‘사릿발’에는 물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월중에 나타나는 ‘애사리’ 다음의 음력

일 무렵에는 ‘박

23

조금’이 따라오고, 월말에 나타나는 ‘쪽사리’ 다음의 음력 8일 무렵에는 일반 ‘조금’
이 따라온다.
다음

표

<

과

5-18>

표

<

․

는 한 달 주기 사리 조금의 조건 구분법을 노년층

5-19>

과 젊은층의 지식으로 나누어 각각 도표화한 것이다.

<표 5-18> 한 달 주기 사리․조금의 조건 구분법⑴: 노년층의 지식

[단계Ⅰ]
애사리

➝

[단계Ⅱ]
조곰

➝

[단계Ⅲ]
쪽사리

➝

[단계Ⅳ]
박조곰

➝

[단계Ⅰ]
애사리

<표 5-19> 한 달 주기 사리․조금의 조건 구분법⑵: 젊은층의 지식

[단계Ⅰ]
15일
애사리

➝

[단계Ⅱ]
23일
박조곰

➝

[단계Ⅲ]
30일
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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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Ⅳ]
8일
조곰

➝

[단계Ⅰ]
15일
애사리

․

․

다시 말해, 한 달 주기 사리 조금의 교차 순환관계에 대한 세대별 지식의 차이
가 확인된 것인데, 이것은 연구지의 물때 인지체계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또 하
나의 문화 내적 변이(intra-cultural

variation)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례
사이라는 것이다.
그의 아들인

①의 제보자는

②의 제보자는

부가 되어 그때부터

의

5-33]

의 사례가 될 것이다.

①의 제보자와 ②의 제보자가 부자 父子

년대에 출생하여

1930

(

)

년대에 어부가 되었고,

1950

년대에 출생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1960

년대에 어

1980

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다.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2007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어로 지식을 습득하였을 텐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와
같은 물때 지식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로 어로 지식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물때 지식들이 전달되지 않고 단절되
거나 변화되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연구지에서

년대를 전후로 세대가 구별되고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체계에 부

1950

분적으로 문화 내적 변이가 발견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자간의 연령
대로 볼 때 연구지의 세대별 변이와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로서는 한 달 주기 사리와 조금의 순차적 배열 과정 및 날짜와의 대응관계
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세대 간에 발생된 직접적인 원인이나 과정, 그 의미에 대해
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지에서 조석현상과 달(moon)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재 및 달력 조석표의 전파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본다.
물때를 연구하기 전 연구자는 물때가 음력 날짜에 대응하고 그것은 하늘의 달의
모양 변화라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민 문화에서는 모양
변화에 의거한 달의 종류에 대한 구분법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초여드레 조금’과 ‘스무사흘 조금’이 구분됨으로, 반달 곧 상현달과 하현달의 구분

‘

에 대한 민속 명칭의 발달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달의 구분법에 대한

․ ․

․

민속 지식이 특별히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그믐
달 정도의 구분이 전부다. 그뿐만 아니라 물때와 달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과적 인
식 자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름사리’와 ‘그믐사리’의 구분에서 보름달일 때
와 그믐달일 때 정도의 인식을 보였다. 어민들은 한결같이 물때와 달은 아무런 관
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연구지에서 물때와 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노년층에서 사리

․

와 조금의 교차 순환을 음력 날짜와 대응시켜 인지하지 않는 측면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달리 젊은층에서는 달력과 조석표의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
에 물때를, 하늘의 달의 모양 변화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와 함께 인식하게 되면

- 244 -

서 발생된 새로운 변화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해 본다.

5. 일 년 단위 조석 관련 어휘 분화와 범주화
연구지에서는 또한 일 년을 단위로 하는 바닷물의 변화도 체계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매일 들고 써는 물의 상태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달라지
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계절별 기온 변화에 따른 바닷물의 수온 변화가 물의 활
동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들고 써는 물의 양이 계절별로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명료한 어휘의 분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계절명+물’의 형식으로 표
현된다. 계절별 물 상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썬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도 적게 썬다.
3 가을 물: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썬다.
4 겨울 물: 물이 적게 들어오면서도 많이 썬다.
1 봄 물:
2 여름 물:

계절별 열두 달의 분포 관계는 제3장에서 어로활동의 어업력을 설명할 때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표

(<

를 참조할 것.) 단, 물

3-2>

을 구분하는 계절의 구분법에 대응하는 달은 음력에 기초한다.
물의 활동력은 너무 더워도 떨어지고 너무 추워도 떨어진다. 즉, 물이 뜨거울수
록 그리고 차가울수록 물이 적게 들어온다. 그러나 수온이 높을 때보다는 수온이
낮을 때 물이 더 많이 썬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물의 활동력이 떨어지지만,
가을에는 사계절 중 물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고 조류가 가장 세다.
[사례 5-34]

“일 년에 기후가 네 번이 베끼지[바뀌지]. 춘하추동. 그런데 겨울이는 똑같은 여섯마라도 날이 너
무나 차저 버린게 물이 죽는 거여. 기후에. 너무 찬게 맥을 못 춰. 사람 마냥으로. 그리서 물이 적
게 들어 버리고, 겨울에는. 가을철에는 물 힘이 사람으로 비유허면 이, 삼십대라 강허단 말여. 근게
물이 쎄게 들와. 그러고 여름에는 물이 뜨거 버린게 심[힘]을 못 써.”(김○만, 남, 1937년생)
그런데 계절에 따라 ‘같은 물때’ 또는 ‘같은 사리’라고 해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컨대 같은 ‘여섯마’ 또는 같은 ‘애사리’라도 여름보다는
가을에 물의 수위가 더 높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지각하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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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서, 어민들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물이 방파제를 넘어 올라올 정도로 많이 들어
온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여름 물’과 ‘가을 물’이 언어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표
현된다고 해서 수치상으로 같은 양의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
[사례 5-35]

“이것이 물이 다술수락이[따뜻할수록] 적게 들와. 같은 사리라도. 이 대사리에서 열맛날 여그 들
왔단 말여. 이것을(이것은) 가을이 물이 찰 때 얘기를 허고. 근디 여름에 물이 뜨걸 때는 대사리라
도 여그밲이 안 들와. 여그(가을) 쪽사리 물밲이는. 쪽사리 물보다도 덜 들올 때가 있어. (여름에는)
덜 들오지. 물이 뜨걸수락. (물이) 활동을 못혀.”(김○만, 남, 1937년생)
그리고 물이 써는 정도에서 보면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썬다. 겨울에는 물이
적게 들어오면서도 물이 많이 써기 때문에, 간조선이 방파제 끝 부근까지 나간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등에 위치한 조개양식장에서는 여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도 겨울에는 작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모항 앞에 위치한 바지락양식
장과 겨울철 조개 채취에 대한 한 제보자의 다음 이야기는 물 상태의 계절별 가변
성과 갯벌의 노출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례 5-36]

“인자 겨울에 물 쓰니까 겨울에 잡겄지. 지금은 여름엔 물이 안 쓰니까 잡고 싶어도 못 잡잖아.
근디 겨울에는 인자 물이 많이 쓰니까 거그서 잡어. 거기는 땅은 진짜 에이급이야. 모래땅이다가.
바지락 히먹기는. 이쪽은 막 쩍(굴)이 서 갖고 못 히먹잖아. 바지락양식장을. … 꿀 땜이. 꿀밭 돼
버렀어. 저 앞에는. 고창 앞에는. 거기는 아직은 모래땅에다가 파기 좋지. 모래가 섞여 있잖아 그놈
은 뻘에. 죽뻘이 아녀.”(최○순, 여, 1957년생)
다음으로 일 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민들은
계절별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네 개의 사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과 같다.

음력 3월 그믐의 사리
음력 7월 보름의 사리
음력 8월 그믐의 사리
4 시월 그믐사리: 음력 10월 그믐의 사리
1 삼월 그믐사리:
2 칠월 백중사리:
3 팔월 그믐사리:

․ 월․ 월․

일 년 중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는 달로 보면 음력 3월

7

8

월이다.

10

그런데 ‘칠월 백중사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리’는 ‘그믐사리’이므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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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삼월 그믐사리’는 음력 3월 말과 4월 초순 사이, ‘팔월 그믐사리’는 음력
월 말과 9월 초순 사이, 그리고 ‘시월 그믐사리’는 음력

월 말과

10

8

월 초순 사이

11

에 해당한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물이 활동력을 잃었다가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 음력
월 그믐 무렵에 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월 그믐사리’는

3

아직 그렇게까지 물이 완전히 성한 기간이 못 되기 때문에 삼월 달에는 아직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리에 비해 물이 적게 들어온다.
이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는 바로 ‘칠월 백중사리’다. 여름 더
위에 물이 활동력을 잃었다가 음력

월 중순에 들어서면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7

서늘하게 불어주어 물이 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이 활동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칠월 백중사리’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 물발이 세다. 한여름인 음력

‘

월과

5

월을

6

지나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음력 7월 중순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칠월 백중사리’라고 해서 항상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백중사리’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물의

‘

상태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어민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례 5-37]

‘이 사리가 옛날말로 물 많이 들어오는 사리다. (근데 이 사리에는) 물 많이 안 들오것고만.’(김○
풍, 남, 1943년생)
“백중사리가 물 많다고 허는디, 모르는 소리고. 유월 그믐사리가 물이 가장 많이 들와.”(최○례,
여, 1934년생)
사계절 중 물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가을에는 추석을 지낸 음력

월

8

그믐 무렵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 지금은 추석 무렵에도 더워 반팔 옷을 입지만,
그전에는 추석 무렵이면 낮에도 모시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서늘했다고 한다.
따라서 음력 8월 말과 9월 초순 사이에는 여름의 더위가 완연히 물러가고 물이 차
져 물의 활동력이 활발해지면서 사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가을의 끝에 ‘시월 그믐사리’가 나타난다. ‘시월 그믐사리’를 지나면 이제
겨울이 되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완전히 차져 물도 힘을 잃
는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계절별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가 ‘칠월 백중사
리’를 제외하고 ‘보름사리’가 아니라 ‘그믐사리’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노년층

․ 쪽사리 와

의 인지체계에서 ‘애사리’

‘

’

․

보름 그믐 날짜의 대응관계가 나타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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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큰 사리가 ‘그믐사리’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보름보다 그믐 무렵에 ‘애사리’
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젊은층에서 나타나는 그 대
응관계로 보면, ‘그믐사리’보다는 ‘보름사리’에 이러한 큰 사리 현상이 나타날 개연
성이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큰 사리가 ‘그믐사리’에서 주로 구분된다는 것은
애사리’와 ‘보름사리’를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인지와 불일치하는 것 아닌가? 그러

‘

나 연구지에서는 이 질문에 답이 될, 이 두 사리 범주를 관련시키는 인식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물때’의 구분체계를 살펴보
았다. 물때체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지식체계이고, 바닷물의 변화가
지닌 주기성과 함께 가변성까지도 포착하고 있는 이해의 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다가 지닌 불확정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
은 관찰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지적 활동인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한 젊은 어민의
말을 끝으로 소개하겠다.
[사례 5-38]

“이놈의 바다는 평생을 해도 몰라. 평생을 해도 끝이 없어. 물론 농사도 그렇지만. 농사도 결국
죽을 때까지 일만 배우다가 손자한테도 결국 또 일을 배운다는 식으로, 바다도 마찬가지여. 왜그냐
먼 일 년 내내 같은 물때가 없으니까 그래. 더 그래. 근게 물은 똑같이 하루에 두 번 들랑날랑 하
지만, 같은 물때는(같은 물때에 수위가 동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이게 젤로 크게 달르기는 여
름 물 달르고 봄 물 달르고 겨울 물 또 달라. … 근게 거의 보먼 좌우지간 조석표를 보먼 알어. 조
석표를 봐도 똑같은 수위가 하나도 안 나와 거의 다. 다 달러. 같은 물때인데도. 근게 여덟물이라고
해서 수위가 똑같은 거 아녀. 전부 다 달라. 조석표 봐봐. 똑같은 수위는 하나도 없을 거여 거의.
글고 일 년만에도 달러. 이게 물이 많이 들오는 때가 한 오륙년 만에 한 번씩 허도만. 근게 해마다
같은 물때가 되먼은 (방파제 위로 물이) 넘는 게 아니라, 그런게 같은 물때가 한 번도 없다고 보먼
되아. 이게 참 머리가 복잡혀. 그리도 조석표를 만들어 내놓는 거 보면 대단허긴 대단혀. … (그래
도 이렇게 복잡한 바닷물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묻자) 아이, 바다 생활 오십 년 살았어요.
오십 년 살았다고. 근디 이런 거를 이해를 헐라먼은 삼십 년은 살아야 혀. 삼십대 대부분, 여그서
살아도 삼십대 이후나 이런 걸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 외에는 달이 있는지, 달이 가는지,
물때가 멧 물 땐지 뭐 이해가 되가니.”(김○연, 남, 1960년생)
6. 어촌의 물때생활
어민들의 물때 인지체계에 대한 이해로서 왕포 어민들의 일상생활과 물때의 밀
접한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촌 사회에서 물때의 문화적 강조는 바다에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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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육지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때는 시간과
행위의 기준이자 지식으로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물때 따라서” 하는 ‘물때일’이라고 한다면, 육지에서의 일상생활은

“

물때

“

따라서” 하는 ‘물때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바다와 육지 모두에
서의 어민들의 생업과 생활을 ‘물때생활’로 넓게 규정할 수도 있다. 어촌에서의 삶
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물때생활의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1) 행사 날짜 잡기와 조금때
어민들은 바다에서의 생업을 쉬고 육지에서 어떤 행사를 치러야 할 때 행사 날
짜를 잡는 데도 물때를 고려한다. 어로활동이 주로 행해지는 물때가 보통 ‘사릿발’
이고, 지금은 사리와 조금 구분 없이 어장을 한다고는 해도 ‘조금때’보다는 ‘사리
때’에 아무래도 어획량이 높다. 그래서 어기 중에는 ‘사리때’보다는 ‘조금때’에 어장
을 쉬어도 손해가 적게 나므로, 어민들은 행사 날짜를 가능하면 ‘사리때’를 피해
조금때’의 한 날로 잡는 경향이 있다.

‘

년

월 중순에 부녀회원들이 모여 봄에 가는 마을 단체 관광 날짜를 잡기

2009

1

위해 의논하는 과정을 관찰한 적이 있다. 2월 하순이면 봄 주꾸미잡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로 날짜를 잡자는 의견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 전
체로 단체 관광을 다니지 못해 마을 단합에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봄 여
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행 날짜를 잡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녀회장이
조금때라도 하루 날 잡어 가지고” 가자고 했고, 여성 어민들은 달력을 가져다 놓

“

고 달력 조석표 물때를 보며 ‘조금때’에 해당하는
10)

월

일(음

3

5

2.

9)

이나

일(음

6

2.

날로 날짜를 좁혔다. 앞날은 물때가 ‘무심날’이었고 뒷날은 ‘한맛날’이었다. 결

국 여행 날짜는 물때가 ‘한마’인 3월 6일(금)로 결정되었다.

111)

여행 날짜를 ‘조금때’로 잡는 것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왕포 어
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운호어촌계’에서

2010

날짜가

월

월

4

일(월)로 확정되었다. 음력으로는

19

년에 단체관광을 계획하였고

3

일로 물때가 열두물인 조금

6

111)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장면을 관찰하기 전까지 연구자에게 쉬는 날이나 여행과 같은 행사 날짜
는 요일이나 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결정 사항이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빨간 글씨’로 표
시된 공휴일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녀회장으로부터 여행 날짜를 의논할 것이라는 얘
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연구자는 당연히 3월 몇 째 주의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혼자 예상을 했다.
그런데 제보자들의 대화에서 요일이나 공휴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물때가 언제이냐가 중심
화제였다. 이날 연구자는 어민 문화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물때가 어민 문화에 얼
마나 중요한 시간 개념인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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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이었다. 그런데 어촌계원 중 한 명인 다음의 제보자는 어장의 종류가 달라 단
체 관광에 참여하지 못 할 수도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례 5-39]

“(@아저씨네도 놀러 가세요?) 소라잡이 때라 우리는 못 갈 수도 있어. 쭈꾸미잽이는 조금이라
조업을 쉴 수 있으니까. 쭈꾸미 잡는 회원들에게 맞춰서 관광 날짜를 잡은 것이라. 숫자가 많으니
까. 소라 잡는 집은 몇 안 되고.”(임○식, 남, 1950년생)
위 제보자는 봄에 주꾸미잡이를 하지 않고 소라잡이를 한다.

월은 소라잡이가

4

한창인 때다. ‘사리때’에 주로 조업하는 주꾸미잡이와 달리 소라잡이는 ‘조금때’에
한다. 그런데 어촌계원 중에 주꾸미잡이를 하는 사람이 많고 소라잡이를 하는 사람
은 적다 보니 단체 관광 날짜를 주꾸미잡이를 하는 회원들에게 맞춰 ‘조금때’로 잡
았고, 그래서 제보자의 경우는 소라잡이를 해야 하는 ‘조금때’라서 여행을 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장에 따라 주로 조업을 하는 물때가 서로 다르므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민들의 일이 이렇게 어장에 따라서도 물때의 영향을 받다보니 단체 활동에 참
여도가 떨어지고 단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년

2008

월 5일 날

11

열린 ‘제3회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어민들은 짧게 ‘어민대회’라고 부름)에 참
석하러 가면서 한 젊은 어민과 나눈 대화는 어민 문화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물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사례 5-40]

‘농민대회가 행사도 크고 더 볼 만하다. 어민대회는 별로다. 어민은 단합이 잘 안 된다. 농민들은
일이 비슷하게 끝나니까 농민대회에 많이 참여하지만, 어민들은 일이 물때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참여가 별로 안 좋다.’(김○일, 남, 1962년생)
마을이나 지역 내 행사뿐만 아니라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어민 행사의 날짜
에서도 물때에 대한 고려는 감지된다.
열린 어민대회는 음력으로 말하면
리는 ‘전국수산업경연인대회’가
었는데, 행사 날짜는

월

5

월 5일(수)에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11

월 8일로 물때가 ‘조금’ 날이었다. 2년마다 열

10

년에 전북 군산에서

2011

일(수)부터

11

년

2008

박

2

일 일정으로 개최되

3

일(금)까지였다. 음력으로는

13

월

4

일부터

9

일까지로 물때로 보면 ‘무심’부터 ‘두마’까지다. 어민후계자들의 모임인 두 대회

11

모두 ‘조금때’에 맞춰 행사가 개최된 것이다. 행사 주최 측에 직접 확인한 것은 아
니지만, 어민들이 참석하는 행사 날짜를 결정하는 데 물때가 고려되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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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2) 어판장 이용과 사리때
어촌이라고 해서 필요한 모든 수산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왕포 어

․ ․

민들도 곰소 줄포 부안 등의 어시장을 이용해 필요한 수산물을 구입한다. 또는
좀 더 선도가 높은 제철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을 때는 격포 활선어위판
장(이하 ‘어판장’)을 이용한다. 그런데 어판장을 이용할 때도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도 물때가 고려된다. 어판장에 해산물을 사러 가기에 보다 좋은 물때가
있는 것이다.

○

한 제보자(김 임, 여,

1958

년생)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봄이나 가을이 되면 서울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꽃게로 간장게장을 담가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한다. 또한 간장게
장을 담가 사둔이나 지인들에게 인사차 선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1백만 원에 상
당하는 꽃게를 한 번에 산 적도 있다고 한다. 옆집에 사는 남동생이 꽃게잡이를 하
므로 마을에서 선도 높은 꽃게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
서 너무 많이 어획물을 빼버리면 도매상에게 넘겨줄 어물이 적어져 판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마을 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량으로 꽃
게 등을 구입해야 할 경우 격포 어판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제보자는
월 8일과

년 5월

2011

년

2009

5

일 날 어판장에서 꽃게를 구입했는데, 이 날은 모두 물때가

16

다섯물인 ‘사리때’였다.
[사례 5-41]

“물때 봐서 어판장에 가는 게 좋아. (@왜 물때 봐서 어판장에 가는 게 좋아요?) 다섯, 여섯물이
돼야 고기가 어판장에 많이 나오니까. 조금 무렵에는 고기가 아무래도 적게 나와.”(최○조, 남, 1952
년생)
다시 말해, ‘조금때’보다는 ‘사리때’에 어로활동이 활발하고 고기도 더 많이 잡히
기 때문에, 어판장에 나오는 해산물의 종류와 양도 물때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해산물을 사기 위해 어판장을 이용할 때도 물때를 고려하는 것이다.

3) 장 담그기와 조류
장은 한국 음식의 가장 기본양념이기 때문에, 장을 잘못 담그면 음식 맛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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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장 담그기와 관련한 여러 속
설이 발달해 있고, 특히 장을 담그는 날에 대한 속설도 일반적이다. 예컨대 장은
손 없는 날로 택해서 말(

馬 날 담그는 것이 좋다고 한다

.

)

말날 장을 담가야 한다는

속설은 농어촌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촌인 연구지에서는 장을 담그면 좋은 일자뿐만 아니라 하루 중 언제
장을 담그면 좋고 나쁜지에 대한 믿음이 물때와 관련해 발달해 있다. 즉, 메주에
장물을 붓는 날로 손 없는 날을 가려 하듯이, 손 없는 날의 물때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장은 썰물일 때 담가야 좋다는 것이다.
[사례 5-42]

① ‘장 담는 것은 시집오기 전에 들녘에 살아서도 알았다. 장은 날로는 말날 담는 것이다. 그런
데 썰물에 장을 담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리 시집와서 배웠다. 들물에 장을 담으면 버큼[거품]이 일
어나서 안 좋다고 썰물에 담는 것이다. 장에 버큼이 생기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지금도 지켜서
장을 담는다.’(최○례, 여, 1934년생)
② “나는 걍 (손 없는 날 안 가리고) 아무 때라도 담어 버러 인자. 그리갖고 물 썰 때만 (장물
을) 붓어 버려. (@물이 썰 때 소금물을 붓는다고, 할머니?) 장이 괸다고. 물 들올 때 장물을 붓으먼
장이 괸다고.”(김○례, 여, 1937년생)
③ ‘매주 띄우는 것을 썰물에 한다는 소리다. 들물에는 메주가 안 뜨고 잠긴다고 썰물에 해야 메
주가 뜬다고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소리다. 날은 말날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가 그런 거 따져
서 장을 담가니. 옛날 노인네들 말이 그렇다는 거지.’(박○님, 여, 1931년생)

①의 제보자에 따르면

,

시집오기 전에 들녘에서도 장 담그는 것을 배웠고 말날

담가야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루 중 물때가 썰물일 때 담가야 한다는 것은
어촌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로부터 새로 배웠다고 한다. 즉, 밀물이 아니라 썰물에
장을 담가야 한다는 속설은 바닷가 마을인 어촌 특유의 문화적 금기인 것이다.
장을 밀물에 담그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들물’에 장을 담그면 장
에 ‘버큼’(거품)이 일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썰물에 담근다고 한다.

②의 제보자의

괸다’는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장이

‘

③의

제보자에 따르면, ‘들물’에 장을 담그면 메
주가 뜨지 않고 잠겨 좋지 않기 때문에 썰
물에 담근다는 것이다.

①의 제보자의 설명은 실제로 거품이 일

어나는 바닷물의 상태에서 연상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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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그림 5-1> 여름철 밀물과 거품

속설인 것으로 보인다.

년 7월

2008

일 이른 아침 만조 무렵에 촬영된

22

그림

<

5-1>

을 보면, 방파제 주변으로 거품이 낀 물이 흘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닷물
위에 뜬 거품이 마치 육지에서 흘러내린 오폐수로 오염된 물을 연상시키고 특이하
게 보여 촬영해 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거품 현상이 육지의 오폐수와 상관없이 여
름철에 ‘들물’일 때 물 위로 하얀 거품이 뜨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
었다. ‘들물’에 생기는 이 거품 현상은 날이 뜨거운 여름에 나타나고 겨울에는 나
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밀물의 거품 현상이 연구자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준 것처
럼 어민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래서 ‘들물’에 메주를 담그면
거품이 떠서 안 좋게 된다는 유감주술(

類感呪術 적 사고의 결과로서 썰물에 장을 담
)

가야 한다는 속설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노년층 세대에서는 위의 제보자들과 같이 여전히 이 금기를 지켜 장을 담그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제는 옛날 말로 치부하고 굳이 이 금기를 지켜 장을 담그지 않
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에서는 썰물에 장을 담가야 좋다는 속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연구자가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장류 등 전통 콩 식품의 소비는 여전히 일반적이지만, 장을 담그거나 두부를 만드

․

는 등 식품을 생산 소비하는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식품 관련 문화적 지식과 과
정 등이 단절 및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조숙정
97),

2010b:

본 연구지에서도 동일한 문화변동 양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

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범치(쑤기미)

4) 통증 표현과 물때
끝으로 어민들이 육체적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을 표현하는 데도 물때의 시간 개념을
사용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어민들이 ‘범치’라고 부르는 고기는 조기
강 쏨뱅이목 양볼락과의 어류로 학명이 쑤기미(Inimicus

japonicus)

다. 연구지에서는

범치’가 크지는 않지만 생긴 것이 매우 우락부락하고 등지느러미에 독가시를 가지

‘

고 있어 성질이 매우 사나운 고기로 인식된다. 그래서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에게 ‘범치’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범치’의 등 가시에 쏘이면 붇고 매우 아리다고 한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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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낳는 것은 유도 아니다.’(이 선, 여,

‘

년생)라고 말할 정도다. 그래서 어민들

1966

은 그물에 ‘범치’가 잡히면 독이 있는 등 가시를 먼저 잘라 내버린다. 그리고 고기
는 식용하는데, 생긴 것은 볼품이 없어도 맛은 좋다고 한다.
어민들의 바다와 관련된 경험담 중에는 ‘범치’에게 쏘여 고생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범치’에 쏘이면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그리고 그 통증이 얼마
나 오래 가는지가 주된 이야깃거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범치’에 쏘인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때로 그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
는 것이다. 다음에 한 제보자의 진술을 소개한다.
[사례 5-43]

“범치 등어리는 이렇게 까시가 다쳐서 그놈 쏘먼 인자 죽은게 그지. 범치 쏘먼 워 메 말도 못허
게 뛰어 댕임서 그리야 혀. … (범치는) 등어리 까시가 서슬이 멀끔혀. (쏘이면) 아픈 것이 아니라,
쓸물에 쏘먼 들물이야 가랑는[가라앉는] 것인게. 그렇게 (통증이) 오래 있어. 근디 나는 사람 아닌
게 범치 안 타. (웃음) … 쏙 파러 가먼 그전이, 각시 때 우리 저리 쏙 파러 가먼, … 그전이는 뭐
장갑 찌고 댕겼가이. 손이로 이렇게 긁으먼 범치가 따끔허네. 어린 디도 손도 쏘먼. … 뻘바탕으도
있고 근당게. 암 디나 있어. 암 디나 가서 있어. 근게 조심히야 혀 바닥으 댕기는 사람들은. 저 간
선[관선] 사람이 쏘아[쏘여] 갖고, 죽었네, 그 양반 엄○만이라고 있었는디. (@범치 쏘이면 죽기도
해요?) 아니. 아퍼 갖고 죽었어. 긌는디 범치를 갯바닥으서 쏘았는디 그놈을 울고 곰소까지 걸어서
갔었다네. 싯도 못허고 아픈게. 그리갖고 또 곰소서 간선 오도락 울었대여. 그렇게 독헌 놈으 것여.
핏대나 쏘먼 죽는다고대. 근디 범치 쏴 죽은 사람은 없는개벼. 근디 그케 겁 나게 욕봤어 그 사람
도. … 은한 아부지도 쐈네. 그전에 쏙 파러 가서. 하이고, 은한 아부지도 시방도 그 소리허먼 웃
네.”(박○님, 여, 1931년생)
~

~

~

범치’에 쏘인 통증이 ‘쓸물’에 쏘이면 ‘들물’이 되어서야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쓸물’에서 ‘들물’까지는 ‘한 물때’로 표현되는 시간으로서
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바다에서의 조업 시간이나 이동 시간 등을 표현할 때뿐만

6

아니라 바다 생물에 쏘인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물때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바다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사
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매우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7. 소결
이 장에서는 바닷물의 변화를 ‘물때’라는 시간 개념으로 지각하고 구분하는 어민
들의 민속 지식을 고찰함으로써, 정교한 물때체계가 보여주는 어민 문화와 바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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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기술 분석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바닷물의 변화가 지각되는 시간 범주를 찾았다. 바닷물의 변화가 보이는

․

․
시간․ 시간․ 시

주기성을 토대로 ‘물’은 크게 세 개의 시간 단위로 범주화되었다. 하루 한 달 일
년의 시간 단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하루 단위의 조석은 다시

6

12

24

간 단위의 하위 범주로 세분되고, 한 달 단위의 조석은 보름과 한 달 단위의 하위
범주로 세분되었다. 이 ‘물’의 구분법은 곧 ‘물때’의 구분법이 되었다.
둘째, 하루 단위로 지각되는 바닷물의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바닷물의 움직임은
약

시간을 주기로 순환하는 밀물과 썰물을 기본 범주로 하루의 관점에서 파악되

6

며, ‘조류(

潮流 ․ 만간조 滿干潮 ․ 조석수 潮汐水
)’

‘

(

)’

‘

(

로 세분되었다. 어민들은 물의 변

)’

화를 밀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지각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썰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두드러졌다. 이것은 어로활동이 주로 썰물에 시작
된다는 실용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부각된 시각의 구분일 것이다. 한편 ‘조석수’의
범주와 물때 명칭들은 이 연구에서 새로이 찾아낸 물때의 구분법이다.
셋째, 한 달 단위로 지각되는 바닷물의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한 달의 관점에서
경험되는 바닷물의 변화는 보름을 주기로 하는 ‘물때’를 중심으로 보름 주기 물때
와 한 달 주기 물때로 구분되었다. 보름 주기 물때는 물때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며,
사리와 조금의 대조에 강조점이 놓인 구분체계다. 달력 조석표의 영향으로 세 가지

Ⅰ

유형의 물때 명칭체계가 조사되었는데, 토착 명칭체계인 유형

Ⅲ

형

(13+2

(10+5

명칭)에서 유

명칭)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끼’(곧 ‘거끔’) 명칭의 소멸 등

명칭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물때의 원리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 상태의 변화를 인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때의 구분체계가 노년층과 젊은층에서 변이를 보였다. 물의 상태 변화는
물의 수위와 수세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인데, 물의 수위에서 물의 수세로 강조점이
바뀌면서 발생된 변화인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일 년 단위로 지각되는 바닷물의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계절별로 물의 상
태 변화가 또한 다른 것으로 인지되었고, 일 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네 개
의 사리가 구분되었다. 어민들은 하루에서 일 년까지 매우 광범위한 시각에서 바닷
물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어민들의 일상생활이 물때와 관련됨을 살펴보았다. 바다에서의 어로활동
이 ‘물때 따라’ 이루어지는 ‘물때일’이듯이, 어민들의 육상에서의 일상생활도 ‘물때’
의 영향을 받는 ‘물때생활’임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바닷물의 변화는 주기성뿐만 아니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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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각하였다. 그래서 물때체계는 일반 ‘사리’와 함께 특수 ‘사리’도 구분되었다.
이처럼 바닷물의 변화에 토대한 물때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인지체계로서
어촌 사회와 바다 환경의 밀접하고 특수한 관계를 매우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역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어민들의 구분체계에서 핵심 개념인 ‘물때’와 ‘사리’
는 다의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었

․ 쓸물 한 물때 와 같이

다. 예컨대 ‘물때’는 ‘들물 한 물때’

‘

고, ‘아침물때’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마’

․ 저녁물때 와 같이
‘

’

12

’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

6

․ 여섯마 와 같
‘

’

이 보름 주기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리’도 다양한 용례로 사
용되는 민속 개념이었다. 따라서 어민들의 물때체계를 연구할 때 ‘물때’와 ‘사리’
등 어민들의 민속 개념을 다룰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민들의 물때체계 연구에서 의외의 결과는, 조석현상과 달(moon)의 인과적 관계
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점이다. 물때가 음력 날짜에 대응하므로 어민 문화
에서는 달의 종류에 대한 구분법이 특별히 발달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어민들은 한결같이 물때와
달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민들이 항해 및 시간 인식의 측면과 관
련하여 별자리와 같은 천체 현상에 대한 지식체계를 발달시키고 있는 것(아키미치
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지가 만내 연안 어촌이라는 점에서 부

2005)

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지 어민들은 대개 가까운 바다에서 어로활동

․

을 하므로, 항상 육지 및 섬 여 등을 통해 공간과 시간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닷물의 변화와 천체 현상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특별히 발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곰소만과 위도 중심의 서해 바다에 대한 공간 지식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바
닷물의 변화에 대한 시간 곧 물때 지식을 토대로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 안전하게
어로활동을 하고 육지로 돌아온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어로활동은 이 공간과 시간
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바람이라는 기후 조건이 바다 공간과 바닷물
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
민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바다 생태환경이 되고 있는 바람에 대한 지식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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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바람의 민속구분법: 기후의 지식

어촌 사회에서 바람이 가지는 중요성 및 그에 상응하는 어휘적 분화의 발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주목되고 강조된 바 있다(홍순탁
숭녕

1967: 302-304;

2012b: 51-59

장태진

1968;

왕한석

이

1994: 607-612, 2009b: 34-38, 2010b: 38-44,

등). 왕포 어촌에서도 바람에 대한 지각이 발달되고 바람 이름 곧 풍

風名 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명(

1963a: 82-86;

.

)

연구지에서 바람은 바

다에서의 어로활동뿐만 아니라 육지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후 조건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기상의 변화나 예측과 관련된 상황에서 바람은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풍선 시절 바람은 어선 운항에 필요한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기후 조건이었으나, 기계배를 타는 오늘날 바람은 어선의 동력원 역할을 상실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은 항해의 안전 및 어로활동의 가불가(

可不可 를 결정하는 기상
)

조건으로서 어촌 사회의 중요한 생태환경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서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바람이 지각되고 구분되는 방식에 관
한 문화적 지식체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
펴볼 것이다. 첫째, 방위(

方位 에 따른 풍명의 분화를 중심으로 바람의 구분법을 살
)

펴볼 것이다. 바람의 명명과 범주화가 기본적으로 방위와의 관계 속에서 지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계절 및 어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어민들이 바
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풍명이 방위에 대한 지각에 일차적으로
기초하고는 있으나, 계절 및 어로활동의 맥락에서는 기후의 특성 및 어로활동의 호
불호(

好不好 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

1. 바람의 어휘 분화와 범주화
1)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연구지에서도 바람은 기본적으로 방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각되고 구분되고 있
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바람은 모두 여덟 개로 범주화된다. 구체적인 바
람의 명칭과 방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바람 이름의 순서는 편의상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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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북동남서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또는 정하누바람: 북풍
북동풍
3 샛바람 또는 낸바람: 동풍
4 안샛바람 또는 안마: 남동풍
5 마파람 또는 정마파람 또는 앞마파람: 남풍
6 늦마(파람): 남서풍
7 늦바람: 서풍
8 늦하누(바람): 북서풍
1 하누바람
2 높샛바람:

우선 위에 정리한 여덟 개 바람의 명칭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기술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분석적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

東西南北 의 사방 四方 에 토대하고 있으며 네 방위의 사이
간방 間方 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은 일차적으로 동서남북(
에 해당하는 네 개의

)

(

(

,

)

.

)

그래서 분석적으로 여덟 개의 바람 명칭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
나는 정동(

正東 ․정서 正西 ․정남 正南 ․정북 正北 을
)

(

)

(

)

(

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正方
남동 南東 ․남서 南西 ․북서 北西 ․
)

(

지시하는 네 개의 정방(
)

(

)

(

)

)

北東 을 지시하는 네 개의 간방 間方 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범주다 이 글에서
는 전자의 바람 범주는 정방풍 正方風 이라 칭하고 후자의 바람 범주는 간방풍 間
方風 이라 칭하여 조작적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정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간방에
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을 분석적으로 지시할 때는 각각 정방풍명 正方風名 과
간방풍명 間方風名 이라 칭하여 사용하겠다 그리고 어형의 특성상 정방풍명은 기
북동(

)

(

‘

(

)’

.

)

)’

,

‘

.

‘

‘

(

(

)’

.

(

)’

“

본 명칭”이라 하고 간방풍명은 이 기본 명칭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명칭”
(왕한석 2012b: 57)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지에서는 네 정방풍과 네 간방풍이 구분되고 명명되어 여덟 개의 풍
명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위에 따라 바람이 구분되는 분포도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6-1>과

같다.

먼저 정방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풍을 ‘하누바람’, 동풍을 ‘샛바람’, 남풍을
‘마파람’,

서풍을 ‘늦바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풍은 ‘낸바람’이라는 변이형이 사용

되기도 하나, 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112) 서풍의 경우는
영역 명칭 ‘바람’을 생략한 채 ‘늦’이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서풍이 부는 것을 ‘늦
112) 동풍은 매우 차가운 바람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낸바람’은 이 차가운 성질을 지시하는 ‘냉(冷)’
이 결합된 ‘냉(冷)바람’의 변음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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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온다’거나 ‘늦 걸었다’와 같이 말한다. 정방풍 중에서도 남풍과 북풍은 정방위의
바람을 의미하는 접두어 ‘정(

正

이 바람 이름 앞에 결합된 ‘정마파람’과 ‘정하누바

)-’

람’이라는 변이형으로 지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남풍의 경우는 ‘앞마파람’ 또는 ‘앞
바람’이라는 변이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마을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
이다.

<그림 6-1>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⑴: 북향 기준
8 늦하누
1 하누바람
2 높샛바람
(변산)

N

7
늦
바
람

W

E

(서해)

6 늦마

(곰소만)

S

5 마파람

3
샛
바
람

4 안샛바람

다음으로 간방풍에서는 북동풍을 ‘높샛바람’, 남동풍을 ‘안샛바람’, 남서풍을 ‘늦
마’, 북서풍을 ‘늦하누’라고 한다. 간방풍명 중에 형태적 변이형이 사용되는 바람은
남동풍으로 ‘안샛바람’과 함께 ‘안마’라고도 한다. ‘안마’는 ‘안마파람’의 축약형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남서풍과 북서
풍은 다른 두 간방풍명처럼 영역 명칭 ‘바람’이 결합된 ‘늦마파람’과 ‘늦하누바람’의
형태로 지시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생략된 ‘늦마’와 ‘늦하누’의 축약형
이 기본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풍명의 어형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현재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방위
명과 풍명은 모두 한자어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의 구분과
어휘적 분화가 발달한 어촌에서 사용되는 풍명은 고유어 명칭을 간직하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풍명의 기본 명칭을 구성하는 네 정방풍명의 경우, 고유어 방위명

․ 새 ․ 마 ․ 늦 에 영역 명칭

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접두어 ‘하누-’

‘

-’

‘

-’

‘

-’

‘바람’이

각각 결합된 구조다.113) 그리고 네 간방풍명은 이 네 개의 정방풍명을 기본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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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합성 명칭의 특성을 보이는데, ‘늦마’와 늦하누‘의 풍명은 이러한 조어법의 정
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동풍과 북동풍은 접두어 ‘안-’과 ‘높-’에 기본 명칭 ‘샛바
람’을 결합한 형태를 보여준다.

또는 안마:
(파람)
6 늦하누(바람):
2 안샛바람
4 늦마
:
8 높샛바람:

안- + 샛바람 또는 안- + 마파람
늦바람 + 마파람
늦바람 + 하누바람
높- + 샛바람

남북을 축으로 간방풍명을 구별해 보면, 북동남의 방위에 걸쳐 있는 바람은 ‘샛
바람’을, 북서남의 방위에 걸쳐 있는 바람은 ‘늦바람’을 공통 어휘소로 가지고 있음
이 눈에 띈다. 전자는 ‘샛바람’이 풍명의 뒤에 결합된 어휘소이고, 후자는 ‘늦바람’
이 풍명의 앞에 ‘안-’과 ‘높-’처럼 결합된 어휘소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간방풍명의 이러한 조어 방식은 다소간 간방풍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남북을 축으로 동쪽의 경우 북동풍과 남동풍이 모두 ‘샛바람’의 특성
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바람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쪽의 경우는 남서풍
과 북서풍이 ‘늦바람’의 특성을 공통으로 하는 ‘마파람’과 ‘하누바람’으로서 각각 구
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람의 구분체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들로부터 바람 명칭의 어원이나 의
미에 대한 설명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써왔으므로 그냥 ‘관습
적으로’ 써온 것으로만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자신들의 말이 “사투리”이기 때
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 6-1]

“우리도 그것은 의미를 모르겄어. 샛바람이네 높샛바람이네 그것을 모르고 그전부터 써먹는 거
여 좌우간. … 근게로 우리도 그것을 높샛바람이나 안샛바람이네 그 의미를 몰린당게. 그냥 그렇게
써먹기만 힜지. 그런게 어디 가서 떳떳허게 말헐라먼은 내가 책을 보고 뭣 허고 힜이야 그것을 허
는디. 그렇지 않고 경험담으로 어른들이 전해내려온 것이라 써먹는 것이지 걍.”(김○옥, 남, 1934년
생)
다음으로 방위에 따른 바람의 지각과 구분은 연구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리

113) 국어학자 방종현은 일찍이 국어의 고유어 풍명에 고유어 방위명이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방종현 1939. 장태진 1968: 23에서 재인용). ‘샛쪽’은 동향, ‘하늬쪽’은 서향, ‘마쪽’은 남
향을 지시하며, 북향을 나타내는 어사(語辭)는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
분의 풍명 연구를 보면, ‘하늬’가 북쪽을, ‘늦’이 서쪽을 지시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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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에 의거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제보자들은 풍명을 설명하면서 주변 마
을이나 특정 지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식하며 특정 지명으로 규정하였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누바람’은 “마을 뒤쪽에서 부는 바람” 또는 마을 뒤에 있
는 산 “뒷재를 넘어오는 바람”으로 설명된다. 이와 대조를 이루어 남쪽에서 불어오
는 ‘마파람’은 “마을 앞쪽에서 부는 바람” 또는 “심원 쪽에서 부는 바람”이나 “화
전[하전]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설명된다. 앞서

“제4장

바다 공간의 민속구분법”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남쪽과 북쪽은 왕포 사람들이 공간을 지각하는 기본
관점을 보여주는 방위 축이다. 즉, 바다가 있는 남쪽을 앞쪽으로 바라보고 북쪽을
등지고 있어 동쪽이 왼쪽에, 서쪽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방향 관
련 공간 지각이 바람의 방향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하누바람’은 뒤쪽에서, ‘마
파람’은 앞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파람’은 ‘앞마파람’이
라고도 하고 ‘앞바람’으로 지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명으로 보면, 북풍은
내륙 산악지대를 이루는 변산의 한 자락인 마을 뒤 ‘뒷재’ 곧 뒷산을 넘어오는 바
람이고, 남풍은 마을 앞 곰소만 건너 고창군 심원면 하전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
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처럼 왕포 사람들이 바다가 위치한 남쪽을 앞쪽으로 바라보는 남향 중심의 공
간 지각은, 바람의 방향을 인식할 때도 기준점을 제공한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보자들은 종이 위에 사방위를 설정하고 바람의 방향을 설명할 때 대
체적으로 바다가 위치한 남쪽을 종이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놓는 것을 편하
게 느꼈다.

([사례 4-25]를

림

나타낸 바람의 구분 도식은 어쩌면 연구자가 인식하기에 편한 방식일

6-1>로

참조할 것.) 그렇다면 북쪽을 위쪽으로 설정한 앞의

<그

수 있다. 오히려 제보자들의 남향 중심적 공간 지각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바람의 인
지지도는 남쪽을 위쪽으로 하고 북쪽을 아래쪽으로 도식화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
래서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 도식을 내부자적(emic) 관점에서 다시 구성한
6-2>가

<그림

아마도 제보자들의 관점을 더 잘 반영할 것이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샛바람’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늦바람’은 특정 지명보다는 동
서로 긴 곰소만으로 이루어진 바다 공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식되어, 서풍의
경우 “바닷물 나가는 데” 또는 “해 지는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설명된다. 지명과
연결시킬 경우 ‘샛바람’은

“곰소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늦바람’은

“모항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곰소와 모항은 마을을 중심으로 각각 동쪽과 서
쪽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안 어촌이다. 게다가 곰소는 연구지 사람들의 일
상적 활동과 관련이 많은 곳이고, 모항은 곰소만의 서쪽 끝을 경계 짓는 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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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된다. 따라서 제보자들에게 중요한 두 어촌의 지명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을 인식할 때 부각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6-2>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⑵: 남향 기준
4 안샛바람
5 마파람
6 늦마
S

3
샛
바
람

(곰소만)
(서해)
W

E

N

2 높샛바람

(변산)

1 하누바람

간방풍의 경우, 남동쪽에서 부는 ‘안샛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늦마’는
‘높샛바람’은 “운호

“오빠목

7
늦
바
람

8 늦하누
“고창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남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그리고 북동쪽에서 부는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북서쪽에서 부는 ‘늦

하누’는 그냥 ‘하누바람’과 한가지로 ‘뒷재’를 넘어오는 바람으로 인식되며 특별한
설명이 붙지 않는다. 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운호 마을은 연구지 사람들이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마을이기 때문에, ‘높샛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관련되어 인식될 수 있었던 반면에, 마을의 북서쪽에는 산악지대로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마을이 없기 때문에, ‘늦하누’는 특정한 지명으로 인식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늦마’가 부는 남서쪽에는 어민들의 어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어장인 ‘오빠목’ 곧 외죽도가 있으므로 ‘오빠목’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식일 것이다. ‘안샛바람’의 경우 “고창 쪽에서” 부는 바람
으로 본다는 것은, 흥미롭게도 왕포 사람들이 곰소만 건너로 보이는 고창군을 별도
로 구분하는 독특한 인지방식을 보여준다. 마을의 바로 앞에 있는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의 경우는 ‘심원’이나 ‘하전’으로 구분하고, 그 서쪽 지역은 ‘동호’로 그리고
그 동쪽 지역은 ‘고창’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지 마을 앞에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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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곰소만에 접해 있는 고창군은 연구지 사람들에게는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인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에서 ‘고창(쪽)’이라고 할 때는 고창군 전체를 의
미한다기보다는 심원면의 동쪽에 있는 고창군의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특정 의미
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창군의 동부 쪽을 ‘고창(쪽)’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마도 그곳이 고창군청이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일찍이 부안군 해안지방의 풍명을 조사한 이숭녕(1967:

303)은

모두

11개의

방위

에 따른 풍명이 구분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북동남서의 순서로 열거해 보면,

․ 높하누 ․ 샛바람 ․ 안마 ․ 샘마 ․ 골마 ․ 마파람 ․ 늣마 ․ 늣갈 ․ 늣

‘하누바람’

‘

’

‘

․ 늣하누 가 그것이다

바람’

‘

’

.

’

‘

’

‘

’

‘

’

‘

’

‘

’

‘

’

‘

연구지에서 조사된 바람 이름보다 세 개의 명칭이 더

구분되고 있는데, 남동 간방풍인 ‘샘마’와 ‘골마’, 남서 간방풍인 ‘늣갈’이 그것이다.

․ 샘마 ․ 골마 의 세 범주로 세분되고 있음이

특히 남동 간방풍의 경우 무려 ‘안마’

‘

’

‘

’

주목된다. 본 연구지에서는 남동 간방풍이 ‘안샛바람’ 하나로만 지각되며, 사실 ‘안
샛바람’은 다른 바람에 비해서 그리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

다. 이숭녕이 바람 이름을 조사한 부안군의 해안지방이 어떤 지리적 생태환경적
조건을 가진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지가 곰소만 내에 위
치한 내만 연안 어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적은 어촌 사회일 수
도 있다는 추정을 해본다.
풍명의 어휘적 분화에 대한 연구들(홍순탁
장태진

1968;

왕한석

1994:

607-612,

2009b:

1963a: 82-86;
34-38,

2010c: 224-226, 2012b: 51-59, 2012c: 341-342)을

2009c:

이숭녕
131-133,

1967: 302-304;
2010b:

38-44,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어촌지역에서

는 대체적으로 8방위를 기본으로 최소 8개, 그리고 많게는

14개의

풍명이 구분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연안 어촌보다는 도서 어촌에서 풍명이 훨씬 더 분
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아마도 도서지역이 육지의 연안지역보다 바람의 영
향을 더 많이 받는, 그래서 바람에 더 민감한 생태적 환경에 놓여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8개의 풍명이 나타나는 바람의
구분체계는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바람의 구분이 정교하게 발달하였으나, 어촌지역
으로서는 기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내륙의 농촌지역에서의 바람의 명칭에 대한 언어 민속지 연구(왕한석
131-133, 2010c: 224-226, 2012c: 341-341)와

2009c: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말해서, 농촌지

역의 바람 명칭은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 계열의 풍명보다는 한자어 계
열의 풍명이 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 간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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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방풍을 중심으로 바람이 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어촌지역에서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체계가 발달하고 농촌지역에서
바람의 구분체계가 미발달했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넘어서, 바람의 구분이 8방위를
기본으로 정밀하게 세분되고 고유어 계열의 풍명이 발달한 어촌지역의 바람 관련
지식체계는, 4방위를 기본으로 하고 한자어 계열의 풍명이 중심이 되는 농촌지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연구지에서 풍명의 범주화가 바람 자체에 대한 구분을 넘어 방위에 대한
지각을 보여준다는 점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어촌 사회에 대한 언어 민속지 연구
에서 바람과 방위의 관계를 명료히 표현한 왕한석(2009b)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겠다.

조사지에서 바람의 구분은 그것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불어
오는 바람의 종류에 따라 방위에 대한 지각이 흔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달리 표현하면, 조사지에서
도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바람의 구분법이 단순한 어휘적 차원에서의 풍명(風名)을 넘어 서서, 사람
들이 방위의 구분에 대한 지각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 되어온 것으로 생각된
다(왕한석 2009b: 37).
2) 바람 방향과 감각의 발달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에 대한 제보자들의 감각적 반응과 그것을 보여주는 언어 표현이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 바람은

○○○다

.”

또는 “이 바람이 불면,

△△△다

.”

라는 식의 관용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샛바람’이나
‘마파람’과

같이 구체적인 풍명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연구자는 당연히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보자들에게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데요?”라고 되물어야만 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제보자들은 ‘마파람이다.’ 또는 ‘하누바람이다.’라고 구체적인 풍명을 언급

․

했다. 다시 말해, 제보자들은 바람을 언어적 인지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를 감각적으로도 구분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의 이러한 바람 방향의 감각과 언어 표현을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6-2]

“아 조 젤 추운 놈의 바람이여. 이 바람 불면 걍... 오늘도 시방 현재까지 계속 이 바람(샛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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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만 지금.”(김○풍, 남, 1943년생)
‘이 바람(하누바람)이라 다행이지, 마파람 불었으면 배 몇 개는 작살났을 것이다. 만조와 폭우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마파람이 불었으면 물이 더 많이 넘쳐 올라와서 배도 파손되었을
것이다.’(강○고, 남, 1953년생)
‘이 바람(마파람)이 자려면 비가 와야 한다. 그래서 비 올 바람이다.’(배○식, 남, 1957년생)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하면서 연구자는 언어적으로 방위에 따라 바람을 구분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이 감각으로 바람의 방향을 구분하는 것에는 영 익숙해지지
않았다. 연구자가 바람의 방향을 지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을 모정 옆에 서 있는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방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서야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이었다. 한 번은 연구자가 한 제보자와의 인터뷰 중에 “이 바람(샛
바람)이 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태극기 날리는 것 보고 대충 (알아요).”라고
묻자, 제보자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방파제 끄트리만 가봐도 알어

○

그냥. 거 가만 다치먼 이 바람이 부는가 이 바람이 부는가 알어.”(김 풍, 남,

1943년

생)라고 답함으로써, 그의 바람 방향의 구분에 대한 감각이 시각 정보도 있지만 ‘촉

각’ 정보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러한 바람의 구분과 방향 감각의 발달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서도 나
타난다. 특히 고연령층의 ‘할매들’에게서 이러한 감각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관찰되
었다. 할머니들은 바람이 부는 상황과 관련된 일상 대화 속에서 남자들과 마찬가지
로 바람 방향에 대한 감각적 발달을 드러내는 언어 사용 예를 보여주었다.
[사례 6-3]

“비가 와야 이 바람(마파람)이 잘 텐디.”(박○님, 여, 1931년생)
“어마, 비 온다더니 비 몰아내는 바람(하누바람) 부네.”(조○옥, 여, 1935년생)
이와 달리 ‘젊은 각시들’은 상대적으로 바람 방향의 구분에 대한 감각이 덜 발달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한 제보자가

“마파람

1980년대

후반부터 '어장일'을 하기 시작한

부네.”라고 해서 ‘마파람’이 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

다. 그러자 그 제보자는 “태극기 보고 알지. 나는 잘 몰라.”라고 답하였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한 지각을 시각 정보에 의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물때나 물고기의
이름 및 구분법 등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각시’인 자신은 잘 모르고 남
자들이 잘 안다는 식의 부가설명을 덧붙였다. 즉, 바람의 구분체계와 감각의 발달
에서도 연령 및 성별과 관련된 문화내적 변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요컨대 연구지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구분은 언어적 인지적 구분을 넘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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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외에 촉각 정보에 의지하는 감각적 능력의 발달을 보여준다.

2. 바람의 기후적 특성과 바람 인식
개별 바람의 주요 특성에 대한 어민들의 설명은 크게 두 가지 측면과 관련된다.
하나는 계절별로 구분되는 바람의 기후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의 기후적 특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어로활동과 관련된 바람의 선호적 경향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계절 및 어로활동과 관련된 바람의 기
후적 특성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1)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1) 계절과 바람
한 계절에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뒤섞여 불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 주로 부는
바람이 구분되어 인지되며 그 기후적 특성도 다르게 설명된다. 제보자들의 진술을

․

토대로 개별 바람의 계절적 기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을과 겨울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부는 하누바
람은 차다. 여름에 남풍이 불면 대개 비가 오고 북풍은 날이 좋아야 불기 때문에, 하누바람을
‘비 몰아내는 바람’이라고 한다. 가을에 하누바람이 불면 날씨도 좋고 사람도 ‘고실고실해서’
좋은 바람이다.
2 높샛바람: 겨울에 많이 부는 찬바람이다.
3 샛바람: 겨울과 봄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하누바람과 마찬가지로 한대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바람이 차다. 겨울에 부는 샛바람은 하누바람보다도 더 차가워, 겨울에 제일 추운 바람이다.
특히 겨울철 오전에 많이 분다. 여름에는 드물게 부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비 오고 날이 궂을
때 한 번씩 부는 바람이다.
4 안샛바람: 봄에 부는 바람이다.
5 마파람: 봄과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남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따뜻하다. 마파람
은 비 오고 날 궂을 때 주로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마파람을 ‘비 올 바람’이라고 한다. 마파람
이 자주 불지는 않지만 여름에 주로 불기 때문에 비가 왔다하면 많이 온다. 마파람은 불다가
도 해가 지면 자는 바람이다.
6 늦마(파람): 여름에 많이 부는 바람이다. 비 오는 철에는 늦마가 불면 비가 온다. 여름에 오전
열시나 열한시 무렵이면 아침 내 바람이 없다가도 늦마가 시원하게 불어온다.
7 늦바람: 봄과 여름에 주로 많이 부는 따뜻한 바람이다. 날씨가 좋을 때 가늘게 부는 바람이다.
1 하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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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져 날이 차지면 늦바람도 세어진다.
(바람): 가을과 겨울에 부는 바람이다. 가을에는 선선하지만 겨울에는 찬바람이다.

8 늦하누

계절에 따라 주로 부는 바람의 구분은 사계절의 변화와 그 궤를 대략적으로 같이 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누바람’은 겨울에 주로 부는 바람이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은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으로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시

․ 마파람 ․ 늦바람 ․ 하누

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춘하추동 사계의 변화 속에 ‘샛바람'

‘

’

‘

’

‘

바람’이 순서대로 분포하는 형상이다. 각 바람은 대개 분포하는 계절이 복수로 진술되
고 있는데, 근접한 계절 사이에서 중첩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샛바람’은
겨울과 봄에, ‘마파람’은 봄과 여름에, ‘늦바람’은 봄과 여름 및 가을에, 그리고 ‘하누바
람’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구분된다. 간방풍의 경우, ‘높샛바람’은 겨울
에, ‘안샛바람’은 봄에, ‘늦마’는 여름에, 그리고 ‘늦하누’는 가을과 겨울에 주로 부는 바

․ ․

람이다. 겨울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에 모두 부는 것으로 진술된 ‘늦바람’ 곧 서풍
이 연구지에서는 가장 통상적으로 부는 바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계절 중에는
가을에 바람이 가장 흔하게 분다고 한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표 6-1> 계절에 따른 바람의 분포
정방풍
샛바람․마파람․늦바람
마파람․늦바람
늦바람․하누바람
하누바람․샛바람

간방풍
안샛바람
늦마
늦하누
늦하누․높샛바람

계절과 관련된 바람에 대한 설명에서 제보자들은 주로 정방풍을 중심으로 진술하였
으며, 간방풍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적었고, 특히 북동풍인 ‘높샛바람’과 남동풍인 ‘안샛
바람’에 대한 진술은 거의 없었다.114) 바람의 진술 방식에서 드러나는 제보자들의 바람
에 대한 인지도는, 앞서 방위에 따른 바람 명칭을 설명할 때 제보자들이 보인 풍명에
대한 인지도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풍명을 설명할 때 일부 제보자들은 풍명 중에
일부 명칭을 바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높샛바람’과 ‘안샛바
람’이었다. 이 두 바람은 남북 축을 기준으로 모두 동쪽 내륙에서 각각 부는 바람이라
는 분포상의 공통점을 지닌다. ‘높샛바람’과 ‘안샛바람’은 어민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 바람에 해당한다. 즉, 연구지에서는 간방풍보다는 정방

八方風 의 구분에서 동쪽의 내륙에서 부는 북동풍과

풍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팔방풍(

)

114) 다음 2항에서 살펴볼 어로활동과 관련된 바람에 대한 진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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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풍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다.

(2)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앞서 기술한 제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바람들은 그 성질이 찬바람인지 따뜻한
바람인지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는 계절별 바람의 특성을 차고
따뜻함의 성질로 규정하는 바람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절로 보면, 겨울과 (이른) 봄에 주로 부는 바람이 찬바람으로 구분되고, (늦은) 봄
과 여름 및 가을에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으로 구분된다. 풍명으로 바꿔 말하면, ‘하
누바람’과 ‘샛바람’이 찬바람이고, ‘마파람’과 ‘늦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인식된다. 그
리고 겨울에 부는 ‘샛바람’은 ‘하누바람’보다 더 바람이 찬바람으로 지각되는데, “겨울
에 샛바람 불면 갯물도 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간방풍의 경우 찬바람인 ‘하누바람’과 ‘샛바람’ 사이에서 부는 ‘높샛바람’은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고, 따뜻한 바람인 ‘마파람’과 ‘늦바람’ 사이에서 부는 ‘늦마’는 여
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다. 이와 달리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사이에서 부는 간방풍
인 ‘안샛바람’과 ‘늦하누’는 각각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놓여 찬바람
과 따뜻한 바람의 이중적 속성이 공존하는 바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구분
8 늦하누
1 하누바람
2 높샛바람
N

(변산)

찬바람

7
늦
바 (서해)
람
W

E

3
샛
바
람

따뜻한 바람
S

6 늦마

(곰소만)

5 마파람

4 안샛바람

따라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구분은 간방풍인 ‘늦하누’와 ‘안샛바람’을 축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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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연구지에서는 북서쪽(8 늦하누)과 남동쪽(4 안
샛바람)을 연결한 축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은 ‘하누바람’과 ‘샛바람’을 중심으로 겨
울과 봄에 찬바람이 부는 영역이고, 남쪽과 서쪽은 ‘마파람’과 ‘늦바람’을 중심으로 여
름과 가을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인지되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6-3>과

같다.

바람이 이렇게 차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불어오는 기원지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이 북쪽의 한대지방이냐 남쪽의 온대지방이냐
에 따라서 바람이 차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것이다. 한 제보자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6-4]

“근데 계절 따라서 (바람이) 따숩기도 허고 차기도 허고 그려. 계절 따라서. … 일트르먼[일테면],
남풍은 남쪽에서 오니까로 온대지방에서 바람이 오는 바람 아녀. 후딱 쉽게 말히서. 그러고 북쪽은
한대지방에서, 북쪽이 한대지방 아녀. 한대지방에서 오는 바람이 그렇게 차고 그려.”(김○옥, 남,
1934년생)

․

결국 바람의 차고 따뜻함에 대한 제보자들의 지각적 언어적 구분은 한국 내의 다른
지역처럼 연구지가 계절풍이 부는 온대기후대에 속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은, 연구지가 계절풍이 부
는 온대기후대에 속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관찰 및 지각 가능한 자연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언어 및 인지체계일 것이다.
위 제보자의 진술처럼 바람의 차고 따뜻함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체감되는 상대적
인 감각의 표현이다. 그래서 바람에 대한 조사에서 수집된 제보자들의 진술을 보면, 여
름에 인터뷰한 제보자와 겨울에 인터뷰한 제보자의 진술에서 바람의 차고 따뜻한 성질
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겨울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는
‘하누바람’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으로 ‘이 바람이 불면 춥다.’라고 진술된 반면에,

여름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 바람이 불면 고실고실하고 시원하다.’라고 진술되었다. 그
래도 바람이 주로 부는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부는 바람은 찬바람이고 여름에 부는 바
람은 따뜻한 바람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3) 비와 바람
계절별 바람의 특성은 비와의 관계에서도 구분된다. 바람의 기후적 특성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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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들의 진술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바람이 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
가이다. 비와 바람은 날씨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주 기상 조건이므로, 어민들은 바람
이 부는 풍향에 따라서 비가 올 바람과 비가 오지 않을 바람을 구분하는 민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비는 지상의 생물에 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그래서 가뭄으로 논밭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내리는 반가운 비는 농작물의 해갈과 성장에 이로운 비
라고 해서 ‘약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비는 인간의 바깥 활동을 제약하는 궂은 날
씨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비가 바람을 동반할 경우 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
에게 비바람이 치는 궂은 날씨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위험한 기상 조건이다.
그러나 사실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어민들이 강조하는 기상 조건은 비보다
는 바람이다. 연구자는 현지조사 초기에 비가 오면 당연히 어민들이 어장에 나가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제법 오는 데도 어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데도 어장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
다.115) 전자는 비는 와도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어장을 나간 경우였고, 후자
는 비는 별로 오지 않아도 바다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장을 나가지 않은 경우였다.
때로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별로 불지 않는 날씨인데도 기상 조건 때문에 어장을
나가지 않거나 어장을 나갔던 배들이 바로 회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는 육지
에서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지만 바다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였다(이런 경우 어
민들은 ‘배들이 바람에 쫓겨 온다.’고 표현함). 즉, 어민들은 웬만큼 비가 와서는 어장을
쉬지 않으나, 비는 적게 와도 세게 부는 바람이 동반되는 날씨라면 어장을 나가지 않
는 것은, 비보다는 바람이 어로활동과 날씨의 관계에서 보다 더 중요한 제약 조건임을

○

의미한다. ‘바람 불면 (어장) 못 나간다. 바람 불면 우리는 일요일이다.’(배 식, 남,

○

년생)라거나 ‘바람만 불지 않으면 웬만한 비에도 작업을 나간다.’(전 봉, 남,

1957

라

1957년생)

는 어민들의 말은, 어촌에서 바람이라는 기상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우 잘 보여준

○

다. 그리고 “조금때 (어장) 안 하고, 바람 불고 날씨 안 좋으면 안 하고.”(김 풍, 남,
라는 또 다른 어민의 말은, 어촌에서 물때와 바람이 어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1943년생)

중요한 두 가지 환경 조건임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115) 물론 연구지의 어민들은 비가 오면 “이제는 귀찮아서” 대체로 어장을 나가지 않는 편이다. 대
개 50~60대인 어민들은 이제 대부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친 경우가 많고 혼인
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들은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와 달리 ‘어장일’이 힘에 부
치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험한 바다에 나가서 아등바등 일할 필요성
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민들은 ‘어장일’이 개인적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바다에서 같
이 조업하는 배들이 없으면 힘도 더 들고 일도 하기 싫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민들은 다른 배들
이 어장을 쉬면 대개는 어장을 나가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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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민들은 방송을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를 미리 파
악하고 있다. 또는 날씨가 이상하다 싶으면 기상청에서 전화로 제공하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날씨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기예보가 지금처럼 제공되기 전
에는 연무나 구름이 낀 상태 등 자연의 변화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날씨의 궂고
좋음을 짐작했었다.
[사례 6-5]

“근게 일기예보가 그전이는 없었잖아. 없었는디, ‘아, 이것이 비가 오겄다, 바람이 불겄다’ 대략
짐작을 혀. (@어떻게 아시는 거에요?) 하늘 쳐다보고, 그러고 하늘 구름 보고 날씨가 이상허지. 좀
틀리지. 틀린게 그 경험으로 허는 거여 인자. 근게 산이[산에] 가서 무슨 이상헌 연무 현상이 찐다
든가 뭣헌다든가. 그러먼 틀림없이 사흘 안에 바람이 불어. (@연무가 끼면?) 연무 같이 그렇게 끼
는, 중간 어떻게. 전체가 끼잖이(끼는 것이 아니고). 산, 저 화전[하전] 높은 산 있잖아. 그런디 가서
연무가 끼고 허먼 ‘아, 사흘 안에 날 궂겄구나’ 그것을 알지. …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려.
(@그러면 바다 나가기 힘든 거에요? 어장 하러?) 나가기 힘들지. 그전이는 그런게로 모리고 나갔
다가 느닷없이 바람이 터져 갖고는 사람도 많이 죽고 실패도 보는디. 지금은 일기예보가 있은게.
안 나가 버러 걍. 안 나가 버린게 괜찮허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일기예보 같은 것
이 없을 때 뭘 보고서 날씨를 예측하고 아시고 그랬는가.) 사람이 인자 이런 젊은 사람들도 (몸이)
고달프고, 이트먼[일테면] 날이 궂고 비가 오고 바람 불라먼 몸이 상헐 때가 있거든. 그런 것도 보
고. 산에 연무가, 꼭 거그만 껴. 딴 데는 안 끼고. 그런 거 보고 하늘 구름 보고. 날씨가 이상히서,
바다에서 시컴허니 구름이 쪄 가지고 올라온다던가 그런, 바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알지).”(김
○옥, 남, 1934년생)
어민들은 해당 지역의 자연 변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곰소만 건너 고창 하전에
있는 높은 산(제보자들이 부르는 이름은 없음)의 중간쯤에 연무가 끼면 사흘 안에 바람
이 불거나 비가 올 날씨의 징후임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낀 구름의 색깔을
보고 날씨의 이상을 짐작했는데, 먹구름은 비바람이 칠 징후인 것이다. 또는 ‘갈매기가

○

유난히 낮게 날면서 깍깍 대고 울면 비가 온다.’(박 석, 남,

○

잎이 뒤집히면 비가 온다.’(최 이, 여,

○

나면 비가 온다.’(박 님, 여,

1931년생)

거나 ‘바람에 나뭇

1957년생)

바람이 바닷물을 뒤집어 거품이 일어

1952년생), ‘

등 비가 올 징후를 예측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비는 대개 바람을 동반하므로 비의 형성과 관련된 바람의 구분에 대한 인식
이 또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와 관련된 바람으로서 가장 대
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정방풍인 ‘마파람’과 ‘하누바람’이다. 이 두 바람은 비와 관련
해서는 상반된 특성을 지닌 대척점에 있는 바람들이다. ‘마파람’은 특히 여름에 비가
오려고 날이 궂을 때 주로 부는 바람이고, 이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고 한다. 예컨대
2008년 8월 2일(음 7. 2.

여덟물)에 ‘사릿발’에다가 바람이 세게 불어 배들이 조업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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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했는데, 바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비가 와야 이 바람이 잘 텐

○

디.”(박 님, 여,

․ 이 바람이 자려면 비가 와야 한다 배○식

1931년생)

‘

.’(

,

남,

라는

1957년생)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자야 할 “이 바람”은 물론 ‘마파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하누바람’은 겨울에 눈보라를 몰고 올 수는 있으나, 여름에는 대개 날씨가 좋
을 때 부는 바람이라서 이 바람이 불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마파람’이
불다가 ‘하누바람’이 불면 북풍이 남풍을 몰아내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마파람’이 며
칠씩 연속 부는 것을 ‘마탈났다’라고 하는데, ‘마탈난’ 것이 가려면 비가 오든지 ‘하누바
람’이 불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에서 ‘마파람’은 “비 올 바람” 또는 “비 오
는 바람”으로 불리고, ‘하누바람’은 “비 몰아내는 바람” 또는 “비 그치게 하는 바람”으
로 불린다.
그리고 ‘샛바람’과 ‘늦바람’은 대체로 비를 형성하지 않는 바람으로 구분된다. ‘늦바
람’은 대개 날씨가 좋을 때 부는 바람이므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샛바람’은 여름
에는 드물게 부는 바람으로 비 오고 날이 궂으려고 할 때 부는 바람이라고 한다.
간방풍 중에서는 ‘늦마’가 대표적으로 비와 관련된 바람인데, 특히 비가 오는 철 곧
따뜻한 계절에 ‘늦마’가 불면 비가 온다고 한다. ‘늦하누’는 대개 날씨가 좋을 때 부는
바람으로 구분된다. ‘높샛바람’과 ‘안샛바람’도 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제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른 간방풍과 달리 ‘높샛바람’이
비가 형성되지 않는 바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과 대척
점에 있는 ‘늦마’가 비 올 바람으로 구분되어 인지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 6-6]

“이 서풍이 불먼은 아 무, 말허자먼 비나 이런 것이 형성될 수가 없어. 정식 동풍허고는. 이 동
서풍이라는 것은 요리. … 어쩌다 쏘내기 같은 것은 와도. … 인자 비 형성이라 허는 것은 어느 위
치에서 제일로 많이 시키냐믄, 여그서... 비를 여그서(마파람) 제일로 많이 형성시키는 거여. 그러면
비가 일으면 바람이 일으거든. 근디 이 높샛바람 이것은 오히려 비를 형성 안 시킴서 바람만 쎄지
지. 요것은. 이 북풍이라는 것은 날이 좋아야만 불기 땜이 여그는 (비) 형성이 좀 안 되고, 다만 시
월이 넘어서 고풍(高風)이 불어 닥치지. 전체 물이 차갑고 기후가 우리나라가 전체 똑같었을 때, 그
때 눈보라 같은 것은 요것이 형성시켜도 비는 전혀 형성을 안 시켜. … 이 마파람이라는 것이 불으
먼 어 디고 안 좋아. 바람이 훈기를 타고 대님서 조화를 이루기 따문에, 그리서 바람이 일으고 비
가 형성되고 그러거든. … 늦바람이라는 것은 제 일 날짜를 좋을 때를, 일기가 바람이 높도 않고
야찹도 않고. 이 서풍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제일 날짜 좋으먼은 그 바람이 가늘 허게 불어지지. 이
바람도 물이 차질 때는 세져.”(김○만, 남, 1937년생)
~

~

~

~

다시 말해, 연구지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는 ‘늦바람’과 ‘샛바람’이 부는 동서 축
을 기준으로 이대분하여 보면, ‘마파람’을 중심으로 한 남쪽 바람은 비가 오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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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영역이고 ‘하누바람’을 중심으로 한 북쪽 바람은 비가 오지 않는 바람의 영역
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파람’과 ‘늦마’가 대표적인 비오는 바람으로
인지된다.
여기서 ‘마파람’과 ‘늦마’는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지에서 남쪽은 여름과 관련되어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영역이
고, 북쪽은 겨울과 관련되어 찬바람이 부는 영역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다른 계절
에 비해 비가 많고 특히
‘늦마’가

6월

한 달은 대개 장마철이 형성된다. 따라서 ‘마파람’과

․

부는 여름에 주로 비가 오므로, 이 바람들이 ‘비 올 바람’으로 지각 구분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4>는

이것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4> 비 몰아내는 바람과 비 올 바람의 구분
8 늦하누
1 하누바람
2 높샛바람
N

비 몰아

(변산)

내는 바람

7
늦
바 (서해)
람
W

E

비 올
S

6 늦마

3
샛
바
람

바람

(곰소만)

5 마파람

4 안샛바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비와 바람의 관계와 달리 눈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문
화적 강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연구지역은 “비는
변산에 오면 빨리 가자 하고, 눈은 쉬어 가자 한다.”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용
적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는 적게 오고 눈은 많이 오는 지역이다. 그
런데도 눈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약하고,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어민들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여름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계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운
계절의 기후보다는 따뜻한 계절의 기후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져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도 어로활동이 가능한 계절에 대한 관심의 반영일 것이다. 어촌에서 겨울은 차

- 273 -

가운 북풍이 불고 눈이 와 춥기 때문에 휴어기에 해당하는 반면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여름, 정확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로활동이 활발한 시기다.
그러므로 어장을 하는 기간 동안 나타나는 비와 바람의 날씨 조건에 대한 인지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2) 어로활동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1) 풍선과 바람
연구지에 동력선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무

동력선으로 구분되는 ‘풍선(배)’이 이용되었다. 기계 엔진을 이용하는 동력선과 달
리 풍선은 바람을 타거나 바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 이동하는 배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선배’를 ‘돛단배’ 또는 ‘노 젓는 배’라고도 한다. 즉, 기계 동력
을 이용하는 지금과 달리 과거 풍선을 타던 시절에는 바람이 어선 운항에 필요한,
자연이 제공하는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바람이 풍선 운항에 동력원이 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풍
선을 타고 가는 방향과 바람이 맞으면 노를 젓지 않아도 되므로 편하고 빠르게 가
고, 바람이 없거나 적게 불거나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어 바람이 나쁘면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하므로 고생을 했다. 풍선 운항과 바람 종류의 관계에 대한 제보자들
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6-7]

“위도? 갔다 오지 하루에. 어떻게든 오지. 가령 아침이 썰물에 간다고 봐. 그먼 저녁 때 들물이
있잖어. 그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오지. 그러자 인자 그 늦마파람이나 고런 놈 만나노먼 걍 가만히
앉어서도 오고. 돛 달어 놓고. 기양 그래도 쉬어 와 버리고. 또 인자 위도 갈라먼 아침에 여그서 샛
바람 같은 거 나오먼 양 가만히 앉어서 가고. 바람 맞으먼 편허고. 바람이 물짜먼(나쁘면) 고생허고
그려. 풍선은.”(김○풍, 남, 1943년생)
“(꽁댕이배로 젓거리 잡는 배는) 전부 풍선여. 그때가 괴기 많이 났지. 나중으 인자 법성 육젓이
라고 또 났잖여? 그것 험서 인자 큰 배에다가 (기계를) 하나씩 놓기 시작힜지. 근디 그 별 효력이
없었어 그거는. 하누바람 불먼은 쪼끔 차이 나는디. 여그서 돛 달으먼 두 개 달먼 법성 앞에 금방
가버리는디 뭐. 기계배가 그게 벨 효력이 없었어.”(김○만, 남, 1937년생)
위도 주변 어장으로 주낙질을 나갈 때는 동풍인 ‘샛바람’을 맞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서풍인 ‘늦마파람’ 곧 ‘늦바람’을 맞으면 편하고 좋고, 법성 앞바다로 육젓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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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갈 때는 북풍인 ‘하누바람’이 불면 ‘꽁댕이배’에 엔진을 단 초기 기계배와 별
차이 없이 빠르게 목적지 어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의 진술은 결국 풍선을 운항할 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음을 보여준
다. 하나는 물때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 규칙적으로 ‘들고
쓰는’ 물때와 달리,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로 불어줄지 알 수 없는 가변
적인 요소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물때를 따라서 풍선을 운항할 때 물이 흐르는 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배의 속도가 빨라서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연구지와 바다의 지리적인 관계를 보면, ‘오빠목’이나 위도와 같은 주 어장들이
마을의 서쪽 바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곰소만에서는 바닷물이 썰물일 때는 동쪽
에서 서쪽으로, 반대로 밀물일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곰소만을
벗어난 먼 바다에서는 조류가 썰물일 때는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물일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
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썰물과 ‘샛바람’이 만나면 배가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 제
일 좋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밀물과 ‘늦바람’
을 만나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전남 법성포 앞바다로 고기잡이를 갈 때는 북
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썰물에 ‘하누바람’이 불어주면 배의 속도가 빨라
져 가장 좋은 것이다. 반대로 어장을 마치고 곰소만으로 올라올 때는 밀물에 ‘마파
람’이 불어주면 편하고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 곰소만에서는 풍선의 입출항 시
‘늦바람’과 ‘샛바람’이

좋은 바람이고, 먼 바다에서 남북 방향으로 항해 시 ‘하누바

람’과 ‘마파람’이 좋은 바람인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풍선 시절 어장 위치와 선
호되는 물때 및 바람의 관계를 간략히 도식으로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표 6-2> 풍선 시절 어장의 위치와 선호되는 물때-바람의 관계
어장

항목

곰소만
서해

물때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선호되는 바람
샛바람
늦바람
하누바람
마파람

(2) 파도와 바람
앞서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어민들이 바다에
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또는 날씨가 좋음에도 다른 기상 조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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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날씨의 상태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바
람이 부는 기상 조건이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여기서 어
민들이 바람이 불어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바람이 만들어
내는 파도 때문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도 함께 거세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조
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민들에게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곧 파도가 얼마나 굵고 거센가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
래서 연구지에서는 파도와 바람의 관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파도의 명칭 및 구분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연구지에서는 파
도를 ‘뉘’라고 부른다. 그 명칭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바람도 안 부는데 오는 파도.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들어오면서 하얗게 까지는 파도
바람이 세게 불 때 오는 큰 파도. 파도가 높게 서서 온다.
2.1 머리 풀고 오는 놈: 파도가 서서 하얗게 까져서 둥글면서 오는 큰 파도
2.2 삼형제 오는 놈: ‘머리 푼 놈’이 연거푸 세 개가 엮어서 오는 파도
3 울렁파도 또는 너울파도 : 일정하게 울렁울렁 치는 파도.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치는 파도
4 삼각파도 : 물속 여 있는 곳에서 부딪친 조류가 역풍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파도
1 갈뉘:

2 머리 풀고 오는 놈:

‘파도’

하면 어민들은 ‘갈뉘’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나

타나는 파도이므로, 연안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파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심이

얕은 가에 와서 흐거니 까지는(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로 설명된

다. 그래서 ‘갈뉘’는 ‘갓뉘’의 변음일 것으로 짐작된다. 바람이 없으면 바다는 잔잔
하고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갈뉘’는 바람이 없는데도 높게 치는
파도라는 점이 특징으로 강조된다. ‘갈뉘’는 바람 없이 오지만, 바람이 올 징조로
해석된다. ‘갈뉘’가 오면 이삼일 뒤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없
을 때는 ‘갈뉘’가 오는 것을 보고 며칠 뒤에 바람 불고 날이 궂을 것을 예측했다고
한다.
태풍 같은 바람이 세게 불 때 치는 굵은 파도는 어휘적 명칭의 분화 없이 ‘머리
풀고 오는 놈’ 또는 ‘머리 푼 놈’으로 표현된다. 이것도 수심이 얕은 데서 치는 파
도다. 큰 파도가 높이 서서 “흐거니 까져서 둥금서”(하얗게 부서져서 둥글어) 오는
위험한 파도다. 한 제보자는 “여자가 머리 풀고 싸남내고[사납게] 달려들면 무섭잖

○

아.”(김 일, 여,

1962년생)

라며, 왜 이 파도가 ‘머리 풀고 오는 놈’으로 비유되는 무서

운 파도인지를 설명했다. 바다에서 이 ‘머리 푼 놈’을 만나면 선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뱃머리를 파도 쪽으로 해야

“파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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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고 같이 놀아”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배 옆으로 이 파도를 맞으면 배에 물이 차 버리거나
배가 전복될 수 있다. ‘바다에서 이런 뉘를 만나면 죽냐 사냐 하기 때문에 추운 때

○

도 온몸에 땀이 난다.’(전 수, 남,

1937년생)

고 한다. 이 ‘머리 푼 놈’이 세 개 연거푸

오는 것을 ‘삼형제 오는 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울렁파도’

또는 ‘너울파도’는 수심이 깊은 바다 쪽에서 치는 파도다. 이것은 파

도가 하얗게 부서지지 않고 일정하게 울렁울렁 치면서 천천히 오는 파도다. 한 제
보자는 깊은 바다에서 오는 이 ‘울렁파도’가 수심이 얕은 가로 들어와서 ‘갈뉘’가

○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강 고, 남,
‘삼각파도’는

1953년생).

물속에 여가 있는 곳에서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일어

나는 파도다. 따라서 파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삼각파도’를
만나면 위험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파도를 가리키는 ‘노대’라는 말이 또한 있다. 제보자들은 ‘뉘’와 ‘노대’
가 모두 파도를 가리키는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도의 이름이나 특성을 설
명할 때 ‘뉘’로만 언급되었고, ‘노대’는 ‘노대 친다’의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특히
파도가 배에 부딪치거나 섬이나 바닷가에 부딪칠 때 ‘노대 친다’고 한다. 따라서
‘노대’는

배나 바위나 갯가에 부딪치는 파도를 구별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파도는 바람 및 수심과의 관계에서 주로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가 상대적
으로 수심이 얕은 바다이고 특히 연구지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 곳은 연안에서
가까운 바다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데서 주로 일어나는 ‘갈뉘’나 ‘머리 풀고 오
는 놈’ 같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대한 인지가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람

불면 파도친다.’는 말처럼 파도와 바람은 밀접한 관계로 인지된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개안’과 ‘바닥’에서 부는 바람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즉,
‘개안’보다 ‘바닥’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고, 따라서 파도도 더 크게 친다고 한다.

그래서 때때로 곰소만 안에서는 바람이 없어 조업을 나갔는데 만을 벗어난 바다에
서는 바람이 세게 불어 꽃게잡이나 주꾸미잡이 배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아

배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하지만, 만내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그보다는 세질 않을 경
우에 ‘개안’에 어구를 설치한 배들은 조업을 나가기도 한다.
[사례 6-8]

‘(개안에는 바람이 세지 않지만) 위도 앞에는 이 바람에도 물이 더 굵다. 산더미 같다. 그래서
(꽃게잡이배들이) 못 가는 것이다.’(김○옥, 남, 195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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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에 소랑을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매일 물 볼 수 있지만, 개안 소랑에는 바람이 불어야 쭈꾸
미가 든다.’(김○풍, 남, 1943년생)
둘째, 계절에 따라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그치면 파도도 따라서 바로 죽는다고 한다.
이와 달리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그쳐도 파도는 여전히 거세다고 한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그치면 다음날 바로 조업을 나갈 수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
는 바람이 그쳐도 하루 정도는 조업을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민들이 똑같은 바람이라도 ‘마파람’보다는 ‘하누바람’이 불 때 파도가
더 높고 거세게 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개안’보다는 ‘바닥’에서 이러한 계절별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의 특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6-9]

“마파람이 불먼은 바다가 파도가 이 미터라먼은, 같은 똑같은 바람이라도 하누바람 불먼은 삼
메타, 사 메타 그렇게 올라가 버러. 근게 바닥을 뒤집어 버리는 거여 걍. 하누바람이. 뒤집어 버러
걍. 그리고 이 샛바람도, 이 개안이고 산이 맥힌게 거식헌디, 바닥으로 나가먼 이 샛바람도 무지허
게 무선 바람여.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는.”(김○옥, 남, 1934년생)
“샛바람 불면 뉘 덩어리가 씻겨 없어져. (@뉘가 뭐에요?) (오빠목을 가리키며) 흐건[하얀] 거품
있잖아? 그게 뉘여. 샛바람이 안 쓸어 버리먼 내일도 배 못 나가. 안 그래도 못 나가. 파도가 흐
겨.”(박○님, 여, 1931년생)
한편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샛바람’이 웬만큼 불어서는 ‘개안’에서는 ‘뉘’ 곧 파도
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 오히려 ‘샛바람’이 만내에서 치는 파도를 씻어 없어지게 한다.
그래서 주 어장이 있는 ‘오빠목’ 등 곰소만의 서부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샛바람’이 불
어 파도를 쓸어버리면 조업을 나갈 수 있다. 지형적 영향으로 만내에서는 ‘샛바람’이
불어도 별다른 파도가 일지 않는다고 해도, 탁 트인 먼 바다로 나가면 샛바람도 무서
운 바람이 된다.
다음으로 ‘태풍’ 및 ‘돌풍’과 관련된 파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태풍과
돌풍은 방위와는 상관없이 부는 또 다른 범주의 바람 구분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
한 바람의 종류다. 태풍은 주로 여름에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고, 돌풍은 주로 가
을과 겨울에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다. 즉, 전자는 따뜻한 계절에 부는 바람이고, 후
자는 추운 계절에 부는 바람이다. 주로 부는 계절은 다르지만, 두 바람은 모두 일상적
이지 않은 바람으로서 바다에서의 조업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거센 파도를 만드
는 위험한 바람들이다.
2008년

현지조사 초기에 서해안으로 태풍이 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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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그런데

2010년 8월과 9월에

걸쳐 태풍이 세 개나 올라왔다. 8월 상순과 9월 상

순에 올라온 태풍 ‘덴무’와 ‘말로’ 때문에 어민들은 하루나 이틀 어장을 나가지 못한 것
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9월 초에 올라온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어민들은 이틀 동안 조업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린 꽃게는 썩고 꽃게그물은 심하게 꼬여 폐기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
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
집어져서 고기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가을과 겨울에 많이 부는 돌풍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부는 바람으로 잔
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면 매우 위험하
다고 한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꽃게잡이 같은 가을 어장을 하는 어민들
은 추석 대목을 본 후 대개 한두 ‘사리’ 정도 조업을 더 하고

10월

상순이나 중순

쯤에 꽃게잡이를 끝낸다.

(3) 물때와 바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촌 사회에서 물때와 바람은 어로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제약 조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물때와 바람도 상호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데,
어민들은 물때 따라 바람의 특성이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첫째, 밀물 시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 어민의 표현을 빌면, ‘물

○

이 썼다 드는 물에는 바람이 부는 것이다.’(배 열, 남,

1948년생).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에 물이 들어올 때 바람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한다.
[사례 6-10]

“바닥(갯벌)으가 있으먼 써르른이 바람기가 추와, 사람도. 그러먼 벌써 들물기 허는 거여. 소화지
허는 거여. 우리 바닥으 가서 반지락을 파믄 벌써 알어. 왜 아냐믄 바람이 쓸혀(서늘해). 그럼 ‘아,
들물기 허네.’ … 추와. 춘 바람이 들와. 들물기 헐라먼 (찬바람이) 들와. 그러먼 우리도 알어. 물 안
보고도 알어, 우리는. … 바닥으로 수 년 댕긴게 다 알어 버러.”(박○님, 여, 1931년생)
오랫동안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해온 위 제보자는 바람에 대한 감각이 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조개를 파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서늘하게 느껴
지는 바람만으로도 물때가 ‘들물’ 때임을 안다고 한다. 이렇게 오후에 물이 들어올
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 과수원을 겸업하는 한 어민은 나무에 약을 칠 때 물때

○

를 보고 바람을 참고하기도 한다(강 고, 남,

195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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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둘째, 물때에 따라 물의 수위 및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영향이 달라진다. 물이
적게 들어오는 ‘조금때’는 바람이 불어도 물의 수위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의 수위가 엉뚱하게 올라가 버
린다. 그리고 물 힘이 약한 ‘조금때’보다는 물 힘이 센 ‘사리때’ 바람이 더 많이 분
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때’는 바람이 불어도 어민들이 안심을 하지만, ‘사리때’는
바람이 불면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사례 6-11]

“이 바람이 그날에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부냐 허는 차이에서 엉뚱하니 (물이) 들오기 따문에, 그
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 없어. … 여그가 사리에 간조의 표준이 여그고 조금의 간조의 표
시가 여기였는데, 그런게 여그 사람들도 우리도 어, 오늘 이거 이상네. 물이 여그 들와야 정상인디.
여그 올라 버맀단 말여. 그먼 그 원인이 여그는 바람이 안 불어도 동해안에서 동남풍이나 되게 태
풍이 광주 쪽에서 불었을 때는 요리 치밀어 버리는 거여, 물을. 바람이. … 근게 바람이 태풍이 예
를 들어서 올라와도, 조금에 올라와 버리먼 물이 *** 때 올라와 버리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근디
사리때 물이 쎄게 돌 적으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허먼은 엉뚱허니 밀어 버린게. 해일도 일어나고
허는 원인도 그거여. 그런데 대략 바람이 일어나면 물이 쎌 쩍으 이 사리때 많이 불지. 근게 사고
가 많이 나는 거여. 조금때는 바람이 약간 불어도 파도가 안 일어나.”(김○만, 남, 1937년생)
이와 함께 만간조와 풍향이 만나는 관계에 따라 바람의 영향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태풍 ‘덴무’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직후인
뇌성벽력을 동반하고 폭우가 왔다. 8월

13일(음 7. 4.

2010년 8월 12일

밤부터 심한

열물) 새벽 4시쯤 연구자는 마을

이장이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 비바람이 심하게 쳐 배가 걱정된 마을 남자들이
마을회관 주변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성천’까지 들
어올 정도로 물 수위가 높아 ‘성천’에 주차해 두었던 차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어민들이 이른 새벽에 방파제 주변에 모여든 것은 바로 배의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 폭우와 바람이 새벽 만조 시간과 겹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어선 한 대도 파손되는 일 없이 새벽
만조 시간을 잘 넘겼다.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갈 무렵 마을 이
장은 연구자에게 ‘이 바람(하누바람)이라 다행이지, 마파람 불었으면 배 몇 개는 작살났

○

을 것이다.’(강 고, 남,

라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했다.

1953년생)

그날 새벽은 물때가 열물로 ‘사리때’여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였다. 게다가 새벽
만조가 되는 때에 폭우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물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파도가
거세진 상태였다. 이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마파람’이 아니라 ‘하누바람’이 불어 다행이었다는 것이다.
연구지에서는 남풍인 ‘마파람’이 “동네가 시끄러운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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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 조건상 마을 앞쪽인 남쪽이 바다로 열려 있고 방파제가 대략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동풍이나 서풍이 불면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어 괜찮지만, 남풍이 불면
파도를 막아주는 데가 없다. 그래서 ‘마파람’이 불면 파도가 올라와서 배들이 서로 부
딪쳐서 동네가 시끄럽고 파손될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사리와 만조 때 폭우가 오고 ‘마파람’이 불면 물의 수위가 더 높고 파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와 만조 그리고 폭우가 온 상황에서
‘마파람’이

불면 배가 파손될 위험이 더 커지고, ‘하누바람’이 불면 물의 수위를 낮추고

파도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덜 위험한 것이다.

(4) 어장과 바람
① 어장과 바람의 양면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은 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위

․

험한 날씨 조건이다. 조업을 하지 못하고 배 그물 같은 어구가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 바람은 어로활동에 도움을 주는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풍선
시절 바람이 어선의 운항에 필요한 동력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에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바람이 불어줘야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한다.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바다가 청
소도 되고 고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 바람이 지난 후에는 어획량이 훨씬 좋아진
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는 것이 어로활동에 좋은 것이고, 바람
이 전혀 불지 않으면 오히려 고기가 잡히지 않아 나쁜 것으로 인식된다.
[사례 6-12]

“바람이 일티먼[일테면] 안 불먼은 고기가 안 나와. 들[덜] 나. 바다를 일트르먼 청소해 주는 편
이지. 바다를. 바람이 불먼은. 그런게로 요번에도 쭈께미도 바람 불어 갖고 걍 몽 땅 불었을 때 한
이백 키로, 이백오십 키로 잡었잖아. 막 바다를 뒤집어 논게로. 일트르먼 바람이 전체 안 불먼, 쭈
께미가 한 오십 키로, 백 키로 잡을 놈, 하리[하루] 이틀 쉬고 바람이 불어 갖고 나가먼은 그놈 배
잡어. 바닥을 뒤집어 논게. (@ 바람이 꼭 나쁜 건 아니네요?) 나쁜 건 아녀. 바람이 없으먼은, 뭣이
고 농사고 육지 농사고, 어느 정도 적당히 불어줘야지, 바다고. 바람 없이먼 고기가, 바다에 고기가
안 잽혀.”(김○옥, 남, 1934년생)
“쭈께미 같은 건 바람 불먼 많이 잡혀. 쭈끼미도 바람 불믄 많이 잽히고, 봄에 대화[대하]라는 고
기도 바람 불먼 더 잽히고. 바람 뒷날 가먼. … 어쨌든 주께미는 바람 불먼 낫어. 언허니 더 나와
고기가. 다른 어장도 저런 인자 그물 어장도 바람 불먼 낫지. 그물질 그물 어장도 바람 불먼 낫어
고기가.”(김○풍, 남, 194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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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바람이 위험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어획량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촌 사회의 중요한 생태환경으로서 바람은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좋
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모두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
방위에 따라 지각되어 구분되는 바람은 어로활동의 가불가(

(

可不可

또는 호불호

.

먼저 개별 바

好不好 의 관계에 따라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

람이 고기의 상태 및 어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제보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을에 부는 하누바람은 사람도 고실고실하고 모든 고기가 많고 날씨도 좋은 바람
이다. 그러나 겨울에 불면 바람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깊은 바다로 빠져나가 안 잡힌다.
2 높샛바람: 높샛바람이 불면 고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나쁜 바람이
다.
3 샛바람: 샛바람이 불면 고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제일 나쁜 바람이
다. 개안에서 부는 샛바람은 파도도 없이 물만 말갛게 하고 고기를 나가게 한다.
4 안샛바람: (특별한 설명 없음)
5 마파람: 마파람이 살살 불어주면 고기도 많이 나고 젓새우도 많이 나서 좋다. 하지만 여름에
는 비가 오고 날이 궂을 때 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어로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나쁜 바람이기도 하다.
6 늦마(파람): 여름에 늦마가 불면 파도도 없이 시원해서 바다에서 일하기 좋다. 그러나 비오는
철에 부는 늦마에는 대개 비가 오기 때문에 어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7. 늦바람: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고기들이 활동하기에 좋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시원해
서 바다에서 일하기도 좋은 바람이다. 봄과 여름에 고기를 몰아주는 바람이다.
8 늦하누(바람): 늦하누가 불면 고기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장 하기가 좋은 바람이다.
1 하누바람:

어민들이 방위에 따른 바람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어로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어획량이고, 다
른 하나는 어로활동의 가능성이다.
우선 어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에 고기의 양을 많게 하고 고기들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어획량을 많게 하는 바람이 어민들에게는 ‘좋은’ 바람이다. 이
와 달리 고기들을 먼 바다로 내몰거나 고기들의 활동을 제약시킴으로써, 고기가 안
잡히게 하는 바람은 ‘나쁜’ 바람이다.
어획량이 높기 위해서는 고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야
한다. 계절과 수온의 변화에 따라 고기는 이동을 한다. 봄이 되어 수온이 올라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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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기들은 수심이 얕은 연안 가까이로 들어오고 겨울이 되어 수온이 내려갈수
록 고기들은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어민들은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도 하거니와 어로활동을 주로 하는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휴어기로 보낸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 먼 바다로 나갔던 고기
들이 연안 가까이로 돌아오는 봄이 되면 어장을 시작해서 가을까지 고기잡이를 한
다. 이때 연구지의 지리적 특성상 고기의 이동 방향은 대략 동서를 이은 축이 된
다. 즉, 계절이 따뜻해짐에 따라 고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고, 추워질수록
고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어장이 이루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부는 ‘따뜻한’ 바람이 고기를

․ 늦마 ․

많이 잡히게 하는 좋은 바람인 것이다. 바람의 구분으로 보면, ‘마파람’

․ 늦하누 가

‘늦바람’

‘

’

‘

’

이에 해당되며, 이와 함께 가을에 부는 선선한 ‘하누바람’도

좋은 바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날씨가 선선해 고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늦
바람’과 ‘늦하누’ 및 가을에 부는 ‘하누바람’이 제일 좋은 바람이다. 봄과 여름에 부
는 ‘늦바람’은 “고기 모는 바람”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봄과 여름에 따뜻한 서풍이
불 때 먼 바다로 나갔던 고기들이 연안 가까이로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대조를 이루어 고기가 없는 또는 고기가 안 잡히는 ‘나쁜’ 바람은 주로 휴

․ 샛바람

어기에 해당하는 겨울과 봄에 부는 ‘찬’바람이다. ‘하누바람’과 ‘높샛바람’
(및 ‘안샛바람’)이

‘

’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운 바람들이다. 이 바람들은 추운 계절에

불기 때문에, 이 바람들이 불 때는 고기가 먼 바다로 빠져나가 안 잡힌다. 특히 어
장이 시작된 후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 부는 ‘높샛바람’과 ‘샛바람’은 차가운 바람이
라서 고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높샛바람’
과 ‘샛바람’이 불면 “고기가 골치 아파서 엎저 버린다.” 또는 “샛바람이 불면 고기
가 머리 아픈 바람이다.”라는 표현을 예부터 사용한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기가 보다 깊은 곳으로 내려
가거나 이동해 나가 버리므로 잡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동풍인 ‘샛바람’은 어장을
하는 시기에 고기를 내모는 대표적인 나쁜 바람으로 인식된다. 바람이 차가워 고기
를 쫓아내므로 어장 하기에 나쁜 바람인 ‘샛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점
에서,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과 연결시키는 흥미로운 비유
도 있었다.
[사례 6-13]

“샛바람은 일본서 나오는 바람여. 그런게로 고기를 다 쫓아내는 바람여. 싹 다 쫓아내는 바람. 그
서 샛바람만 불먼 고기들이 (우는 소리로) ‘아이, 내 골 아퍼 죽는다. 내 골 아퍼 죽는다’ 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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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람 불먼은 ‘참 따땃허고 좋다. 아늑허니 살림살이가 좋다’ 그러는 거여. 고기도 바람대로.”(윤○
자, 여, 1935년생)
~

간단히 말해, ‘마파람’부터 ‘늦바람’을 포함하여 ‘하누바람’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바다에 고기가 흔한 좋은 바람이고, ‘하누바람’부터 ‘샛바람’을 포함하여 ‘안샛바람’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바다에 고기가 귀해지는 나쁜 바람인 것이다. 특히 ‘늦바람’
은 고기를 연안으로 모는 좋은 바람인 반면에, ‘샛바람’은 고기를 먼 바다로 내보
내는 나쁜 바람으로 대조를 이룬다.
[사례 6-14]

“샛바람 불먼 차고, 여기서 거시기(고기가) 밖으로 나간다는 바다, 안이로(개안으로) 못 들어와.
들오기가 거식허고(안 좋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지. 근게 수온 따라서 고기가 오잖아. 수온에 맞
는 온도가 있잖아 고기들이. 그런게로 샛바람 불먼은 자기 몸이 지장이 있으니까 이동을 헌다는 결
론이지. … 남풍은 온대지방에서 오고, 동풍도 한대지방 아녀. 북풍이나 거의. 한대지방에서 오고
그런게로 그리서 그러는 거 같어.”(김○옥, 남, 1934년생)
“다 여그서(서쪽부터 북쪽까지)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이거든. 지금 북쪽 안에서 이 서로 이 사
이에서. … (제일 최고 나쁜 바람은) 고기가 잘 안 움직이는 동풍 이게 괴기가 제일 안 움직여. 고
기가 유동성을 안 시켜. 안 존게 그럴 티지 저그가. 말은 높샛바람허고 동풍허고 불먼 골치 아퍼서
괴기가 엎저 버린다고. (@그니까 이게 나쁜 바람이네요 어장 하기는.) 그러지. 괴기가 움직여야 그
물에도 들고 무는데. 그리서 이 높샛바람이나 동풍이 불먼은 고기가 잘 활동을 안 혀. 엎저 버려.
안 존게. (@그러면 어장 하기에 좋은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은 여그서 요놈 새이가
(북쪽에서 서쪽 사이가) 젤로 고기가 잘 움직이지. 서늘하게 불어 준게. 근게 총체적으로 따져 놓고
보먼은, 지금은 고기가 안 나서 없어진게 그러지만, 옛날에 고기가 흔했을 때는 요 부근에서(하누바
람과 늦바람 사이에서) 여기에 바람 불 시절에 말허자먼 한 이 계절에 고기를 젤로 많이 잡거든.
활동허기가 젤로 좋은게 우선. … 근게 요놈 벗어져서 요리(서-북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버리먼 인
자 물이 완전 차저 버린게. 괴기가 딴 고장으로 옮겨가 버린게 귀해지고.”(김○만, 남, 1937년생)

可不可 와

다음으로 어로활동의 가불가(

)

관련하여서는, 어로활동을 하기에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어 어장에 나갈 수 있으면 ‘좋은’ 바람이고, 날씨도 궂고 파도도 높
아 어장에 나갈 수가 없으면 어민들에게는 ‘나쁜’ 바람으로 인식된다. 어장 하기에
좋은 바람은 대표적으로 ‘늦바람’과 ‘하누바람’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반면
에 어장 하기 어려운 나쁜 바람은 대표적인 찬바람인 ‘하누바람’과 ‘샛바람’ 사이에
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런데 ‘마파람’과 ‘늦마’는 따뜻한 바람으로서 고기가 많아
‘좋은’

바람이이기는 하나,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을 때 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나쁜’

바람이기도 하다. ‘마파람’과 ‘늦마’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

바람들이 불면 어장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남북을 축으로 놓고 보면, ‘높샛바람’과 ‘샛바람’이 있는 동쪽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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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서 고기를 먼 바다로 내몰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바람의 영역이고,
‘늦바람’과 ‘늦하누’가

있는 서쪽은 바람이 선선해서 고기를 연안 가까이로 몰기 때

문에 고기가 잘 잡히는 바람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동쪽은 고기가 적고 어장 하기
에 나쁜 바람이 부는 영역이고, 서쪽은 고기가 많고 어장 하기에 좋은 바람이 부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대략적으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구분과 일치
하는 경향이다.

(<그림 6-3>을

참조할 것.) 제일 좋은 바람은 ‘늦바람’과 ‘늦하누’이

고, 제일 나쁜 바람은 ‘높샛바람’과 ‘샛바람’이다. 이와 달리 ‘하누바람’과 ‘마파람’은
양면성을 가진 바람으로 인식된다. ‘하누바람’은 가을에는 고기의 활동량이 많은
선선한 좋은 바람이지만 겨울에는 차가운 나쁜 바람이며, ‘마파람’은 고기가 많은
따뜻하고 좋은 바람이지만 비바람과 파도가 세서 어장을 나갈 수 없는 나쁜 바람
으로도 인식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 6-5>은

어장의 가불가 또는 호불호의 측면에

서 바람의 좋고 나쁨에 대한 인지적 구분을 보여주는 도식이다.

<그림 6-5>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의 구분
8 늦하누
1 하누바람
2 높샛바람
N

7
늦
바 (서해)
람

(변산)

좋은

나쁜

W

E

바람

바람

S

6 늦마

(곰소만)

5 마파람

3
샛
바
람

4 안샛바람

3. 소결
이 장에서는 바다에서의 어로활동에 중요한 기후 조건이 되는 바람의 민속구분
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지 어민들의 바람에 대한 문화적 지식체계를 이해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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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였다. 이 장에서 기술 분석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람은 일차적으로 방위에 따라

․ 높샛바람 ․ 샛바람 ․ 안샛바람 ․ 마파람 ․

여덟 범주로 구분되었다. ‘하누바람’

․ 늦바람 ․ 늦하누 바람 이

‘늦마(파람)’

‘

’

‘

(

)’

‘

’

‘

’

‘

’

‘

’

그것이다. 바다가 있는 남향 중심적 공간

지각이 발달한 연구지에서는, 바람과 방위의 관계도 남향 기준으로 인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풍명과 바람의 구분법이 언어적 차원을 넘어 방위 자체를 습
관적으로 지각하고 구분하는 데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 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둘째,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람은 계절별로 그 기후적 특성
이 다르게 지각되었는데, 북서와 남동을 축으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구분되
었다. 즉, 겨울과 (이른) 봄에 부는 ‘하누바람’과 ‘샛바람’은 찬바람으로, (늦은) 봄과
여름 및 가을에 부는 ‘마파람’과 ‘늦바람’은 따뜻한 바람으로 지각되었다. 바람의
차고 따뜻한 성질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
의 변화 및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동과 서를 축으로 ‘비 몰
아내는 바람’과 ‘비 올 바람’도 구분되었다. 즉, 여름에 주로 부는 ‘마파람’과 ‘늦마’
가 대표적인 비 올 바람으로, ‘마파람’과 대척점에 있는 ‘하누바람’이 비 몰아내는
바람으로 인지되었다.
셋째, 어로활동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람은 또한 어로활동과 관련
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인지되었다. 풍선 운항과 관련하여 선호되는 바람이 구

․

분되었는데, 연구지의 위치와 조류의 방향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샛바람’
과 ‘늦바람’이 선호되었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개안’과 ‘바닥’에서 바람의 특
성이 다른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개안’보다는 ‘바닥’에서 바람이 더 세 불고 따라
서 파도도 더 크게 친다.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바로 죽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어장에 나갈 수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그쳐도 파도
는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어장에 나갈 수 없다. 다음으로 물때와 바람

․

의 관계에서는 연구지의 지리적 특성상 사리 만조의 물때와 ‘마파람’이 부는 상황
은 특히 위험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끝으로 바람은 어로활동의 호불호 또는 가불가
에 따라 남과 북을 축으로 하여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으로도 구분되었다. 즉,
따뜻한 바람인 ‘늦바람’과 ‘늦하누’가 어로활동에 가장 좋은 바람이며, 찬바람인 ‘샛
바람’과 ‘높샛바람’은 어장에서 고기를 몰아내는 가장 나쁜 바람으로 인지되었다.
정리하면, 연구지에서는 방위에 따른 바람의 어휘적 분화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 ․ ․

계절 날씨 파도 물때 등 어로활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바람의 기후적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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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분은 모두 바람이 어로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지식이었
다. 따라서 어촌 사회에서 바람의 문화적 강조는 결국 바다에서의 어로활동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에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바람의 구분체계가 발달한 어촌 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바람이 최소 8개에서 최
대

14개

범주까지 구분됨을 보여주는데, 연안 어촌보다는 도서 어촌에서 바람에 대한

인식이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에서는 기본 8방위에 준하는 8개 풍명이 구분
되고 있는데, 연구지는 만내 연안에 위치한 어촌이다. 그런데 전남 흑산도의 경우는

12

개의 풍명이 구분되었고(이숭녕

1967: 303),

14

개의 풍명이 구분되었다(왕한석

2012b: 51-59).

경남 사량도의 도서 어촌의 경우는 무려

그리고 간방풍이 세분화되는 위치도 어

촌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촌 사회가 농촌 사회보다 바람
의 구분체계가 더 발달했다는 일반화를 넘어서서, 어촌 사회 내에서도 바람 관련 인지
체계의 발달 정도에 변이가 발견되는 것이다. 앞으로 어촌의 지리적 차이와 생태환경
에 대한 지식체계의 발달 사이의 관계가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지금까지 살펴본 바다 공간 물때 바람에 대한 어민들의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적 지식은 어촌 사회가 놓인 바다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인지체계는 그 특수한 바다의 생태환경
을 어로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지각하고 구분하는 체계인 것으로 이해된다.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문화적 지식체계가 어로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것
이라면, 어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문화적 범주는 바로 해당 지역의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바다 생물이 될 것이다. 바다 생물에 대한 어
민들의 높은 관심만큼 바다 생물에 대한 구분체계가 또한 발달했을 것임은 말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어로활동의 최종 산물이 되는 바다 생물에
대한 어민들의 발달한 지식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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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바다 동물의 민속구분법 : 생물의 지식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바다 동물의 체계적인 민속구분법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역의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정교하게 발달한 민속 생물학적 지식을 밝
혀보고자 한다.
어민들의 바다 생태환경 관련 문화적 지식체계에서 가장 핵심적 범주는 아마도
바다 생물일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류(

魚類

)

곧 물고기가 대표적인 생물 범

주일 것이다. 어촌 사회의 특징적인 언어 양상으로서 어명(

魚名

)

곧 물고기 이름의

어휘적 분화 및 발달이 강조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장태진
1969a;

왕한석

2009b,

2010b,

2012b).

어민 문화에서 고기 명칭의 발달은, 어민들이

다양한 어종을 경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속에서 살고 그래서 많은 고기 이름을 알
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민들이 경험 세계로서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를 어떻게 지각하고 구분하고 이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
내준다는 점에서 더 큰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생물의 토착 명칭체계는
어민들의 전통적인 민속 생물학적 지식을 반영해준다.
그런데 분석 대상을 지시하는 ‘바다 동물’이라는 표제어(cover

term)

는 사실 문화

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민속 명칭은 아니며,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을 일반적으
로 가리키는 느슨한 표현이다. 바다라는 수중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형

․

태적(morphological) 행동적(behavioral) 특징을 가진 수중 동물을 통칭하는 분석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다 동물’은 서식처에 따른 동물 구
분을 보여주는 문화적 개념이기도 하다. 어민들이 ‘바다’라는 공간을 지리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는 동물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앞의 “제4장 바다 공간의 민속구분법”에서 찾아낸 바다 공간의 범주는 이 바다
동물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바다 동물’이란 동물 중에서
어민들이 바다로 인지하는 공간에 서식하는 동물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다 동물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를 살펴
볼 것이다. 첫째, 연구지에서 지각되고 구분되는 바다 동물의 명칭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더 나아가 민족생물학의 등급 구조의 상위 단계로서 계칭(kingdom)과 생
활형칭(life-form) 등급에서 나타나는 민속 명칭과 범주를 밝혀 어민들이 가지고 있
는 동물의 민속분류법(folk

taxonomy)

의 큰 틀을 이해할 것이다. 둘째, 생활형칭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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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바다 동물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다 동물
의 민속분류법상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이해할 것이다. 셋째, 한국 어류의 구
분법을 중심으로 민속 분류체계를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 및 과학적 분류체계와

․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 어민 사회에서의 민족어류학(ethnoichthyology)의 특수성
과 보편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116)

여기서 잠깐 민속 분류와 과학적 분류의 비교 대상을 어류의 구분법에 한정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민족생물학 연구는 생물분류학자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연구자가 처한 다소간 분석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분
석적 타당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생물 범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어류는 바다 동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생물학 분야에서도 어류 연구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비교 분석을 위해 참
고할 만한 어류 관련 자료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류는 바다 동물의 원형
(prototype)

범주이기 때문에, 두 분류체계의 관계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고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1. 바다 동물의 종류와 민속 동물학적 범주화
이 절에서는 먼저 서해의 특성과 어류 분포상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연구지에서 수집된 바다 동물의 명칭을 목록화하고, 생물분류학적으로 어떤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속칭(generic)의 상위 단계를 중심으
로 바다 동물을 포함한 전체 동물이 민족동물학적으로 범주화되는 기본 양상을 밝
힐 것이다.

1) 서해의 특성과 어류 분포상
특정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분포 상태는 그 해역(

海況

황(

)

등의 지배를 받는다(정문기

1977: 631).

海域 의 지형․지질․해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116) 민속 생물학(folk biology)과 민족생물학(ethnobiology)은 넓은 의미에서는 동의어로서 사용 가
능하다. 그러나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Hunn 2001). “자연을 인간화하는
(humanizing nature)” 활동으로서 인간 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민속 생물학’은 해당 지
역의 생물과 관련된 민간 또는 개별 사회의 문화 영역을 가리킨다면, ‘민족생물학’은 다양한 사회
의 민속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또는 비교적 연구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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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그 바다가 위치한 방위에 의거해 동해(
포함한 남해(

東海 와

西海

서해(

)

그리고 제주도를

)

南海 의 세 해역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해역은 바다

.

)

환경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양 생물의 분포상도 상이한 것으로 보고된다
정문기

(

1977: 631-634;

이충렬

2004: 71-72;

김익수 외

2005: 36-38).

서해는 “동중국해와는 양자강 하구와 제주도 사이, 그리고 남해와는 진도와 제주
도 서단을 중심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서쪽 바다다(이충렬
만 형태를 하고 있는 서해는 수심이 평균 약

이고 깊은 곳도

44m

100m

2004:

61).

내외로 비

교적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간석지가 매우 넓게 발달하였다. 육

‰ 미만으로 비교적 낮으며

지의 하천으로부터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염도가
특히 우기인 여름철에는 하구역을 중심으로

33

‰로 낮아지기도 한다

22

.

에 따라 연중 수온의 변화도 아주 심하다. 여름철 최고 수온은

℃여서 연중 교차가 ℃ 이상이다

철 최저 수온은

2~8

20

.

,

계절의 변화

℃이고 겨울

25~29

해저 수온은 겨울에는 표

면과 거의 같으나, 여름철에는 상층의 난수와 하층의 냉수와의 경계가 분명하여 서
해 중부 이북의 해저에는 약
포가 나타난다(앞의 글:

61).

℃의 황해 저층냉수가 형성되는 독특한 수온 분

7~10

봄과 가을 사이에 황해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중요

한 원인은 바로 이 저층냉수대가 섬 사이에서 충돌하여 수면 위로 나타나거나 또
는 조류로 인해 해안 지방의 상하층수가 혼합하면서 부근의 수온을 저하시키기 때
문이다(정문기

1977:

634).

서해로 유입되는 해류는 쿠로시오해류(Kuroshio

의 지류인 쓰시마난류(Tsushima
난류(Yellow

Sea

Warm

Warm

로부터 제주도 남방에서 분지된 황해

Current)

다. 황해난류의 북상은 서해연안수가 남하하는 여름

Current)

철보다 겨울철에 더 강하다.
이러한 해황과 지형적 특징이 있는 서해안에는

․

Current)

․ ․ ․

․ ․ ․ ․

조기 민어 멸치 삼치 부시

“

리 전갱이 꽁치 상어 가오리 등 온대성 어류가 중요 어족으로”, 겨울철에는 제
주도 및 동지나해에서 월동을 하다가 봄철이 되어 수온이 상승하면 북상하여 서해
연안에서 산란을 하는 회유성 어류가 많다(앞의 글:

634).

해수어와 담수어를 모두 포함하여 한국 어류는 분류학적으로
종이다(김익수 외

1,085

과

109

속

219

2005:

10).117)

이중에 해수어는 약

종의 어류가 분포한다(이충렬

339

2004:

목

42

과

213

종이며, 서해에는

947

71).118)

다음

표

<

속

626

목

30

은 해역

7-1>

별로 출현하는 어종의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117)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진 어류는 약 2만 5천여 종이나 된다(김익수 외 2005: 12).
118) 서해에 출현하는 339종의 어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충렬(2004: 62-7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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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해역별 출현 어종의 수와 비율 (출처: 이충렬 2004)

해역별
어종 수
출현 어종
백분율

전체 해역
947
100%

서해
339
35.8%

남해
746
78.8%

동해
452
47.7%

세 해역 중 출현 어종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로 전체 어종의

에 해당하는

78.8%

종이 분포한다. 동해나 서해보다 수온이 따뜻한 남해에서 훨씬 다양한 어종이

746

출현하고 있다(앞의 글:
서해는

72).

동해가

종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452

종(35.8%)으로 가장 낮다. 아마도 서해는 수심과 염도가 낮고 연중 수온

339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남해와 동해에 비해 출현 어종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2> 서해 어류의 분포 양상 (출처: 이충렬 2004)

분류군
상위 분류군 및 종 수
항목
1. 전체 분포
30목 109과 219속 339종
2. 주요 목 분류군 ⑴ 농어목
36과 87속 136종 (40.1%)
⑵ 쏨뱅이목
11과 26속 42종 (12.4%)
⑶ 가자미목
30종 (8.9%)
⑷ 복어목
25종 (7.4%)
⑸ 홍어목
15종 (4.4%)
⑹ 청어목
14종 (4.1%)
⑺ 뱀장어목
12종 (3.5%)
⑻ 흉상어목
9종 (2.7%)
3. 주요 과 분류군
① 농어목 망둑어과
39종 (11.5%)
② 복어목 참복과
20종 (5.9%)
③-1 쏨뱅이목 양볼락과
16종 (4.7%)
③-2 가자미목 가자미과
16종 (4.7%)
④ 농어목 돛양태과
10종 (3.0%)
⑤ 농어목 민어과
9종 (2.7%)
⑥ 농어목 전갱이과
8종 (2.4%)
⑦-1 홍어목 홍어과
7종 (2.1%)
⑦-2 청어목 멸치과
7종 (2.1%)
⑦-3 청어목 청어과
7종 (2.1%)
⑦-4 바다빙어목 뱅어과
7종 (2.1%)
⑦-5 쏨뱅이목 양태과
7종 (2.1%)
⑦-6 농어목 장갱이과
7종 (2.1%)
서해 어류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충렬(2004)에 따르면,

種이

류 중 가장 많은 종(
과

36

속

87

)

포함된 분류군은 농어목(Order

종인데, 무려 전체 어종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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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현 어

7-2>

Perciformes)

를 차지한다.

40.1%

표

<

어류로 모두

종 이상 나타나는 분

20

․

․

류군은 쏨뱅이목(42종) 가자미목(30종) 복어목(25종)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어종

․

․

․

이 확인된 분류군은 홍어목(15종) 청어목(14종) 뱀장어목(12종) 흉상어목(9종)이
다. 이

목에 속하는 어류들은 모두

8

다. 다음으로 과(

科

)

종으로 전체 서해 어류의

에 해당한

283

83.5%

분류군에서 보면,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군은 농

어목 망둑어과(Family

Gobiidae)

로

종(11.5%)이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참복과(20

39

․양볼락과 종 ․가자미과 종 ․돛양태과 종 ․민어과 종 ․전갱이과
종 ․홍어과 종 ․멸치과 종 ․청어과 종 ․뱅어과 종 ․양태과 종 ․장갱이과
종)

(16

)

(7

)

(16

)

(7

종) 순이다. 즉, 이상

목

)

)

(10

(7

)

)

(7

(9

)

)

(7

)

(8
(7

과에 속하는 어류가 서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

8

13

임을 알 수 있다.
과 분류군 중에서 특히 망둑어과 어류의 출현 종이 가장 높은 것은 서해의 지

13

형 및 해황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충렬(2004:

61, 71)

에 따르면, 동해(22종)보

다 서해(39종)와 남해(44종)에서 망둑어과 어종의 다양성은, 동해는 비교적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으며 해저가 모래와 암반으로 구성된 반면에,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으며 해저의 구조가 주로 펄과 모래로 이루진 서해와 남해가 망둑어과 어류가
서식하기에 보다 양호한 생태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2) 바다 동물의 종류와 명칭 목록
연구지에서 수집된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folk
명 및 학명(scientific

term)

은 모두

개로, 이것을 국

192

과 함께 목록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목록은 어민들

name)

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인식의 대상이 되는 바다 동물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해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지 어촌이 위치한 곰소만 및
서해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 동물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보여줄 것이다.
연구자는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을 다음 두 가지 임의적 기준에 의거해 목록화
하려고 한다. 첫째, 바다 동물의 목록은 사전처럼 민속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나열
된다. 그것은 단지 기술상의 편의 때문인데,

개에 달하는 명칭들을 보다 쉽게

192

찾아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다. 둘째, 바다 동물의 명칭은 동물분류학의 분류 범주에
의거하여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목록화된다.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 문(

門과 강綱
)

(

)

단위별로 열거된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지에서

파악된 바다 동물의 분류학적 범위를 드러내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
될 민속 분류체계와 과학적 분류체계의 관계를 검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별 사회에서의 생물의 토착적인 분류체계를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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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민족생물학 연구는 이상적으로는 인류학자와 생물분류학자와의 공동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연구지에서 파악된
모든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을 학명에 대응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다
음에 제시될 생물 목록에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

그러나 연구자는 장기간 현지조사를 통해 바다 동물을 직접 관찰 확인할 수 있
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졌다. 그리고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종의 경우에는
제보자들의 설명을 근거로 어류도감을 참조하였고 일부 어종의 경우는 제보자들이
사진이나 도감을 보고 이름을 확인해 주었다. 여기에 제시되는 바다 동물의 목록에
는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민속 명칭에 대응하는 생물 종의 국명 및 학
명이 함께 기재되었다. 그런데도 민속 명칭에 대응하는 생물 종이 여전히 미확인된
것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명 및 학명의 항목을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앞으로 후
속 연구를 통해서 목록의 불완전함을 채워갈 것이다.
참고로, 바다 동물의 종과 그것의 국명 및 학명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한 생물학
관련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1. 김익수 외, 2005, 『한국의 어류대도감』, 서울: 교학사.
2. 홍성윤 외, 2006,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 서울: 아카데미서적.
3. 국립수산진흥원, 2001, 『한국새우류도감』, 부산: 국립수산진흥원.
4. 한국동물분류학회 편, 1997, 『한국동물명집(곤충제외)』, 서울: 아카데미서적.
(1) 척추동물의 목록

① 척추동물아문(脊椎動物亞門 ) 어강(魚綱 )
척삭동물문(Phylum
은

Pisces)

119)

Chordata)

척추동물아문(Subphylum

Vertebrata)

어강(Superclass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고 지느러미로 운동하면서 사는 척추동물”

“

로(김익수 외

2005: 12),

일반적으로 ‘어류’ 또는

‘(

물)고기’로 알려진 분류군이다. 연

구지에서 조사된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 중 생물분류학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개다. 이것을 목록화하면

98

표

<

과 같다.

7-3>

120)

119) 엄격히 말하면, ‘어강’이 아니라 ‘어상강’이지만, 강(class) 등급에서는 범주를 세분하지 않았다.
120) 생물 목록에서 국명에 물음표가 병기된 것은 민속 명칭이 지시하는 종일 것으로 추정되나 미확
인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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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척추동물아문 어강의 목록

분류학적 위치
일련 민속 명칭
국명
번호
학명
상위 분류군
1 각시박대 노랑각시서대
Zebrias fasciatus
조기강 가자미목 납서대과
홍어
Okamejei kenojei,
2
간재미
깨알홍어
Okamejei boesemmani 연골어강 홍어목 홍어과
3
갈치
갈치
Trichiurus lepturus
조기강 농어목 갈치과
4
갯뱀
둥근물뱀
Ophichthus rotundus 조기강 뱀장어목 바다뱀과
5
검복
흰점참복
Takifugu pseudommus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6
검정돔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조기강 농어목 도미과
7 검정짱에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조기강 뱀장어목 뱀장어과
8
고노리
풀반댕이
Thryssa adelae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9
고등에
고등어
Scomber japonicus
조기강 농어목 고등어과
10 고슴도치
11 눈타리
12
광에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조기강 가자미목 넙치과
연골어강 흉상어목
13 귀상에
귀상어
Sphyrna zygaena
귀상어과
14 까나리
까나리
Ammodytes personatus 조기강 농어목 까나리과
15 까시복
가시복
Diodon holocanthus
조기강 복어목 가시복과
16 깐치복
까치복
Takifugu xanthopterus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먹장어강 먹장어목
17 꼼장어
먹장어
Eptatretus burgeri
꾀장어과
18
꽁치
꽁치
Cololabis saira
조기강 동갈치목 꽁치과
19
날치
날치
Cypselurus agoo
조기강 동갈치목 날치과
연골어강 홍어목
20 노랑가오리 노랑가오리
Dasyatis akajei
색가오리과
조기강
쏨뱅이목
21 놀래미
노래미 Hexagrammos agrammus
쥐노래미과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22
농에
조기강 농어목 농어과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Epinephelus
23 능성어
능성어
조기강 농어목 바리과
septemfasciatus
24
대구
대구
Gadus macrocephalus
조기강 대구목 대구과
25
덕재
덕대
Pampus echinogaster
조기강 농어목 병어과
26 도다리
가자미
?
조기강 가자미목 가자미과
27
돌돔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조기강 농어목 돌돔과
도화뱅어
Neosalanx
andersoni,
28 동뱅에
조기강 바다빙어목 뱅어과
국수뱅어?
Salanx ariakensis
29 딘팽이
밴댕이
Sardinella zunasi
조기강 청어목 청어과
30
딱돔
군평선이 Hapalogenys mucronatus 조기강 농어목 하스돔과
31 똘쨍이 말뚝망둥어 Periophthalmus modestus 조기강 농어목 망둑어과
32 망둥이
풀망둑
Synechogobius hasta
조기강 농어목 망둑어과
33 망상어
망상어
Ditrema temminckii
조기강 농어목 망상어과
34 매퉁이
날매퉁이
Saurida elongata
조기강 홍매치목 매퉁이과
35 먹두리
36 먹짱뚱이
조기강 농어목 망둑어과
37
멜치
멸치
Engraulis japonicus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연골어강 악상어목
38 모도리상에 백상아리 Carcharodon carcharias
악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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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물메기
꼼치
Liparis tanakai
조기강 쏨뱅이목 꼼치과
민에
민어
Miichthys miiuy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밀망둥이
조기강 농어목 망둑어과
밀복
밀복
Lagocephalus lunaris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밀쨍이
보리멸
Sillago sihama
조기강 농어목 보리멸과
박대
참서대
Cynoglossus joyneri 조기강 가자미목 참서대과
연골어강 홍어목
박쥐가오리 쥐가오리
Mobula japonica
매가오리과
반에
수조기
Nibea albiflora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방어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조기강 농어목 전갱이과
젓뱅어
Neosalanx jordani,
뱅에
뱅어?
Salangichthys microdon 조기강 바다빙어목 뱅어과
연골어강 흉상어목
범상에
불범상어
Halaelurus buergeri
두툽상어과
범치
쑤기미
Inimicus japonicus
조기강 쏨뱅이목 양볼락과
벵치
병어
Pampus argenteus
조기강 농어목 병어과
보구치
보구치
Pennahia argentata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부세
부세
Larimichthys crocea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붉돔
붉돔
Evynnis japonica
조기강 농어목 도미과
붕어지
붕장어
Conger myriaster
조기강 뱀장어목 붕장어과
조기강 농어목
뽀드락지 베도라치
Pholis nebulosa
황줄베도라치과
뽈락
황해볼락
Sebastes koreanus
조기강 쏨뱅이목 양볼락과
평삼치
Scomberomorus
koreanus,
삼치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조기강 농어목 고등어과
서대
박대
Cynoglossus semilaevis 조기강 가자미목 참서대과
소리갯돔
백미돔
Lobotes surinamensis
조기강 농어목 백미돔과
송에
반지
Setipinna tenuifilis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쇠뱅에
청멸
Thryssa kammalensis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숭에
가숭어
Chelon haematocheilus
조기강 숭어목 숭어과
실치
숭어
Mugil cephalus
조기강 숭어목 숭어과
싱대
달강어
Lepidotrigla microptera 조기강 쏨뱅이목 성대과
아구
아귀
Lophiomus setigerus
조기강 아귀목 아귀과
아지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
조기강 농어목 전갱이과
오박대
조기강 가자미목 참서대과
우럭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조기강 쏨뱀이목 양볼락과
웅에
웅어
Coilia nasus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은복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연골어강 흉상어목
재욱상에 까치상어
Triakis scyllium
까치상어과
전에
전어
Konosirus punctatus
조기강 청어목 청어과
정어리
정어리
Sardinops melanostictus 조기강 청어목 청어과
조기강 홍어목
제비가오리 나비가오리
Gymnura japonica
나비가오리과
조구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연골어강 홍어목
주걱대 목탁가오리
Platyrhina sinensis
가래상어과
준에
준치
Ilisha elongata
조기강 청어목 청어과
쥐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조기강 복어목 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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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상에
개상어
Mustelus griseus
짜가사리
삼세기
Hemitripterus villosus
짱대
양태
Platycephalus indicus
쫄복
복섬
Takifugu niphobles
참상에
돔발상어
Squalus mitsukurii
참짱에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철갑상에 철갑상어
Acipenser sinensis
청갈치
동갈치
Strongylura anastomella
청돔
청에
청어
Clupea pallasii
Plectorhinchus
청진해
어름돔
cinctus
코숭애
풀반지
Thryssa hamiltoni
큰눈가오리
학꽁치
학공치
Hyporhamphus sajori
혹돔
혹돔
Semicossyphus reticulatus
홍망둥이
홍에
참홍어
Raja pulchra
황복
Takifugu
obscurus,
황복
황해흰점복? Takifugu alboplumbeus
황숭어리 황강달이
Collichthys lucidus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연골어강 흉상어목
까치상어과
조기강 쏨뱅이목 삼세기과
조기강 쏨뱅이목 양태과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연골어강 돔발상어목
돔발상어과
조기강 뱀장어목 갯장어과
연골어강 철갑상어목
철갑상어과
조기강 동갈치목 동갈치과
조기강 청어목 청어과
조기강 농어목 하스돔과
조기강 청어목 멸치과
조기강 동갈치목 학공치과
조기강 농어목 놀래기과
조기강 농어목 망둑어과
연골어강 홍어목 홍어과
조기강 복어목 참복과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

② 척추동물아문 포유강(哺乳綱 )
포유강(Class

Mammalia)

은 일반적으로 ‘포유류’로 알려져 있는 동물의 분류군으

․

․

로, 형태와 습성이 매우 다양하다. 포유강에는 개 고양이 돼지 같은 대부분의 육

․ ․

지 동물뿐만 아니라 물개 물범 고래와 같은 수중 생활에 적응한 큰 바다 동물도
포함된다.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에는 포유강 고래목(Order

에 속하는 고래

Cetacea)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범주의 바다 동물은 모두 3개다. 이것을 목록화한 것이
표

<

다.

7-4>

일련
번호
1
2
3

민속 명칭
고래
돌고래
상꽹이

<표 7-4> 척추동물아문 포유강의 목록

국명
여러 종의 고래
여러 종의 돌고래
쇠물돼지

학명

분류학적 위치

Neomeris phocaenoides

상위 분류군
고래목
고래목 물돼지과
고래목 물돼지과

③ 미삭동물아문(尾索動物亞門 ) 해초강(海鞘綱 )
미삭동물아문(Subphylum

은

Urochordata)

척추동물 중에 유생시기에만 한정적으

“

로 척추의 원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분류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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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미삭동물의 대부분은 해산(

“

産 이며
)

극히 일부(예: 바다술통류)를 제외하고는 고형(

固形

)

기질에 부착한 상태로

물속의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 부유물 여과섭식성 고착동물이다”(홍성윤 외
442).

2006:

被囊 에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2개며, 모두 몸이 주머니 모양의 피낭(

싸여 있는 해초강(Class

일련
번호
1
2

Ascidiacea)

에 속한다. 이것을 목록화한 것이

표

<

)

다.

7-5>

<표 7-5> 미삭동물아문 해초강의 목록

민속 명칭
멍게
미더덕

국명
여러 종의 멍게
여러 종의 미더덕

분류학적 위치
상위 분류군
측성해초목 멍게과
측성해초목 미더덕과

학명

(2) 무척추동물의 목록

① 연체동물문(軟體動物門 ) 두족강(頭足綱 )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

은

연한 몸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

“'

으나 사실 외견상으로는 일부(예: 두족류 및 나새류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
들이

장 또는 여러 장의 딱딱한 외부 패각을 갖고 있는 복족류나 조개류” 등

1~2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가진 무리로 이루어진 분류군이다(홍성윤 외
체동물 중 두족강(Class

은

Cephalopoda)

으로 남아 있는” 범주로(앞의 글:

114).

연

패각이 완전히 퇴화되었거나 거의 흔적적

“

114),

일반적으로 ‘두족류’로 알려진 바다 동물이

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모두 9개이고,

일련 민속 명칭
번호
1
꼬록
2
낙지
3
대롱
4
문에
5 물오징에
6
밀통
7 오징어밥
8
쭈께미
9
한치

2006:

표

<

과 같다.

7-6>

<표 7-6> 연체동물문 두족강의 목록

분류학적 위치
상위 분류군
오징어목 꼴뚜기과
Octopus minor
문어목 문어과
갑오징어목 갑오징어과
문어목 문어과
Todarodes pacificus
살오징어목 오징어과
갑오징어목 갑오징어과
Octopus ocellatus
문어목 문어과
Loligo bleekeri
오징어목 꼴뚜기과

국명
꼴뚜기
낙지
갑오징어
문어
살오징어
갑오징어
주꾸미
화살꼴뚜기

학명

② 연체동물문 이매패강(二枚貝綱 )
연체동물문 중 이매패강(Class
외

2006:

114),

Bivalvia)

은

장의 패각을 가진” 분류군으로(홍성윤

“2

일반적으로 ‘조개류’로 알려진 범주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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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개이고,

표

20

<

과 같다.

7-7>

<표 7-7> 연체동물문 이매패강의 목록

분류학적 위치
국명
학명
상위 분류군
가리비
익각목 가리비과
갓굴?
익각목 굴과
꼬막
Tegillarca granosa
돌조개목 돌조개과
굴
Crassostrea gigas
익각목 굴과
개량조개
Mactra chinensis
백합목 개량조개과
가무락조개
Cyclina sinensis
백합목 백합과
복털조개
Barbatia virescens
돌조개목 돌조개과
맛조개
Solen corneus
백합목 죽합과
떡조개
Phacosoma japonica
백합목 백합과
바지락
Tapes phillipinarum
백합목 백합과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
돌조개목 돌조개과
큰이랑피조개
Scapharca satowi
백합
Meretrix meretrix
백합목 백합과
백합목
가리맛조개 Sinonovacula constricta 작두콩가리맛조개과
대맛조개
Solen grandis
백합목 죽합과
키조개
Atrina pectinata
홍합목 키조개과
동죽
Mactra veneriformis
백합목 개량조개과
지중해담치 Mytilus galloprovincialis
홍합목 홍합과

일련 민속 명칭
번호
1
가리비
2
개꿀
3
꼬막
4
꿀
5 노랑조개
6
농조개
7
다랑
8 단초조개
9
대맛
10
떡조개
11
물조개
12
반지락
13
붉은맛
14
새꼬막
15
생합
16
소맛
17
죽합
18
치조개
19
통조개
20
홍합

③ 연체동물문 복족강(腹足綱 )
연체동물문 중 복족강(Class
윤 외
두

2006: 114),

개이고,

13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표

<

은

Gastopoda)

장의 패각을 가진” 분류군으로(홍성

“1

일반적으로 ‘고둥류’로 알려져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명칭은 모
과 같다.

7-8>

<표 7-8> 연체동물문 복족강의 목록

민속 명칭
국명
각시고동 개울타리고둥
각시고둥?
개우렁
갯우렁이
다시락 뿔두드럭고둥
단추고동
딱지고동
배꼽
큰구슬우렁이
삐틀이고동
댕가리
소라
피뿔고둥

학명

분류학적 위치

Monodonta labio
Lunatia fortunei
Thais luteostoma

상위 분류군
원시복족목 밤고둥과
이족목 구슬우렁이과
신복족묵 뿔소라과

Glossaulax didyma didyma 이족목 구슬우렁이과
Batillaria cumingii
중복족목 갯고둥과
Rapana venosa venosa
신복족목 뿔소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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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쇠마리고동
10 오만쟁이
11 우렁고동
12
전복
13 참고동

Turbo coronata
Ceratostoma rorifluum
Nordotis discus hannai
Chlorostoma lischkei,
Omphalius pfeifferi carpenteri

눈알고둥?
맵사리
북방전복
밤고둥
팽이고둥

원시복족목 소라과
원시복족목 갓조개과
신복족목 뿔소라과
원시복족목 전복과
원시복족목 밤고둥과

④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 갑각강(甲殼綱 )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

은

주로 육상 환경에 서식하는 곤충류를 포함하

“

여 매우 다양한 무리들로 구성된 마디다리를 가진 무척추동물 무리”다(홍성윤 외
2006: 302).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모두

개이고, 갑각강(Class

39

Crustacea)

․

에

․

속하는 무리들로서 일반적으로 ‘갑각류’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게류 새우류 가
재류 등으로 불리는 종들이 포함된다. 이것을 목록화한 것이

표

<

다.

7-9>

<표 7-9> 절지동물문 갑각강의 목록

일련 민속 명칭
국명
번호
1
가재
갯가재
2
갈기
갈게
3
강구
갯강구
4
고개미
곤쟁이
5 굼베미새비
6
꽃대화
보리새우
7
꽃새비
꽃새우
8
노랑기 무딘이빨게?
9
농발기
농게
10
대화
대하
11 독새비
12 똘짱기
무늬발게
13 뚝새비
14
밤기 그물무늬금게
15
밥쏙
쏙붙이
16 방칼기
민꽃게
17 백새비
18
백화
젓새우
19 보리새비
20 비암기
도둑게?
21 뻘떡기
꽃게
22 살딱기
?
큰손딱총새우
23 새우쏙
딱총새우

학명

분류학적 위치

Oratosquilla oratoria
Helice tridens tientsinensis
Ligia exotica

Marsupenaeus japonicus
Trachysalambria curvirostris
Eucrate crenata
Uca arcuata
Fenneropenaeus chinensis
Hemigrapsus sanguineus
Matuta planipes
Callianasa japoinca
Charybdis japonica
Acetes japonicus
Chiromantes haematocheir
Portunus trituberculatus
Alpheus digitalis,
Alpheus brevicri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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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분류군
구각목 갯가재과
십각목 바위게과
등각목 갯강구과
곤쟁이목 곤쟁이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보리새우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보리새우과
십각목 원숭이게과
십각목 달랑게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보리새우과
십각목 바위게과
십각목 금게과
십각목 쏙붙이과
십각목 꽃게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젓새우과
십각목 바위게과
십각목 꽃게과
십각목 딱총새우과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서발이기
세화
시엄새비
식기
쏙
육젓
중화
쥐쏙
지레미새비
지름기
집게
쩍
참기
털기
투구게
호랭이기

자게
젓새우

Platylambrus validus
Acetes japonicus

칠게
쏙
젓새우
중하
가재붙이
밀새우?

Macrophthalmus japonicus
Upogebia major
Acetes japonicus
Metapenaeus joyneri
Laomedia astacina
Exopalaemon carinicauda

북방참집게
여러 종의
따개비
깨다시꽃게?
긴집게발게
옴조개치레
범게

pagurus ochotensis
Ovalipes punctatus
Oregonia gracilis
Paradorippe granulata
Orithyia sinica

십각목 자게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젓새우과
십각목 달랑게과
십각목 쏙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젓새우과
십각목 보리새우하목
보리새우과
십각목 가재붙이과
십각목 생이하목
징거미새우과
십각목 집게과
완흉목
조무래기따개비과
십각목 꽃게과
십각목 물맞이게과
십각목 조개치레과
십각목 금게과

⑤ 극피동물문(棘皮動物門 )
극피동물문(Phylum

(

管足

, tube feet)

은 “어떠한 형태로든 몸의 표면에 가시와 관족

Echinodermata)

을 갖고 기본적으로 방사대칭형 몸통을 갖고 있는 무척추동물 무리”

로서 “거의 대부분의 극피동물은 바다에 살고 있으며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

두가 상당한 이동성을 갖고 해저를 기어 다니며 살고 있다”(홍성윤 외

․

․

2006:

412).

이 분류군에는 성게류 해삼류 불가사리류로 불리는 종들이 포함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모두 3개이고,

표

<

과 같다.

7-10>

<표 7-10> 극피동물문의 목록

분류학적 위치
일련 민속 명칭
국명
번호
학명
상위 분류군
1
밤송이
여러 종의 성게 Hemicentrous ulcherrimus 등
성게강
2
오발이 여러 종의 불가사리
Asterina pectinifera 등
불가사리강
3
해삼
여러 종의 해삼
해삼강

⑥ 의충동물문(螠蟲動物門 )
의충동물문(Phylum

은 “모두 바다에 살고 해저의 모래 진흙 속에

Echiura)

양의 구멍을 파고 살며 다소 이동한다.

U

자 모

… 환형동물과 유사하나 … 외관으로는 체

절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문으로 취급되고 있다”(한국동물분류학회
이 범주의 대표 동물은 개불류다.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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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02-303).

개이고,

1

표

<

과 같다.

7-11>

일련
번호
1

<표 7-11> 의충동물문의 목록

민속 명칭
개불

분류학적 위치
상위 분류군
Urechis unicinctus
의충강 개불목 개불과

국명
개불

학명

⑦ 자포동물문(刺胞動物門 )
자포동물문(Phylum

Cnidaria)

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자포(

刺胞

,

를

sting

cell)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외형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히드라, 해
파리, 말미잘 및 산호 무리로 구성”된다(홍성윤 외

2006: 54).

이 범주에 속하는 모

基底

든 종은 “입(배설 기능의 항문 역할도 동시에 수행)과 몸통 그리고 기저(
disc)

,

basal

부의 공통된 몸체 구조를 갖고 있으며 몸통의 가장자리는 대부분의 종에 있어

서 먹이를 포획하거나 포식자를 방어하는 여러 개의 촉수 형태로 변형되어 있다”
앞의 글:

(

54).

일련
번호
1

이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1개이고,

표

<

와 같다.

7-12>

<표 7-12> 자포동물문의 목록

민속 명칭
해포리

분류학적 위치
상위 분류군
Aurelia aurita 등
해파리강

국명
여러 종의 해파리

학명

⑧ 환형동물문(環形動物門 )
환형동물문(Phylum

Annelida)

은

몸통의 단면이 둥글다'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

“'

貧毛類

름”이나, 육상에서 주로 발견되는 빈모류(
Class

Hirudinea)

,

Class

와 달리 해산 환형동물인 다모류(

와 거머리류(

Oligochaeta)

多毛類

,

Class

Polychaseta)

는

와 많은 강모(

剛毛

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홍성윤 외

, setae)

,

몸통

“

의 단면이 그리 둥글지 않으며 타원형에 가깝고 몸에 다양한 형태의 측지(
parapodia)

蛭類
側枝

,

2005: 286).

이 범주의 대표적인 동물로는 지렁이류가 있다. 다모강 범주에 속하는 민속 명칭은
모두 3개이고,

표

<

과 같다.

7-13>

<표 7-13> 환형동물문의 목록

분류학적 위치
일련 민속 명칭
국명
번호
학명
상위 분류군
1
집거시
다모강
두토막눈썹
다모강
부채발갯지렁이목
2
청거시
참갯지렁이 Perinereis aibuhitensis
참갯지렁이과
다모강
부채발갯지렁이목
3
홍거시 참미갑갯지렁이 Glycera decipiens
미갑갯지렁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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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 명칭의 분류학적 분포상
이상에서 생물학적 분류체계에 의거해 제시한 바다 동물의 목록은 민속 명칭들
이 과학적 종(scientific
다.

121)

과 대응한다는 전제 아래 국명 및 학명을 표기하였

species)

어민들이 민속 명칭으로 인식하는 총

개의 바다 동물이 분류학적으로 어

192

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겠다.

122)

<표 7-14> 민속 명칭의 분류학적 분포상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미
절
의
삭
지
척추동물 동 연체동물 동 극피동물 충동
물
물
물
불
이
어 포유 해초 두족 매 복족 갑각 성게 가사 해삼 의충
강 강 강 강 패 강 강 강 리 강 강
강
강
98 3 2 9 20 13 39 1 1 1 1
101
2
42
39
3
1
103
89

문
강
민속
명칭
소계
합계
표

<

자
포
동
물
해
파
리
강
1
1

환
형
동
물
다
모
강
3
3

를 참조해서 보면, 연구지에서 명칭상으로 지각되어 구분되는 바다 동

7-14>

물은 분류학상 8문

강에 속하는 동물이다. 이 바다 동물 범주는 척추동물에 속하

13

는 분류군 2문 3강과,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분류군 6문
물아문의 어강과 포유강에 해당하는 민속 명칭은 각각

강으로 구성된다. 척추동

10

개와 3개이고, 미삭동물아

98

문의 해초강은 2개뿐이다. 연체동물문의 두족강에 해당하는 민속 명칭은 9개, 이매
패강은

개, 복족강은

20

․

개다. 절지동물문의 갑각강의 민속 명칭은

13

․

개다. 극피동

39

물문의 성게강 불가사리강 해삼강과 의충동물문의 의충강, 자포동물문의 해파리
강은 각각 1개의 민속 명칭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환형동물문의 다모강에 속하
는 민속 명칭은 3개다.
121) 목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민속 명칭과 과학적 종(의 국명 및 학명)이 반드시 일대일로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류체계를 비교․검토할 때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122) 과학적 종과의 대응 관계에서 파악된 민속 명칭은 192개로 나타났지만, 어민들의 바다 동물에
대한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를 보여주는 전체 토착 명칭체계는 이것보다 많은 민속 명칭과 다층
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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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강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민속 명칭을 포함하는 분류군은
포함하는 어강으로 절반이 넘는

51%

의 갑각강,

개의 복족강,

개의 이매패강,

20

척추동물아문이

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류군은

13

개 중

192

개의 두족강이다. 단일 문으로서는
개, 절지동물문이

42

․

개로 그

39

개의 민속 명칭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179

다. 다시 말해, 연구지에서 명칭으로 인식되는 바다 동물의

․

개

39

9

개로 가장 많고, 연체동물문이

101

뒤를 잇고 있다. 이 3문 5강에

개의 범주를

98

․

가 분류학상으로

93.2%

어강 및 갑각강 이매패강 복족강 두족강에 속하는 생물로 파악되었다.
어민들이 명칭으로 인식하는 바다 동물의 절대다수가 이렇게

문

3

강에 포함된

5

생물이라는 것은, 그 생물들이 수산자원으로서 지니는 유용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으
로 이해해 볼 수 있다.

123)

척추동물문의 어강은 일반적으로 어류로 통칭되는 범주

로서 수산자원으로서의 유용도가 가장 높은 생물 범주다. 절지동물문의 갑각강에

․

․

․

포함되는 게류 새우류 가재류와, 연체동물문의 두족강에 포함되는 오징어 주꾸

․

․ ․

미 낙지 같은 두족류, 이매패강에 포함되는 바지락 꼬막 모시조개 등의 조개류,

․

그리고 복족강에 속하는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 같은 고둥류도 역시 수산자원으
로서 유용도가 매우 높은 생물들이다. 즉, 이 3문 5강에 포함되는 많은 바다 생물
종들이 한국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유용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속 명칭의 분류학적 분포상은, 인간의 생물 지각 과정에서 생물이 가
지는 자원으로서의 유용성, 즉 바다 동물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지각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바다 동물의 민속 동물학적 범주화: 속칭의 상위 분류군
(1) 생활형칭 등급에서의 바다 동물의 범주와 명칭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가장 많은 분류군을 포함하고 기본 층위(basic
가 되는 등급은 속칭 등급(generic
위 범주(superordinate

category)

하위 범주(subordinate

이다. 이 속칭 등급의 분류군을 중심으로 상

에 해당하는 속칭의 상위 분류군(suprageneric

taxa)

에 해당하는 속칭의 하위 분류군(subgeneric

taxa)

category)

로 대별될 수 있다(Berlin

rank)

level)

1992

과

으

참조). 속칭의 상위 분류군에는 세 유형이 있는데,

․

․

높은 층위부터 열거하면 계칭(kingdom) 생활형칭(life-form) 중간칭(intermediate) 등
123) 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유용성 외에도 생물의 크기나 생태계 내 분포 밀도, 인간의 접근
가능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303 -

급의 분류군이다. 그리고 속칭의 하위 분류군에는 바로 아래 층위의 종칭(specific)
등급과 가장 낮은 층위의 변칭(varietal) 등급의 두 유형이 있다.
연구지에서

개 민속 명칭으로 파악된 바다 동물은 대부분 속칭 및 속칭의 하

192

위 분류군에 배열될 것이다. 민족생물학적 연구의 주목적이 “이 기본 속칭 범주들
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개념적으로 관계되는가를 발견하는 것, 즉 그것들을 통합된
개념체계로 연결시키는 인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므로(Berlin

1992:

138),

이

192

개 민속 명칭이 범주화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생활형칭 분류군별로 나누어 그 분류체계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개 민속 동물학적 분류군들은 포함의 정도와 추상성이 증가하는 속칭의

192

상위 등급에서 보다 포괄적인 소수의 범주로 분류되어 인식된다. 민족생물학적 분
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들은, 동물 또는 식물의 의미영역의 범주 경계
를 형성하는 계칭 등급의 바로 아래 층위에 위치하는 포괄적인 범주로서 그 보다
더 낮은 등급의 분류군들 대부분을 포함한다(ibid.:
분류군들(folk

taxa)

24).

다시 말해, 대부분의 민속

은 생활형칭 등급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 생활형칭 분류군들은

연구지에서 바다 동물이 민속 동물학적으로 범주화되는 가장 큰 밑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형칭 등급에서의 범주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
이다. 속칭의 상위 분류군으로서 생활형칭과 속칭 등급 사이에서 소수의 중간칭 등
급의 분류군들도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때 함께 살펴볼 것이다.
Berlin(1992:

21)

이 제시한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의 한 원리에 의하면,

동식물의

“

분류군들을 일반적인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로 범주화하는 것은 인식된 분류군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형태적(morphological)이고 행동적인(behavioral) 유사점과 차이점
에 주로 근거한다.” 특히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들은
morphological

structure)

와 생태적 적응(ecological

adaptation)

전체 형태적 구조(gross

“

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생물들이 분류된 범주이고, 소수의 매우 일반 명칭(general
으로 불린다(ibid.:

24,

161).

연구지에서

terms)

개의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대부분의

192

바다 동물도 수중 환경에서의 생태적 적응 양상을 반영하는 형태적이고 행동적인
특징에 의거해 일곱 개의 큰 범주로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한 범주
를 제외한 여섯 범주에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언어적 표현이 명명

․ 새비 새우 ․ 기 게 ․ 가재 ․ 조개 ․ 고동 고둥 이 그
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범주는 오징어․주꾸미․문어 등 분류학상 연체동물

되어 있는데, ‘괴기’[고기]
것이다.

‘

’[

]

‘

’[

]

‘

’

‘

’

‘

’[

]

문 두족강의 동물을 포함하는 부류다. 두족류에 속하는 바다 동물의 부류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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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그 생물 범주가 개념적으로는 인지되나 이름이 없
는 숨겨진 범주인 것이다. 그래서 이 숨겨진 생활형칭 분류군을 기술의 편의상 ‘두

족류’로 부르고자 한다.
한편 이 주요 일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의 바다 동물들이 있다. 이 나머지
바다 동물은 기술의 편의상 ‘기타 바다 동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그것이 범주화되
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왕포 어민들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의 생활형칭 등급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
곱 개의 주요 분류군들의 민속 명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괴기: 몸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와 꽁지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2 두족류: 먹통과 발이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3 기: 몸은 딱딱한 껍데기로 싸여 있고 집게발이 있으며 발로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4 새비: 몸은 연한 껍데기로 싸여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5 가재: 새우 및 게와 비슷하며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6 조개: 두 개의 딱딱한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있고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7 고동: 집 같은 한 개의 나선형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갯가 돌에 붙어 기어 다니는 동물
위에 열거된 생활형칭 등급의 민속 명칭들은, 민족생물학적 명명법의 일반 원리
에 준하는 명명법을 보여주는데, ‘두족류’ 분류군만이 무명(

無名 이고
)

나머지 여섯

분류군의 이름은 모두 일차 어휘소다.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고기]는 몸에 ‘비닐’[비늘]이 있고 ‘날개미’(지느러미)와 꽁
지(곧 꼬리지느러미)로 물속에서 ‘휘어 댕기는’(헤엄쳐 다니는) 동물 무리로 개념화
된다. 일반적으로 ‘어류’ 또는

물)고기’라고 하는 범주를 가리킨다. ‘지느러미로 물

‘(

속에서 헤엄쳐 다닌다’는 형태적이고 행동적인 특징은 수중 환경에 적응한 바다 동
물의 가장 원형적 특징으로 인지된다. 게다가 이 ‘괴기’ 분류군이 가장 많은 바다
동물을 포함하는 큰 범주라는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생활형칭 등
급에서 ‘괴기’ 분류군은 수중 환경에 적응한 바다 동물의 원형 범주로 인지된다.
생활형칭 분류군 ‘두족류’는 관습적인 언어적 표현이 없는 숨겨진 범주다. 그러
나 이 생물 범주는

․ 먹물

먹물 쏟는 것”

“

“

․ 먹으로

튀는 거”

“

사는 짐승” 또는

그런 것은 다 먹통 있어.” 등으로 설명됨으로써, ‘먹통이 있음’ 또는 ‘먹물을 쏨’을

“

공통 특징으로 하는 바다 동물이 생활형칭 등급에서 하나의 민속 분류군으로 구분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족류’는 고기처럼 ‘날개(미)’가 있어 ‘물속에서 휘어
댕기기’도 하나 여러 개의 긴 발로 물속 땅을 기어 다니는 행동적 특징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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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먹통과 여러 개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생활형칭 분류군 ‘기’[게]는 몸이 전체적으로 딱딱한 껍데기에 싸여 있고
발이 있으며 그 중 한 쌍은 길고 큰 집게발이고, 그 부속지(

개의

10

附屬肢 를 이용해 물속
)

에서 헤엄쳐 다니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무리가 구별된 범주다. 일반
적으로 ‘게(류)’로 불리는 무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새비’[새우]는 몸이 연한 껍데기에 싸여 있고 여러 개의 발이
있으며 부속지를 이용해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무리가 구별된 범주다. 일반
적으로 ‘새우(류)’로 불리는 무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가재’는 새우 및 게와 비슷하게 생긴 생물 범주로 인지된다.
가재’는 게처럼 딱딱한 껍데기에 싸여 있고 집게발을 포함한 여러 개의 발을 가지

‘

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임 생김새는 새우처럼 길쭉하고 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와 새우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생물 범주로 보인다. 그래도 제보자들은 ‘가재’가
새우보다는 게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즉, “가재는 게 편”이라는 전래의 속담
이 한국인의 민속 동물학적 인식에 근거한 수사적 표현인 것이다. ‘가재’도 그 부
속지를 이용해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기도 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는 두 개의 딱딱한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있고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무리가 구별된 범주다. 일반적으로 ‘조개(류)’로 불리는
무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고동’[고둥]은 집 같은 한 개의 나선형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
싸고 있고 갯가 돌에 붙어 집단 서식하며 기어 다니는 동물 무리가 구별된 범주다.
일반적으로 ‘고동(류)’으로 불리는 무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

는 생활형칭 등급에서 구분되는 바다 동물의 분류군들을 도식화한 것

7-15>

이다.

생활형칭

<표 7-15> ‘바다 동물’의 생활형칭 분류군
바다 동물
괴기 두족류 기
새비 가재 조개

고동

․

그런데 일곱 범주의 생활형칭 분류군들 사이에는 형태적 행동적 유사점과 차이
점에 의거해, 바다 동물의 원형 범주인 ‘괴기’를 중심으로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
에 대한 인식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수중 환경에서의 생태적
적응을 반영하는 형태적 구조와 밀접히 관련된 동물의 이동성이라는 행동적 특징
이 주요 지각 요인으로 고려된다. ‘괴기’처럼 ‘물속에서 날개미로 휘어 댕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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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느러미로 헤엄쳐 다니는 것)이 가장 수중 동물다운 것이라고 할 때, ‘괴기’에 가

(

장 가까운 범주로 ‘두족류’가 인지된다. 그 다음으로 ‘기’와 ‘새비’가 가까운 범주인
데, 고기와 달리 지느러미는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부속지를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
쳐 다니기 때문이다. 게 및 새우와 비슷함에도 ‘가재’에 대한 인식은 이 범주들에
비해 매우 주변적이다. 원형 범주 ‘괴기’에서 가장 먼 것은 ‘조개’와 ‘고동’이다. 이
두 분류군은 지느러미에 상응하는 부속지가 없이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기’ 때문
에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바다 동물의 원형성에 대한 이와 같은 관계적 인
식은 어민들이 바다 동물을 설명하는 말하기 방식으로도 표출된다. 제보자들은 고

․ ․ ․ ․

기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조기 갈치 농어 민어 돔 같은 어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나열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대개 문어와 주꾸미 같은 두족류에 관한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게와 새우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재 및 조개와 고둥의
범주는 보통 연구자가 별도의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바다라는 생태 공간이 수중 환경이기 때문에, 그 형태적 차이에 기초하
여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동성과 관련된 행동적 특징이 바다 동물을
범주화하는 지각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
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것이 바다 동물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바다 동물의 원형성에 대한 지각은 바다 공간의 구분과도 밀접히 관
련된다. “제4장 바다 공간의 민속구분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뻘땅’(갯벌)보다는
바닥’[바다]이 중심적 공간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공간과 서식 생물의 관계의 면에

‘

․

底棲動物
유영동물 遊泳動物

서도 갯벌에 서식하는 조개 고둥 등 저서동물(

․

․

서식하는 어류 두족류 일부 갑각류 등

,

(

zoobenthos)
,

nekton)

보다는 바다에

이 더 강조되어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인지적 차이는 생물의 크기에 의해서도 다소간 영향을

․

․ ․

․

받았을 것이다. 고기 두족류 게 새우가 그 순서대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가재

․

조개 고둥이 주변적으로 인식되는데, 먼저 언급될수록 생물의 크기가 크고 뒤에
언급될수록 크기가 작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의 네 생활형칭 분류군에 속하는 바다
동물이 후자의 세 분류군에 속하는 생물보다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도 고려
된다. 예컨대 조개류보다는 어류가 어로 대상으로서 그리고 음식으로서 그 가치가
문화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다.

(2) 계칭 등급 ‘짐승’과 민속 동물학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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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바다 동물이 포함되는 전체 동물 범주로 분석 범위를 넓혀서 민족생물
학적 등급 구조의 최상위 단계인 계칭 등급이 연구지에서는 어떻게 개념화되고, 그
리고 이 계칭 등급을 구성하는 모든 동물들이 생활형칭 등급에서 어떻게 범주화되
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럼으로써 속칭의 상위 등급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연구지
어민들이 인식하는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바다 동물이 놓인
분류법적 위치 및 범주화 방식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지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등급에 포함되는 모든 동물은 “살아
서 움직이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리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식물 범주는 “한자리
에 뿌리박고 자라는 것”으로 구분된다. 즉,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동물과 식
물의 구분은 “자력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며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 생물의 이동성 유무에 대한 지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분류군은 명명되지 않고 숨겨진 범주로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이다(Berlin

1992:

27).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

계에서도 계칭 분류군은 이름이 없는 범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지에서는 이
분류군을 지시하는 ‘짐승’이라는 계칭명(kingdom

name)

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계칭 분류군의 민속 명칭만 우선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검
토하도록 하겠다.
바다 동물의 생활형칭 등급의 범주화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동물의 이동성
이라는 특징은 동물 자체의 내적 범주를 세분할 때도 주요하게 고려되는 지각 요
인이다. 이때 그 분류 기준은, 형태적 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인데, 주요 서식지 및 이동 수단과 방법이라는 생태적 적응 양상을 반영하는 내용
으로 구체화된다. 즉,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분류군들을 구분시키
는 지각 요인은 “동물들이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사는가?”라는 질문으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지에서 동물 범주는 생활형칭 등급에서 모두
으로 파악되었다.

124)

다음

‘5

괴기’부터

‘11

개 분류군으로 구분되는 것

11

고동’까지 일곱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은

바다 동물들의 범주로서 앞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1

짐승’부터

‘4

버러지’까지

네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은 주로 땅과 공중에 사는 동물들을 포함하는 범주로서

124)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분류군이 11개로 범주화된다는 분석은 다소간 잠정적인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가 바다 동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결과로 연구지에서 인식되는 모든
동물의 목록화가 완벽하게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전체 동물 범주에 대한 집중적인 연
구로 확장된다면 생활형칭 분류군의 수가 더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11
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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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언급되는 것이다. 그 명칭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짐승: 네발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몸에 털이 있다.
2 새: 날개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동물. 두 개의 발과 부리, 몸에 너풀거리는 깃털이 있다.
3 비암 또는 뱀: 네발이 없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4 버러지 또는 벌레: 땅에서 기어 다니거나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동물
5 괴기: 지느러미와 꽁지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몸에 비늘이 있다.
6 두족류: 먹통과 발이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7 기: 몸은 딱딱한 껍데기로 싸여 있고 집게발이 있으며 발로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8 새비: 몸은 연한 껍데기로 싸여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9 가재: 새우 및 게와 비슷하며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10 조개: 두 개의 딱딱한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있고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11 고동: 집 같은 한 개의 나선형 껍데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갯가 돌에 붙어 기어 다니는 동물
앞서 살펴본

‘5

괴기’부터

‘11

고동’까지의 생활형칭 분류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만 간략히 살펴보면, 생활형칭 분류군 ‘짐승’은 일반적으
로 ‘짐승’ 또는 ‘동물’로 불리는 범주로서, 분류학상 대체로 포유강의 동물이 여기
에 속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새’는 일반적으로 ‘새’ 또는 ‘조류’로 불리는 범주로서,

鳥綱 의 동물이 여기에 속한다

분류학상 조강(

.

)

생활형칭 분류군 ‘비암’은 ‘짐승’처럼

땅에서 기어 다니기는 하나 네발이 없어 몸으로 기어 다니므로 별개로 구별되는

爬蟲

무리다. 일반적으로 ‘뱀’으로 불리는 동물을 가리킨다. 분류학상 대체로 파충강(

綱 의 일부
)

,

아마도 뱀목에 속하는 동물에 대응할 것이다. 생활형칭 분류군 ‘버러지’

는, 다른 동물들의 범주와 달리 서식지나 이동성 및 형태적 구조의 차이에서 구별
된 범주가 아니고,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에 포함되는 동물들보다 크기가 작다는 점

․
파리․모기․나비․매미․벌처

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무리다. 그래서 이 범주에 포함되는 동물들은 개미 거

․ ․

․

미 지네 달팽이 지렁이처럼 ‘기어 다니는 것’과

럼 ‘날아다니는 것’의 두 범주로 구별되어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두 범주
는 숨겨진 중간칭 등급의 분류군을 형성할 것이다.
명명법상으로 보면, 숨겨진 범주인 ‘두족류’를 제외한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의

10

명칭은 모두 일차 어휘소이며, 이것은 민족생물학적 명명법의 일반적 원리에 준하
는 것이다(Berlin

1992: 27, 29).

이상으로 연구지에서 인식되는 전체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일차적
범주인 생활형칭 등급의

개 분류군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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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과 같

7-16>

<표 7-16> 계칭 ‘짐승’의 생활형칭 분류군

계칭

Level 0

1
생활형칭 짐
Level 1 승

2
새

3
비
암

4
버
러
지

짐승
5 6 7
괴 두 기
기 족

8
새
비

류

9
가
재

10
조
개

민속 생물학적 범주들의 발달적 관계와 보편성을 검토한 바 있는

11
고
동
에

Brown(1979)

의하면, 민속 동물학적 범주로서 생활형칭 등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은

․새

고기(FISH)’

‘

‘

․뱀

(BIRD)’

‘

․ 벌레

(SNAKE)’

‘

․ 짐승

(WUG)’

‘

의

(MAMMAL)’

다섯

범주이고, 앞의 세 범주가 일정한 순서 없이 가장 먼저 언어적으로 부호화되고, 그
다음으로 ‘벌레(WUG)’가, 가장 나중에 ‘짐승(MAMMAL)’이 부호화되는 발달적 단계
를 보인다고 한다.

125)

연구지에서 파악된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

11

에는 이 보편적인 다섯 가지 생활형칭 범주가 모두 출현하고 있다. 위 목록에서 보
면

‘1

짐승’부터

‘5

괴기’까지의 분류군이 그것이다.

버러지’는 주로 땅과 공중에 서식하는 동물이고,

‘5

‘1

․

짐승’

‘2

․

새’

‘3

․

비암’

‘4

괴기’는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

로서 수중 동물의 원형 범주로 인식된 무리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생활형칭 분류
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여섯 범주가 모두 수중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시 말해,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의 큰 틀이 되는 생활
형칭 등급에서 바다 동물이 육상 동물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육상 환경보다 수중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형태적으로
훨씬 다양하다는 자연의 생물학적 실재를 반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중 동물의
세분화는 바다가 중요한 생태환경이 되는 어촌 사회에서 발달된 인지적 양상을 보
여주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생활형칭 분류군들의 명칭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널
리 통용되고 있는 일반 명칭이라는 점에서, 바다 동물의 문화적 중요성은 한국 사

125) ‘벌레(WUG)’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동물들 사이에서 지각되는 상이한 특성을 토대로 Brown이
영어 worm과 bug을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다. 그리고 ‘짐승’ 범주의 생활형칭 이름으로 미국 영어
에서 mammal보다 animal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animal이 또한 총칭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Brown은 지시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생활형칭 이름으로 mammal을 채택하
였다. 실제로 ‘짐승(MAMMAL)’의 생활형칭 분류군은 일반적으로 포유류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
다(Brown 1979: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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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반적 양상일 수도 있겠다. 아마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산자원을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해온 한국 사회에서 수중 생물에 대한 문화적 인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회들의 민족

․

동물학적 분류체계와의 비교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Berlin(1973: 231-233; 1992: 165-166, 179-180)

의 글에 소개된 여러 사회들의 민속 동

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생활형칭 분류군들의 수와 종류를 검토해 볼 때, 연
구지에서 찾아낸 바다 동물의 범주화는 상당히 발달된 민족동물학적 분류체계의
한 사례임에는 분명하다.
다음으로 이 다섯 가지 보편적인 생활형칭 분류군들의 구분법에 대해 좀 더 생
각해보겠다. 동물을 분류할 때 지각되는 형태적이고 행동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은
그 동물들이 주로 서식하는 생태 공간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생태 공간
의 특성에 따라 동물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땅에 서식하는 동
물, (땅에 서식하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 그리고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이 그것
이다. 땅에 서식하는 동물의 원형은 ‘짐승’일 것이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의 원
형은 ‘새’일 것이고,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의 원형은 ‘괴기’일 것이다. 제보자들의

․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세 범주는 그 자체의 형태적 행동적 특징에 의해
서 설명되고 매우 명료하게 인식되는 반면에, 다른 범주들은 이 세 범주와 어떻게
다른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설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비암’이 분류되는 방
식을 찾아내기 위해 제보자들에게 뱀이 ‘짐승’의 일종인가를 물으면, 제보자들은
그건 아니지. 짐승이 아니지.”라고 먼저 부인한 후에 “짐승이라는 것은 땅에서 네

“

발로 기어 댕기는 거 그것보고 짐승이라고 허는디.” 또는

발로 안 댕인게, 발로

“

걸어야 짐승으로 들어가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뱀이 ‘짐승’처럼 땅에서
기어 다니기는 하지만 ‘짐승’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별도의 범주로 구별되어야 하
는 이유로서 ‘짐승’과는 다른 뱀의 형태적 일탈성, 즉 발이 없다는 점이 두드러지
게 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서식 공간에서 이상적 범주가 되는 ‘짐

․ 새 ․ 괴기 의 원형성에 의거하여 형태적․행동적 차이가 구별되어 나머지 동

승’

‘

’

‘

’

물의 생활형칭 분류군들이 인지된다고 할 수 있다.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분류 기준을 제공하는 세 원형 범주의 구체적인 특
징을 살펴보면, 이동성과 서식지의 측면에서 ‘짐승’은 네발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이고, ‘새’는 공중에서 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이고, ‘괴기’는 물속에서 지느러미로
헤엄쳐 다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범주는 형태상으로 몸에 털이 있거나, 두 발
이 있고 몸에 너풀거리는 깃털과 부리가 있거나, 몸에 비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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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민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도 나타난 보편적인 생활형칭 등급의
다섯 분류군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위해, 그 변별적 자질들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

<

이다.

7-17>

<표 7-17> 보편적인 5가지 생활형칭 분류군과 주요 특징

범주 짐승
새
괴기
비암
버러지
자질
날개
지느러미
발 없음
이동성 기어네발다님
날아다님
헤엄쳐 다님 기어 다님 상관없음
서식지
땅
땅․공중
물속
땅
상관없음
형태
털
두 발․깃털․부리
비늘
길쭉함 크기 작음
앞서 동물 범주의 계칭명이 ‘짐승’이라고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민속 명칭 ‘짐승’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계칭명 ‘짐승’의 개념과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7-1]
① “짐승이라는 것은 땅에서 네발로 기어 댕기는 거 그것보고 짐승이라고 허는디.”(김○갑, 남,
1941년생)
② “(뱀도) 짐승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근게 산 짐승이지.”(박○님, 여, 1931년생)
③ “짐승이라고 허는,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해서 짐승이거든 다. 나는 것도 짐승이여.”(김○
만, 남, 1937년생)
④ “꼴뚜기나 그런 것(오징어․문어․낙지․주꾸미 등)이 죄다 그런 먹으로 사는 짐승들이거
든.”(전○수, 남, 1938년생)

①에서 언급된

짐승’은 “네발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 곧 생활형칭 분류군에

‘

속하는 동물을 통칭하는 생활형칭명(life-form

name)

이 분명하다.

②는 뱀이 일종의

짐승’으로 범주화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연구지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뱀

‘

은 ‘짐승’이 아니라 별개의 범주를 구성하는 동물 무리다. 여기서 ‘짐승’은 언어적
표현은 같으나 의미상으로나 분류법적으로 생활형칭 분류군 ‘짐승’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보자는 뱀이 ‘짐승’인 이유를 “살아서 움직이는 거”
로 설명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연구지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등급의 동물을 개념화하는 설명이었다. 즉, 여기서 ‘짐승’은 뱀을 포함하는 상위 범
주를 지시하고 있다. 또

③에서는

나는 것” 곧 새도 ‘짐승’으로 설명됨으로써, 새

“

가 ‘짐승’의 종류로 인식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최상위의 포괄적 범주
로서 ‘짐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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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에서는 생활형칭 분류군

두

‘

족류’도 먹통을 공통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다시 말해, 위 진술들은 생활형칭 분류군 ‘짐승’ 및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비

․ 새 ․ 두족류 를

암’

‘

’

‘

’

포함하는 상위 범주 곧 계칭 분류군이 ‘짐승’으로 지시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명명법상으로 ‘짐승’이 다의어가 됨으로써, 계칭 등급의
원형은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 중에서 ‘짐승’ 분류군임을 드러내준다.

11

그런데 “새라는 짐승은 인자 날개가 있닥 히서, 공중으로 날라댕긴닥 히서 날짐
승이라고도 허고 새라고도 허고 그러는 것이고.”의 예처럼 제보자들이 다소간 무의
식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계칭명인 ‘짐승’을 말하면서도, 의식화된 인터뷰 상황에서
직접적인 질문을 받으면

짐승은 짐승이고, 새는 새여.”라며 ‘짐승’ 명칭을 생활형

“

칭 분류군에 한정시키려는 모순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구자가 “물에 사는 고기
도 짐승이에요?”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일부 제보자는 대답하기 전에 애매
한 웃음을 보이더니 “말하자면 해양 짐승이지.” 또는 “그러지. 짐승이지 그것도. 물
짐승.”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제보자들의 반응은 ‘괴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

“

로서 ‘짐승’ 종류이기는 하지만, ‘괴기’를 ‘짐승’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그래서 연구자의 질문을 낯설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양 짐승’이나 ‘물짐승’이라는 말은 연구지에서
관습화된 언어적 표현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지에서 계칭 등급의 분류군 이름으로 ‘짐승’이라는 민속 명칭
이 의미상으로나 분류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사용됨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계칭 분류군은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대개 숨겨진 범주로 나타난다
는 점에서, 이것을 한국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계칭명 ‘짐승’이 제보자들의 무의식적인 언어 사용에서
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의식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
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 안에서 계
칭명의 발달 양상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動物

한편 연구지에서는 계칭명과 생활형칭명으로 ‘짐승’과 함께 ‘동물(

도 사용되

)’

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 명칭 ‘짐승’이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동물’은

․

․

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사자 코끼리 원숭이 등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TV

짐승’과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계를 지시하는 입말로서 ‘짐승’이 민간에서

‘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보다 전통적인 표현일 것으로 믿어진다.

126)

126) 조선 중기부터 이미 한문으로 된 박물지(博物誌)에는 ‘동물(動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한
다. 즉, 문어(文語)에서는 ‘동물’을 오래 전부터 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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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형칭 분류군별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
이 절에서는 일곱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별로 나누어

개의 민속 명칭으로 파

192

악된 바다 동물들이 범주화되는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는 위계적(hierarchic) 또는 분류법적(taxonomic) 구조를 형성
한다(Berlin

1992:

22).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될 모든 생활형칭 분류군의 분류체계는

민속구분법의 유형 중에서 민속분류법(folk

taxonomy)

을 보여준다.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는 개별 민속 명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목록화가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달리 나머지 여섯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은 기술적 목록화
없이 앞 절에서 표로 제시된 민속 명칭을 토대로 각 분류군의 분류체계가 기술될
것이다. 왜냐하면 ‘괴기’ 분류군은 바다 동물의 원형 범주로서 가장 발달된 분류체
계를 보여주고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뒤에서

․

과학적 분류체계와 비교 검토될 범주라는 점에서,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들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괴기’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는 몸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와 꽁지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로서, 일반적으로 ‘어류’ 또는

‘(

물)고기’로 불리는 범주다. 어민들은 여

러 바다 동물 중에서도 특히 이 ‘괴기’ 범주에 대한 풍부하고 발달된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류가 가장 전형적인 바다 동물로 인지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는 어촌 사회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의
가장 핵심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민족동물학 연구의 핵심 영역인 민족어류학
(ethnoichthyology)

의 접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 ‘괴기’의 명칭과 범주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에는 앞서 목록화된

개의 민속 명칭 중 모두

192

개가

100

포함된다. 어류는 비늘의 유무가 주요 특징으로 지각되고, 이에 따라 두 개의 분류
군으로 구성된 중간칭 등급이 나타난다. 이 중간칭 분류군들은 ‘비늘 있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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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늘 없는 것’으로 구별되어 표현되나, 하나의 어휘적 명칭으로 관습화된 표현이

‘

없는 숨겨진 범주다. 이 중간칭 분류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늘 있는 것: 몸에 비늘이 있는 고기
2 비늘 없는 것: 몸에 비늘이 없는 고기
생활형칭 ‘괴기’가 개념화되는 형태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몸에 비늘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비늘이 없는 고기도 있기 때문에, 비늘의 유무는 어류를 크게 범
주화하는 중요한 지각 요인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늘 있는 고기’가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류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제보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반복하는 진술은 특히 제사 문화와 관련
해 제상에 올릴 수 있는 고기와 올릴 수 없는 고기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때 주요 분류 기준이 바로 비늘의 유무에 따른 형태적 차이였다. 다시 말해, 고기
의 형태적 특징의 하나를 비늘로 지각하고 비늘의 유무로 고기를 먼저 범주화하는
방식은 한국인의 어류에 대한 문화적 인지에서 주요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27)

이제 중간칭 등급에서 구분된 두 범주로 나누어 어류의 민속 명칭과 주요 특징
을 정리하겠다. 중간칭 분류군의 하위 범주로서 기술되는 다음의 분류군들은 민족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속칭 및 속칭의 하위 등급에 배열된다. 참고로 여기서 민속
명칭을 나열한 순서는 속칭 등급에서는 분류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편의상
가나다순을 따랐고, 속칭의 하위 등급에서는 하위 범주의 수가 적으므로 각 속칭
분류군의 원형 범주가 되는 분류군을 먼저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밝힌다.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들의 기술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28)

① ‘비늘 있는 것’

1.1 고노리: 납작한(측편형) 작은 고기다. 젓거리.
1.1.1 고노리 또는 찰고노리․참고노리: 비늘이 적고 보드랍다. 진짜 고노리다. 그전에는 곰
소만에서 꽁댕이배로 많이 잡던 젓거리였으나 지금은 매우 귀해진 어종이다. 주낙 미끼로
많이 썼다.
127) 정약전은 『자산어보』(1814)에서 흑산도 바다에 서식하는 수중 생물을 분류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상위 범주인 ‘인류(鱗類)’와 ‘무린류(無鱗類)’는 바로 비늘의 유무에 의거한 구분이다. 여기
서 포함된 어종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할 수는 없지만, 어류의 특징을 비늘의 유무로 지각하는
것은 한국인의 민속 어류학에서 오래된 인지적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128) 각 어종의 민속 명칭이 지시하는 어류의 표준어명 또는 국명, 학명은 앞서 목록화된 표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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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쇠뱅에 또는 쇠고노리: 고노리하고 ‘성지간’[형제간]이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늘이 많
고 드세다. 고노리가 귀해지면서 요즘은 쇠뱅에로 담근 ‘고노리젓’이 많다.
1.2 고등에 또는 고등어: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1.3 광에 또는 광어: 눈의 위치가 도다리와 반대로 왼쪽에 있고 크기는 더 크다. 체색은 붉은 기
가 있으면서 파르스름하다. 모양은 납작해서(종편형) 모래바닥에 붙어산다. 광어는 도다리하고
‘사춘간’[사촌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잡히며, 바다에서 잡히는 좋은 고기다.
1.4 까나리: 멸치보다 크고 주둥이가 더 길고 뾰족하다. 젓거리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1.5 꽁치: ‘꽁치’를 통칭한다.
1.5.1 꽁치: 주둥이가 짧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1.5.2 학꽁치: 주둥이가 길다. 크기는 청갈치보다 작다. 이 지역 바다에서 많이 나는 것이다.
1.5.3 청갈치: 꽁치 중에 제일 큰 것이다. 학꽁치처럼 주둥이가 길지만 크기는 더 크다. 등이
새파랗고 가시가 많다.
1.6 날치: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고기다. 5 10m씩 난다. 멸치 큰 것처럼 생겼다.
1.7 놀래미: 색이 노라면서 거무스름하게 얼룩졌다.
1.8 농에 또는 농어: 민어 다음으로 큰 고기다. 대가리가 뾰족한 편이고, 새끼 때는 등 쪽에 검
은 점이 뚜렷하다가 크면서 희미해지거나 없어진다. 그전에는 마을 앞바다에서 큰 농어가 많
이 잡혔으나, 지금은 그렇게 큰 농어가 잡히지 않는다. 바다에서 잡히는 좋은 고기다.
1.9 눈타리: 아주 작은 고기 종류다. 멸치 비슷하다. 젓거리.
1.10 능성어 또는 장성불거지: 몸이 불그스름하고 점이 박혀 있다.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 장성 사람이 지게에 물도 없이 능성어를 지고 장성까지 갔는데 그
때까지도 능성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해서 ‘장성불거지’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많이 잡히던 고기인데, 지금은 매우 귀한 고기가 되었다.
1.11 대구: ‘명태 사춘’이 되는 고기로 명태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크다.
1.12 도다리 또는 가재미: 광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광어와 반대로 눈이 오른쪽에 있다. 광어
보다 크기가 작고, 배에 검은 점들이 있다.
1.13 돔 또는 도미: ‘돔’을 통칭한다.
1.13.1 붉돔 또는 빨간돔․참돔 또는 아까다이: 붉은색 돔이다. 그전에는 주낙에 많이 잡혔는
데,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는 귀한 돔이다. 체색이 붉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일본어로
‘아까다이’라고 한다.
1.13.2 검정돔 또는 감생이․돔 또는 구로다이: 검은색 돔이다. 그전에는 붉돔이 주로 잡혔는
데, 지금은 검정돔이 가장 흔하게 잡힌다. 바다에서 잡히는 좋은 고기다. 체색이 검다는 데
서 이름이 유래했다. 일본어로 ‘구로다이’라고 한다.
1.13.3 돌돔 또는 줄돔 또는 이시다이: 검은색 몸에 흰줄이 멋있게 있는 예쁜 돔이다. 힘이
세다. 몸에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줄돔’이라고도 한다. 일본어로 ‘이시다이’라고 한다.
1.13.4 딱돔 또는 각시돔: 크기가 작은 돔이다. 커야 손바닥만 하다. 노란빛이 얼룩덜룩하게
있어 예쁘다. 노란빛이 있어 예쁘다고 해서 ‘각시돔’이라고도 한다. 크기는 작아도 ‘새서방만
준다’는 맛있는 돔이다.
1.13.5 청진해: 돔 중에 큰 것이다. 색깔은 우럭처럼 거무스름하고, 크기는 검정돔보다도 더
크다.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데 크면서 거의 없어지거나 희미해진다. 비늘이 무척 두껍다.
1.13.6 청돔: 연한 회색 바탕에 푸른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예쁜 돔이다.
1.13.7 소리갯돔 또는 독수리돔: 돔 중에 큰 것이다. ‘소리개가 떴다 삥아리[병아리] 감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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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때 그 소리개[솔개]를 연상시키는 돔이다. 비가 와서 육수기가 있으면 가로 붙는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잘 나지 않는다.
1.13.8 혹돔: 머리에 혹이 달렸다. 몸이 거무스름하면서 붉다. 크기는 소리갯돔만 하다. 이 지
역 바다에서는 잘 나지 않는다.
1.14 딘팽이 또는 딘핑이․등핑이․등푸리․생피리․빈지레기: 등이 매우 시푸르고 주둥이가
붕어처럼 뾰족하다. 전어 새끼인 ‘되미’랑 비슷해서 혼동되기도 하나, 되미보다 비늘이 더 두껍
고 뻣뻣하며 등이 더 시퍼렇다. 전어하고 ‘사춘간’이다. 가시가 많은 고기다. 젓거리.
1.15 망둥이 또는 망둥에․망둥어: ‘망둥이’를 통칭한다.
1.15.1 망둥이 또는 망둥어․참망둥이: 가장 흔하게 잡히는 종류다. 가을에 낚시나 이각망으
로 물속 땅이 뻘땅인 곳에서 많이 잡힌다.
1.15.2 홍망둥이 또는 홍망둥어: 망둥이 중에 큰 것이다. 붉은색을 띠며 대가리는 민물메기
비슷하게 생겼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잘 안 난다. 체색이 붉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1.15.3 똘쨍이 또는 짱뚱이․짱뚱어: 커봐야 어른 손가락만한 작은 망둥이다. 여름에 물이 빠
진 갯가에서 폴짝폴짝 뛰어 다닌다.
1.15.4 먹짱뚱이 또는 먹짱뚱어: 밀물 때 갯가로 붙는 똘쨍이와 달리 먹짱뚱이는 갯벌 속으
로 들어간다.
1.15.5 밀망둥이: 크기가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망둥이다. 몸이 사람 얼굴색하고 비슷하다. 그
물배에서 많이 잡힌다.
1.16 망상어: 돔 같이 생긴 고기인데, 알이 아니라 상어처럼 새끼를 낳는다.
1.17 매퉁이: 살찐 것처럼 통통해 보이는 고기다.
1.18 먹두리: 민물에도 살고 짠물에도 산다.
1.19 멜치 또는 멸치: 작은 고기다. 그전에는 센 물살에 갯가로 떠밀려온 멸치를 한 소쿠리씩
잡을 정도로 개안에서도 많이 났다. 가끔 꽃게그물에 걸려 나온다. 젓거리.
1.20 물메기: 입이 큰 고기다. 배에 있는 ‘배꼽’(흡반)으로 돌이나 바닥에 붙어 있다. 다른 고기와
달리 몸이 능글능글하고, ‘꽁지목’(꼬리자루)이 없어 몸통과 꽁지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겨울
에 나는 고기다.
1.21 민에 또는 민어: 바다고기 중에 최고 큰 것이다. 농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농어보다 더
크고 검붉은 색을 띤다. 부레가 커서 조기 종류처럼 울음소리를 낸다. 민어 부레로 만든 ‘부레
풀’은 특수한 풀로 이용되었다. 그전에는 아주 큰 민어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민
어가 없다. 유월 민어는 약으로 먹는 보양식이다.
1.22 밀쨍이 또는 모래무치․보리멜: 뼈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고기다. 가시는 적고 살은 많다.
1.23 박대: ‘박대’를 통칭한다. 납작해서(종편형) 물속 땅에 붙어산다.
1.23.1 박대 또는 참박대․쪽박대: 색깔이 불그스름하고 대가리가 좁아 뾰족한 편이다. 비늘
이 굵다. 작은 박대라고 해서 ‘쪽박대’라고도 한다.
1.23.2 각시박대: 박대보다 더 넓적하고 연갈색의 몸에 짙은 갈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에 노란색의 예쁜 무늬가 있다. 껍질이 잘 안 벗겨져 비늘을 잘 긁어내야 한다.
1.23.3 오박대: 박대 중에 제일 큰 것이다. 서대 비슷한데 색깔이 다르다. 등이 더 빨갛다.
1.24 방어: 이 지역 바다에서는 나지 않는다.
1.25 범치: 짜가사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덜 고약하게 생겼어도 험상궂고, 몸 전체
가 낙엽 같은 색이다. 등에 칼날 같이 선 독침을 가지고 있어 위험하다. 그 독에 쏘이면 붓고
매우 아리기 때문에, 범치가 잡히면 독가시가 있는 등지느러미부터 잘라내 버린다. 그전에는
갯벌에서 쏙을 파다가 범치에 쏘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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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벵치 또는 병치: ‘병치’를 통칭한다. 제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생선이다.
1.26.1 벵치 또는 병치: 지느러미가 덕재보다 짧고 뭉툭하다. 비늘이 하얗다.
1.26.2 덕재 또는 덕자: 지느러미가 벵치보다 더 길고 뾰족하다. 비늘이 검다. 병치와 비슷하
게 생겼기 때문에 ‘병치 사춘’으로 비유되나, 병치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병치 성’ 또는 ‘병
치 삼춘’ 또는 ‘병치 하나씨’로도 비유된다.
1.27 뽀드락지: 납작하고(측편형) 길쭉하다.
1.28 뽈락: 우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럭은 그냥 거무스름한 반면, 뽈락은 검붉은 색이다.
1.29 삼치: 몸통과 꽁지를 잇는 꽁지목이 매우 가늘다. 그전에는 주낙으로 마을 앞바다에서도 잡
혔는데, 지금은 위도 근해 먼 바다로 나가야 잡힌다.
1.30 상에 또는 상어: ‘상어’를 통칭한다.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1.30.1 참상에 또는 참상어: 사람만큼 큰 상어다. 홍어 색 비슷하게 거무스름하다. 표면이 꺼
끌꺼끌하다. 그전에는 봄이 되면 곰소만으로 들어와 새끼를 낳았고 오뉴월이 되면 갯가에서
그 새끼들이 ‘쪽바지’에 잡혔다. 그전에 주낙이나 그물에도 잡혔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다.
1.30.2 지름상에 또는 기름상어․개상에: 재욱상어나 범상어와 달리 얼룩얼룩하지 않고 민무
늬에 회색빛이 나는 상어다.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 무섭다.
1.30.3 모도리상에 또는 모도리상어: 큰 상어로 식인상어 종류다. 보통 상어보다 좀 하얗다.
이빨이 무서운 상어다. 그전에 주낙에 걸린 모도리상어를 끌어올리다가 손을 물려 손에 장
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1.30.4 귀상에 또는 귀상어: 대가리 앞으로 넓적한 귀가 돌출되어 그 양쪽에 눈이 달렸다. 그
전에 주낙에 많이 잡히던 종류다.
1.30.5 재욱상에 또는 재흑상어: 몸에 검은 줄무늬가 얼룩얼룩해서 범 같이 생겼다. 작은 검
은 점들이 찍혀 있다. 이 지역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종류다. 다 큰 것은 사람보다
더 크다. 지금도 새끼가 그물이나 낚시에 걸려 올라온다.
1.30.6 범상에 또는 범상어: 범처럼 무늬가 얼룩얼룩하다고 해서 ‘범상어’라고 한다.
1.30.7 철갑상에 또는 철갑상어: 그전에 가을에 많이 잡히던 상어다. 지금은 안 나온다.
1.31 서대: 몸은 거무스름하고 배는 불그스름하다. 박대보다 대가리가 더 크고 전체 크기도 더
크고 더 넓적하다. 박대와 달리 대가리가 둥그스름하다. 1970년대에 조기․갈치 등 주 어종이
고갈되면서 대체 어장으로 서대잡이가 그물어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32 송에 또는 송어․밴대기․밴댕이: 몸통이 넓적하고 노리하며 대가리가 작다. 코숭애하고
비슷한데, 길이는 그 절반 정도이나 가슴은 더 넓다. 경기도 쪽에서 ‘밴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젓거리.
1.33 숭에 또는 숭어: ‘숭어’를 통칭한다.
1.33.1 숭에 또는 참숭어: 눈이 작고 노르스름하다. 대가리가 길쭉하게 빠졌다. 등이 실치처럼
시커멓지 않고 쑥색이 난다. 겨울에 주로 나는 종류다.
1.33.2 실치 또는 눈검쟁이․눈검치․개숭어․칡숭어: 눈이 크고 시커멓다. 대가리가 둥그렇
다. 등이 참숭어보다 더 시커멓다. 비늘이 더 크다. 봄․여름에 주로 나는 종류다. 실치는
여름에 떼로 다니며 물 위로 막 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서, 조업을 하다 보면 배 위로도 뛰
어올라오기도 한다.
1.34 싱대: 몸이 붉은 색이다. 뼈가 매우 드센 고기다. 옛말에 ‘싱대 뻭따구는 귀엥이도 못 씹는
다’고 했다. 뼈가 어떻게 세던지 고양이가 싱대를 잡아다 놓고 한숨만 쉰다고 했다.
1.35 아구: 바다에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옛날에는 그물에 걸리면 그냥 버리는 가치 없던 고기였
으나, 지금은 상품성 있는 생선으로 재평가된 어종이다. 짜가사리와 함께 망둥이를 통째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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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정도로 욕심이 많은 고기로 인식된다.
1.36 아지: 고등어 비슷하게 생긴 고기다. 고등어는 등에 가시가 없는데, 아지는 등과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마을 앞바다에서는 안 나고 깊은 바다에서 난다. 여기서 ‘아지’는 일본어의 차용
어일 것이다.
1.37 우럭: 물속 바위틈에서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를 지키며 사는 어종이다. 바다에서 잡히는 좋
은 고기다.
1.38 웅에 또는 웅어: 송에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꽁지가 다르다. 꽁지목이 없이 몸통과 꽁지
가 하나로 연결되어 꽁지가 뱀 같이 생겼다. 가슴지느러미에 실 같이 긴 수염이 있다.
1.39 전에 또는 전어: 가을에 나는 고기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전어의 60 70%가 부안 격포에서
생산된다. 생선과 젓거리로 모두 이용된다.
1.40 정어리: 멸치와 비슷한데, 멸치보다 훨씬 크다.
1.41 조구 또는 조기: ‘조기’를 통칭한다. 대가리에 돌이 두 개 들었고 물속에서 뽁뽁 하고 울음
소리를 낸다.
1.41.1 조구 또는 노랑조기․참조기: 황금처럼 노랗고 예쁜 조기다. 진짜 조기다. 굴비를 만
든다. 그전에 봄에 쏙을 미끼로 꿴 주낙과 그물로 많이 잡았으나, 지금은 가을에 이각망에
종종 잡히는 정도다. 게다가 조기가 크기도 작아져 그전에 잡히던 큰 조기는 안 나온다. 제
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생선이다.
1.41.2 부세 또는 부서․노랑부서․부서조기: 조기 중에 제일 큰 것이다. 참조기보다 세 배
는 더 크다. 참조기처럼 색은 노랗다. 크면서 몸통은 크고 꽁지목은 가늘어져 참조기와 달
리 균형이 안 맞는다. 그전에 쏙을 꿴 주낙으로 가을에 많이 잡았다.
1.41.3 반에 또는 반어․반어조기: 큰 조기 종류다. 참조기보다 더 넓적하고 비늘이 더 굵으
며 비늘에 점이 있다. 주둥이가 참조기보다 더 뾰족하다. 유난히 심하게 우는 소리를 낸다.
참조기와 부세가 거의 사라진 마을 앞바다에서 낚시에 가장 흔하게 잡히는 종류다. 그전에
는 ‘방구 뀐다’고 제상에 안 올렸으나, 지금은 큰 조기를 대신해 제상에 올리는 생선이다.
1.41.4 보구치 또는 백조기: 참조기 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하얗고, 아가미에 검은 점이 있다.
유난히 심하게 우는 소리를 낸다.
1.41.5 황숭어리 또는 황새기․황석어: 크기가 가장 작은 종류다. 대가리만 넓적하니 크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안 나고 전남 쪽 바다에서 주로 난다. 젓거리.
1.42 준에 또는 준어: 넓적하고 잔가시가 많은 고기다. 그전에는 참조기․병치와 함께 제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생선이었다.
1.43 쥐치 또는 쥐고기: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잘 안 나고 전남 쪽 바다에서 많이 난다.
1.44 짜가사리 또는 삼식이: 못생기고 별스럽게 생긴 고기다. 하도 못생겨서 짜갈짜갈 하다고
‘짜가사리’라고 하는 것이다. 범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등에 독가시가 없고 더 크다. 배를
따면 노란 알이 많이 들었는데, ‘서숙’(조) 알갱이 만씩 하다. 아귀 같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망둥이도 통째로 삼킨다. 고기 중에 최고 못난 것이지만, 살도 많고 맛있다.
1.45 청에 또는 청어: 등은 시퍼렇고 배는 하얗다. 그전에 살 매서 잡았다.
1.46 코숭애: 납작하고(측편형) 하얀 고기다. 송에․고노리와 비슷한데, 더 넓적하고 더 크다.
~

② ‘비늘 없는 것’

2.1 가오리: ‘가오리’를 통칭한다. 몸은 방석 같이 납작하고(종편형) 크며 꽁지가 가늘고 길다.
2.1.1 노랑가오리 또는 가오리: 가오리 중에 제일 큰 것이다. 체색이 배는 전체적으로 노랗고
등은 거무스름하면서 노랗다. 꽁지에 독침이 있다. 진짜 가오리다. 그전에는 주낙에 많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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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몸 색깔이 노랗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1.2 제비가오리: 몸이 거무스름하다. 제비 같이 생겼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1.3 박쥐가오리 또는 쥐가오리: 몸이 시커멓다. 박쥐 같이 생겼다.
2.1.4 큰눈가오리: 몸통 두께가 매우 얇고 시커멓다. 눈이 크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1.5 간재미: 모양은 홍어 비슷한데 주둥이가 홍어보다 뾰족하지 않고 작다. 몸통 가와 꽁지
에 잔가시가 있다. 가오리 중에 크기가 제일 작다. 어른의 두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더 크
다. 이 지역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종류다. 암놈과 수놈이 구분된다.
2.1.6 홍에 또는 참홍어: 간재미보다 몸이 시커멓고 크며 주둥이가 뾰족하다.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지역 바다에서는 안 나오고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주로 잡힌다. 암놈과
수놈이 구분된다.
2.1.7 주걱대: 모양이 밥 푸는 주걱 같이 생겼고, 이름도 그 모양에서 유래했다. 간재미보다
크고 복장이 두껍다. 등부터 꽁지까지 좁쌀 같은 가시가 있어 ‘빼빠’(사포)처럼 꺼끌꺼끌하
다. 다른 가오리 종류와 달리 꽁지가 매우 두툼한 것이 특징이다. 그전에는 위도 대장(대리)
앞바다에서 주낙에 많이 잡혔다.
2.1.8 고슴도치: 주걱대처럼 몸에 잔가시가 있고 간재미와 달리 복장이 두껍다. 가오리 중에
몸통이 제일 두껍다. 주둥이가 뾰족해서 소라․조개 같은 것을 까먹는다. 그전에는 위도 근
해 먼 바다에서 주낙에 많이 잡혔다.
2.2 갈치: 몸이 은빛이다. 동종을 잡아먹는다. 이빨이 강하다. 그전에는 고노리와 전어를 미끼로
꿴 주낙으로 갈치를 많이 잡았다. 봄에 조기어장이 끝나면 갈치어장이 주 어장이었다. 크기도
‘네손내기’ 정도의 큰 갈치가 많이 잡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큰 갈치가 나오지 않는다.
2.3 고래: ‘고래’를 통칭한다.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 종류이고,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2.3.1 고래: 상꽹이와 돌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큰 고래’를 통칭한다. 이렇게 큰 고래는
서해안에는 없고 먼 바다로 나가야 볼 수 있다.
2.3.2 돌고래: 주둥이가 긴 고래를 통칭한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가끔 볼 수 있다.
2.3.3 상꽹이: 몸이 시커멓고 비늘이 없어 미끄덩거린다. 돌고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둥
이가 작다. 이 지역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래다. 살은 별로 없고 기름이 많다.
상꽹이 고기는 먹지 않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도 그냥 바다에 버린다.
2.4 뱅에 또는 뱅어: ‘뱅어’를 통칭한다. 하얀 작은 고기다.
2.4.1 뱅에 또는 참뱅어: 실 같이 가늘고 희며, 크기는 동뱅에의 반절 정도로 작다. 그전에는
가을과 겨울에 많이 잡혔으나,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는다. 젓거리.
2.4.2 동뱅에: 뱅에보다 크며 몸이 투명해서 창자가 다 보이고 배가 불룩하다. 불룩한 배에 들
어 있는 창자에서 쓴맛이 난다.
2.5 복쟁이 또는 복: ‘복’을 통칭한다. 건들면 공처럼 부푸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창자와 피에
독이 있어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생선이다. 큰 복보다 작은 복에 독이 더 많다.
2.5.1 검복 또는 금복․참복: 복 중에 큰 것이다. 등은 검고 배는 하얗다. 배에 가시가 있다.
크기는 커도 독은 제일 적은 복이다. 체색이 검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5.2 황복 또는 노랑복․누렁태: 노란 복이다. 체색이 노랗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5.3 은복: 색깔이 거무스름하며 독이 없는 복이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잘 안 나온다.
2.5.4 깐치복: 까치처럼 흰색과 검은색이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복이다. 색깔과 무늬가 까치
와 비슷하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5.5 까시복: 온 몸에 밤처럼 가시가 있는 복이다. 가시가 있는 형태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2.5.6 밀복: 배 쪽에 가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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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쫄복: 복 중에 제일 작은 것이다. 작아도 독은 많다. 크기가 작은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6 짱대 또는 장대: 등지느러미의 가시가 매우 뾰족해서 범치 만큼이나 무섭다. 가시가 많다.
2.7 짱에 또는 장어: ‘장어’를 통칭한다. 가늘고 길어 육지의 뱀 같이 생겼다.
2.7.1 갯짱에 또는 참장어 또는 하모: 장어 중에 제일 큰 것이다. 바다에서 나는 진짜 장어다.
이빨이 날카로워 물리면 손가락이 잘릴 수 있어 무섭다. 잔가시가 많다. 일본어인 ‘하모’로
불리기도 한다.
2.7.2 검정짱에 또는 민물장어․짱에․뱀장어: 등은 색깔이 검지만 배는 하얗다. 갯장어와
달리 이빨이 작고 날카롭지 않으며, 잔가시도 없고 가운데 등가시만 있다. 민물과 짠물을
오가는 고기라서 바다에서 민물이 닿는 곳에서 많이 잡힌다.
2.7.3 붕어지 또는 저울대백이 또는 아나고: 몸 옆에 하얀 점들이 줄서 있다. 이것이 저울의
눈금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울대백이’[저울대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것도 잔가시가 없
고 가운데 등가시만 있다. 그전에 주낙으로 많이 잡았다. ‘아나고’는 일본어에서 온 차용어
일 것인데, 이것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2.7.4 꼼장어: 색깔과 모양이 별나게 생긴 장어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안 나고 경상도 쪽에서
많이 난다.
한국어의 어류 명칭의 형태적 유형을 분석한 국어학 연구들(이숭녕
1963b;

손병태

1997)

어명과 고유어
서 한자어

‘-

魚名 의
)

접미어에 의거하여 한자어

․ 이 형 어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치’형

‘-

’

.

어’에 대응하는 고유어 형태소는

‘-

그러나 수적으로는
손병태

에 의하면, 어명(

1997).

‘-

’

어(

치’로 분석된다(이숭녕

魚

형

)’

1935:

이’형의 어명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보고된다(홍순탁

‘-

380).

1963b;

위에 기술된 연구지의 어류 목록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명이

․ 상에 ․ 짱에 와 같이
‘

‘-

홍순탁

고기를 의미하는 접미어로

가장 일반적인 어류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단 연구지에서는
에’

1935;

‘

’

‘-

어’를

‘-

․ 농에 ․ 민

광에’

‘

‘

’

‘

에’로 발음하는 음운론적 특징을 보인다.

(2) ‘괴기’의 분류법적 구조와 특징
앞에 기술된 어류의 명칭과 범주를 토대로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의 분류법적
구조의 중요 측면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생활형칭 등급의 바로 아래 층위인 중간칭 등급에서 ‘괴기’ 분류군은

늘 있는 것’과

‘2

‘1

비

비늘 없는 것’의 두 분류군으로 범주화된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

층위인 속칭 등급에서 중간칭 분류군들은 여러 속칭 분류군으로 세분된다. 중간칭
분류군

‘1

비늘 있는 것’에는 모두

개의 속칭 분류군이, 그리고

46

에는 모두 7개의 속칭 분류군이 포함된다. 전자는
지, 후자는

가오리’부터

‘2.1

등급은 모두

‘2.7

‘1.1

‘2

고노리’부터

비늘 없는 것’
‘1.46

코숭애’까

짱에’까지 일련번호와 함께 기술되었다. 즉, 속칭

개의 속칭 분류군으로 구성된다.

53

- 321 -

개 속칭 분류군의 중심 유형을 살펴보면, 하위 범주를 포함하지 않는 단형

53

속칭 분류군이

(monotypic)

개(73.6%)이고, 하위 범주 곧 종칭 분류군을 포함하는

39

다형(polytypic) 속칭 분류군이

개(26.4%)다. 전체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가 아닌

14

그 일부 생활형칭 분류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류 범주의 단형 속칭 분류
군이

인 것은, 전형적인 민속 분류체계들에서 속칭 등급의 분류군 중 거의

73.6%

가 단형적이라는 민족생물학 범주화의 일반적 원리(Berlin

80%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유율일 것이다.
개의 다형 속칭 분류군은 곧

14

․

이’

‘1.23

‘2.3

고래’

․

박대’

․

‘2.4

‘1.26

․

뱅에’

․

벵치’

‘2.5

‘1.1

‘1.30

하위 범주의 수를 정리한 것이

<

표

는 종칭 등급의 분류군은 모두

59

․

상에’

․

복쟁이’

․

고노리’
‘1.33

‘1.5

․

꽁치’

․

숭에’

‘1.41

1992:

‘1.13

에서

123)

․

돔’

․

조구’

23,

‘2.1

‘1.15

망둥

․

가오리’

짱에’다. 각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2.7

이다. 이

7-18>

개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

14

개이고, 이 종칭 분류군들은 모두 단형적 범주다.

즉, 생활형칭 등급의 ‘괴기’ 분류군은 종칭 등급의 분류군들이 최종 범주(terminal
category)

가 됨으로써 다음 하위 범주인 변칭 등급은 분화되지 않았다.

<표 7-18> 다형 속칭 분류군과 하위 범주의 수

고
다형 속칭 노 꽁치 돔
리
분류군 수 2 3 8

망 박 벵 상 숭 조 가 고 뱅 복 짱
둥 대 치 에 에 구 오 래 에 쟁 에
이
리
이
5 3 2 7 2 5 8 3 2 7 4

다형 속칭 분류군들은 대개 문화적으로 중요한 생물 부류를 나타낸다. 하나의 다
형 속칭 분류군은 대개

개의 종칭 분류군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3

개

6

이상을 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종칭 분류군들의 집합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생물
이다(Berlin

1976:

102).

표

<

을 보면,

7-18>

개의 종칭 분류군으로, 그리고 나머지

개의 다형 속칭 분류군 중 7개는

14

개는

7

2~3

개의 종칭 분류군으로 구성되고

4~8

있다. 이 다형 속칭 분류군에 포함된 대부분의 어류는 실제로 연구지 사람들이 생
선이나 ‘젓거리’ 등 먹을거리로 흔히 이용하는 또는 보양식이나 별식으로 즐겨하는
것들이다. 특히

‘1.13

돔’과

‘1.41

조구’는 어민들의 어로활동에서 ‘좋은 고기’ 또는

주 어종으로 평가되는 고기를 포함하는 범주들로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
식된다.
그러나 종칭 분류군이 7개인

‘1.30

상에’와 3개인

‘2.3

고래’의 경우는 먹을거리나

어로활동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동물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유난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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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다는 점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상어의 경우는 그 위
험성 때문에, 두드러지게 지각되었을 것이다. 한편

․

조구’

‘1.41

가오리’는, 앞의

‘2.1

․

표

<

․

․

망둥이’

‘1.15

․

복쟁이’

‘2.7

의 서해 어류의 분포상에서 많은 종을

7-2>

․

포함하는 망둑어과 복어목 참복과 농어목 민어과 홍어목 홍어과(이충렬
대응하는 민속 분류군(folk
속 속(folk

이다.

을 구성하고 있고,

genus)

科 가 하나의 민
상에 의 경우는 여러 상어목 目 이 하나의
생물의 형태적․생태적 특이성 및 생태환경

‘1.13

taxa)

돔’의 경우는 여러 돔과(

‘1.30

민속 속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

2004)

’

)

(

)

내 생물의 분포 양상이라는 생물학적 실재가 다형 속칭 분류군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형 속칭 분류군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음식이나 생업과 관련된 문화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해당 생태환경 내에 특정
생물의 근연종이 얼마나 분포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명명법상으로 속칭 등급의 어류 명칭들은 모두 일차 어휘소로 나타나 그

․ 민에 ․ 숭에 ․ 전에 ․ 갈

분류법적 위치와 일치한다. 어명 중 절반 정도는 ‘농에’

․ 멜치 ․ 벵치 ․ 삼치

치’

‘

’

접미어

‘-

(complex

‘

’

어’와

‘-

‘

’

‘

’

‘

’

‘

치’ 등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명칭 곧 복합형 일차 어휘소

primary

lexeme)

’

’

‘

’

등과 같이 상위 범주 명칭 ‘괴기’ 곧 어류를 지시하는

․ 대구 ․

의 유형을 보이고, 절반 정도의 어명은 ‘고노리’

․ 물메기 ․ 박대 ․ 우럭 ․ 고래 와 같이 단순형

돔’

‘

‘

‘

‘

’

‘

’

‘

’

일차 어휘소의 유형을

(simple)

보인다. 이와 달리 종칭 등급의 어류 명칭들은 대부분 속칭명(generic

name)

앞에

각 분류군을 구별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서술어가 결합된 이명법의 이차 어휘소
(secondary

분류군

lexeme)

‘1.13.1

의 유형을 보인다. 예컨대 속칭 분류군

붉돔’과

‘1.13.2

‘1.13

돔’에 포함되는 종칭

검정돔’은 각각 색깔이 붉다는 점과 검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면서 ‘붉은 돔’과 ‘검정 돔’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차 어휘소로 명명된
종칭명(specific

name)

이다.

그런데 종칭 등급의 어류 명칭 중에 일차 어휘소로 명명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1.26

․

벵치’

‘1.33

․

숭에’

명과 같은 이름으로 지시되는

‘1.41

조구’ 속칭 분류군의 종칭명이 그러하다. 속칭

‘1.26.1

․

벵치’

‘1.33.1

․

숭에’

분류군의 원형 범주를 반영하는 일차 어휘소다. 그렇다면

․

치’

‘1.41.3

․

반에’

‘1.41.1

‘1.26.2

조구’는 그 속칭

․

덕재’

‘1.33.2

실

보구치’와 같은 나머지 종칭명은 왜 일차 어휘소인가? 그

‘1.41.4

․ 수조기 ․ 백조기 와 같은 변이형에는 왜 대표형과 달리 이차 어휘

리고 ‘개숭어’

‘

’

‘

’

소로 된 어류 명칭이 나타나는가? 더욱이 연구지의 어류 명칭체계에 뒤늦게 출현
한 것으로 설명되는 이 변이형들이 오히려 종칭 등급의 명명법에 부합하는 어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명명법적 현상이 아마도 민족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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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급의 언어적 부호화 및 지식의 확장과 관련된 발달적 과정의 일면을 반영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사실 연구자는 이미 조기의 민속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조숙정

(

2012:

에서 이 문제의식을 거론하였고, 조기의 명칭체계가 “통시적 관

250)

점에서 속칭과 종칭 분류군 사이의 발달적 과정에서의 하나의 분화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앞의 글:

는 잠정적 추론을 제시한 바 있다.

250)

그러나 아직은 이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좀 더 많은 민족
어류학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할 때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는 모두 4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이
루어진 민속 어류학적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숨겨진 범주를
포함하여 총
활형칭
표

<

개의 어류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의 등급 구조로 보면 1생

115

중간칭

속칭

2

53

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다음

59

는 이상에서 살펴본 생활형칭 등급 ‘괴기’ 분류군의 민족어류학적 분류체

7-19>

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생활형칭 중간칭

1

괴기

비
늘
있
는
것

<표 7-19>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의 민속분류법
대표형
1.1 고노리
1.2 고등에
1.3 광에
1.4 까나리
1.5 꽁치
1.6 날치
1.7 놀래미
1.8 농에
1.9 눈타리
1.10 능성어
1.11 대구
1.12 도다리
1.13 돔

속칭

변이형
고등어
광어

대표형
1.1.1 고노리
1.1.2 쇠뱅에

종칭

변이형
찰고노리
참고노리
쇠고노리

1.5.1 꽁치
1.5.2 학꽁치
1.5.3 청갈치
농어
장성불거지
가재미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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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붉돔
1.13.2 검정돔
1.13.3 돌돔
1.13.4 딱돔

빨간돔
참돔
감생이
돔
줄돔
각시돔

변칭

1.14 딘팽이

딘핑이
생피리 등

1.15 망둥이

망둥에
망둥어

1.16 망상어
1.17 매퉁이
1.18 먹두리
1.19 멜치
1.20 물메기
1.21 민에
1.22 밀쨍이

멸치
민어
모래무치
보리멜

1.23 박대

1.13.5 청진해
1.13.6 청돔
1.13.7 소리갯돔
1.13.8 혹돔

독수리돔

1.15.1 망둥이
1.15.2 홍망둥이
1.15.3 똘쨍이
1.15.4 먹짱뚱이
1.15.5 밀망둥이

망둥어
참망둥이
홍망둥어
짱뚱이
짱뚱어
먹짱뚱어

1.23.1 박대
1.23.2 각시박대
1.23.3 오박대

참박대
쪽박대

1.24 방어
1.25 범치
1.26 벵치
1.27 뽀드락지
1.28 뽈락
1.29 삼치

병치

1.26.1 벵치
1.26.2 덕재

병치
덕자

1.30 상에

상어

1.30.1 참상에
1.30.2 지름상에
1.30.3 모도리상에
1.30.4 귀상에
1.30.5 재욱상에
1.30.6 범상에
1.30.7 철갑상에

참상어
기름상어
개상어
모도리상어
귀상어
재흑상어
범상어
철갑상어

1.33.1 숭에
1.33.2 실치

참숭어
눈검쟁이
개숭어
칡숭어

1.31 서대
1.32 송에
1.33 숭에

송어
밴대기
밴댕이
숭어

1.34 싱대
- 325 -

1.35 아구
1.36 아지
1.37 우럭
1.38 웅에
1.39 전에
1.40 정어리

웅어
전어
1.41.1 조구

1.41 조구

조기

1.42 준에
1.43 쥐치
1.44 짜가사리
1.45 청에
1.46 코숭애

준어
쥐고기
삼식이
청어

2.1 가오리

2

비
늘
없
는
것

2.2 갈치
2.3 고래
2.4 뱅에

뱅어

2.5 복쟁이

복

2.6 짱대

장대

2.7 짱에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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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부세
1.41.3 반에
1.41.4 보구치
1.41.5 황숭어리

2.1.1 노랑가오리
2.1.2 제비가오리
2.1.3 박쥐가오리
2.1.4 큰눈가오리
2.1.5 간재미
2.1.6 홍에
2.1.7 주걱대
2.1.8 고슴도치
2.3.1 고래
2.3.2 돌고래
2.3.3 상꽹이
2.4.1 뱅에
2.4.2 동뱅에
2.5.1 검복
2.5.2 황복
2.5.3 은복
2.5.4 깐치복
2.5.5 까시복
2.5.6 밀복
2.5.7 쫄복
2.7.1 갯짱에
2.7.2 검정짱에
2.7.3 붕어지

노랑조기
참조기
부서
노랑부서
부서조기
반어
반어조기
백조기
황새기
황석어

가오리
쥐가오리
참홍어

참뱅어
참복
노랑복
누렁태

참장어
민물장어
짱에
저울대백이
아나고

2.7.4 꼼장어
다음으로 속칭과 종칭 등급의 분류군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적 구조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다형 속칭 분류군들은 그 대조집합(contrast

을 구성하는 다른 원소들

set)

보다 그 분류군의 더 원형적인(즉, 분류군의 가장 좋은 예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을 가지고 있다(Berlin

1992:

종칭 분류군들은 명명법상 이차 어휘소로 명명된

24).

이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종칭 분류군이 그것이 포함되는 속칭의 원
형으로 사고될 때 또는 주요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닐 때, 일차 어휘소로 명명되기
도 한다(ibid.:

29-30).

전자의 경우는 속칭 분류군의 이름과 같은 어형이어서 다의

적이며, 대조집합을 구성하는 동속칭(congeneric) 분류군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실제

진짜(genuine)’

‘

‘

․본本

(real)’

‘

(

․ 이상형

)-(original)’

의 뜻을 지닌 수식어가 포함되는 이차 어휘소로 명명된다(ibid.:

‘

(ideal-type)’

29).

속칭 분류군의 명칭과 언어적으로 구별되는 이름이 사용된다(ibid.:

후자의 경우는

30).

연구지의 민속 생물학적 명명법에서도 다형 속칭 분류군의 원형이 되는 종칭 분
류군의 어류 명칭은 대개 속칭명과 같거나 속칭명 앞에 접두어 ‘참-’이 결합된 형
태로 나타난다. 게다가 어민들은 “이것이 진짜
술 방식에서도 원형을 드러낸다. 예컨대

‘1.1

○○이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진
”

고노리’ 범주에서는, 두 개의 하위 범

주 중에서 속칭과 다의어 관계에 있으면서 변이형에 ‘참-’이 결합된
가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어민들은
라고 설명한다.

고노리’

쇠뱅에’와 구별하여 이것을 “진짜 고노리”

‘1.1.2

조구’ 범주에서는, 다섯 개의 하위 범주 중에서 속칭과 다의어

‘1.41

관계이면서 변이형에 ‘참-’이 결합되고
형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면에, 나머지

‘1.1.1

진짜 조구”로 설명되는

“

‘1.41.1

조구’가 원

조구’(참조기)는 그 자체의 특징에 의해 설명되는 반

“‘

종류의 조기들은 대체로 참조기와의 대조적 관점에서 그 유사점과

4

차이점이 설명된다.”는 점도 “참조기가 전체 조기 범주의 원형이 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조숙정

2012:

263-264).

연구지의 민속 어류학적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개 다형 속칭 분류군과 원형 종칭 분류군을 정리한 것이
여기서

‘1.13

돔’과

‘2.7

표

<

14

이다.

7-20>

짱에’ 분류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분류군에는 원형 범주가 아니면서도 일상적으로 속칭명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범주가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이 ‘붉돔’을 ‘진짜 돔’으로, ‘갯짱에’를 ‘진짜 장어’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2.7.1

‘1.13

돔’과

‘2.7

짱에’ 분류군의 ‘진짜 원형’은

갯짱에’가 분명하다. 그러나 어민들의 일상 대화에서는

냥 ‘돔’으로 불리며,

‘2.7.2

‘1.13.1

‘1.13.2

붉돔’과

검정돔’이 그

검정짱에’가 그냥 ‘짱에’로 불린다. 다의어와 원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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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명법적 원리에 의하면, 이 후자의 범주들 또한 각 속칭 분류군의 원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어류의 심리적 개념화에서 원형 범주가 마치 두 가지인 것처
럼 보이는 이러한 언어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일련
번호
1
2
3
4
5
6
7
‘1.31

<표 7-20> ‘괴기’의 다형 속칭 분류군과 원형 종칭 분류군

속칭
1.1 고노리
1.5 꽁치
1.13 돔
1.15 망둥이
1.23 박대
1.26 벵치
1.30 상에

일련 속칭
종칭
번호
1.1.1 고노리․참고노리 8 1.33 숭에
1.5.1 꽁치
9 1.41 조구
1.13.1 붉돔․참돔
10 2.1 가오리
1.13.2 검정돔․돔
1.15.1 망둥이․참망둥이 11 2.3 고래
1.23.1 박대․참박대
12 2.4 뱅에
1.26.1 벵치
13 2.5 복쟁이
1.30.1 참상에
14 2.7 짱에

돔’의 경우는 연구 지역의 바다에서

종칭
1.33.1 숭에․참숭에
1.41.1 조구․참조구
2.1.1 노랑가오리․
가오리
2.3.1 고래
2.4.1 뱅에․참뱅에
2.5.1 검복․참복
2.7.1 갯짱에․참짱에
2.7.2 검정짱에․짱에

<그림 7-1> 검정돔(감성돔)

주로 잡히는 돔의 어종 변화에 수반된 언어
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과거 주낙어업 시절
바다에서 주로 잡혔던 돔은 ‘붉돔’이었으나,
지금은 1년에 한 번 잡힐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귀한 어종이 되었다. 이와 달리 ‘검정
돔’은 현재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돔 종류이고, 도시에서 오는 바다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낚시어선업에서 “최고로 쳐주는 돔” 곧 ‘좋은 고기’로 평가된다. ‘진짜
돔’인 ‘붉돔’이 바다에서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검정돔’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붉돔’이 원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
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바다의 생태환경에서 출현 빈도와 어로활동 관련 문화적 중
요성이 ‘붉돔’에서 ‘검정돔’으로 옮겨간 것이다. ‘검정돔’이 일반성을 획득하게 된
그 실질적인 측면이 ‘검정돔’을 상위 범주 명칭과 똑같이 ‘돔’으로 부르는 언어적
현상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2.7

짱에’의 경우는 장어 종류의 주 서식지와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에서 발생

한 언어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갯짱에’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다에서
만 서식하는 장어다. 그래서 갯장어는 ‘참장어’ 곧

바다에서 나는 진짜 장어”로

“

설명된다. 반면에 ‘검정짱에’는 ‘민물장어’라고도 하는 바와 같이 민물에서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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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어다. 그래서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갯짱에’가 민물과 짠물을 오가는 ‘검정
짱에’보다는 ‘진짜 장어’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다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인
지체계가 발달한 어촌 마을의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검정
짱에’는 곰소만의 ‘풍천장어’로 유명세를 타면서 장어 종류 중에서도 그 경제적 가
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게다가 자연산 ‘검정짱에’도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귀해
지기는 했으나, ‘갯짱에’보다는 출현 빈도가 높고,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어장으로
팔 ‘검정짱에’ 새끼인 실뱀장어잡이가 곰소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정짱에’가 ‘갯짱에’보다 일반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짱에’가

‘

곧 ‘검정짱에’를 지시하는 언어적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원형 범주가 아니면서도 상위 범주 명칭으로 불리는 하위 범주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의어와 원형의 상관관계를 해석할 때 어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위 사례들의 경우, 속칭명으로 불리는 종칭 분류
군들은 관련 어종들의 서식 밀도 또는 출현 빈도가 달라진 생태계의 변화 및 어로
대상(어획물)으로서 가치의 재평가 등이 이루어진 어로활동의 변화를 반영해준다.
그렇다면 연구지에서 ‘가장 고기다운 고기’로 인지되는 전형적인 고기 곧 고기의
심리적 원형은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의 원형 범주가 되는
속칭 분류군은 무엇일까? 어류의 형태적 특징이 ‘몸에 비늘이 있다’는 것이므로, 중
간칭 등급에서 보면

‘1

비늘 있는 것’ 분류군에 원형으로 인식되는 고기 범주가 포

함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속칭 분류군 중에 그냥 생활형칭 이름인
괴기’로 명명된 경우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의어와 원형의 관계로 해석할 수

‘

있는 언어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보자들의 무의식적인 또는 습관적인 언어 사용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해당 지역 바다에서 나는 고기의 종류를
예로 들어야 하는 언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가장 심리적 원
형이 되는 고기일 것이다. 제보자들은 고기 이름을 나열할 때 거의 항상 ‘조구’를

․ 민에 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맨 앞에 두었다. 그 다음으로 ‘갈치’와 ‘농에’
서

‘1

비늘 있는 것’ 중에

‘1.41

‘

’

.

조구’, 특히 참조기로도 불리는

들에게 가장 원형적인 어류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1.41

‘1.41.1

따라

조구’가 어민

조구’는 다형 속칭 분류

군으로서 다섯 개의 종칭 분류군을 가지며 분류법적으로도 이미 중요하게 인식되
는 범주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구’의 원형성이 그것이 가진 형태적 특징이라는 지각 요인에만 기인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기는 갈치와 함께 이 지역 바다에서 주 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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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던 대표 어종이다. 특히 칠산바다

<그림 7-2> 조구(참조기)

를 중심으로 조기잡이는 오랫동안 서해를
대표하는 전통어업이었으며, 조기와 그 가
공물인 굴비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맛있는

․

생선이자 제수용 생선으로서 대량 생산 소
비되어 왔다(오창현

2012;

조숙정

2012).

다

시 말해, ‘조구’는 어류의 전형적인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지역
의 바다 환경에서 서식 분포가 높아 두드러
지게 인식되며, 어로활동의 대상 및 식품으로서도 가치가 높아 문화적 중요성을 획
득함으로써, 어민들의 어류에 대한 인지체계에서 원형 범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보여주는 서해 어민들의 생물 분류의
인지체계가 서해의 대표 어종이 조기라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에 포함된 ‘고래’ 분류군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괴기’ 분류군은 분류학상 어강에 포함되는 종에 대개 대응한다. 그런데 포유강에

‘

속하는 고래가 어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 사량도의 민속 어류학적 연구에
서도 고래는 어류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고래가 우리의 토착적인 민
속구분법상에서 어류의 범주 속에 드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매우 자연스러
운 현상일 것이다”(왕한석

2012b: 88).129)

끝으로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분류법 구조의 변화 또는 그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상술한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는 대체로
년층 제보자들의 지식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세 이상 노

65

대 젊은 어민들에게서

50

이와 다른 분류법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두 개의 속칭 분류군이 발견되었다. 하
나는

‘1.8

농에’ 분류군이고 또 하나는

‘1.26

벵치’ 분류군이다. 농어와 병어는 모두

가치가 높게 인식되는 어종이다.
먼저

‘1.8

농에’ 분류군을 살펴보면, 이 범주는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그런데

50

대 젊은 어민들은 ‘농에’가 두 종류로 구별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종류
별 농어의 명칭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9) 사실 고래는 어류처럼 물속에서 지느러미로 헤엄쳐 다닌다는 형태적․행동적 특징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어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포유강으로 분류하는 과학적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그 민속 생
물학적 지식이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 범주다(Dupré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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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점농에 또는 참농어: 등에 점이 있고 등이 푸르스름하다.
1.8.2 민농에: 등에 점이 없고 등이 거무스름하다.
등의 까만 점의 유무와 색깔의 차이로 ‘농에’를 ‘점농에’와 ‘민농에’로 분류하고
있다. 명칭을 보면, ‘점농에’는 수식어 ‘점’이 속칭명에 결합하여 점이 있는 농어임
을 나타내고, ‘민농에’는 접두어 ‘민-’이 붙어 대조적으로 점이 없는 농어임을 나타
낸다. 즉, 농어의 구별 요인으로 등에 있는 점의 유무가 주요하게 지각되고 있다.
어류도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점농에’는 학명이 점농어(Lateolabrax
민농에’는 농어(Lateolabrax

‘

maculatus)

로,

로서 실제로 서로 구분되는 생물 종이다.

japonicus)

농어의 등에 있는 점의 유무는 노년층
제보자들에게서도 지각된다. 그러나 점은

<그림 7-3> 점농에(점농어)

농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
를 성장 단계에 따라 치어(

稚魚 와
)

成

성어(

魚 로 구분하는 형태적 차이로 지각된다

.

)

다

큰 성어인 ‘농에’는 등에 점이 없지만, ‘깔
때기’ 또는 ‘깔따구’로 불리는 농어 새끼는
점이 있다. 농어 새끼가 점이 있다는 인식
의 발달은 어명을 이용한 별명의 관습화된
비유적 표현에서도 확인되는데, “주근깨 있는 사람을 깔때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이 낚시로 잡아온 큰 농어들을 보면 실제로는 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점
이 작고 연하게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추론해 보건대, 아마도 연구 지역 바
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과학적 종인 점농어와 농어가 어민들에게는 하나의 민속 속
인 ‘농에’로 범주화되어 인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농에’가 ‘점농에’와 ‘민농에’로 세분될 수 있다는 인식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한편

‘

점농에’가 ‘참농어’ 또는 ‘진짜 농어’로 설명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리고 성어

‘

인 ‘농에’에서는 점의 유무가 지각되지 않지만 점이 있는 ‘깔때기’에 대한 지각의
현저성으로 볼 때, 전통적인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1.8

농에’의 원형은 ‘점농

에’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농에’ 분류군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어종의 세분화 현상은 부분적으로

‘

낚시어선업과 관련된 변화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지에서는

년대 중

1980

반 이후 낚시어선업이 활성화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바다낚시꾼들과의 접
촉을 계기로 외부 지식이 전파되어 발생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한 번은 낚시꾼이
잡아온 고기를 선별하면서

요거 요거 점농어.”로 구별하였는데, 선장으로 낚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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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온 젊은 어민은 “다 농어여. 다 농언데, 점이 많이 들어 있는 거는 점농어다

○

고 그러고, 저거는 그냥 농어지.”(김 연, 남,

년생)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과

1960

의 일상 대화에서는 ‘점농에’와 ‘민농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농어’라고 하는데,
점농어와 그냥 농어를 구분하는 낚시꾼이 있는 곳에서는 농어의 종류를 세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30)

민어와 함께 농어는 바다에서 잡는 가장 큰 고기여서 낚시

꾼들이 이 어종을 낚으면 매우 좋아한다. 즉, 농어는 바다에서 낚시로 잡는 ‘좋은
고기’ 곧 ‘고급 어종’으로 높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어류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낚
시어선업을 하는 선장들은 농어와 민어 같은 ‘좋은 고기’에 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낚시꾼들이 어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이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의 전통적인 민속 어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농에’ 하나로 범주화되던 생물 종에 대한 지각이 ‘점농에’와 ‘민농에’로 세분화하는

‘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속칭 분류군

‘1.8

농에’는 앞으로 종칭 분류군의 세분화를 통해 단형 속

칭 분류군에서 다형 속칭 분류군으로 그 분류법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상된다. 농어의 분류법적 변화를 도식화하면

속칭
종칭
다음으로

‘1.26

표

<

과 같다.

7-21>

<표 7-21> 속칭 분류군 ‘농에’의 분류법적 변화 가능성
1.8 농에

벵치’의 경우는

속칭 분류군으로 하위 범주로서

➔

‘1.8

1.8 농에
1.8.1 점농에
1.8.2 민농에

농에’와는 좀 다른 사례다.

‘1.26.1

벵치’와

‘1.26.2

‘1.26

벵치’는 다형

덕재’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 젊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벵치’로 인식되는 ‘월남 병치’가 보고된다. 이 ‘월

50

남 병치’는 병치처럼 은백색에 좌우로 납작하면서 넓적한, 즉 측편형 어종이다. 그
러나 크기는 병치보다 훨씬 작다. 이 어종의 학명은 주둥치(Leiognathus

로

nuchalis)

확인되었다. 이 어종은 그물어업을 하면서 새로 나온 고기라서 이름이 없었는데,
월남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 고기를 보고 월남에서 나오는 병치라고 해서 ‘월남 병
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때 굵은 놈이 잡혀서 먹기도 했는데, 살이 단단하
기만 하고 병치와 달리 맛은 없었다고 한다. 맛도 없고 지금은 굵은 놈도 없고 잔
놈만 나오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없다.
130) 다른 예이기는 하나, 동네로 낚시하러 오는 외부 사람들이 조개 ‘생합’을 ‘백합’이라고 불러서
‘백합’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박○님, 여, 1931년생)는 진술도 있다. 이것은 민속 명칭
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의 새로운 조개 명칭이 소개된 경로가 낚시꾼들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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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병치’가 보이는 형태적 특징이 병어와 유사함에 따라 일종의 ‘벵치’로 지각

‘

하고 명명한 사례는, 새로운 어종이 출현했을 때 기존의 어류에 대한 민속 생물학
적 지식체계가 토대가 되어 어떻게 새 어종을 지각하고 범주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두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다형 속칭 분류군

‘1.26

벵

치’에 세 번째 하위 범주로서 ‘월남 병치’가 포함되면서 종칭 분류군이 확장되는
분류법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칭 분류군

벵치’의 범주 확장이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하

‘1.26

는 민간 지식으로 토착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8

농에’의 가능성과는 달리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농어가 크기가 큰 좋은 고기로서 낚시에서 선호되는 주 어종
이고 맛있는 고가의 횟감으로 널리 식용되는 것과 달리, ‘월남 병치’는 크기도 작
고 병치와 달리 맛도 없어서 식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남 병치’가 형
태적으로 두드러진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도 아니다. 게다가 ‘월남 병치’라는 명칭
자체도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지에서 ‘월남 병치’가 언어적으로 인식되어 민속 어류학적 지식체계에 완전하
게 통합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와 병치 범주의 사례는 민속 생물학적 지식체계의 변화 가능성 및 그 방향
성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어민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은 생

․

태계 어로 기술 등 어로 환경의 변화 및 외부에서 전파되어 들어오는 새로운 지
식체계와의 접촉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역동성을 또한 보여준다.

(3)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른 어류의 구분법
연구지에서는 종류에 따라 고기를 구분하는 민속분류법 외에도 다른 분류 기준
에 의거한 구분 방식도 발견된다. 즉, 연구지에서는 고기를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민속 명칭체계도 발달했다. ‘새끼’ 곧 치어와 ‘다 큰 놈’ 곧 성어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성장 단계에 의한 구분은 성장 과정에서
고기가 크고 작은 크기의 구분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는 면이 있다. 성장 단계와 상
관없어 성어를 크기만으로 구별하기도 하나 그 사례는 극소수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 단계 또는 크기’로 묶어서 그러한 어류의 구분법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

연구지에서는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이용하여 치어와 성어
를 구분하는 경우는 모두

종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종류에 따른 어류의 민속 분

14

류체계에서 각 민속 명칭에 매긴 일련번호를 그대로 가져와 치어명과 성어명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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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화하면

표

<

와 같다. 표에 열거된

7-22>

개 범주의 어류는 대체로 크기가 큰 종

14

류임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생물의 크기가 커야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른
구분이 지각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사실 생물의 크기(size)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해
당 종에 쏟는 문화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각 요인이고, 생물이 크면 클
수록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는 더 정교화되는 경향이 있다(Hunn

2001: 103).

<표 7-22>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른 어류의 구분법

일련
번호
1
2
3
4
5
6
7

치어명
성어명

민속 명칭
1.2 고등에
1.8 농에
1.13.2 검정돔
1.21 민에
1.26.1 벵치
1.29 삼치
1.30.5 재욱상에

8

1.31 서대

9

1.33.1 숭에

10
11
12
13
14

1.37 우럭
1.39 전에
2.2 갈치
2.6 짱대
2.7.2 검정짱에

분류 기준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크기

1.2.1 고돌이
1.2.2 고등에
1.8.1 깔때기 또는 깔따구
1.8.2 농에
1.13.2.1 삐드래기 또는 삐드락
1.13.2.2 검정돔
1.21.1 통치
1.21.2 민에
1.26.1.1 빌붕에
1.26.1.2 벵치
1.29.1 고시
1.29.2 삼치
1.30.5.1 나드래상에 또는 행동상에
1.30.5.2 재욱상에
1.31.1 서대박대
1.31.2 서대
1.31.3 치서대
1.33.1.1 모치 또는 몰치․모챙이
1.33.1.2 칼자리숭에
1.33.1.3 숭에
1.37.1 우럭
1.37.2 개우럭
1.39.1 되미
1.39.2 전에
2.2.1 풀치
2.2.2 갈치
2.6.1 까시락짱대
2.6.2 짱대
2.7.2.1 실뱀장어 또는 시라시
2.7.2.2 검정짱에

성장 단계
크기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이 어류 대부분은 어민들이 매우 흔하게 잡거나 중요하게 인식하는 어종

․ 검정돔 ․ 민에 ․ 우럭 ․ 벵치 는 좋은 고기 의 대표 어종이고 서
대 ․ 숭에 ․ 갈치 ․ 검정짱에 는 과거 주 어장이었거나 현재 주 어장인 어종이다
이다. ‘농에’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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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벵치 ․ 숭에 ․ 검정짱에

검정돔’

‘

‘

’

‘

’

‘

등은 그것이 속하는 다형 속칭 분류군에서 원

’

형 또는 원형에 준하는 인식과 관심을 받는 어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개 범주 중

14

‘1.31

서대’와

‘1.37

우럭’을 제외한

개 범주는 크기의 의미를 내

12

포한 성장 단계에 따라 치어와 성어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 ‘우럭’과 ‘개우럭’으로 구분한 경우다.

‘1.31

‘1.37

우럭’은 성어를 크기에

서대’는 치어와 성어의 구분과 크

기별 구분이라는 두 의미차원이 모두 개입된 경우다. ‘서대박대’와 ‘서대’의 구분은
성장 단계에 의한 것이고, ‘서대’와 ‘치서대’의 구분은 성어의 크기에 의한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범주가 치어와 성어의 두 단계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와

‘1.33.1

‘1.31

서대’

숭에’는 세 단계로 좀 더 세분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범주의 구분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31 서대
1.31.1 서대박대: 서대 새끼
1.31.2 서대: 다 큰 보통 서대
1.31.3 치서대: ‘치’[키]처럼 아주 큰 서대
1.33.1 숭에 또는 참숭어
1.33.1.1 모치 또는 몰치․모챙이: 숭어 새끼. 10㎝ 내외로 어른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더 크다.
1.33.1.2 칼자리숭에: 중간 숭어. 손가락 3개 굵기에 20㎝ 정도로 컸으나 아직 성어가 안 된
숭어. 칼자루 모양처럼 생겼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1.33.1.3 숭에: 다 큰 숭어
서대’는

‘

년대 중반 이후 주낙어업에서 그물어업으로 어로활동의 어구어법이

1970

전환될 때 처음으로 그물잡이가 시작된 어종으로,
장을 형성했었다. ‘숭에’도

년대까지 서대잡이는 주 어

1990

년대에 겨울 어장으로서 어민들의 주 어장이 되었었

1990

다. 그리고 어획된 고기는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는 크기별로 선별되어 매매되었다.
요컨대 ‘서대’와 ‘숭에’ 범주에서 보이는 성장 단계 또는 크기에 따른 세분화는 어
로활동과 관련된 문화적 관심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숭에’의 경우 성장 단계 및 크기에 따라 범주를 세분하는 경향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어류학자 정문기(1977:

288-290)

는 여러 지역에서 숭어를 구분하는 방언을 정리했다. 숭어는 적게는 세 개에서 많
게는 아홉 개까지 범주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어학자 장태진(1969)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에서 특히 숭어의 어휘 분화가 매우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경
남 사량도 어촌의 사례(왕한석

2012a:

102)

에서는 ‘숭에’가 ‘모치’와 ‘숭에’ 두 가지

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로서는 숭어의 범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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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숭어가 일 년 내내 연안에서 무리지어 서
식하는 토착 어류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여름이면 ‘모치’ 떼가 검은 방석
처럼 해안가에서 몰려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연안성 토착 어류인 숭어의 성
장 과정이 쉽게 관찰되고 다양한 크기의 숭어가 때를 달리하며 잡히는 것이다.
한편 성장 단계 및 크기별로 구분된 숭어의 종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위 세
사례에서 지목된 숭어는 학명이 숭어(Mugil

cephalus)

서 ‘숭에’ 곧 ‘참숭어’는 학명이 가숭어(Chelon

인 종류다. 이와 달리 연구지에

haematocheilus)

인 종류다. 왜 분류의 대

상 어종이 숭어와 가숭어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연구지에서는 ‘참숭어’로 불리는 ‘숭에’(가숭어)가 ‘개숭어’로 불리는 ‘실치’(숭어)보
다 더 선호되는 어종임에는 분명하다. “숭어는 양반이고 실치는 쌍놈”이라는 비유

○

처럼(전 수, 남,

년생), ‘참숭어’가 ‘실치’보다 더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1938

점에서도, ‘실치’보다 ‘참숭어’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두족류’의 분류법
(1) ‘두족류’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두족류’는 먹통과 발을 가지며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
서 기어 다니는 동물 범주다. 특히 ‘먹물을 쏜다’ 또는 ‘먹통이 있다’는 행동적 또
는 형태적 특징이 이 범주를 개념화하는 공통점으로 인식된다. ‘괴기’ 분류군과 달
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범주에 대한 일반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
구지에서도 관습화된 어휘적 명칭이 발견되지 않는다. 바다 동물에 대한
민속 명칭 중 ‘두족류’ 분류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두족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표

<

가지

192

개다. 분류학상 연체동물문

9

을 참조할 것.)

7-6>

생활형칭 ‘두족류’의 분류법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중간칭 등급에서 두 개의 분
류군이 나타난다. 두족류는 등뼈의 유무와 이동 방식의 차이에 의거해 구분되는데,
중간칭 분류군의 명칭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어과: 등뼈가 없고 발로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두족류. 대가리가 둥글다.
2 오징에: 등뼈가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두족류. 몸통이 둥글다.
등뼈가 없고 발로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두족류를 개념화하는 첫 번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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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분류군은 관습화된 명칭이 없는 숨겨진 범주다. 이 중간칭 분류군에 포함되는
종류 중 하나가 문어인데, 이 분류군의 이상적인 두족류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이
숨겨진 중간칭 분류군을 ‘문어과’로 편의상 부를 것이다. ‘문어과’와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중간칭 분류군은 등뼈가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두족류로 개념화
된다. 이 중간칭 분류군은 ‘오징에’[오징어]라는 민속 명칭으로 불린다.
한편 이 두족류의 중간칭 분류군

‘1

문어과’와

의 형태적 차이에 의해서도 지각된다. 어민들은
분을 대가리로,

‘2

그 형태적 차이로

‘2

‘1

문어과’는 발이 붙어 있는 윗부

오징에’는 발이 붙어 있는 윗부분을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1

문어과’는 대가리가 둥근 것으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한다. 그러나

오징에’는 또한 대가리와 몸통

‘2

‘1

문어과’나

‘2

‘2

오징에’는 몸통이 둥근

오징에’나 발은 모두

오징에’가 두 개의 긴 ‘닻줄’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두 중간칭 분류군에서 세분된 속칭 등급의 분류군은 모두
분류군이

‘1

문에과’에 속하는데,

가 그것이다.
‘2.2

‘2

개인 것으로 인식

8

‘1.1

․

낙지’

․

문에’[문어]

‘1.2

오징에’에 속하는 속칭 분류군은 다섯 개로,

․

물오징에’[물오징어]

‘2.3

․

오징에밥’[오징어밥]

‘2.4

개다. 이중 세 속칭

8

‘1.3

쭈께미’[주꾸미]

‘2.1

꼬록’[꼴뚜기]

․

오징에’[오징어]

‘2.5

․

한치’

가 그것이다. 이 여덟 가지 속칭 분류군 중 한 분류군을 제외하고 일곱 개가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유일한 다형 속칭 분류군은
대롱’과

‘2.4.2

‘2.4

오징에’다.

‘2.4

오징에’는

밀통’으로 불리는 두 개의 종칭 분류군을 포함한다. 다음

표

<

‘2.4.1
7-23>

은 생활형칭 분류군 ‘두족류’의 민속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생활형칭

두족류

<표 7-23> 생활형칭 분류군 ‘두족류’의 민속분류법

중간칭

대표형
1.1 낙지
1 1.2 문에
문어과 1.3 쭈께미
2.1 꼬록
2.2 물오징에
2.3 오징에밥
2
오징에
2.4 오징에
2.5 한치

속칭

변이형
낙자
문어
쭈끼미
쭈꺼미
쭈꾸미
꼴뚜기
물오징어
수레미
오징어밥
오징어
참오징에
참오징어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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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

2.4.1 대롱
2.4.2 밀통

종칭

변이형

참오징에
참오징어
미롱
밀오징어
개오징어

변칭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두족류’는 모두

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4

이루어진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숨겨진 범주를 포함하여
총

개의 두족류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등급 구조로 보면 1생활형칭

13

2

중간칭 8속칭 2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민속 명칭으로 인식되는 전체 두족류가 범주화되는 민속 분류체계의 큰 틀을 파
악했으므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간칭

‘1

문어과’에 포함되는 세 하위 범주들은 모두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이

세 속칭 분류군들은 크기라는 형태적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제보자들은 거의 항상
크기가 큰 순서에 따라

‘1.2

․

문에’

‘1.1

․

낙지’

‘1.3

쭈께미’의 순서로 진술하였고,

문어를 준거로 이 범주를 설명하였다. 즉, 속칭 분류군
‘1

‘1.2

문에’가 중간칭 분류군

문어과’의 원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중간칭

‘1

문어과’의 원형으로 인식된 속칭

‘1.2

문에’가 원래 이

지역 바다에서 나지 않던 종이라는 점이다. 과거 갯벌에서 맨손어업으로 또는 바다
에서 통발로 낙지잡이가 이루어졌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오늘날까지 주꾸미잡이는
주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어민들에 의하면, 문어는 서해안에서 나지 않
던 어종이었는데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로

년부터 문어가 서해안에

2006

도 출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어가 원형 범주로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1

문어과’ 분류군은 크기라는 형태적 특징이 주요 분류 기준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보자들은 생물 이름을 나열할 때 대개 큰 것부터 시작해
서 작은 것으로 진행하는 진술 방식을 보여주었다.

Hunn(2001:

103)

의 지적처럼,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생물의 크기는 문화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각 요인임에 분명하다.
연구지에서 어로활동의 주 어종이 되고 있는 것은

‘1.3

쭈께미’뿐이다. 주꾸미는

종자’가 하나뿐인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그러나 어로 대상으로서 문화적 관심이

‘

높기 때문에, 어장이 형성되는 계절에 따라 주꾸미를 ‘봄 쭈께미’와 ‘가을 쭈께미’

․

로 구분하기도 한다. 크기와 알의 유무가 형태적 생태적 특징으로서 주요하게 지
각된다. ‘봄 쭈께미’는 크기가 크고 대가리에 쌀 같은 알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가을 쭈께미’는 크기도 작고 알도 없다.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산란

‘

하러 연안으로 올라온 주꾸미는 다 큰 놈이므로 크기가 크고 알을 배고 있다. 봄에
산란된 알들이 부화되어 자란 것이 가을에 잡히는 ‘가을 쭈께미’다. 그래서 ‘가을
쭈께미’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라 크기가 작다. 이 ‘가을 쭈께미’가 겨울에 깊은 바
다로 나가 성장한 후 봄에 산란하러 다시 연안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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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칭

<그림 7-4> 쭈께미(주꾸미)

오징에’는 이미 그 명칭에서도

‘2

드러나는 바와 같이,

‘2.4

오징에’ 속칭 분류

군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2.4

오징

에’는 명칭상 상위 범주 명칭과 다의어 관
계에 있고 또 ‘참오징어’로 불린다. 그리고

두족류’ 분류군 중에서 유일하게 다형 속칭

‘

분류군으로서 분류법적 세분화를 보이며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크기의 면에서도

‘2.4

오징에’가 오징어 중에 제일 큰 것으로 인

<그림 7-5> 대롱(갑오징어)

식되는데, 제보자들은 크기가 큰 순서에 따
라

․ 물오징에 ․ 꼬록 의

오징에’

‘

‘

말한다. 게다가

’

‘1

‘

’

순서로

문어과’와 대조를 이루는

오징에’를 설명할 때 그것은 곧

‘

‘2.4

오징

에’에 준거하고 있다.
‘2.4

오징에’는 배 모양의 두꺼운 등뼈가

있는 오징어로서 일반적으로 갑오징어로 알
려져 있는 부류다.

‘2.4

오징에’는 등뼈 끝의

침의 유무와 몸통 색깔에 의거해

‘2.4.1

대롱’과

‘2.4.2

밀통’으로 종칭 등급에서 세

분화된다. 전자는 등뼈 끝의 침이 뾰족하게 나와 있고 적갈색의 빛을 띠며, 후자는
등뼈 끝의 침이 없어 뭉툭하고 거무스름하다. ‘개오징어’라고도 하는
아니라 ‘참오징어’로 불리는
민들은

‘2.4.1

대롱’이

‘2.4

‘2.4.2

밀통’이

오징에’의 원형 범주로 인식된다. 어

년대까지 갑오징어를 많이 잡았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밀통’이 주로 잡

1980

혔고 ‘대롱’은 귀했으나, 지금은 거꾸로 ‘밀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대롱’
이 많이 잡힌다고 한다. ‘대롱’이 ‘밀통’보다 더 맛있는 갑오징어로 인식된다.
‘2.4

오징에’ 분류군과 가장 밀접하게 대조를 이루어 인식되는 것이

‘2.2

물오징

에’ 분류군이다. 이 ‘물오징에’는 동해안에서 주로 나는 살오징어를 지시한다. 두툼
하고 큰 등뼈가 있고 몸통이 둥그스름한

‘2.4

오징에’와 달리,

‘2.2

물오징에’는 머

리카락 같이 가느다란 등뼈가 있고 몸통이 길쭉한 것으로 구별된다. 어민들에 따르
면, 동해안에서만 나던 이 ‘물오징어’가 환경 변화에 따라 문어처럼 서해안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잡히고 있다고 한다.
연구지에서 두족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오징어 종류가

‘2.4

오징

에’ 곧 갑오징어로 개념화되어 있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오징어’는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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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나는 오징어 곧 살오징어가 원형 범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다. 갑오징어의
이름에

결합되어

있는

갑-’이라는

‘

유표적(marked)

표지는

오징어가

무표적

범주 곧 원형이고 갑오징어가 주변적 범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unmarked)

다. 그런데 연구지에서는 이와 반대의 분류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그럴
까? 어민들이

‘2.4.

오징에’는 서해에서 나는 오징어이고

‘2.2

나는 오징어로 구분한다는 점과 과거 이 지역 바다에서
다는 점은 이 의문과 관련해 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물오징에’는 동해에서

‘2.4

오징에’를 많이 잡았
오징에’ 곧 갑오징어

‘2.4

가 이 지역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오징어 종류라는 생태적 조건이 주어져 있음
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어로 대상으로서 문화적 관심이 높
은 어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에서 ‘오징에’ 또는 ‘참오징에’로 불리는 갑
오징어가 원형 범주로 인식된 것은, 서해 연안 어촌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의
특수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동해와 인접한 남해의 경남 사량도의 어류 구분법 연구(왕한석
2012b:

에 따르면, 본 연구지에서 ‘물오징에’로 보고된 살오징어가 ‘참오징에’이

105)

고, ‘참오징에’로 보고된 갑오징어가 ‘각식이 또는 먹통’으로 불린다. 즉, 살오징어
가 상위 범주 ‘오징에’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오징에’가 살오징어인지

․

갑오징어인지의 차이는, 살오징어가 주로 서식하는 동해 남해와 갑오징어가 주로
서식하는 서해의 상이한 생태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의 주
요 특징 중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2) 어류와 두족류의 민속 생물학적 범주 검토
두족류가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으로 범주화된 왕포 어촌의 사례와 달리, 중간
칭 등급의 분류군으로 범주화되는 민족지 사례가 있어, 두족류의 민속 생물학적 범
주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남 사량도의 어류 구분법을 연구한 왕한석(2012b:

에 따르면, 생활형칭

85-125)

분류군 ‘개기’[고기] 곧 어류(fish)는 아래 등급에서 중간칭 분류군으로 ‘순개기’와
순개기가 아닌 것’을 포함한다. 중간칭 ‘순개기’는 보통의 고기를 포함하는 범주이

‘

․ 문에 ․ 오징에 ․ 쭈

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중간칭 ‘순개기가 아닌 것’은 ‘낙주’

軟體

끼미’와 같은 소위 ‘연체(

)’

‘

’

‘

’

‘

어류를 포함하는 민속 범주다. 즉, 사량도에서는 생

활형칭 분류군 ‘개기’가, 왕포 어촌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분류
군 ‘괴기’와 ‘두족류’를 모두 포함하며 보다 넓게 범주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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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지에서는 생활형칭 등급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괴기’와 ‘두족류’ 분류군
이, 사량도에서는 중간칭 등급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

표

<

는 두 어촌에서

7-24>

발견된 어류와 두족류의 분류법적 위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7-24> 두 어촌에서의 어류와 두족류의 분류법 비교

사량도(도서 어촌)
생활형칭
개기
중간칭 순개기 순개기가 아닌 것
한편 왕한석(2010b:

왕포(연안 어촌)
괴기
두족류
비늘 있는 것 비늘 없는 것 문어과 오징에

은 또한 전남 진도군 조도 어촌의 어류 구분법에 대한

69-70)

기술에서, “제보자들이 ‘개기’의 범주 속에 넣지는 않았지만(즉 좁은 의미의 ‘개기’

․

로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개기’와 유사한 다른 어종들이 있다.”고 하면서, 낙지

․ 오징에 ․ 쭈끼미 를 대표 어종으로 보고하였다

문에’

‘

‘

’

‘

’

.

조도의 사례는 아직 본격

적인 민족어류학적 기술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량도처럼 ‘개기’가 어류와 두
족류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넓은 민속 범주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어류와 두족류의 범주화에서 나타난 분류법적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듯하다. 첫째,
한국 사회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두족류는 어류의 일종인가? 둘째, 오늘날
두족류의 분류법적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어류와 두족류의 분류법적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 두족류가 어류의 일종인
가라는 질문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민속 범주로서 어류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지에서 두족류가, 오늘날 생활형칭 등급에서 ‘괴기’와 대조를 이루는 별
개의 분류군으로 범주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류와 매우 유사한 바다 동물로 인지
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첫째, 두족류에 속하는 어종의 이름에

魚

어(

)

자가 포함된다. 문어(

文魚 와
)

오징어(

烏賊魚 가
)

․ ․ ․

대표적이다. 게 새우 가재

조개 등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에 속하는 바다 동물들의 이름에는 ‘괴기’를 의미하

․

는 형태소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형태적 행동
적 특징이 어류와 유사하게 지각된다. 두족류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 부위
명칭에서 이동 수단이 되는 지느러미가 어류처럼 ‘날개(미)’로 불리고 그 이동 방식
이 ‘휘어 댕긴다’(헤엄쳐 다닌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셋째,

개 생활형칭 분류군

11

중에서 두족류만이 유일하게 민속 명칭이 분화되지 않은 숨겨진 범주다. 생활형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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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서 ‘가재’나 ‘고동’과 같은 생물 범주도 이름으로 구별되는데, 크기도 크고
문화적 중요성도 훨씬 높은 두족류에 대한 별개의 일반 명칭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의문스러운 점이다. 즉, 두족류가 오늘날 한국인들의 민속 생물학적 분
류체계에서 상당히 모호한 분류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인다.

『자산어보』 를 보면 두족류의 어종들
이 烏賊魚 오징어 ․鰇魚 속명 高祿魚 꼴뚜기 ․章魚 속명 文魚 문어 ․石距 속명
絡蹄魚 낙지 ․蹲魚 속명 竹今魚 주꾸미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은 비늘 있
한편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전이 쓴
(

)

:

)

(

:

(

는 고기인 ‘인류(

(1814)

:

鱗類 와 대조를 이루는
)’

)

(

)

,

:

)

(

,

무린류(

‘

無鱗類 로 범주화되고 있다
)’

두족류

.

가 그 당시 넓은 의미의 어류로 인지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류 방식이다.
생물 관련 속담 중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생선 가게

魚 도 많을 터인데

에 작고 보잘 것 없는 고기(

․

,

)

왜 하필 ‘꼴뚜기’를 갖다가 썼을까?

․ ․

․

꼴뚜기를 포함한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도,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등의 어류
와 함께 어물전에 자리할 수 있는 고기로서 인지되어야만 가능한 수사적 표현일

․

․

것이다. 그러나 문어 오징어 꼴뚜기는 고기는 고기라도, 사량도 어민들의 표현을
빌면 “순개기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꼴뚜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족류 중에서
도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기이면서도 고기 같지 않고 가장 볼
품없는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킬 수 있는 생선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상술한 여러 측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두족류가 어류의 일종
으로 범주화되었음을 방증해준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고기(

‘

魚

가 어류와 두족류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魚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민간 지식 속에서 두족류가 ‘고기(

)’

또는

생선’으로 사고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어류 분류법이 발

‘

달한 어촌 사회들에서조차 나타나는 어류와 두족류의 상이한 범주화는 이러한 변
화의 측면을 보여준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두족류의 분류법적 차이
는 ‘고기(

魚

)’

범주의 개념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연구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괴기’ 곧 ‘고기’의 명
칭 사용이 가지는 중의성이었다. 한국어 단어 ‘고기’는 한편으로는 한자로
영어로

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로

fish

중의적 단어다.

131)

제보자들은 일상적으로 어류

魚 또는

肉 또는 영어로 를 의미하는
외에도 주꾸미․꽃게․대하 등도
meat

131) 12세기 경 송(宋)나라 사람 손목(孫穆)이 지은 백과서 『계림유사(鷄林類事)』에는 당시 고려인
들이 사용하던 어휘 약 360개가 분류․편찬되어 있는데, 그 중에 “魚肉皆曰故記”라는 말이 수록되
어 있어(이숭녕 1935; 여찬영 1994) 한국어에서 ‘고기’의 중의적 표현이 이미 오래된 언어 사용
의 예임을 짐작케 한다.

- 342 -

고기’로 부르곤 하였다. 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7-2]
“조기, 갈치 그때는, 지금은 갈치, 조기가 없는디, 그때는 이 앞에가 걍 그런 것이 걍 널렸었어
고기가. 조기, 갈치 그런 것. 아주 좋은 고기만. 인자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고기지. 그때는 한 사십
년 전에는 오십년, 사십오년 이상 되겄고만. 그때는 좋은 고기가 많엤었고, 최고 많은 고기는 조기,
갈치, 쭈꾸미.”(전○수, 남, 1938년생)
“어떻게 바닥[바다]에 고기만 믿고 사냐고? 만약에 안 나면? 올 봄에 쭈께미 안 나고 기(꽃게)
안 나 버린게 뭣 된가 지금?”(김○만, 남, 1937년생)
“쭈끼미도 바람 불믄 많이 잽히고, 봄에 대화라는 고기도 바람 불먼 더 잽히고. 바람 뒷날 가먼.
… 어쨌든 쭈께미는 바람 불먼 나서. 언허니 더 나와 고기가.”(김○풍, 남, 1943년생)
“(갓젓을 밀기 시작한 첫날) 뭔 고기고 초사리 고기가 맛있어.”(김○풍, 남, 1943년생)
연구지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어물(

魚物 을 가리키는 데
)

고기’가 일반적으로 사용

‘

․

․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개류는 ‘고기’로 지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류 두족류

․

게 새우 등을 잡는 어로활동은 모두 ‘고기 잡는다’로 표현되지만, 조개를 잡는 어
로활동은 ‘조개 잡는다’는 별개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어(

魚

)

자를 먹는 고기(

肉 로 해석하며

물에 사는 건 다 물고기”로

“

)

설명함으로써, 왜 연구지에서 어류 외에 바다에서 나는 동물들이 다 ‘고기’로 지시
되는지를 이해시켜 주었다.

[사례 7-3]
“괴기 어(魚) 자. 물속에 사는 건 전부 어물(魚物)인게. … 물에 사는 건 다 물고기지 일단. 고기
라는 부분은 사람이 먹는다(肉)는 뜻여 그게. 그리서 물이서 사는 것을 사람이 먹는다 그 말여. 근
게 물고기의 전체, 물에서 사는 것은 일단 다 물고기지.”(김○만, 남, 1937년생)
그러나 먹는 고기로서 고기(

肉 가 생물로서 고기 魚 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
)

(

)

다. 다음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7-4]
“해파리는 안 썼는가? 그거는 괴기(魚)가 아닌게. 먹은 게 그것도 고기(肉)는 고기야 겄네. 해파
리도 다 먹잖여. (@먹는 거 따지지 말고.) 그거는 고기(魚)가 아녀 그건. 해파리는 고기라고 허들
안 허지.”(김○만, 남, 1937년생)
위 제보자는 ‘해파리’가 ‘고기’일 수 있는 것은 먹기 때문이지만, 먹는 것과 상관
없을 때는 ‘고기’일 수가 없다고 말한다. 전자의 고기는
기는

魚를 의미한다

.

肉을 의미하고 후자의 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여러 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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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을 의미하는 또는 중의적 의미로 고기 로 지시하지만 식용과 구별된 분명
한 맥락에서는 肉의 고기와 魚의 고기를 구분한다 짐승과 새 등 민속 동물학적 분
물을

‘

’

,

.

류체계와 관련된 인터뷰 상황에서 진술된 다음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7-5]
“그건(주꾸미) 고기라고 칭을 헐 수가 없는디, 그것이 쭈끼미나 문어 이런 것은 아... 그것이 직접
적으로 비닐[비늘]이 없고 그러기 따문에 고기(魚)라고 칭을 헐 수가 없는디. … 바닥[바다]에 난닥
히서 그게 고기(魚)라고 칭을 헐 수가 없고. 게나 저런 것은 고기라고 칭을 헐 수가 없고, 게는 게
여 일단은. 게는 게고. 고기 종류라고 하먼 상어, 인자 비늘 도친 거 이런 거, 뭐 광어 이런 거 보
고 고기라고. 우럭이니 놀래미니 그런 것, 비닐이 있고 모다 그런 종류를, 갈치니, 그런 것을 고기
라고 헐 수가 있고.”(김○갑, 남, 1941년생)
즉, 오늘날 연구지에서는 두족류가 ‘괴기’와 가장 유사한 바다 동물 범주로 지각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속 동물학적 관점에서 ‘괴기’와 ‘두족류’가 분명히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생활형칭 등급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괴기’는 두족류
가 포함되지 않은 좁은 의미의 어류로 인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량도 어촌의 경우는 여전히 ‘개기’의 범주가 두족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족류가 ‘개기는 개기인데, 순개기는 아니다.’
라는 표현은(왕한석

2012b: 88),

개기’ 범주에서 두족류의 주변성을 의미한다. 그리

‘

고 조도 어촌의 경우도 제보자들이 두족류를 “좁은 의미의 ‘개기’로 인지하지는 않
았[다]”는 것은(왕한석

2010b:

69),

두족류의 범주적 주변성 내지는 ‘개기’ 개념의

의미가 이미 좁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자는 콩의 구분법에 관한 연구에서, ‘땅콩’이 ‘콩(두류)’ 범주에서 ‘견과류’ 범
주로 그 개념 경계를 이동하게 된 것이 땅콩의 범주적 주변성과 관련됨을 살펴본
적이 있다(조숙정

2010b:

114-118).

특정 의미영역 안에서 원형성에서 멀면 멀수록

그래서 영역의 경계에 위치한 범주일수록 어떤 자극을 계기로 의미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魚 는 과거 훨씬 넓게 인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념 범주로서 ‘고기(

)’

되었으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자극을 계기로 주변적이었던 두족류가 범주 경계를
넘어 오늘날 별개의 범주를 형성하였거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
량도와 왕포 어촌의 민속 어류학적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어류와 두족류의 분류법

魚

적 차이는, 오늘날 ‘고기(
화 내적 변이(intra-cultural

)’

범주가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는 변화를 가리키는 문

variation)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량도와 왕포 어촌에서는 왜 이러한 분류법적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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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왜 두족류는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은 가능할

․

것이다. 하나는 전자는 도서 어촌이고 후자는 연안 어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차
이다. 바다에 의한 상대적인 고립성과 영토의 한계성이라는 도서성(insularity)
(Fosberg 1963;

이기욱

에서 재인용)이라는 도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 때문

1993: 382

에, 섬 사회는 독특한 도서 문화의 양상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어 왔고 많은 어촌
연구들이 “원시문화의 기록을 위한 표본적인 지역”(이기욱

1993: 375)

으로서, 즉 전

통 문화가 상대적으로 보존된 지역으로서 고립된 도서 어촌에 주목해 왔다.

132)

즉,

연안 어촌인 왕포보다 도서 어촌인 사량도를 더 전통적인 사회로 상정한다면, 사량
도에서 발견된 ‘개기’의 넓은 범주가 더 전통적인 민간 지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왕포 어촌에서 주꾸미잡이가 오래된 어로활동이라
는 점과 해산물 소비의 변화라는 점이다. 주꾸미를 주 어로 대상으로 해온 왕포 어

․

촌에서는, 해산물 소비의 증가와 함께 오징어 주꾸미 등 두족류에 대한 문화적 중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시장의 해산물 분류 방식을 보다 일찍이 수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3) ‘기’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기’[게]는 몸이 딱딱한 껍데기에 싸여 있고 집게발이 있으며 발
로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범주다. 특히 한 쌍의 커다
란 집게발을 포함한

개의 딱딱한 다리와 등딱지가 주요하게 지각된다. 한국 사회

10

에서 일반적으로 ‘게’로 불리는 부류다. 바다 동물에 대한

개의 민속 명칭 중

192

17

개가 이 생활형칭 ‘기’에 해당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바다 동물의 이름은 생활형
칭명(life-form

name)

기’가 접미어로 결합된 복합형 일차 어휘소여서, 그 하위 범주

‘

임이 언어적으로 바로 드러난다.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갑각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

표

<

를 참조할 것.)

7-9>

132) 이와 관련하여 도서 문화 연구가 지닌 관점과 분석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기욱(1984)
은, 한국의 도서 문화가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가 보존된, 전체 한국 문화의 주변 문화로만 취급되
어 왔고 한반도에서 이주된 문화라는 점이 간과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전경수(1989)는, 육지에서
사라진 또는 사라져가는 낙도의 민속을 통해 전통문화를 구명하려는 시도가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에서 희귀한 것을 찾는 보물찾기식의 낭만성”을 지닌 박물학적 연구 경향이 있음을 비판했다.
조경만(1995)은,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도서성에 의한 고립과 환경이 도서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또는 과거의 형태가 있으리라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내용은 환경조건과 도
서문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제로 다룬 경우는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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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칭 분류군 ‘기’의 분류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범주에서도 중간칭 등급
에서 두 개의 분류군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간칭 분류군들은 모두 숨겨진 범주
이므로, 그 주요 특징에 의거해 ‘헤엄치는 게’와 ‘기어 다니는 게’로 편의상 부르겠
다. 즉, 중간칭 등급에서 ‘기’는 그 형태적 특징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동 방식이 분
류 기준으로 지각된다. 그 분류군의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헤엄치는 게: 노 같이 납작한 발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게
2 기어 다니는 게: 발로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게
중간칭

‘1

헤엄치는 게’는 5쌍의 다리 중 다섯 번째 다리 한 쌍이 노처럼 납작해

서 그것으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게를 개념화한 범주다. 중간칭

기어 다니

‘2

는 게’는 5쌍의 다리가 모두 땅을 기어 다니기에 적합하고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
없는 게의 범주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으로 게의 중간칭 등급을 범주화하는 방식
은 생물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관찰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연구지가

․

어촌이라는 생태적 생업적 특징과 밀접히 관련된 인식의 발달일 것이다.
두 중간칭 분류군에서 세분된 속칭 등급의 분류군은 모두
속칭 분류군이

․

기’

‘1.4

헤엄치는 게’에 속한다. 즉,

‘1

호랭이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은 이보다 훨씬 많은

․
기․
기’
’

‘2.5
‘2.11

․
참기 ․

비암기’
’

‘2.6

‘2.12

개다. 즉,

13

․

살딱기’

․

털기’

‘2.1

‘2.7

‘2.13

‘2

‘1.1

개다. 이중 네 개의

17

․

밤기’

‘1.2

․

방칼기’

‘1.3

뻘떡

기어 다니는 게’에 속하는 속칭 분류군

․

갈기’

‘2.2

․

서발이기’

․
식기 ․

노랑기’

‘2.8

‘2.3

’

투구기’가 그것이다. 이

․
지름기 ․

농발기’

‘2.9

‘2.4

’

똘짱

‘2.10

집

개 속칭 분류군은 모

17

두 최종 범주가 되는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따라서 생활형칭 ‘기’의 민속 분류체
계에서 종칭 등급의 분류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속칭의 하위 등급 분류군이 나
타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류법적 구조다. 다음

표

<

는 이상에서 기술

7-25>

된 생활형칭 분류군 ‘기’의 민속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5> 생활형칭 분류군 ‘기’의 민속분류법

속칭
생활형칭 중간칭
대표형
변이형
밤게
1 1.1 밤기
방카기
헤 1.2 방칼기
독기․돌게
엄
기
치 1.3 뻘떡기
꽃기․꽃게
는
참게․게
호랑이게
게 1.4 호랭이기
범기․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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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칭
대표형 변이형 변칭

2.1 갈기
2.2 노랑기
2.3 농발기
2.4 똘짱기
2.5 비암기
2.6 살딱기
2.7 서발이기
2.8 식기
2.9 지름기
2.10 집기
2.11 참기
2.12 털기
2.13 투구기

2

기
어
다
니
는
게

갈게
노랑게
농발게
쫄짱기
뱀게
살딱게
서발이
식게
칙기․칙게
기름게
집게
참게
털게․찍기기
투구게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기’는 모두 3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이루
어진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숨겨진 범주를 포함하여 총
개의 게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등급 구조로 보면

20

생활형칭

1

중간칭

2

속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17

이제 게의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분류군들 사이의 내적 구조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간칭
없는 바다에 서식하는 종류이고,

‘1

‘2

헤엄치는 게’는 마을 주변 갯벌에서는 볼 수

기어 다니는 게’는 주로 마을 주변 갯벌을 기

어 다니며 사는 작은 게이고 일부는 물속 땅에 서식한다. 크기의 면에서 전자에 속
하는 게 종류가 후자에 속하는 게 종류보다 더 큰 편이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로
대상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전자의 중간칭에 속하는 것들로 속칭
방칼기’(민꽃게)와

‘1.3

‘1.2

뻘떡기’(꽃게)가 그것이다. 크기가 가장 크고 현재 주 어장이

형성돼 있는 꽃게는 ‘참게’라고도 불리며 일
상 대화에서는 그냥 ‘기’[게]로 불린다. 그리

<그림 7-6> 농발기(농게)

고 게 종류를 나열하는 진술에서도 제보자
들은 크기가 가장 큰 종류부터 언급하는데
‘1.3

․

뻘떡기’

방칼기’가 가장 먼저 나

‘1.2

온다. 그 다음으로는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8

․

식기’

‘2.3

농발기’가 보고된다.

따라서 게의 민속 분류체계에서는

‘1.3

뻘떡

기’가 원형 범주인 것으로 이해된다.
‘1.3

뻘떡기’라는 민속 명칭은 게가 땅에 가만히 엎어져 있다가도 큰 집게발과

몸을 갑자기 뻘떡 들며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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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뻘떡기(꽃게)

금은 일상 대화에서 대개 그냥 ‘기’ 또는
꽃게’로 지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마

‘

도 주 어장이 되고 있는 꽃게잡이와 관련된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뻘떡기’에 대한 두드러진 인식을 반영하

‘

듯 다양한 구분법과 명칭체계가 잘 발달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꽃게의 구분법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꽃게는 성별에 따라 ‘암키’[암게]와
수키’[수게]로 구분된다. 배의 ‘배꼽’(생식기 덮개) 모양의 형태적 차이에 의해서 구

‘

별 가능한데, ‘암키’는 ‘배꼽’이 넓적하고 ‘수키’는 뾰족하다. 사실 모든 게류는 암수
구분이 외형적으로 가능하다.

133)

그러나 암수 구분에 대한 지각은 꽃게와 ‘방칼기’

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마도 다른 작은 게들과 달리 이 큰 종류의 게의 경
우는 알 밴 게를 실제로 접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꽃게의 경우는 암수에 따라 판
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민감하게 지각될 것이다.
둘째, 꽃게는 성장 단계에 따라 ‘사시랑기’와 ‘꽃기’로 구분된다. 전자는 어린 작
은 꽃게이고 후자는 다 큰 꽃게다.

․ 살딱기 ․ 깡

셋째, 꽃게는 허물을 벗은 후 껍데기가 굳은 강도에 따라 ‘물렁기’

‘

’

‘

깡한 기’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물렁기’는 탈피 후 아직 갑각이 완전히 굳지 않아
서 물렁물렁한 상태의 꽃게다. ‘살딱기’는 완전히 굳지 않아 아직 살짝 물렁한 꽃
게다. ‘깡깡한 기’는 갑각이 완전히 굳어 단단한 상태의 꽃게다. 도매상이 꽃게를
매입할 때 ‘물렁기’와 ‘살딱기’는 상품성이 없어 걸러내고 ‘깡깡한 기’만 가져간다.

․ 중기 ․ 큰 기 의 세 범주로 구분된

넷째, 꽃게는 판매 시 크기에 따라 ‘잔 기’

‘

’

‘

’

다. ‘잔 기’는 ‘사시랑기’라고도 한다. 꽃게는 성장 과정에서 세 번의 탈피를 한다.
가장 작은 꽃게인 ‘잔 기’는 탈피를 한 번 한 것이고, 중간 크기인 ‘중기’는 탈피를
두 번한 것이고, 크기가 가장 큰 ‘큰 기’는 세 번의 탈피를 끝내고 완전히 성체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도매상이 꽃게를 매입할 때 크기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매기

․ ․

는데, 이 과정에서 꽃게의 대 중 소의 구분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다섯째, 꽃게는 판매 시 생사 여부에 따라 ‘산 기’와 ‘죽은 기’로 구분된다. 살아
133) 어류의 경우는 외형적으로 암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뱃속에서 알이 나올 경우에야 암놈임을
알 수 있다. 단, ‘간재미’와 ‘홍에’의 경우는 ‘암놈’과 ‘숫놈’의 구분에 대한 지각이 발달해 있다.
‘간재미’와 ‘홍에’는 항시 ‘숫놈은 좆이 두 개다.’라는 특징이 진술되는데, 꽁지 옆에 교미기가 두
개 더 달려 있는 것이 수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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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꽃게는 그 가격이 죽은 꽃게보다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획된 꽃
게를 살리기 위해서 배와 집에 산소통과 기포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섯째, 꽃게는 잡히는 계절에 따라 ‘봄 기’와 ‘가을 기’로 구분된다. 꽃게는 주꾸
미와 마찬가지로 깊은 바다로 나가 겨울을 보내고 봄에 산란하러 연안으로 올라온
다. 그래서 봄에는 알을 밴 큰 ‘암키’가 많이 잡힌다. 그런데 가을에는 ‘수키’가 많
이 잡히고, 추석 전후로 암게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크기는 대개 수게보다 작다. ‘봄
기’는 어획량이 적지만, ‘가을 기’는 어획량이 많다. 그리고 ‘봄 기’와 달리 ‘가을
기’를 만진 손은 매우 미끄러운 느낌이 있다고 한다.
일곱째, 꽃게는 봄에 잡은 암게의 알 밴 상태에 따라 ‘알기’와 ‘알 품은 기’로 구
분된다. ‘알기’는 봄에 잡힌 암게 중에 몸속에 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배 쪽에서
보면 몸속의 적황색 알이 하얀 껍질 위로 비친다. 이 ‘알기’는 크기도 크지만 알도
갖고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 이와 달리 ‘알 품은 기’는 봄에 잡힌 암게 중에 배 밖
으로 적황색 알 뭉치를 싣고 있는 것으로 상품성이 없다.
이와 같이 꽃게의 다양한 구분법과 명칭들은, 연구지에서 꽃게에 대한 문화적 관
심이 매우 높음을 반영해준다. 꽃게에 대한 발달된 인식은 게 중에 꽃게가 크기가
가장 크다는 형태적 특징과 함께 주요한 어로 대상이라는 문화적 중요성의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겠다.

4) ‘새비’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새비’[새우]는 몸이 연한 껍데기로 싸여 있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 범주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새우’로 불리는 부류다. 바다 동물
에 대한

개 민속 명칭 중

192

개가 해당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바다 동물의 이름

15

蝦

은 생활형칭명 ‘새비’ 또는 한자로 ‘화[하](

가 접미어로 결합된 복합형 일차 어휘

)’

소여서, 그 하위 범주임이 언어적으로 바로 드러난다.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갑각강
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표

<

를 참조할 것.)

7-9>

생활형칭 ‘새비’의 분류법 구조를 살펴보면, 이 범주는 중간칭 등급이 나타나지
않고 생활형칭 등급의 바로 아래에 속칭 등급의 분류군들이 나타난다. 속칭 분류군

․
독새비 ․ 뚝새비 ․ 백새비 ․ 보리새비 ․
은 모두
’

‘13

개로,

13
‘7

‘1
’

․

고개미’
‘8

‘2
’

굼베미새비’
‘9

‘3

’

․

․
시엄새비 ․
젓․

꽃대화’

‘10

‘4

’

꽃새비’
‘11

‘5

’

‘12

지레미새비’가 그것이다. ‘새비’의 속칭 분류군들은 대부분 단형적이며,

분류군만이 다형 속칭 분류군이다. 즉,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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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젓’은

‘11.1

․

세화’

․
중화 ․

대화’

‘11.2

‘6

’

‘11

젓’

․

백화’

‘11.3

육젓’의 세 종칭 분류군으로 세분된다. 다음

표

<

은 생활형칭 분류군

7-26>

새비’의 민속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

생활형칭 중간칭

<표 7-26> 생활형칭 분류군 ‘새비’의 민속분류법

새비

대표형
1 고개미
2 굼베미새비
3 꽃대화
4 꽃새비
5 대화
6 독새비
7 뚝새비
8 백새비
9 보리새비
10 시엄새비
11 젓
12 중화
13 지레미새비

속칭

변이형
굼벵이새우
범대화
오도리
꽃새우
왕새우
백새우
흰새우
보리새우
수염새우
젓새비

대표형

11.1 세화
11.2 백화
11.3 육젓

종칭

변이형

변칭

시화․밀젓

지리미새비
지레미새우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새비’는 모두 3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이
루어진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총
적 등급 구조로 보면

생활형칭

1

속칭

13

개의 새우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

17

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

3

어 있다.
다음으로 새우의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하

<그림 7-8> 대화(대하)

는 분류군들 사이의 내적 구조를 좀 더 구
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제보자들은 새우
의 종류를 나열하거나 설명할 때 거의 항상
‘5

대화’[대하]를 가장 먼저 앞세워 진술하

大蝦 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였다. 대하(

)

크기를 말해주고 있듯이 해당 지역 바다에
서 나는 새우 종류 중 가장 큰 새우로 인식
된다. 그리고 어민들이 잡는 새우 중에서도 크기가 제일 크고, 고가의 상품성 때문
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새비’ 분류군은
개념 범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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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화’가 원형으로 인식되는

<그림 7-9> 세화(세하)

속칭 분류군 중에서 유일하게 하위 범주
를 갖는 것은

‘11

젓’ 분류군이다.

‘11

젓’은

젓새비’ 곧 젓새우라고도 하며, 새우젓을

‘

담그는 원료가 되는 아주 작은 하얀 새우
다. 한국 음식문화에서 새우젓이 매우 중요
시되는 젓갈 종류인 만큼(조숙정

다

2010a)

른 새우 종류에 비해서 젓새우에 대한 인식
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134)

‘11

젓’은 종칭 등급에서 세 종류로 구분되

는데, 주 분류 기준은 크기다.
하]는 세하보다 크고

‘11.3

‘11.1

세화’[세하]가 크기가 가장 작고

‘11.2

백화’[백

육젓’이 가장 크다. 세하와 백하는 마을 앞바다에서 잡

지만, 육젓은 전남 법성 앞바다에서만 났기 때문에 과거 ‘꽁댕이배’가 전남까지 가
서 음력 6월 한 달 동안 잡았다.
지금도 연구지에서 행해지는 새우잡이는 여름에 음력

월부터

6

월까지 곰소만

8

내에서 하는 세하잡이다. 연구지에서는 이 세하잡이를 ‘젓 민다’고 하고, ‘젓쪽대’로
밀어 잡은 ‘젓’이라고 해서 세하를 ‘밀젓’이라고도 한다. 세하잡이가 시작되면 처음
한 사리’ 정도는 백하가 많이 난다.

‘

이렇게 종류의 구분 외에도

‘11

젓’은 어로 방법과 어로 시기에 따라 어휘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젓’은 중의적 단어로서, 젓새우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이 젓새우
로 담근 새우젓을 지시한다. 그래서 다음에 구분되는 ‘젓’의 명칭들은 이 두 가지
를 모두 의미한다. 연구지에서 어장이 형성되는

‘11.1

세화’에 대한 구분이 상대적

으로 발달하였는데, 어로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1.1.1 갓젓 또는 손젓: 갯가에서 손으로 족대를 밀어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11.1.2 배젓: 바다로 나가 배와 족대를 이용해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11.1.3 살젓: 바다에 친 정치망 새우그물로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원래 ‘밀젓’은 ‘갓젓’을 의미했다. 그런데 어로 방식이 ‘갓젓’잡이에서 ‘배젓’잡이
와 ‘살젓’잡이로 확장되면서 이 ‘밀젓’의 의미도 확장되었고, 지금은 ‘배젓’과 ‘살젓’
도 모두 ‘밀젓’으로 통칭된다.
다음으로

‘11

젓’은 또한 어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34) 경기도 강화도에서는 젓새우의 종류가 무려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왕한
석 2009b: 41). 즉, 오젓, 육젓, 엇젓, 추젓, 동백하, 건하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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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오젓: 음력 5월에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11.2 육젓: 음력 6월에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11.3 추젓: 가을에 잡은 젓새우 또는 그것으로 담근 새우젓
제보자들은

‘11.1

세화’가 음력 6월에 잡히므로 세하도 ‘육젓’이라고 할 수 있고,

백하가 세하보다 앞서 음력 5월에 나므로 백하도 ‘오젓’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새우그물로 잡는 세하 곧 ‘살젓’은 시기상 가을에 잡히므로 ‘살젓’이 ‘추젓’
에 해당한다고 한다.
새우 종류 중에는 성별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하위 범주가 구분되는 것이 있는
데, 크기가 큰
‘5

‘5

대화’와

‘12

중화’가 그것이다.

대화’는 두 가지 구분법이 모두 적용된다. 첫째, 대하는 성별에 따라 암놈과

수놈이 구분된다. 암놈은 그냥 ‘대화’ 또는 ‘암대화’라고 하고, 수놈은 ‘숫대화’ 또는

․ ․

미라’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암수는 크기 색깔 생식기의 차이로 구별된다.

‘

암)

‘(

대화’는 수놈보다 크기가 더 크고 몸 색이 희고 배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교접기가
있다. 이와 달리 ‘미라’는 암놈보다 더 작고 몸은 불그스름한 노란색이고 교미기가
다리 사이에 나와 있다. 둘째, 대하는 크기의 의미를 내포한 성장 단계에 따라 새
끼인 ‘세중화’와 다 큰 놈인 ‘대화’로 구분된다. ‘세중화’는 ‘배젓’을 잡을 때 중하와
섞여 나오는데, 중하보다는 크기가 작고 꼬리가 시퍼렇다는 특징으로 구별된다.
‘12

중화’는 크기의 의미를 내포한 성장 단계에 따라 새끼인 ‘상모’와 다 큰 놈인

중화’로 구분된다. 대하잡이가 음력 4월에 이루어지는데, 대하가 봄에 산란하기 때

‘

문에 봄에 어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봄에 부화된 것이 커서 여름에 ‘세중화’로 잡
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하는 봄에 대하잡이 할 때 어린 중하 곧 ‘상모’가 잡히
고 여름에 ‘배젓’을 밀 때는 다 큰 놈인 ‘중화’가 잡힌다. 그래서 대하와 중하의 산
란 시기가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5) ‘가재’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가재’는 새우 및 게와 비슷하며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물속 땅
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범주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보여주듯, 한국 사회
에서 ‘가재’는 새우보다는 게에 가까운 생물로 인지되며 구별된다. 바다 동물에 대
한

개 민속 명칭 중

192

개가 이 분류군에 해당한다. 바다 동물을 구성하는 일곱

5

가지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들 중에서 그 크기가 가장 작은 범주다. 분류학상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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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문 갑각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표

를 참조할 것.)

<

7-9>

생활형칭 ‘가재’의 분류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범주는 중간칭 등급이 나타나
지 않고 생활형칭 등급의 바로 아래에 속칭 등급의 분류군들이 나타난다. 속칭 분
류군은 모두 두 개로,

‘1

가재’와

쏙’은 다형 속칭 분류군이다.

․

밥쏙’

135)

‘2.4

‘2

쏙’이 그것이다.

‘2

쏙’은 종칭 등급에서

‘1

가재’ 속칭은 단형적이나,

․

쏙’

‘2.1

새우쏙’ 등 네 개의 종칭 분류군을 포함한다. 다음

표

<

‘2.2

․

쥐쏙’

‘2

‘2.3

은 생활형

7-27>

칭 분류군 ‘가재’의 민속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7> 생활형칭 분류군 ‘가재’의 민속분류법

생활형칭 중간칭
가재

대표형
1 가재

속칭

변이형

2쏙

대표형
2.1 쏙
2.2 쥐쏙
2.3 밥쏙
2.4 새우쏙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가재’는

종칭

변이형
왕쏙․참쏙
개쏙

변칭

단계의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

3

진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총 7개의 가재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등
급 구조로 보면 1생활형칭 2속칭 4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재’ 구분법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원형
범주를 검토하면, 생활형칭 분류군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속칭 분류군
가 이 범주의 원형일 것이다.

‘1

가재’는

‘2

쏙’ 중 가장 큰

<그림 7-10> 가재(갯가재)

‘2.1

‘1

가재’

쏙’보다도 더 크다.

<그림 7-11> 쏙(쏙)

135) 이 연구가 바다 동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1 가재’가 단형 속칭 분류군으로 나타나지만, 민
물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1 가재’는 종칭 등급에서 ‘갯가재’와 ‘민물가재’를 포함하는, 최소한 두
개의 분류군을 가지는 다형 속칭 분류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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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속칭 분류군

‘2

쏙’은 종칭 분류군이 네 개나 포함되는 범주로, 생활형칭

전체의 규모로 볼 때 문화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생물 무리다. 이 쏙에 대한 현저
한 인식은, 연구지에서 오래된 전통 어로방식인 주낙어업에서 쏙이 미끼로서 중요
한 자원이었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쏙’의 원형은 크기도 가장 크고(그래서 ‘왕쏙’이라고도 함) 명칭상으로도 상위

범주와 다의어 관계에 있고 ‘진짜 쏙’으로 설명되는

‘2.1

쏙’(쏙)이다.

쏙은 과거 풍선-주낙어업 시절 주낙 미끼로 사용되었고, ‘그전에 쏙을 많다 팠
다.’는 이야기는 과거 어로활동과 관련해 제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진술된 대표
적인 일화다. 쏙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큰

‘2.1

쏙’이 주로 미끼로 사용되었다. 노란

쏙은 민물가재 같이 생긴 것으로 설명된다. 쏙은 마을 주변 갯벌에서 잡았는데, 특
히 관선 앞 단단한 모래갯벌에서 많이 났다. 쏙이 주낙 미끼로 좋기 때문에, 경상
도에서 온 주낙배들도 쏙을 사러 많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주변 갯벌에서
이 ‘참쏙’이 안 나면서

‘2.2

쥐쏙’(가재붙이)을 대신 미끼로 썼다고 한다. ‘쥐쏙’은

쏙보다 큰 양 집게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쥐쏙’은 마을 주변 갯벌에서는 나지
않는 쏙이어서, 하서면 백련리까지 가서 ‘쥐쏙’을 파거나 그곳 사람들이 판 ‘쥐쏙’
을 사다 썼다. 그러나 ‘쥐쏙’은 ‘참쏙’과 달리 크기가 작아서 미끼를 하려면 여러
마리를 함께 꿰어 써야 했다고 한다. 어민들은

년대 주낙질이 사양길로 접어든

1970

원인의 일부가 갯벌에서 이 쏙이 귀해진 탓도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2.3

는

밥쏙’은 하얗고 길쭉하며 집게발 하나가 큰 쏙이다. 주로 그물에 걸려 잡히
새우쏙’은 등이 새우 같이 생겼고 발 하나는 크고 길며 다른 하나는 짧고

‘2.4

작은 쏙이다. ‘새우쏙’은 새우를 닮은 데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짐작되며, 새우와
비슷하므로 쏙 중에서 유일하게 식용된 것으로 보인다.

6) ‘조개’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는 두 개의 딱딱한 껍데기가 몸 전체를 싸고 있고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 범주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조개’로 불리는 부류
다.

개의 민속 명칭 중

192

개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여기에 속하는 생물 이름에

20

는 대부분 생활형칭명 ‘조개’ 또는 한자로 ‘합(

蛤

자가 접미어로 결합된 복합형 일

)’

차 어휘소여서, 그 하위 범주임이 언어적으로 바로 드러난다. 분류학상 연체동물문
이매패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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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을 참조할 것.)

7-7>

생활형칭 ‘조개’의 분류법 구조를 살펴보면, 이 범주는 중간칭 등급 없이 생활형
칭 등급의 바로 아래에 속칭 등급의 분류군들이 나타난다. 속칭 분류군은 모두

15

․ 꼬막 ․ 꿀 ․ 노랑조개 ․ 농조개 ․ 다랑 ․ 단초조
개 ․ 떡조개 ․ 맛 ․
물조개 ․
반지락 ․
생합 ․
치조개 ․
통
조개 ․
홍합 이 그것이다
개 분류군 중 개는 단형 속칭 분류군이고 세 개
개로,
’

‘1

가리비’

‘8

’

’

‘15

‘2

’

‘9

’

’

맛’은

‘9.1

‘2

’

‘11

‘5

’

15

‘12

’

‘6

’

’

‘13

‘7
’

12

꿀’은

‘9.2

소맛’

‘3.1

․

꿀’과

‘9.3

‘3.2

․

죽합’

‘14

,

꼬막’은 종칭 등급에서

‘3

․

대맛’

‘4

’

.

종칭 분류군을 포함한다.
‘9

’

‘10

는 다형 속칭 분류군이다.
다.

‘3

‘2.1

꼬막’과

‘2.2

새꼬막’의 두

개꿀’의 두 종칭 분류군을 포함한

‘9.4

홍맛’의 네 종칭 분류군을 포함

한다. 즉, 종칭 등급에서 모두 8개의 종칭 분류군이 범주화된다. 다음

표

<

은

7-28>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의 민속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생활형칭 중간칭

<표 7-28>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의 민속분류법
대표형
1 가리비

속칭

변이형

2.1 꼬막

2 꼬막

조개

3꿀
4 노랑조개
5 농조개
7 단초조개
8 떡조개

해방조개
다랑조개
대롱
가무락
모시조개
접시조개

9맛

맛조개

6 다랑

10 물조개
11 반지락
12 생합
13 치조개
14 통조개
15 홍합

대표형

바지락
백합
키조개
게지
동죽
미영조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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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꼬막
3.1 꿀
3.2 개꿀

9.1 대맛
9.2 소맛
9.3 죽합
9.4 홍맛

종칭

변이형
참꼬막
뉘비꼬막
조선꼬막
털꼬막
피꼬막
피조개
석화

맛
죽맛
붉은맛

변칭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는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총
구조로 보면 1생활형칭

단계의 위계 구조로 이루어진

3

개의 조개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등급

24

속칭 8종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15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적 구조를 검토해 보겠다. 생활형칭 분류군 ‘조개’
의 원형 범주가 되는 속칭 분류군은 명명법상으로 분명하지 않다. 크기가 가장 큰
조개로는

‘13

치조개’[키조개]가 지각된다. 그러나 서식 밀도가 매우 낮고 깊은 바

다에서 나는 조개라는 점에서 그리 두드러지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14

통조개’[동

죽]가 일상 대화에서 그냥 ‘조개’로 지시되는 경향이 있다. 다의어와 원형의 상관관
계에서 보면, 동죽이 연구지에서 조개의 원형으로 인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죽이 그전부터 주변 갯벌에서 많이 나던 조개인지 의문스럽고 근래 곰소만 내

․

조개양식장에서 바지락 가무락과 함께 많이 양식되는 조개로서, 제보자들의 생업

<그림 7-12> 반지락(바지락)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새로이 부각된
조개 종류이기 때문에, 빈번한 접촉으로 일
반성을 획득하면서 그냥 ‘조개’로 지칭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개와 관련해서 제보자
들이

‘2

꼬막’과

‘11

반지락’[바지락]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꼬막과
바지락이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조개
종류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연구지에서 바지락은 그전부터 마
을 주변 갯벌에서 많이 났어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년대 이후 바지락양식의

1980

확산으로 경제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조개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바지락에 대
한 인식의 현저성도 그리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지락의 경우는 크기에

․ 종패 ․ 성패 로

따라 ‘씨패’

‘

’

‘

’

구분되는데, 고창 하전에서 발달한 바지락양식업의

영향으로 새로이 출현한 구분방식일 것이다. ‘씨패’는 제일 작은 조개 종자로

년

2

정도 커야 상품성이 있다. ‘종패’는 중간 크기로 1년 정도 된 바지락이다. 이것은
년 정도 더 커야 상품성이 있다. ‘성패’는 다 큰 바지락이다.
종칭 분류군을 가지는 다형 속칭 분류군은

‘2

․

꼬막’

‘3

1

136)

․

꿀’

‘9

맛’으로서, 한편

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여러 종이 서식한다는 생태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관심이 높은 범주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9

136) 바지락양식업이 발달한 고창 하전에서는 바지락을 ‘참바지락’과 ‘싸죽’으로 구분하는데, 조개가
크는 갯벌 흙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은 껍데기의 색깔이 주요한 분류 기준이다. 이러한 구분은
바지락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된다(정명훈 2012: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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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은 일반 조개와 달리 패각이 길쭉한 형태적 독특성 때문에 두드러지게 지각되
며, 하위 범주를 네 개나 포함한다. 맛조개 중에서

‘9.1

갯벌에서 가장 많이 나서 잡아먹었던 종류다. 그래서
리며

‘9

대맛’(맛조개)이 마을 주변

‘9.1

대맛’은 그냥 ‘맛’으로 불

맛’ 속칭 분류군의 원형 범주로 인지된다. ‘대맛’은 죽합하고 비슷하게 생

겼으나 껍데기가 얇아서 잘 깨지는 특징이 있다.
다른 조개들과 달리 패각에 골이 파여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막’과

‘2.2

새꼬막’으로 구분된다. 두 분류군은 방사륵(

털 유무 등의 형태적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2.1

‘2

꼬막’은

‘2.1

꼬

放射肋 의 수․크기․패각의
)

꼬막’은 껍데기의 골이 굵어 방사

륵 수가 적고 새꼬막보다 크기가 작고 패각 주변에 털이 없다. 이와 달리

‘2.2

새꼬

막’은 껍데기의 골이 잘아 방사륵 수가 많고 참꼬막보다 크기가 크며 패각 주변에
털이 나 있다. 새꼬막 큰 것은 주먹보다 더 큰 것도 있다.

‘2.1

꼬막’이

‘2.2

새꼬막’

보다 크기는 작지만 맛은 훨씬 좋은 것으로 설명된다. 과거 마을 주변 갯벌에서
‘2.1

꼬막’이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언어적으로도 ‘참꼬

막’으로 불리는
‘2.2

‘2.1

꼬막’이

‘2

꼬막’ 속칭 분류군의 원형 범주로 인지된다.

새꼬막’은 암수가 구별된다. 새꼬막

중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수놈으로 ‘털

<그림 7-13> 새꼬막(피조개․새꼬막)

꼬막’이라고 하며, 빨간 피가 나는 것은 암
놈으로 ‘피꼬막’ 또는 ‘피조개’라고 한다. 분
류학상 ‘털꼬막’과 ‘피꼬막’은 새꼬막과 피
조개로 서로 구분되는 종이다. 그러나 어민
들의 민속 분류체계에서는 ‘새꼬막’으로 명
명된 하나의 민속 종(folk

species)

으로 과소

구분되고(under-differentiated)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개에서 지각된 피와 털을 암수의 상징으로 해석하여 ‘털꼬
막’과 ‘피꼬막’으로 명명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3

꿀’[굴]은 마을 주변 갯벌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며 겨울에 중요하

게 채취되는 조개 종류다.

‘3

꿀’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동글동글하며 갯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굴이다. 반면에

‘3.1

‘3.2

꿀’은 크기가 작고

개꿀’은 크기가 매우

크며 깊은 물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굴은 아니다. 명명법상으
로나 분포상으로나

‘3.1

꿀’이 속칭 분류군

‘3

꿀’의 원형 범주임을 알 수 있다.

‘3.1

꿀’은 ‘석화’라고도 하는데 돌에 붙어 자라는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이름이다. 일반
조개가 ‘뻘땅’에서 나는 것과 달리, 굴은 갯가 주변 돌에 단단히 붙어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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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방식을 표현할 때 일반 조개는 ‘조개 판다’ 또는 ‘조개 캔다’고 하지만, 굴은
꿀 딴다’고 하는 것이다.

‘

한편 연구지에서는 굴에 대한 연구지 특유의 다른 구분법도 발견된다. 첫째, 서
식지와 서식 형태에 따라 굴은 ‘꿀’과 ‘슨[선] 꿀’로 구분된다. ‘꿀’은 돌에 붙어사는
작고 동글동글한 일반 굴이다. 반면에 ‘슨 꿀’은 ‘뻘’에 서서 자라는 굴로 크기도
일반 굴보다 크고 길쭉하다. 그래서 ‘슨 꿀’은 일반 조개처럼 땅을 파서 잡는다. 굴
양식을 하는 이웃 마을 관선 앞 갯벌에서 자라는 굴을 ‘슨 꿀’로 구별한다. 혹자는
바다가 오염되어서 ‘슨 꿀’이 자라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굴이 자라도록
갯벌에 놓은 돌들이 ‘뻘’의 퇴적으로 파묻히면서 거기서 자라던 굴이 서서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둘째, 채취 장소에 따라 굴은 ‘아랫등 꿀’과 ‘건네 꿀’로
구분된다. 마을의 동쪽 갯벌인 ‘아랫등’에서 채취한 굴이 ‘아랫등 꿀’이고, 곰소만
건너 고창 쪽 갯벌에서 채취한 굴이 ‘건네 꿀’이다. ‘아랫등 꿀’은 껍데기가 길쭉하
고 크지만 알맹이는 그보다 작고 맛도 씁쓸하다. 반면 ‘건네 꿀’은 굴이 전체적으
로 동글동글하고 껍데기는 얇지만 단단해서 까기 힘들다. 그러나 ‘건네 꿀’은 작아
도 알맹이가 가득 들고 단맛이 나서 맛도 좋다. 제보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굴이 나
는 장소에 따라 그것을 세분화하는 인식도 발달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 굴이 조개 종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와
경남 사량도의 언어 민속지 연구(왕한석
조개’로 구분되지 않고

‘

왕한석

(

2012b:

119)

2010b:

74,

2012b:

에서는 ‘꿀’[굴]이

120)

민속구분법의 면에서 일정한 상위범주로 묶이지도 않는”

“

여타 범주로 보고된다. 즉,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에 포함되지 않는 ‘무연계 속칭 분류군(unaffiliated
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Berlin

1992).

generic

으

taxon)’

위 두 어촌 사례에서는 굴이 일반 조개와

달리 갯벌이 아닌 갯가 돌에 붙어 서식하는 생태적 특징이 분류법적 차이로 지각
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지에서도 굴과 일반 조개의 서식 방식의 차이가 지각
된다. 그러나 굴도 일반 조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껍데기가 있다는 형태적 특징
이 보다 강조되어 지각됨으로써 조개로 범주화된다.

7) ‘고동’의 분류법
생활형칭 분류군 ‘고동’[고둥]은 집 같은 한 개의 나선형 껍데기가 연한 몸 전체
를 감싸고 있고 갯가 돌에 붙어 집단 서식하며 기어 다니는 동물 범주다. 한국 사
회에서 일반적으로 ‘고동’으로 불리는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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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민속 명칭 중

192

개가 여기에

11

해당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생물 이름에는 대부분 생활형칭명 ‘고동’이 결합된 복
합형 일차 어휘소여서, 그 하위 범주임이 언어적으로 바로 드러난다. 분류학상 연
체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종들이다. (관련 명칭은 앞의

표

<

을 참조할 것.)

7-8>

생활형칭 ‘고동’의 분류법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중간칭 등급에서 두 개의 분류
군이 나타난다. 고둥은 패각의 나선형과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분류
군의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동: 껍데기의 비틀어짐이 전체적인 고둥. 크기가 작다.
2 소라: 껍데기의 비틀어짐이 부분적인 고둥. 크기가 크다.
중간칭 분류군

고동’은 껍데기의 비틀어짐이 패각 전체에서 지각되며 대체로

‘1

크기가 작은 고둥류다. 중간칭

소라’는 껍데기의 비틀어짐이 패각 전체에서 지

‘2

각되지 않으며 대체로 크기가 큰 고둥류다. 두 중간칭 분류군에서 세분된 속칭 등
급의 분류군은 모두

개이고 모두 단형 속칭 분류군이다. 이중 8개 속칭 분류군이

11

고동’에 속하는데,

‘1

‘1.5

칭

․

삐틀이고동’
‘2

․
쇠마리고동 ․
각시고동’

‘1.1

‘1.6

’

‘1.2

‘1.7

․
우렁고동 ․
개우렁’

‘1.3

’

‘1.8

소라’에는 세 개의 속칭 분류군이 포함되는데,

․

단추고동’

‘1.4

․

딱지고동’

참고동’이 그것이다. 중간

‘2.1

․

다시락’

‘2.2

․

배꼽’

‘2.3

소라’가 그것이다. 이상 기술된 생활형칭 분류군 ‘고동’의 민속 분류체계를 간략히
도식화면 다음

표

<

와 같다.

7-29>

<표 7-29> 생활형칭 분류군 ‘고동’의 민속분류법

생활형칭 중간칭

고동

대표형
1.1 각시고동
1.2 개우렁
1.3 단추고동
1 1.4 딱지고동
고동 1.5 삐틀이고동
1.6 쇠마리고동
1.7 우렁고동
1.8 참고동
2.1 다시락
2 2.2 배꼽
소라 2.3 소라

속칭

종칭

변이형
바다우렁

변칭

삐틀고동
비틀고동

소랑
소라고동

정리하면,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고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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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위계 구조로 이루어진

3

민속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총

개의 고둥의 민속 명칭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등급

14

구조로 보면 1생활형칭 2중간칭

속칭 분류군의 민속분류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11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적 구조를 검토해 보겠다. 명명법상으로 중간칭 등
급의

‘1

고동’ 분류군이 이 생활형칭 분류군의 원형 범주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

간칭

‘2

소라’에 속하는 속칭 분류군들이 그 명칭의 대표형에서 ‘고동’이라는 접미

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중간칭

‘1

고동’에 속하는 8개 속칭 분류군의 명칭

은 대부분 ‘고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복합형 일차 어휘소로 명명되어 그 원형적 위
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실제로 제보자들은 ‘고동’이라고 하면

‘1

고동’ 분류

군의 한 속칭 분류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준거로 설명하였다. 즉, 중간칭
‘1

고동’ 분류군의 원형으로 인식되는 분류

군은 속칭
‘1.5

‘1.5

삐틀이고동’(댕가리)이다.

<그림 7-14> 삐틀이고동(댕가리)

삐틀이고동’은 패각 길이가 길쭉하고

끝이 뾰족한 작은 고둥이다. 원뿔형의 껍데
기 전체를 몇 줄의 나선무늬가 휘감고 있
다. 얕은 물가에 사는 ‘삐틀이고동’은 마을
주변 갯가 돌 사이에 집단으로 서식하기 때
문에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둥 종류다.
제보자들은 이 고둥이 해수욕장 같은 관광
지에서 삶아서 파는 고둥 즉, “빨어 먹는 고동”이라고 설명한다.
중간칭
‘2.3

‘2

소라’ 분류군의 원형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속칭 분류군

소라’(피뿔고둥)이다.

‘2.3

소라’는 전체 고둥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종류다. 작

은 고둥 종류와 달리 피뿔고둥은 깊은 물속에서 서식한다. 연구지에서는

1990

년대

까지 고대구리로 위도 근해에서 소라를 잡았고, 고대구리가 없어지면서

2000

년대

들어 홍합을 넣은 홍합망 주낙으로 소라를 잡고 있다. 피뿔고둥은 껍데기가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그 껍데기, 즉 소라껍데기는 오래전부터 주꾸미를 잡는 어구로 이용
되고 있다.
연구지에서 생활형칭 ‘고동’ 분류군의 심리적 원형으로 ‘삐틀이고동’이 인지되는
것은 형태상의 크기와 명명법의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생
물이 원형 범주가 됨을 지금까지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들에서 보았고, 그리고 명명
법상으로 민속 명칭에 ‘참-’이 결합된 분류군이 원형 범주가 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크기의 면에서나 유용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둥이
참-’이 결합된

‘

‘1.8

‘2.3

소라’이고, 명칭에서

참고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틀이고동’이 심리적 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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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3. 기타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개 바다 동물 중

192

개 범주는 일곱 개의 주요 생활형

15

․ 강구 ․ 집거
시 ․ 청거시 ․ 홍거시 ․ 오발이 ․ 개불 ․ 멍게 ․ 미더덕 ․ 밤송이 ․ 오만쟁이 ․
전복 ․ 해삼 ․ 해포리 ․ 쩍 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 기타 바다 동물이 어민들의
칭 분류군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갯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범주화되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1) 생활형칭 분류군 ‘비암’의 하위 범주
바다뱀’으로도 불리는 ‘갯뱀’은 생물분류학적으로 척추동물아문 어강에 속한다.

‘

어민들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는 어강에 속하는 동
물에 거의 대응한다. 어강에 해당하는

개의 민속 명칭 중

98

개가 ‘괴기’로 범주화

97

되었으나, 단 하나 ‘갯뱀’만은 ‘괴기’로 구분되지 않았다. ‘갯뱀’은 형태적으로

‘2.7

짱에’와 매우 유사하지만 ‘괴기’ 곧 어류로는 인지되지 않는 것이다.
갯뱀’은 그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뱀의 한 종류로 범주화되어, ‘독새’[독

‘

․ 사집 ․ 꽃뱀 ․ 구렁이

사]

‘

’

‘

’

‘

’

등과 대조를 이룬다. 즉, ‘갯뱀’은 생활형칭 분류군

비암’에 포함되는 속칭 분류군인 것이다. 그러나 주로 육지에 서식하는 일반 뱀과

‘

구별되는 서식처 표지 ‘개-’를 접두어로 결합시킴으로써, 바다에 사는 뱀임을 분명
히 한다.
해당 지역 바다에서 발견되는 ‘갯뱀’은 약간 노란 색을 띄면서 몸이 호리호리하
고 작다고 한다. 주낙에 ‘갯뱀’이 걸려 올라오면 그냥 내버렸다고 하는데, ‘갯뱀’은
장어와 달리 ‘못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생활형칭 분류군 ‘버러지’의 하위 범주

․

바다 동물의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생물 중에 ‘강구’

․ 청거시 ․ 집거시

홍거시’

‘

‘

’

‘

’

등 네 개는 생활형칭 분류군 ‘버러지’로 범주화된다.

․ 청거

생물분류학적으로 ‘강구’(갯강구)는 절지동물문 갑각강의 동물이고, ‘홍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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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거시 는 환형동물문 다모강의 동물이다

시’

‘

’

.

강구’와 ‘거시랑’(지렁이)은 부속지

‘

를 이용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벌레이므로, 중간칭 분류군 ‘날아다니는 것’과 대조
를 이루는 ‘기어 다니는 것’의 속칭 분류군으로 구분된다.

1 강구: 색깔이 검고 여러 개 발이 달려 가지고 갯가를 기어 다니는 작은 벌레
2 거시랑 또는 지렝이․지렁이: ‘지렁이’를 통칭한다.
2.1 홍거시: 빨간 지렁이. 육지 지렁이랑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약간 납작한 편이다.
2.2 청거시: 푸른 지렁이. 홍거시보다 납작하다.
2.3 집거시: 집게처럼 집이 되는 껍데기 같은 것 속에 사는 시커먼 지렁이
속칭 분류군

‘1

강구’는 갯가 주변을 기어 다니는데 행동이 무척 민첩해서 사람

이 다가가면 금방 돌 틈으로 숨어 버린다. 육지 동물로 비유하자면 바퀴벌레와 비
슷한 것으로 설명된다.
속칭 분류군

‘2

거시랑’은 갯지렁이와 육지 지렁이를 모두 포괄하는 범주다. 여

기서 언급된 지렁이 종류는 모두 갯지렁이로서, 육지 지렁이와 달리 이빨과 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거시랑’은 종칭 둥급에서

‘2.1

․

홍거시’

‘2.2

․

청거시’

‘2.3

집거시’의 세 분류군이 세분되는 다형 속칭 분류군이다. ‘홍거시’와 ‘청거시’는 색깔
의 차이로 구분되고, ‘집거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게처럼 집
같은 껍데기 속에 서식한다는 차이에 의거해 구분된다.
거시랑’의 어휘적 분화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은

‘

․

년대 중반 이후 관광 여

1980

가활동으로 활성화된 바다낚시어선업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 ‘거시랑’은 모두 바
다낚시의 미끼로 사용된다. 선장들은 모두 지렁이를 전남 목포의 낚시점에서 구입
해 사용한다. 미끼로 제일 좋은 것은 ‘집거시’다. 특히 봄에 돔 곧 ‘검정돔’(감성돔)
을 잡을 때 ‘집거시’를 쓰면 좋다. 돔이 ‘집거시’ 미끼를 잘 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거시’는 비싸고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않는다. 미끼로는 ‘홍거시’

‘

와 ‘청거시’를 많이 쓰는데, ‘홍거시’가 더 선호되는 편이다. ‘청거시’보다는 ‘홍거시’
가 살이 더 많고 커서 낚시에 끼우기도 좋고 고기가 더 잘 물기 때문이다. 가격도
홍거시’가 더 비싸다. 그래서 한 낚싯배 선장은 ‘홍거시’와 ‘청거시’를

‘

○

쌀밥이라면 청거시는 보리밥”(강 고, 남,

홍거시는

“

년생)이라는 비유로 설명했다.

1953

한편 앞서 ‘바다 동물’ 범주가 생물이 서식하는 ‘바다’라는 공간 개념에 근거한다
고 하였다. ‘강구’가 바다 동물로 구분되는 것은 어민들이 어디까지를 바다로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강구’는 바다와 육지가 경계를 이루는 갯가 주
변 돌 틈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바다 동물’로 구분되는 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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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다 공간’의 가장 주변부에 사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갯강구인 것이다.

3) 무연계 속칭 분류군(unaffiliated generic taxa)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바다 동물 중에는

개의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 어디에도

11

․

포함되지 않는 범주들이 있다. 생물분류학적으로 미삭동물아문 해초강의 ‘멍게’
미더덕’, 연체동물문 복족강의

‘

․ 해삼

이’

‘

’,

․ 전복

오만쟁이’

‘

‘

’,

극피동물문의

․ 오발

밤송이’

‘

‘

의충동물문의 ‘개불’, 자포동물문의 ‘해포리’, 절지동물문 갑각강의 ‘쩍’

분류군이 그것이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대부분의 속칭들은 분류법적으로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에 포함되나, 형태적 독특함 또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중
요성 때문에, 소수의 속칭들은 어떤 생활형칭 분류군에도 개념적으로 연계되지 않
는다(Berlin

1992:

(unaffiliated

generic

은 이러한 속칭 분류군을

23).

Berlin

무연계 속칭 분류군

“

으로 부른다. 연구지에서 발견된 앞의

taxa)”

개 범주는 바로

10

이 무연계 속칭 분류군에 해당할 것인데, 이 분류군의 민속 명칭과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개불: 일반적으로 ‘개불’로 불리는 것이다. 길쭉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빨갛다. 가끔 그물에 걸
려 나온다.
2 멍게: 일반적으로 ‘멍게’로 불리는 것이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나지 않는다.
3 미더덕: 일반적으로 ‘미더덕’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지역 바다에서는 나지 않는다.
4 밤송이 또는 성게: 일반적으로 ‘성게’로 불리는 것이다. 표면 전체에 가시가 돋아 있는 것이
밤송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제주도 같은 데
서는 성게 큰 것을 먹는다. 그러나 이 지역 바다에서 나는 성게는 작은 것(말똥성게)으로 못
먹는 것이다. 그물에 걸려 나온다.
5 오만쟁이: 납작한 껍데기에 등이 붙어 있고 반대쪽 배 부분으로 바위 같은 데 붙어 있다. 삿
갓조개과의 ‘배말’이나 ‘배무래기’ 등의 여러 종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오발이 또는 불가사리: 일반적으로 ‘불가사리’로 불리는 것이다. 색깔과 모양․크기 등이 다른
여러 종의 불가사리를 통칭한다. 다섯 개의 발이 있는 형태적 특징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그러나 8개나 11개의 발이 있는 불가사리도 있다.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는 백해무익한 생물로
인식된다.
7 전복: 일반적으로 ‘전복’으로 불리는 것이다. ‘싸녀’ 주변 물속에서도 잡힌다.
8 쩍: ‘따개비’ 종류를 가리킨다. 바닷가의 바위․말뚝․배․소라껍데기 등에 붙어산다. 물이 들
어오면 입을 벌려 물속 부유물을 먹고 물이 써면 입을 오므린다. 간조 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물을 내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전에 목선에 쩍이 붙으면 배가 쉽게 썩기 때문에, 정기적으
로 쩍을 긁어내고 그 자리를 불로 그을렸다. 지금은 FRP 어선에 쩍이 붙으면 배의 속도가 떨
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긁어내고 페인트를 칠한다. 쩍은 주꾸미를 잡는 소라껍데기에도 붙
어서 조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쩍이 붙으면 어구가 쉽게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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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삼: 일반적으로 ‘해삼’으로 불리는 것이다. 바위와 모래가 있는 물속에서 산다. 봄에 산란할
때 갯가로 밀린 것들이 바위 위에 붙어 있다.
10 해포리 또는 해푸레․해파리: 일반적으로 ‘해파리’로 불리는 것이다. 여러 종의 해파리를 통
칭한다.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다. 큰 해파리는 먹기도 한다. 서해안의 수온 상
승으로 해파리 떼의 출현 빈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위에 열거된 무연계 속칭 분류군들은 모두 연구지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생물이 아니다. 이 범주들이

개의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들에 개념적으로 연계되

11

지 못한 것은 그 형태상에서 드러나는 일탈적인 독특함에 기인할 것이다.
‘1

․

이’

․

개불’

‘8

‘2

․

멍게’

‘3

․

미더덕’

‘4

밤송

해삼’은 물속 땅에서 기어 다니거나

<그림 7-15> 개불(개불)

돌 같은 데 붙어사는 생물이다. 그러나 대
가리와 몸통이 식별되지도 않고, 지느러미
나 발 같은 이동 수단이 되는 부속지도 없
다. 이들의 형태적 특징은 바다 동물과 관
련된 일곱 가지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 중
어떤 범주와도 연계될 만한 것이 없다.
이와 달리

‘5

오만쟁이’와

‘7

전복’은 몸

을 감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물속 땅을 기어 다니거나 돌에 붙어사는 비

․

슷한 형태적 행동적 특징에 의해 조개나 고둥과 가까운 것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껍데기가 하나라는 점에서 껍데기가 두 개 있는 조개와 다른 것으로 구별된다. 오
히려 껍데기가 하나라는 점에서는 고둥과 더 비슷하다. 하지만 고둥은 집처럼 껍데
기가 알맹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반면에, ‘오만쟁
이’와 ‘전복’은 껍데기가 납작해서 집 형태도 아니고 그 속으로 드나드는 것이 아
니라 등 쪽은 껍데기고 배 쪽은 알맹이가 항상 노출된 형태로서 다르다. 그래서
오만쟁이’와 ‘전복’은 조개 종류도 아니고 고둥 종류도 아닌 것으로 인지된다. 그

‘

렇다고 ‘오만쟁이’와 ‘전복’을 한 범주로 묶는 상위 개념이 발달하지도 않았다. 아
마도 ‘오만쟁이’는 고둥처럼 갯가 바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복족류이지
만, ‘전복’은 깊은 물속에서 나는 귀한 큰 복족류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9

오발이’는 형태적으로도 특이하지만, 먹을 수도 없는 것이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는 귀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어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오발이’ 범주는 여러 과
학적 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종류에 따른 하위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오발
이’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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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오발이(검은띠불가사리)

그런데 불가사리의 암수를 구별하는 지각
은 언어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불가사리
의 수놈은 그냥 ‘오발이’라고 하는데, 암놈
은 구별하여 ‘각시오발이’라고 부른다. 형태
적으로 수놈 ‘오발이’는 색이 누렇고 생김새
가 단순하며 길쭉한 반면에, ‘각시오발이’는
남색에 화려하고 억센 가시도 있고 통통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수놈

오발이’는

‘

그물에 걸려도 잘 떨어지는 반면에, ‘각시오
발이’는 그물에 걸리면 잘 떨어지지 않고 억세다. 그래서 어민들은 ‘각시오발이’가
더 ‘싸납다’[사납다]고 말한다. 사실 불가사리의 암수 구분은 생식적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태적이고 행동적 특징에 의거한 비유적 인식으로 이해된다.
생물분류학적으로 수놈 ‘오발이’는 검은띠불가사리(Luidia
는 아무르불가사리(Asterias

amurensis)

확인되었다. 무연계 속칭 분류군인

이고, ‘각시오발이’

quinaria)

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종이 서로 다른 것으로
‘9

오발이’는 과학적 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

최소 5종을 포함하는 과소구분된 범주인데, 과학적 종 중 하나를 수놈으로 다른 하
나를 암놈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개의 기타 바다 동물의 민속분류법을 도표로 정리하면

15

과 같다. 참고로 생물분류학적 위치를 병기하였다.

7-30>

<표 7-30> 기타 바다 동물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법

민속분류법
일련
번호 생활형칭 중간칭
속칭
1
비암
갯뱀
2
강구
3
기어
버러지 다니는 것 거시랑
4
5
6
개불
7
멍게
8
미더덕
9
밤송이
10
오만쟁이
11
오발이
12
전복
13
쩍
14
해삼
15
해포리

종칭
홍거시
청거시
집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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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학
척추동물아문 어강
절지동물문 갑각강
환형동물문 다모강
의충동물문 개불강
미삭동물아문 해초강
미삭동물아문 해초강
극피동물문 성게강
연체동물문 복족강
극피동물문 불가사리강
연체동물문 복족강
절지동물문 갑각강
극피동물문 해삼강
자포동물문 해파리강

표

<

4) 이름 없는 바다 동물
지금까지 연구지에서 언어적으로 인식되는

개의 바다 동물이 민속 동물학적

192

구분체계로 분류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지역 어민들이 이
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바다 동물들이 해당 생태계에 존재한다. 단적인 예
로, 서해에는

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지역 어민들이 민속

339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류는 ‘갯뱀’을 포함하여

개다.

98

표

(<

와

7-2>

표

<

을

7-3>

참조할 것.) 생물학과 같은 학술적 연구가 해당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대
상으로 나름의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접촉하는 생물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식체계를 형성한
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적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Berlin
1968

et.

al:

1966,

참조).

그런데 어민들은 어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모르는 여러 생물들을 경험으
로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기존의 민속 생물학적 지식체계 안에서 인지한다. 여기
서는 이 이름 없는 생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 이름 없는 생물들
은 어로 환경의 변화나 인간이 생물을 지각하는 과정과 방식의 일면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될 가치가 있다. 어
민들이 이름을 모르는 생물은 크게 두 범주

<그림 7-17> 이름 모름(민통구멍)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 출현한 생물 범주다. 어민들은
어로 과정에서

옛날에 없던”, 즉 알지 못

“

하던 새로운 어종이 어구에 걸려 나오는 경
험을 종종 한다.

[사례 7-6]
“여기도 고기가 옛날에 없던 고기가 여그도 지금 많이 나와. (@어떤 종류요?) 이름을 모르지. 그
래갖고 내가 여기서 모르는 고기만 히도 한 열 가지를 어촌지도소에 갖다 줬거든? 근데 인자 그것
이 여기 고기가 아니고, 열대지방 고기들이 인자 이리 내려와 가지고.”(전○봉, 남, 1957년생)
‘(민통구멍을 가리키며) 흘림(그물)에 걸려 나온 거다. 나도 처음 보는 고기다. 수온이 올라가니
까 처음 보기 고기들이 종종 올라온다.’(김○수, 남, 1966년생)
어민들은 대개 이 이름 모르는 새 어종들이 따뜻한 지방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보았고, 수온 상승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서해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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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의 민통구멍(Uranoscopus

7-17>

․

은 남해나 일본 남부 남중국해에 분포하는

chinensis)

농어목 통구멍과 어류다(김익수 외

2005:

403).

그런데

년

2012

월에 꽃게잡이 흘

10

림그물에 잡혔다. 민통구멍은, 서해 어류 분포상에 대한 생물학 연구에서
는 보고되지 않았으나(이충렬
2004).

년에

1994

년에는 그 분포가 보고되었다(이충렬

1994),

2004

년 사이 서해의 바다 생태계에 분명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10

로부터 약

년 뒤 지역 어민의 어로 과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10

민통구멍은 지역 바다 생태계에서는 낯선 어류로서 이름은 아직 없으나, 그 일반적

․

인 형태적 행동적 특징에 의해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의 일종으로 지각되었다.
둘째, 식용되지 않는 생물 범주다. 어민들이 이 지역 바다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도 이름이 없는 생물들이 있다. 그것들은 성구동물(상어껍질별벌

․완족동물 개맛 ․연체동물 군소류․갯
민숭달팽이류 부터 게류 학명 미확인됨 ․조
개류 학명 미확인됨 ․고둥류 밤색줄무늬계
레)

(

)

(

)

(

(

)

)

<그림 7-18> 이름 모름(개소겡)

(

란고둥) 및 어류(개소겡)까지 그 범위도 매
우 다양하다. 연구자가 이 이름 없는 바다
동물의 이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
던 것은, 그 생물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과
함께 덧붙여지는 제보자들의 한결 같은 언
어적 반응이었다. 다름 사례를 보자.

[사례 7-7]
① “(개소겡 사진을 보고) 장어 새끼 비스름헌 거. 이 괴기도 못 먹는 것여. (여기서) 나오는디,
못 먹어. 이름 내가 몰라. 그런 건 다 버려 나오먼. 그런게 몰르지 뭣인지.”(김○기, 남, 1935년생)
② “(개소겡 사진을 보고) 이거 뭐이데? 이것보닥 몰라 나 이름 이거. 안 먹는 거라서. (@뭐 짱
에?) 그런 종륜데, 이름을 몰르겄어. 이거 나오면 다 버려 버리잖아.”(최○이, 여, 1952년생)
③ “(손톱만한 작은 게를 보고) 이것보고 뭔 기락 히야 혀? 이름도 잘 모르겄네 나는. 어디서 그
런 걸 다 주서 와? 먹도 못 해 이거. 크기나 하먼. 누가 먹겄어 이걸. 하도 째깐은게 뭐. 이런 것은
그전에 젓이나 그런 데 섞이먼 기양 버려 버리고 상관을 안 히 버렀지. 근게 이름도 모르고. 모르
겄네 이름을.”(김○풍, 남, 1943년생)
④ “(상어껍질별벌레를 보고) 개불알 아녀. 털 달려 갖고. 근게 이놈은 못 먹는 것이라 근당게.
꺼끌꺼끌 안 헌가. 개불 같이는 생겼는디, 야가 틀버.”(박○님, 여, 1931년생)
제보자들은 이름을 모르는 생물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름이 없는 이유를
못(안) 먹는 것”으로 설명했다. 즉, 생물에 대한 지각이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

라는 식용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발달하고 있고, 식용 여부와 명칭 부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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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생물들이 대체로 크기가 작
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따라서 생태환경에 있는 생물을 지각하고 구분하여 명명할
때, 먹을 수 있고 크기가 큰 것일수록 인지도가 높고 명칭이 발달하는 반면에, 먹
을 수 없고 거기다 크기가 작은 것일수록 인지도가 낮고 명칭이 미발달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생물에 대한 지각과 범주화에 대한 토착 지식을 이해할 때, 생

․

․

물 자체의 형태적 분포적 특징과 함께 식용 여부 생업과의 관련성 등 문화적 중
요성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이름을 모르는 생물을 이미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생
물과의 유사성으로 지각하고 범주화한다는 것이다. 생물분류학적으로 농어목 망둑
어과 어류인 개소겡(Odontamblyopus

은, 이름도 없고 안 먹는 것이라 버리는

lacepedii)

것이지만, 그 형태적 특징에 의거해 장어와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어 ‘괴기’로 범주
화된다. 이름도 없고 못 먹는 것이지만, 손톱만한 작은 게는 그 형태적 특징에 따
라 ‘기’로 지각되고, 밤색줄무늬계란고둥(Phalium
그리고 상어껍질별벌레(Phascolosoma

scolops)

strigatum)

은 ‘고동’으로 지각된다.

는 형태적으로 개불과 유사한 생물로 지

각됨으로써, 개불처럼 무연계 속칭 분류군으로 범주화될 것이다.

4. 서해 어촌의 민속 동물학: 바다 동물의 구분법
이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다 동물의 민속 명칭체계와 분류체계의 전반적
인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지 어촌의 사례를 한국의 다른 어촌 사
회 및 홍콩의 선상민(

船上民

)

사회에서 발견된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와 비교

함으로써, 바다 동물이 생활형칭 등급에서 범주화되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

1) 바다 동물의 구분법
서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민속 명칭이 부여된 바다 동물은 모두

개가 조

192

사되었다. 이것은 위계적 의미 관계로 조직된 민속 분류체계 곧 민속분류법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
표

7-19>, <

표

7-23>, <

부터

7-25>

개의 민속 명칭체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229

표

<

까지 참조할 것.) 다음

7-29>

표

<

은

7-31>

표

(<

229

개 민속 명칭으로 드러난 바다 동물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를 민족생물학적 등
급별 분류군의 분포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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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바다 동물의 민족동물학적 등급별 분류군 수

등급별 분류군 수
일련 생활형칭 등급의
번호
민속 명칭
생활형칭 중간칭 속칭 종칭 변칭
1
괴기
1
2
53 59
2
두족류
1
2
8
2
3
기
1
2
17
4
새비
1
13
3
5
가재
1
2
4
6
조개
1
15
8
7
고동
1
2
11
8
비암
1
1
9
버러지
1
1
2
3
10 (무연계 속칭)
10
총수
9
9
132 79
-

총수
115
13
20
17
7
24
14
2
7
10
229

개의 민속 명칭은 바다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을 구분하는 방식에 한

229

․ ․

․

정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 단계 및 크기 암수 어로 방식 어로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한 민속 명칭까지 포함한다면, 연구지에서의 바다 동물 관련
민속 명칭체계는 훨씬 더 확장된다.
분석 대상으로서 ‘바다 동물’은 처음에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을 가리키는 느슨
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사실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공간의 문화적 개
념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다 동물’의 민속구분법에 대한 분석은 결국 바
다라는 생태 공간을 매개로 어민들이 인지하는 동물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시도였다. 바다는 물과 관련된 공간이므로 바다 동물은 곧 수중 동물을 의
미하는 것이었고, 어민들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거꾸로 이를 통해 바다 공간의 범위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 세계를 재확인할 수도
있었다. 가령 바닷가 돌 틈에 살고 육지의 바퀴벌레로 비유되는 갯강구는, 한편으
로는 ‘장불’과 같은 물의 영향이 적은 바닷가도 바다 공간으로 인지됨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불’이 공간적으로 주변적이듯이 거기에 분포하는 갯강구도 생
물 분류에서 주변적 범주가 됨을 보여준다. 반면에 바다의 핵심 공간인 물의 영역
에 분포하는 어류는 생물 분류에서 중심 범주가 되는 것이다.

바다 동물’의 대부분은 서식 환경이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형칭 분류군

‘

․ 두족류 ․ 기 ․ 새비 ․ 가재 ․ 조개 ․ 고동

괴기’

‘

‘

’

‘

’

‘

’

‘

’

‘

’

‘

’

등 일곱 범주로 분류되었고,

소수의 속칭 분류군이 생활형칭 분류군 ‘비암’과 ‘버러지’ 및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
에 개념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무연계 속칭 분류군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생활

- 369 -

형칭 분류군은 속칭 또는 종칭 등급까지 세분되었다. 앞의
와 같이, 연구지 어촌에서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형칭 9중간칭

속칭

132

표

<

로 정리된 바

7-31>

개의 바다 동물은 다시 9생활

192

종칭으로 구성된 민족동물학적 분류체계로 분석되었다.

79

일곱 개의 주요 생활형칭 분류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생활형칭 ‘괴기’가
개로 가장 발달된 어휘 분화를 보이고, ‘가재’가

115

개로 가장 적은 어휘 분화를 보

7

인다. 즉, 바다 동물 중 어류가 원형성을 지닌 대표적인 범주이고, 가재류가 가장
주변적인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어류의 심리적 원형으로 조기가 인지됨은, 연구지

․

가 조기어업이 발달했던 서해 어촌이라는 지리적 생태적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측면일 것이다. 생활형칭 분류군의 규모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재’ 범주의
종칭 분류군 ‘쏙’의 어휘적 분화는, 갯벌이 발달한 서해 연안의 생태적 조건과 주
낙어업이라는 전통 어로방식의 발달이라는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두족류 ․ 기 ․

어휘적 분화가 반영하는 문화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괴기’

․ 조개 의

새비’

‘

‘

’

‘

’

‘

’

다섯 가지 생활형칭 분류군이 특히 주목된다. 이 생물들은 해당

바다 생태계에서 서식 밀도 및 출현 빈도가 높고 형태적으로도 커서 상대적으로

․

지각하기에 용이하다는 생태적 생물학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먹을거리로서 그리고 생업활동의 어로 대상으로서 유용성이 매우 높은 바다 생
물들임도 분명하다. 즉, 이 다섯 가지 생활형칭 범주에 속하는 바다 동물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어로활동에서 주요한 수산자
원이 되는 생물이다.
따라서 요는 생물의 지각과 구분이 생물학적 실재와 특징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업 및 식품과 관련된 문화적 중요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 바다 동물의 생활형칭 분류군에 대한 비교 검토
서해의 연안 어촌인 연구지의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중심적인 생활형
칭 등급의 분류군으로 일곱 범주가 발견되었다.

표

(<

․

를 참조할 것.) 이것을

7-15>

기존에 발표된 두 편의 민족어류학적 연구와 비교 검토해 보겠다. 하나는
N.

의 박사학위논문인

Anderson

“The

Ethnoichthyology

이고, 다른 하나는 왕한석(2012b:

People”(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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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Hong

Eugene

Kong

Boat

의 언어 민속지 연구인 “통영

87-121)

시 사량도의 언어문화”에 기술된 어류 및 여타 해산물의 구분법이다. 그런데 아쉽
게도 연구자는
외(1973:

Berlin

의 논문을 구하지 못해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Anderson

의 논문에 실려 있는

231-233)

의 민족어류학 연구 내용을

Anderson

이용했음을 밝힌다. 이 비교 분석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반화를 추구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바다 동물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대한 다
소간 개괄적이지만 밑그림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青山灣 에 사는 광둥어를 사용하는 선상민

은 홍콩의 청산만(

Anderson

)

(boat people)

의 민족어류학을 연구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생물의 범위는 본 연구에서
기술적 명칭으로 사용한 ‘바다 동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회에도 이 범위에
속하는 생물들을 통칭하는 단일 명칭은 없으며

‘hoi6 ie7’

곧 ‘바다 것(sea

Ⅰ

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바다 것’의 분류체계의 단계 을
로 명명했는데,

general’

Ⅰ
어류 ․

이

things)’

은

Anderson

‘very

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생활형칭 등급에 해당한다. 이

Berlin

단계 에서 ‘바다 것’은 모두 여섯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으로 범주화된다. 즉,
(

)

․

․

십각류 갑각류: 새우 바다가재)

'hal'(

․

게)

'hai7'(

'lo6'(

․

고둥)

'hou5'(

Ⅱ

'u6'

굴)

․

조개)가 그것이다. 그리고 속칭 등급에 해당하는 바로 아래의 단계 에서 약

'hin6'(

개 이상의 명칭들이 발견된다. 여섯 개의 생활형칭 중

200

'u6'(

특히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

어류)의 명칭 수가

표

<

와 같다.

7-32>

<표 7-32> 홍콩 광둥어 사용 선상민의 ‘바다 것’의 생활형칭 분류군
sea things

very
general
(생활형칭)

u6
(어류)

hal
(새우․
바다가재)

hai7
(게)

lo6
(고둥)

hou5
(굴)

hin6
(조개)

일련의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왕한석은 최근에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도의 어촌에서 보다 본격적인 민족어류학 연구를 수행하였다(2012b:
87-12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다 동물’을 통칭하는 명칭은 없으며 왕한석은 기

술적 명칭으로 ‘해산물’을 사용한다. 사량도의 분류체계에서는 생활형칭 등급에서
모두 다섯 개의 분류군이 발견되는데, ‘개기’[고기]
동’[고둥]이 그것이다.

137)

․ 게 ․ 새비 새우 ․ 조개 ․ 고
‘

’

‘

’[

]

‘

’

‘

그리고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개기’ 분류군의 하위 범

주로, 즉 중간칭 등급에서 ‘개기’는 ‘순개기’와 ‘순개기가 아닌 것’으로 세분되는데,
137) ‘개기’의 구분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왕한석은 ‘개기’ 외의 네 범주가 생활형칭 등급 분류군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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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칭 ‘순개기가 아닌 것’은 생물분류학적으로 두족류에 해당한다. 즉, 사량도의
민족어류학적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개기’는 생물분류학적으로 어류와 두족류를
포괄하는 범주로 나타난다. 이곳에서도 다섯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 중 ‘개기’에 포
함되는 명칭이 가장 많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

표

<

과 같

7-33>

다.

<표 7-33> 경남 사량도의 ‘해산물’의 생활형칭 분류군
해산물
생활형칭
개기
게
새비
조개
순개기가
중간칭
순개기
아닌 것

고동

바다 동물에 대한 세 민속 분류체계를 비교해보면, 먼저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
수가 서해 연안 어촌에서는 일곱 개로, 홍콩 선상민에서는 여섯 개로, 남해 도서
어촌에서는 다섯 개로 거의 비슷하게 범주화되고 있으나, 본 연구지인 서해 연안
어촌에서 범주화가 가장 세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개기

다음으로 생활형칭 분류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류(괴기

),

게류

․ ․게 새우류 새비․ ․새비 조개류 조개․ ․조개 고둥류 고동․
․고동 등 다섯 범주가 공통적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각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

기

(

u6

hai7

lo6

),

(

hal

),

(

hin6

)

),

(

.

적인 바다 동물의 범위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바
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다섯 분류군의 범주화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지각되
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세 분류체계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두족류 가재류 및 굴의 범주화 방식일 것이
다. 홍콩의 선상민에서는 한국의 ‘가재’에 포함될 수 있는 바다가재(lobster)가 새우
(prawn)

와 함께

에 속한다. 즉, 새우와 가재가 하나의 생활형칭 분류군으로 범

'hal'

주화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재가 새우보다 게(crab)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
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hou5'

곧 굴이 별개의 생활형칭 분

류군으로 범주화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참고 자료에서 두족류에 대한 언급은 없어

․

이 범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다.
한편 경남 사량도에서는 두족류의 경우 ‘순개기가 아닌 것’으로서 ‘개기’의 한 범
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지의 지식체계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어류
와 두족류의 범주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절

2

“2)

두족류’의 분류법”에서 이미 살

‘

펴보았다. 굴의 경우는 무연계 속칭 분류군으로 범주화된다. ‘가재’ 범주에 대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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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 없어 이 생물 범주에 대한 비교 검토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요컨대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생활형칭 분류군의 수에 다소간 차이가

․ ․

․

․

있기는 하나, 어류 게류 새우류 조개류 고둥류의 다섯 분류군이 공통적으로 구
분되고 있다. 이중 어류 범주에서 가장 많은 분류군의 수가 발견되는 점과 어류가

․

바다 동물의 원형으로 지각되는 점은 보편적 현상일 것이다. 한편 두족류 가재

․

류 굴의 범주화에서는 상이한 시각이 발견되어,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 연구
에서 특히 문화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일 것으로 생각된다.

5. 한국 민족어류학의 상대성과 보편성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토대로, 분류군의 규모가
가장 크고 원형 범주가 되는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에 한정하여 한국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를 먼저
20-31)

Berlin(1992:

의 민족생물학의 보편적 등급 모형과 원리에 준거해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

으로 과학적 분류체계와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

그림

<

는 생활형칭 ‘괴기’의 민족생물학적 분류도로서,

7-19>

한 보편적인 민족생물학적 등급 도식(<그림
간략히 수형도로 제시한 것이다.

이 제시

Berlin

을 참조할 것.)과의 비교 차원에서

1-1>

괴기’의 전체 분류법은

(‘

표

<

<그림 7-19> ‘괴기’의 민족동물학적 분류 도식

1) 한국 어류의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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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할 것.)

7-19>

(1) 민족생물학적 범주화

① 속칭 등급의 분류군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속칭 분류군은 모두
중

개(74%)는 단형 속칭 분류군이고

39

개(26%)는 다형 속칭 분류군이다. 민족생

14

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단형 속칭 대 다형 속칭의 비율이 대략
난다(Berlin

1992:

23,

123).

개다. 이

53

80%

대

로 나타

20%

전체 동물상이 아니라 어류의 범주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평균적 수치에 대체로 호응하는 또는 평균적 수치를 조금 넘어서는 분
포를 보인다. 한편 사량도의 사례(왕한석
율이

에서는 다형 속칭 분류군의 비

2012b: 108)

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왕한석은 “한국의 어촌 사회에서 ‘개기’가 가

47%

지는 문화적 중요성(cultural

importance)

때문에 ‘개기’에 대한 보다 세분된 구분법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론한 바 있다. 어촌 사회가 다른 어
떤 사회보다 어류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특정 생태환경 내에 서식하는 생물의 분포 양상, 즉 근연종(

近緣種 으
)

로 지각될 수 있는 유사성이 높은 생물의 분포 밀도가 높은가도 함께 고려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남해에 서식하는 한국 어류가

종으로 전체 어류상의

746

라

78.8%

는 매우 높은 서식 분포를 보임에 따라서, 남해 어촌의 어민들이 보다 다양한 어종
을 지각하고 구분할 개연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근연종의 분포 가능성도 훨씬 높을 것이다.

② 속칭 등급의 상위 분류군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 ‘괴기’는 몸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와 꽁지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을 범주화한다. 이 개념적 인식은 “전체적인 형태적 구조와 생
태적 적응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Berlin

․ 새 ․ 기 ․ 조개

준다. 그럼으로써 ‘짐승’

‘

’

‘

’

‘

’

에 토대하고 있음을 보여

1992: 24)

등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생활형칭 ‘괴기’는 그것의 형태적 특징 중 하나인 비늘에 대한 두드러진 지각으
로 중간칭 등급에서 두 개의 분류군으로 범주화된다. 하나는
다른 하나는

‘2

‘1

비늘 있는 것’이고

비늘 없는 것’이다. 이 중간칭 분류군들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하

나의 어휘적 명칭 없이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숨겨진 범주다.

는 것’은

개의 속칭 분류군을 포함하고,

46

‘2

‘1

비늘 있

비늘 없는 것’은 7개의 속칭 분류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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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분류군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괴기’를 개념화하
는 지각적 요인에 의거하여

‘1

비늘 있는 것’이 중심 범주임을 반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비늘 있는 고기는 비늘 없는 고기보다 문화적으로 높게 평가되며,
가령 제수용 생선으로 이용된다. 중간칭 분류군은 흔히 생활형칭 분류군의 하위 범
주로 나타나는데(Berlin

이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도 중간칭 분류군은

1992: 24),

이 위치에서만 범주화된다. 참고로 앞서 기술한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에서도 중간
칭 등급이 분화될 경우에는, 모두 생활형칭과 속칭 등급 사이에서만 범주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③ 속칭 등급의 하위 분류군
개 다형 속칭 분류군으로부터 세분된 종칭 분류군은 합쳐

14

개이고, 모두 단형

59

적이다. 즉, 연구지의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속칭의 하위 분류군은 곧 종칭 등
급의 분류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칭 등급은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층위인데, 연구지에서 변칭 등급은 범주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개로 범주화된 종칭 분류군의 수는 그것의 상위 범주인

59

개 속칭 분류군의

53

수보다 많다.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일반화, 즉 “민속 생물학적 분류법에서 가장
많은 분류군은 속칭 등급의 분류군이다.” 또는 “속칭의 하위 분류군이 지금까지 검
토된 모든 체계에서 민속 속칭보다 많지 않다.”(Berlin

는 것과는 차이

1992: 23, 24)

를 보인다. 그런데 ‘괴기’ 생활형칭 외의 나머지 여섯 개의 생활형칭 대부분은 속
칭이 종칭보다 수적으로 많으며, 또한 바다 동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속칭 분류
군은

개이고 종칭 분류군은

132

개로 나타나 이 분야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한다.

79

따라서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괴기’ 생활형칭에서 속칭보다 종
칭 분류군의 수가 많게 나타나는 것은, 어로활동과 식품으로서 주요 자원이 되는
어류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지 어촌 사회의 특수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2) 민족생물학적 명명법
속칭과 생활형칭 분류군의 이름은 일차 어휘소로 명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 어류의 속칭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폐음절로
끝난 어사에 접미어

․

․

이’가 결합된 어형(예: 고노리 가오리 복쟁이 등)과 생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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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명을 접미어로 포함하는

어(

‘-

․

魚

또는

)’

․ ․

치’가 결합된 어형(예: 농에 민에 갈

‘-

치 벵치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단순형 일차 어휘소이고 후자는 복합형 일차 어
휘소다. 따라서 속칭명은 일차 어휘소의 두 가지 유형의 이름이 모두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생활형칭명은 ‘괴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형칭 분류군
의 명칭에서도 모두 단순형 일차 어휘소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칭과 변칭 분류군의 이름은 이차 어휘소로 명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 검정돔 ․ 돌돔

속칭 ‘돔’의 종칭 분류군은 ‘붉돔’

․ 검정짱에

류군은 ‘갯짱에’

‘

’

‘

’

‘

’

등으로, 속칭 ‘짱에’의 종칭 분

등으로 명명된다. 속칭의 하위 분류군 중에는 일차 어

․ 숭에 ․ 조구

휘소로 명명된 이름도 있다. 예컨대 종칭 ‘벵치’

‘

’

‘

’

등이 그것이다. 이

․ 숭에 ․ 조구 의 원형 범주로서 속칭명과 함께

들은 각 다형 속칭 분류군 ‘벵치’

‘

’

‘

’

다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숭에’와 ‘조구’의 경우는 ‘참숭에’ 또는 ‘참조구’와
같이 이차 어휘소로 명명된 변이형으로도 나타나는데, 접두어 ‘참-’이 결합됨으로써
같은 속칭에 속하며 대조를 이루는 다른 종칭 분류군과 구별되어 원형 범주임을
분명히 지시하기도 한다. 한국 어류의 명칭에서 원형 범주를 가리키는 접두어 ‘참-’
에 대응하여 ‘진짜가 아님’을 나타내는 접두어로는 ‘개-’가 결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참숭에’와 대조를 이루는 숭어는 ‘개숭어’다. 다른 생활형칭 범주에서도 이러
한 현상은 나타나는데, ‘참오징에’와 대조를 이루는 오징어는 ‘개오징에’다. 그러나
참-’에 비해 ‘개-’의 결합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

속칭의 하위 분류군 중에는 원형성의 조건 외에 문화적 중요성의 조건에 의해서
도 일차 어휘소로 명명되기도 한다. 예컨대 속칭 ‘조구’의 종칭 분류군들은 원형

․ 반에 ․ 보구치 ․ 황숭어리 와 같이 일차 어휘소로 명명

범주인 ‘조구’ 외에 ‘부세’

‘

’

‘

’

‘

’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서해 어촌의 민족어류학에서 심리적 원형이 되는 고기
는 조기이고, 조기는 서해의 대표 어종으로서 서해 어민들의 어로활동에서 주요한
자원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규칙성은 민족생물학의 분석적 토대를 형성했고,
물의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에 관한

Berlin(1992: 20-31)

이 제시한 동식

가지 일반 원리는 이것을 집약해 보

12

여준다. 연구자는 앞서 왕포 어촌에서의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찾아내었고,
그중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를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부분적
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도 민족생물학적 범주화와
명명법의 일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을 전체 생물의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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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로 확장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믿어진다. 연구 대상 사회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생태계의 차이 및 문화적 강조 영역의 차이 등으로 생물 분류체계
의 경험적인 내용에서는 개별 사회의 문화적 상대성이 드러날 것이나, 전체 분류체
계의 형식적 원리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생물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개별 사회가
개별 생물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민속 명칭뿐만 아니라, 또한 그 생물들의 분류법적
위치를 표시하는 별개의 민속 명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바다 동물에 관한 어민들의 진술 속에서 이러한 언어
적 단서를 발견하였는데, ‘종자’와 ‘과’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7-8]
① “새우도 여그서 나오는 새우만 히도 한 열 가지가 넘어. 백화 있고이, 또 뭐야 세화 있고이,
또 백새우 있고이, 보리새우 있고이, 또 빨간 새우 있고이, 꽃새우 있고이, 굼벵이새우 있고이, 대화
있고이, 중화 있고이. 또 대화도 숫대화는 미라라고 혀, 미라. (다른 어민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건 한 종자여.)(김○풍, 남, 1943년생) 근게 미라. 그건 한 종잔디, 숫대화는 미라고, 암대화는 대
화라 그러고.”(전○봉, 남, 1957년생)
② “(@황석어젓 담는 거 있잖아요. 황새기. 그것도 조기 종류에요?) 그것도 인자 조구는 조군디,
종자가 틀려. 조기는 조긴디, 그것은 그 이상 안 크는 조기 새끼여.”(전○수, 남, 1938년생)
③ “고기다고 허먼은 한마디로 고기다고 허먼은 다 같은 것이고, 특징이 반어니 장어니 이런 종
류가 어디에 어떻게 달르냐 그런 것은 얘기헐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수조기나 저런 백조기 그것
이 같은 과에, 조기가 같은 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비닐이 있어. 근디 고기라도 저 뱀장
어나 저 붕장어니 뭐 이런 것은 비닐이 없잖여?”(김○갑, 남, 1943년생)
④ “고기들이 알로 낳잖아? 새끼로 낳는 고기가 있어. 가오리, 가오리과 이, 상어과, 고래과. 그게
새끼 났잖아.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가 뭔고니, 돔 같이 생긴 망상어라고 있어. 요만이나 헌데. 그
것도 새끼를 나.”(전○봉, 남, 1957년생)
⑤ “쇠뱅에는 고노리관디도 고노리허고 종자가 틀려.”(김○옥, 남, 1957년생)
위 사례

①은 대화와 중하는 새우 종류로서 각각 하나의

종자’이나, ‘미라’는 대

‘

하의 수놈을 구분한 것으로 ‘종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종자’는 생활형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단형의 민속 속을 지시한다.

②는 황석어가 조기 종류이기는 하

나 참조기와는 ‘종자’가 다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종자’는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민속 종을 지시한다. 다음으로

③에서

는 중간칭 분류군 ‘비늘 있는 것’을 지시한다.

․ 고래 ․ 고노리

어’

‘

’

‘

’

과’는 비늘 있는 고기들을 포함하

‘

④와 ⑤에서

․상

과’는 ‘가오리’

‘

‘

등 다형 속칭 분류군을 지시한다.

다시 말해, 연구지에서 ‘종자‘는 민족생물학적으로 속칭 등급의 단형 분류군과
종칭 등급의 분류군을 지시하는 민속 명칭으로, ‘과’는 중간칭 등급의 분류군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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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등급의 다형 분류군을 지시하는 민속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사
례도 적고, 명칭이 ‘과’와 ‘종자’라는 두 예밖에 없는 단순한 표현이어서 좀 더 검
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개별 사회의 민속 생물학적 분
류체계에서 동식물의 종을 지시하는 민속 명칭 외에도 분류법적 등급을 표지하는
민속 명칭도 발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 어류의 민속 분류와 과학적 분류의 관계
Berlin(1992:

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생물의 민

25-26)

속 분류체계와 과학적 분류체계 사이의 대응 관계에도 주목한다(‘민족생물학적 범
주화의 원리

7’).

그것은 첫째, 민족생물학적 등급별 분류군이 서구 생물학에서 인

식된 분류군들과 대응하는 정도를 보면, 속칭 등급의 분류군이 대응하는 정도가 가
장 놓다. 그 다음으로 속칭 등급의 하위 분류군의 대응 정도가 높고, 생활형칭 등
급의 분류군에서 대응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둘째, 속칭 분류군들이 대응하
는 구체적인 과학적 등급은 생물의 크기와 같은 형태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키가 큰 유관속식물(

維管束植物 과

큰 척추동물의 속칭 분류군은 과학적 속(genera)

)

과 종(species) 등급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키가 작은 유관속식물이나

隱花植物

그보다 더 낮은 은화식물(

․

),

더 작은 척추동물, 그리고 많은 무척추동물들의

속칭 분류군은 과(family) 목(order) 또는 강(class) 등급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중간칭 등급의 분류군은 과 등급의 분류군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민속 분류군이 과학적 분류군에 대응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된다(Berlin

1973;

Holman

2002).

여기서 비교의 단위는 각 분류체계에서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민속 속칭과 과학적 종이다(Berlin
(one-to-one correspondence)

1973: 267).

첫째, 일대일 대응

은 하나의 속칭이 하나의 종에 일치하는 관계다. 둘째, 과

잉구분(over-differentiation)은 두 개 이상의 민속 속칭이 하나의 과학적 종에 일치하
는 관계다. 그런데 과잉구분 유형은 사실은 매우 드물다. 셋째, 과소구분
(under-differentiation)

은 하나의 민속 속칭이 두 개 이상의 과학적 종에 일치하는 관

계로, 이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즉, ‘타입1’은 하나의 속칭에 단일 속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종이 일치하는 것이고, ‘타입2’는 하나의 속칭에 두 개 이상의 과학
적 속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종이 일치하는 관계다.
이러한 분석 개념을 이용하여 연구지에서 발견된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의 속칭

- 378 -

분류군들이 과학적 분류체계의 종 분류군과 어떤 대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두 분류체계 간의 비교는 지금으로서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초보적 수준에서의 분석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자가
더욱 심화시켜 가야 할 민족생물학 연구를 위한 발달적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적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파악된 속칭 등급의 분류군은 모두
학적 종을 확인하지 못한 속칭 분류군은 모두 세 개로,

․

리’

‘1.18

‘1.9

개다. 이중에 과

53

먹두리’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 세 분류군을 제외하고

류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

․

눈타리’

‘1.12

도다

개의 속칭 분

50

는 대응 유형별 속칭 분류군의 명

7-34>

칭과 분포를 간략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34> 세 가지 대응 유형별 속칭 분류군의 분포

대응 유형

속칭 분류군
합계
1.2고등에․1.3광에․1.4까나리․1.6날치․1.7놀래미․
1.10능성어․1.11대구․1.14딘팽이․1.16망상어․1.17매퉁
이․1.19멜치․1.20물메기․1.21민에․1.22밀쨍이․1.24방
1 일대일 대응
어․1.25범치․1.27뽀드락지․1.28뽈락․1.31서대․1.32송 34
에․1.34싱대․1.35아구․1.36아지․1.37우럭․1.38웅에․
1.39전에․1.40정어리․1.42준에․1.43쥐치․1.44짜가사
리․1.45청에․1.46코숭애․2.2갈치․2.6짱대
2 과잉구분
0
타입1 1.1고노리․1.8농에․ 1.26벵치․1.29삼치․2.4뱅에
5
3 과소구분 타입2 1.5꽁치․1.13돔․1.15망둥이․1.23박대․1.30상에․1.33 11 16
숭에․1.41조구․2.1가오리․2.3고래․2.5복쟁이․2.7짱에
속칭 분류군과 과학적 종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속
칭 분류군은 모두

개로

34

타입1이 5개, 타입2가

의 분포를 보였다. 과소구분을 보이는 속칭 분류군은

68%

개로 모두

11

개의 분류군이 해당하여 약

16

의 분포를 보

32%

였다. 그러나 과학적 종에 대응하는 민속 속칭이 과잉구분을 보이는 유형은 발견되
지 않았다.
두 분류체계 간의 비교 연구들에서 속칭 분류군의 반 이상이 일대일 대응을 보
이고, 과잉구분보다는 과소구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Holman

2002).

연구지

의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는 이 일반적 분석 결과에 일치함을 보여준다. 속칭 분류
군의 높은 일대일 대응은 민속 분류체계가 과학적 분류체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한
다는 것을 암시하며, 민속 속칭이 과잉구분보다는 과소구분의 경향이 높은 것은 민
속 속칭이 과학적 종보다 더 포함적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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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은,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속칭 분류군은 모
두 단형 속칭 분류군인 반면에, 과소구분을 보이는 속칭 분류군은 대부분 다형 속
칭 분류군이고 단 2개의 분류군만이 단형 속칭 분류군이라는 사실이다. 비교의 단
위가 민속 속칭과 과학적 종이므로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단형 속칭 분류군은 모
두 과학적 종에 일치한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과소구분 유형의 속
칭 분류군들일 것이다.
단형 속칭 분류군이면서 과소구분된 속칭 분류군은
농에’는

‘1.8

(Lateolabrax

농어과(Family

japonicus)

은 과학적 속(곧

Moronidae)

의

농에’와

‘1.8

점농어(Lateolabrax

삼치’다.

‘1.29

maculatus)

와

농어

를 하나의 속칭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 두 과학적 종은 같
에 속하는 종들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농어과는

1

Lateolabrax)

속 3종으로 보고되며(김익수 외
도 1속 3종이다(이충렬

2004:

2005: 271),

서해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된 농어과

즉, 한국산 농어 세 종류 중 두 종이 연구지 어

66).

민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으나 모두 하나의 민속 속칭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그런
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종을 별개의 ‘종자’로 구별하려는 인식이 나타나
고 있어

‘1.8

농에’는 단형 속칭 분류군에서 다형 속칭 분류군으로 변화하는 과정

에 있는 것 같다.

삼치’는 고등어과(Family

‘1.29

와 삼치(Scomberomorus

koreanus)

종 역시 같은 속(곧

niphonius)

Scombridae)

의 평삼치(Scomberomorus

를 하나의 속칭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 두

에 속한다.

‘1.29

Scomberomorus)

삼치’는 농어와 달리 두 종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삼치는 농어와 달리 연구지에서 빈번
하게 접촉하는 어종도 아니고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세 분류군

개의 다형 속칭 분류군은 모두 과소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에

14

․

고노리’

‘1.1

‘1.26

․

벵치’

뱅에’는 타입1의 특성을 보이고, 나머지

‘2.4

개 분류군은 타입2의 특성을 보인다.

11

타입1의
adelae)

고노리’는 멸치과의 같은 속(곧

‘1.1

와 청멸(Thryssa

kammalensis)

치’는 병어과의 같은 속(곧

Thryssa)

을 종칭 분류군으로 범주화하는 속칭이다.

Pampus)

에 속하는 병어(Pampus

를 종칭 분류군으로 범주화하는 속칭이다.

Neosalanx)

에 속하는 도화뱅어(Neosalanx

andersoni)

‘1.26

벵

와 덕대(Pampus

argenteus)

벵에’는 뱅어과의 같은

‘2.4

echinogaster)

속(곧

에 속하는 풀반댕이(Thryssa

와 젓뱅어(Neosalanx

jordani)

를

종칭 분류군으로 범주화하는 속칭이다. 즉, 타입1의 세 다형 속칭 분류군은 과학적
속에 대응하고, 하위 범주인 종칭 분류군들은 과학적 종에 대응한다.
타입2의

․

에’

‘1.41

‘1.5

․

조구’

․

꽁치’
‘2.1

‘1.13

․

돔’

․

가오리’

‘1.15

‘2.3

․

망둥이’

․

고래’

‘2.5

- 380 -

‘1.23

․

복쟁이’

․

박대’
‘2.7

‘1.30

․

상에’

‘1.33

숭

짱에’의 경우는 분류법

적 등급의 분포 양상이 보다 복잡하다.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7-35> 과소구분된 속칭 분류군의 과학적 등급의 분포 양상

과소구분
국명
속칭 분류군 종칭명
고노리
풀반댕이
1.1 고노리
쇠뱅에
청멸
(점농에)
점농어
1.8 농에
(민농에)
농어
벵치
병어
1.26 벵치
덕재
덕대
(없음)
평삼치
1.29 삼치
(없음)
삼치
벵에
젓뱅어
2.4 뱅에
동뱅에
도화뱅어
꽁치
꽁치
1.5 꽁치
학꽁치
학꽁치
청갈치
동갈치
붉돔
붉돔
검정돔
감성돔
돌돔
돌돔
딱돔
군평선이
1.13 돔
청진해
어름돔
청돔
?
소리갯돔
백미돔
혹돔
혹돔
망둥이
풀망둑
홍망둥이
?
1.15 망둥이 똘쨍이 말뚝망둥어
먹짱뚱이
?
밀망둥이
?
박대
참서대
1.23 박대
각시박대 노랑각시서대
오박대
?
참상에
돔발상어
모도리상에 백상아리
철갑상에 철갑상어
1.30 상에
지름상에
개상어
귀상에
귀상어
재욱상에 까치상어
범상에
불범상어
숭에
가숭어
1.33 숭에
실치
숭어
조구
참조기
부세
부세
1.41 조구
반에
수조기
보구치
보구치
황숭어리 황강달이

속(genus)
과(family) 목(order)
Thryssa
멸치과
청어목
Lateolabrax
농어과
농어목
Pampus
병치과
농어목
Scomberomorus 고등어과
농어목
Neosalanx
뱅어과 바다빙어목
Cololabis
꽁치과
Hyporhamphus 학공치과 동갈치목
Strongylura 동갈치과
Evynnis
Acanthopagrus 도미과
Oplegnathus
돌돔과
Hapalogenys 하스돔과
농어목
Plectorhinchus
Lobotes
백미돔과
Semicossyphus 놀래기과
Synechogobius
Periophthalmus 망둑어과
농어목
Cynoglossus
Zebrias
Squalus
Carchardon
Acipenser
Mustelus
Sphyrna
Triakis
Halaelurus
Chelon
Mugil
Larimichthys
Nibea
Pennahia
Collich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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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대과
납서대과 가자미목
돔발상어과 돔발상어목
악상어과 악상어목
철갑상어과 철갑상어목
까치상어과 흉상어목
귀상어과 흉상어목
까치상어과 흉상어목
두툽상어과 흉상어목
숭어과
숭어목
민어과

농어목

노랑가오리 노랑가오리
제비가오리 나비가오리
박쥐가오리 쥐가오리
큰눈가오리
?
홍에,
간재미
깨알홍어
홍에
참홍어
주걱대 목탁가오리
고슴도치
?
고래
여러 고래
돌고래
돌고래
상꽹이
쇠물돼지
검복
흰점참복
황복
황복
은복
?
깐치복
까치복
쫄복
복섬
밀복
밀복
까시복
가시복
갯짱에
갯장어
검정짱에
뱀장어
붕어지
붕장어
꼼장어
먹장어

13 2.1 가오리

14 2.3 고래
15 2.5 복쟁이
16 2.7 짱에
표

<

를 보면, 6번부터

7-35>

번까지

16

Dasyatis
Gymnura
Mobula

색가오리과
나비가오리과
매가오리과

Okamejei
Raja
Platyrhina

홍어과
가래상어과

Neomeris

물돼지과

고래목

Takifugu

참복과

복어목

Lagocephalus
Diodon
Muraenesox
Anguilla
Conger
Eptatretus

가시복과
갯장어과
뱀장어과
붕장어과
꾀장어과

뱀장어목
먹장어목

홍어목

개 다형 속칭 분류군이 과학적 등급과 대

11

응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과 등급에 가까운 유형이다.

․
과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둘째 목 등급에 가까운 유형이다
꽁치 ․
돔․
박대 ․
고래 ․
복쟁이 의 다섯 속칭이 각각 동갈치목․농어목․
가자미목․고래목․복어목과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셋째 강 등급에 가까운 유형
‘1.15

․

망둥이’

‘1.33

․

숭에’

‘1.41

.

’

‘1.23

’

‘2.3

’

․

조구’의 세 속칭이 각각 망둑이과 숭어과 민어
,

.

‘2.5

‘1.30

상에’와

‘2.1

가오리’는 판새아강,

분집합에 해당한다. 즉, 타입2의

’

‘1.13

’

.

이다.

‘1.5

‘2.7

,

짱에’는 조기강(과 먹장어강)의 부

개 다형 속칭 분류군은 과, 목 또는 강 등급에

11

가까운 경향을 보이지만, 그 하위 범주인 종칭 분류군들은 과학적 종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리하면, 단형 속칭 분류군의 대부분은 과학적 종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나, 일부 단형 속칭 분류군은 과학적 속에 과소구분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

반면에 과소구분된 다형 속칭 분류군은 과학적 속에 대응하는 것부터 과 목을 넘
어 강 등급의 부분집합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그 대응의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종칭 분류군들은 단형 속칭 분류군
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종에 대체로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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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두 분류체계 간의 대응 관계를 비교할 때는, 속칭 분류군의 유형에 따
라 두 체계 간의 비교 단위를 좀 더 세분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분류
체계에서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민속 속칭과 과학적 종이 비교의 단위로 선택
되는데, 이것은 단형 속칭 분류군의 경우에는 잘 적용된다. 그러나 다형 속칭 분류
군의 경우 그 하위 범주인 종칭 분류군과 과학적 종이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연에 실재하는 생물 종과 대응하는 민속 분류군이 대개 단
형 속칭 분류군과 다형 속칭 분류군을 구성하는 종칭 분류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속칭 분류군의 유형에 따라 비교의 단위를 세분할 경우 두 분류체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어류 범주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속 분류체계와 과학적 분류체계를 비

․

교 검토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두 분류체계가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
의 범위와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분류체계 사이에 상당히 높은 대응 관계
가 발견되는 것은 두 체계가 모두 자연에 내재하는 기본 구조, 즉 동식물의 자연적
실재를 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둘째, 한국 문화와 밀접한 관
계에 놓여 있는 생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인간과 생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 어민들의 어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바다 생태계의 생물학적 실재를 보여주는 상당히 정밀한 지식체
계이고, 바다 생태환경과 매우 밀접히 접촉해온 사회임을 보여준다.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어로활동을 하며 살아온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에 대한 민간 지식
도, 인간의 경험 세계가 조직되는 또 다른 방식의 문화적 통찰력과 이해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지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바다 동물의 범주화와 명명법을 중심으로 민속 분류체계를 살펴봄
으로써, 어촌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한 바다 동물에 대한 문화적 지식체계의 양

․

상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기술 분석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바다 동물의 명칭을 수집하여 목록화하였다. 연구지에서 민속 명칭으로 인
식되는 일차적인 바다 동물의 범주는 모두

개가 조사되었고, 이것을 동물분류학

192

의 분류 범주에 의거해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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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속 명칭은

192

문

8

강에

13

속하는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로 구성되었는데, 단일 강(class)으로서 가장 많은 수
의 민속 명칭을 포함하는 분류군은 어강으로
고

개의 민속 명칭 중 무려

192

개(51%)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그리

98

․

․

․

․

개(93.2%)가 어강 갑각강 두족강 이매패강

179

복족강의 5강에 포함되는 바다 동물이었다.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해산
물이 주로 이 5강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물 지각 과정에서 생물이
가지는 자원으로서의 유용성, 즉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요인이 중요한 지각 동
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바다 동물을 포함하는 최상위 범주인 동물의 개념 및 구분법을 살펴보았
다. 연구지에서 동물 범주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생물 영역이었
다. 그리고 이 의미영역을 지시하는 계칭 등급 분류군의 민속 명칭으로 ‘짐승’이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분류군
이 대개 숨겨진 범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칭명 ‘짐승’의 사용은 한국 사회의 민
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주목되는 특징적 양상일 것이다. 계칭 분류군 ‘짐승’은
생활형칭 등급에서 모두

11

러지’

‘

․ 새 ․ 비암 ․ 버

개의 분류군으로 구분되었는데, ‘짐승’

‘

’

․ 괴기 ․ 두족류 ․ 기 ․ 새비 ․ 가재 ․ 조개 ․ 고동 이 그것이다
‘

’

‘

’

’

‘

’

‘

’

‘

’

‘

’

‘

’

‘

이 생활형

.

칭 분류군들은, 동물의 형태적 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요 서식지 및 이동 수
단과 방법이라는 생태적 적응 양상을 반영하는 분류 기준에 의해서 범주화되고 있
음을 찾아내었다. 동물 범주의 원형은 상위 범주와 다의어 관계에 있는 생활형칭
분류군 ‘짐승’일 것이다. 한편

․ 가재 ․ 조개 ․ 고동 의 일곱 범주가 바로

비’

‘

’

‘

’

‘

․ 두족류 ․ 기 ․ 새

개 생활형칭 분류군 중 ‘괴기’

11

’

‘

’

‘

’

‘

바다 동물’을 주로 구성하는 생물

‘

범주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육상 환경보다 수중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이 형태적으
로 훨씬 다양하다는 자연의 생물학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바다가 주요
생태환경이 되는 어촌 사회에서 발달된 생물 지각과 분류 양상을 보여주는 특수성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민속 범주인 고기 곧 어류의 개념에 대한

魚 는 전통적으로 어류와 두족류를 포괄하

검토도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고기(

)

는 넓은 개념이었지만, 두족류가 별개의 범주로 세분되어 어류만을 지시하는 좁은
개념을 형성하였거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생활형칭 등급을 구성하는 일곱 가지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를 밝혔
다. 민속 명칭으로 인식된
칭

개 바다 동물은 전체적으로 9생활형칭 9중간칭

192

종칭 분류군으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분석되었다.

79

개 중

192

생활형칭 분류군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괴기’ 범주는
속칭

53

속

132

개가 일곱 개의

177

생활형칭

1

중간칭

2

종칭 분류군으로 구성된 위계적인 민속분류법을 보여주었다. 중간칭 등급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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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류가 비늘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방식은 한국 사회의 민족어류학적 특징
일 것인데, 비늘 있는 고기가 문화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족류’ 범주는 1생활형칭 2종칭 8속칭 2종칭 분류군으로, ‘기’ 범주는 1생
활형칭 2중간칭

종칭 분류군으로, ‘새비’ 범주는 1생활형칭

속칭 3종칭 분류군

17

13

으로, 그리고 ‘가재’ 범주는 1생활형칭 2속칭 4종칭 분류군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리
고 ‘조개’ 범주는 1생활형칭
형칭

중간칭

2

속칭 8종칭 분류군으로, 그리고 ‘고동’ 범주는 1생활

15

속칭 분류군으로 구조화되었다. 생활형칭 ‘괴기’와 ‘두족류’의 두

11

분류군만이 네 개의 민족생물학적 등급으로 범주화되었고, 나머지 다섯 분류군은
세 등급만으로 범주화되었다.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에서 변칭 등급의 분류
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 동물의 원형은 생활형칭 분류군 ‘괴기’로 인지되었고,
그중에서도 ‘조구’가 심리적 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보여주는 서해 어민들의 생물 분류의 인지체계는 서해의 대표 어종이 조기라는 한
국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개의 기타 바다 동물

15

중 한 개는 생활형칭 ‘비암’에, 네 개는 생활형칭 ‘버러지’로 범주화되었고,

개는

10

어떤 생활형칭 등급의 분류군에도 개념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무연계 속칭 분류군
으로 범주화되었다.

개의 무연계 속칭 분류군은 연구지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높

10

은 생물이 아니라, 형태적 일탈성이 매우 높은 독특한 생물이었다. 결국 바다 동물

․

에 대한 어민들의 민속 동물학적 분류체계는 생물 자체의 형태적 행동적 특징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생업 및 식품으로서 생물이 가지는 문화적 중요성이 복합적
으로 관련된 인지체계인 것이다. 그리고 속칭 분류군의 두 가지 유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생태계 내 생물 종의 분포 양상이라는 생태적 맥락에 대한 검토도 분석
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검토했다. 홍콩 선상민과

․

경남 사량도에서 발견된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사례를 비교 검

․

․ ․

․

토하여, 어류 새우류 게류 조개류 고둥류가 생활형칭 등급에서 공통적으로 범

․

주화되고, 어류의 어휘적 분화가 가장 발달한 공통점을 찾아내었다. 두족류 가재
류 및 굴의 범주는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체계의 범주화와 명명법의 원리

Berlin

에 따라 검토한 결과, 연구지에서 나타난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는 민족생물학적 분
류체계의 보편적 원리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생물 종에 대
한 민속 명칭 외에도 ‘종자’와 ‘과’와 같은 민족생물학적 등급에 준하는 민속 명칭
의 사용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민족생물학적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법적 명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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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 어류의 민속 분류체계가 과학적 분류체
계와 대응하는 양상도 검토하였는데, 민속 속칭과 과학적 종의 대응에서 일대일 대
응이

과소구분이

68%,

로 나타났다. 속칭 분류군의 높은 일대일 대응은 민속

32%

분류체계가 과학적 분류체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일반적 분석 결과와 평행하
며, 민속 분류가 과잉구분보다 과소구분의 경향이 높은 것은 민속 속칭이 과학적
종보다 더 포함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속칭 분류군의 유형에 따라서 비교 단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의 생물 종에 대응하는 민속 분류군이 속칭 분류
군 중에 단형 속칭 분류군이고, 다형 속칭 분류군의 경우는 그 하위 범주인 종칭
분류군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속 분류체계와 과학적 분류체계 사이
의 대응 관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국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 동물의 민속 분류체계는 상당히 정교하고 발달
된 지식체계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분류체계와 놀랄 정도의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민들의 민족어류학적 분류체계가 과학적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
역 생태환경의 생물학적 실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
해, 한국 어민들의 바다 생물에 대한 놀랍도록 정밀한 관찰안과 상상을 뛰어넘는
체계적인

민속 과학적 지식(folk

“

scientific

knowledge)”(Casson

1981a:

5)

은, 인간의

경험 세계가 조직되는 또 다른 방식의 문화적 통찰력과 이해로서 민속 또는 토착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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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인지인류학 또는 좁게는 민족과학의 관점에서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
구분법에 주목하여 어촌 사회의 문화적 지식체계를 밝혀냄으로써, 어민들이 경험
세계로서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사회는 서해의 곰소만에 위치한 작은 연안 어촌으로, 어민들이 소규모 어선으로 연
안어업에 종사하는 곳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고, 그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서 어촌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환경
범주가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어촌 사회가 그 지리적 위치와 생업활동의 특징에 의
해서 구별되는 공동체 범주라고 할 때, 육지와 구별되는 ‘바다’라는 독특한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생태환경은 어민 문화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해당 지역 바다와 관련하여 어민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언급하
는 화제는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 곧 어휘적 분화가 발달하였는가를

․ 물때 ․ 바람 ․ 바다 동물 의 네 영역에 대
한 문화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민들은 바다 환경을 공간․시
간․기후․생물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살펴봄으로써, 연구지에서 ‘바다 공간’

‘

’

.

‘

’

‘

’

,

.

둘째, 파악된 네 개의 주요 바다 생태환경 범주들이 연구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

․

떻게 구분되고 인지되는가를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바다 공간’의 어휘적 분화와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바다 공간’이란
바닷물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육지와 대조를 이룬다. 바다 공간은 ‘모래땅’(모래사

․ 뻘 갯벌 ․ 물 바다 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장)

‘

’(

)

‘

’(

)

,

물’ 영역인 바다가 중심 공

‘

간으로, ‘모래땅’ 영역인 모래사장이 가장 주변적인 공간으로 인지되었다. 어로활동
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공간인 바다가 바다 공간의 원형성
을 구성하였고, 갯것을 잡는 갯벌이 그 다음으로 인지되었다. 이것은 바다를 세 영
역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썰물 또는 간조라는 물때에 놓여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즉, 물과 관련된 공간인 바다는 특히 어민들에게는 거기에
서식하는 수중 생물을 잡는 어로활동이 가능한 생업 공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인
지되는 것이다. 또한 갯벌과 바다의 특정 장소는 특정 지명으로 인식되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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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민들에게 다양한 공간 명칭과 지명으로 구분되어 인지되는 구체화된 경험적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방향 지시 표현들을 분석하여 어
민들의 방향에 대한 특징적인 공간 지각도 분석하였다. 어민들은 지리적으로는 바
다 지향적인 시각을 가지며, 방위적으로는 해당 마을과 바다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
과 관련되어 남쪽 중심의 방향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물때’의 어휘적 분화와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물의 공간인 바다는
이 물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의해서 공간의 상태와 경관이 변하고 인간의 접근이
제약된다. 그러나 물의 움직임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되고, 이 주
기성에 토대한 ‘물’의 구분 및 시간성이 ‘물때’체계를 구성하였다. 물때는 크게 하

․

․

루 단위 한 달 단위 일 년 단위의 세 가지 시간 단위로 구분되었다. 물의 상태
변화는 하루 주기 및 밀물과 썰물(곧 조류)을 토대로 한 구분체계였다. 그리고 어
민들이 하루의 관점에서 바닷물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밀물이 물의 시작점으로 지
각되었으나, 오히려 썰물이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강조되는 시각의 구분을 발견하
였다. 바다를 세 영역으로 공간 구분하는 관점이 썰물 곧 간조라는 시점에 놓여 있
는 것도 이와 같은 시각의 발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때체계의 핵심은
한 달에 두 번 반복되는 보름 주기 물때이고, 보름의 관점에서 ‘사리때’가 부각되
어 인지되었다. 이러한 물때 인지는 어민들의 주 어로 시간 및 기간과 밀접히 관련
된다. 그리고 어민들의 물때체계에서 다의어인 ‘물때’와 ‘사리’의 민속 명칭이 기존
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폭넓고 다층적인 개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6장에서는 ‘바람’의 어휘적 분화와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바다로 어로활동을
나갈 때 어민들은 ‘물때’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날씨 조건의 영향
을 또한 매우 강하게 받았고, 바람의 방향 및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였다.
바람은 일차적으로 방위에 따라 지각되는데, 팔방위에 토대한 팔방풍(명)으로 구분
되었다. 남향 중심의 공간 지각에 따라 바람의 지각도 남쪽을 정면으로 하는 인지
적 정향을 보여주었다. 여덟 개의 바람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어로활동에 따라 다
시 구분되고 여러 관용적 표현으로 지시되었다. 차고 따뜻한 바람의 구분은, 계절
의 변화에 대한 지각이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의 변화 및 상태를 의미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바람은 풍선 운항이나 물때, 파도 등 어로활동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따라 선호되거나 위험한 것으로 또는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서, 특히
어로활동의 호불호 또는 가불가의 영향에 따라 좋거나 나쁜 것으로 인지되었다.
제7장에서는 ‘바다 동물’의 어휘적 분화와 구분법을 살펴보았다. ‘바다 동물’은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을 가리키는 느슨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민들이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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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공간 범위에 따라 포함되는 동물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바다에 대한
공간 지각과 밀접히 관련된 생물 범주다.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어로활동의 최종
목적이 되는 바다 동물은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가장 높은 생태환경 범주다. 민
족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계칭 분류군을 지시하는 ‘짐승’이라는 민속 명칭의 사용
이 확인되었다. 계칭 분류군 ‘짐승’은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으로 구성되었고, 이

11

중 일곱 개의 생활형칭 분류군이 바다 동물을 구분하는 주요 범주다. 조사된
의 동물 명칭은

생활형칭

9

중간칭

9

속칭

132

개

192

종칭 분류군으로 된 민족생물학적

79

분류체계로 조직되었다. 바다 동물의 원형은 ‘괴기’(곧 어류) 분류군으로, 비늘이 있

․

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닌다는 형태적 행동적 특징이 중요하게 지각되었다. 그리고
서해의 대표 어종인 조기가 가장 전형적인 고기로 인지되었다. 바다 동물의 구분에

․ ․

․

서 수중 환경에 적응한 형태적 특징(비늘 먹통 집게발 패각 등)이나 이동성과
관련된 행동적 특징(헤엄쳐 다니는가 기어 다니는가 등)이 중요한 변별적 지각 요
인이며, 생물의 크기 또한 생물 지각의 현저성 및 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어로 대상 및 식품으로서의 문화적 관심도 특정 범주의 바
다 동물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어류의 민속 분류와 과학적 분
류의 대응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두 분류체계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다. 한
국 어민들의 민족어류학적 지식은 과학적 분류체계 및 다양한 사회에서 발견된 민
족생물학적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자연의 생물학적 실재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구분법을 토대로 연구지 어촌 사회
와 바다 생태환경의 주요 특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간 지각에서 갯벌과 바다에서 모두 유사한 지형 범주에 따른 구분법이

․ ․

발견되었다. 즉, 등 골 바위라는 세 지형적 특징이 기본적 의미소다. 여기에 ‘물’
영역에서는 섬이라는 또 하나의 지형이 더 범주화된다. 이 지형들은 물에 의해 경
계가 없거나 수면 아래에 있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특정 장소로 구체화하는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자는 바다의 지형적 특징에 대한 이러한 범주화는
대개 일반적 양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하위 층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명체계가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및 지역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의 문화
적 특수성을 반영해줄 것이다. 특히 섬 지명의 경계는 어민들이 지역 바다에서 어
로활동을 하는 어장의 최대 범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여 지명의
발달은 좋은 어장으로서 여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반영된 언어 양상이기도 할 것
이지만, 연구지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 위치한 어촌이라는 점에서 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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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발달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연구지에서 지명의 분화로 볼 때 갯벌보다는 바다에 대한 지각이 더 발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바다 중심의 공간 지각은, 곰소만의 지형적 특성상 연구지 주변이
상대적으로 갯벌이 덜 발달한 생태 공간의 상황 및 맨손어업보다 어선어업이 주
생업이라는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한편 바다를 원형으로 하는 공간적 위계 관계는 그 공간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
및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의 의미 관계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특히 어류)이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조개류)보다 바다 생물의 중심
범주를 구성하고, 어선어업이 맨손어업보다 더 가치 있는 어로활동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바다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갯벌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 바다의 특성상 바닷물의 상태 변화는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물때 따라’ 바다에 나가고 ‘물때 따라’ 육지로 돌
아오는 ‘물때일’을 하는 어민들에게 물때는 절대적인 시간 기준이었고, 매우 복잡
하고 정밀한 시간 체계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조류의 방향은, 마을의 지리적 위치
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어민들의 방향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연구지에서 물때의 인지 및 이용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물때 지식의 변이상은 물때 인지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달력 조석표의 보급에 따라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의 측면이 과거보다 약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조류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어민들이 진술을 통해서 바다 환경이 변화된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
러나 세대 간 물때 지식의 변이가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

定置漁具 의 보

련되는지를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한편 동력선과 정치어구(

)

급으로 오늘날 물때 이용은 조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하루의 관점에서는 밀물과 썰물 구분 없이 어장에 드나들고, 보름의 관점
에서는 사리와 조금 구분 없이 고기잡이를 한다. 풍선과 달리 동력선은 썰물에 나
가 밀물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고, 주낙어구와 달리 어구를 바다에 미리 설치해
놓는 정치어구의 사용으로 어획량이 높은 사리에만 고기잡이를 나가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셋째, 남향 중심의 공간 지각이 발달한 연구지에서는 바람의 구분도 남풍을 정면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류의 특성상 동서로 주로
이동하며 어로활동을 해온 어민들은 배의 운항 및 어자원의 풍부함과 관련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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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과 서풍을 중심으로 바람에 대한 호불호 및 어로활동의 가불가에 대한 발달된
인지를 보여주었다.
넷째, 바다 동물에 대한 지각이 어류를 중심으로 개념화된 것은 일반적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지에서 어류의 심리적 원형이 조기로 인지되는 것은 서해 어촌
의 특징적 일면일 것이다. 이것은 서해의 대표 어종이 조기라는 한국 사회의 일반

․

적 통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서해 바다가 조기어업의 중심이었던 생태적 어업사
적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바다 동물의 분류체계에서 ‘고기’(

魚

)

개념의 변화가 검토되었는데, 한국인

의 전통적인 민속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 두족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던 ‘고
기’가 어류만을 포함하는 좁은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한국
인의 민속 생물학적 지식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측면으로 보인다. 연체동물인
두족류가 ‘고기’ 범주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형태적 차이가 부각되어
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두족류가 ‘고기’처럼 물속에서 헤엄친다는
행동적 유사점에 대한 지각의 약화를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삶이
자연과 접촉하는 강도가 그만큼 약화되고 멀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자연과학의 지식의 일반화로 연체동물이라는 말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국가의 통계자료나 어시장에서 사용되는 수산물의 범주와 용
어가 자연과학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외부 지식의 전파에 따른 생물 분류의
민속 지식이 변화된 측면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

․ ․

생물에 대한 지각이 생물학적 사실(서식 밀도 출현 빈도 크기 형태적 독특함

․ ․ ․

등)을 반영하기는 하나, 식용 여부 맛 제사 생업 등 문화적 중요성과도 밀접히
관련됨을 볼 수 있었다. 생물의 식용 여부가 지각의 발달 및 명칭 부여와 관계됨을
살펴보았다. 다형 속칭 분류군에 속하는 생물 중에서 맛이 좋은 것이 그 분류군의
원형 범주로 인지되는 경향이 높았고, 이름에도 ‘참-’이 결합되었다. 어류의 분류
기준 하나가 비늘의 유무로 지각된 점은 제상에 올리는 생선에 대한 구분과도 연
결되는 것으로서, 한국 문화의 특징적인 생물 인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생물 종의 서식 밀도 및 출현 빈도가 달라지면서 중
요하게 인식되는 생물 종의 범주가 변화되는 측면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산물 소
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주 어로 대상이 변화되는 측면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생물
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고 생물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민들의 바다 동물에 대한 인지체계는 생태계의 변화 및 외부
세계의 변화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고 조정되는 양상을 또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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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로활동과 바다 생태환경의 지식

․ ․ ․

지금까지 살펴본 어민들의 바다 공간 물때 바람 생물에 대한 문화적 지식은
어촌 사회가 놓인 바다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바
다 관련 생태환경 범주들의 민속 명칭체계 및 구분체계의 발달은 결국 어로활동과
관련된 어민들의 문화적 관심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민들의
인지체계는 그 지역 바다의 생태환경을 어로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지
각하고 구분하는 체계로서 발달한 것이다. 여기서는 마지막 세 번째 연구 질문, 어
촌 사회에서 발달된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적 지식체계가 함축하는 바를 어로
활동과의 관계로서 간략히 설명해보려고 한다.

그림

<

은 이 관계를 도식으로

8-1>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 8-1> 어로활동과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

바다는 어민들에게 어로 장소로서 생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환경이다. 위험한
물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어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리적

․ ․

공간 지식은 필수적이다. 지질 지형 거리에 따라 바다의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
명칭과 지명을 부여하고 사용하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좋은 어장을
파악하고 위치를 지각함으로써 안전하게 어로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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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닷물의 움직임은 어로 장소인 바다로 나가려는 인간의 접근을 제약한
다. 어민들은 아무 때나 바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상태에 따라 바다를 드나
든다. 물때는 바다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때와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를 알려주는 자연의 시간 리듬으로서, 어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간 지식인
것이다.
물때와 함께 바다로의 인간의 출입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환경 조건은 바람이라
는 날씨 조건이다. 바람은 고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어획량을 높여주기도 하
지만, 파도를 일으켜 어로활동 자체를 못하게도 하고 무엇보다도 바다에서 어민들
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위험한 환경이다. 그래서 어민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바람에 매우 예민하게 대처한다.
바다 동물은 어로활동의 최종 목적이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어장이 있는 곳을 지
리적으로 잘 알고 물때 시간을 맞추고 바람의 날씨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 바다에 어로 대상인 바다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민속 동물학적

․

지식은 바다 동물의 행동적 생태적 습성을 잘 보여준다. 즉, 바다 생태환경에 대
한 어민들의 지식체계에서 가장 핵심적 범주는 아마도 어류를 중심으로 한 바다
동물일 것이다.
요컨대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발달된 지식은 어로활동이라는 생업활동
에 필수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다 환경 지식의 목표는

豊漁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서 ‘풍어(

․

安全 이라는

와 ‘안전(

)’

)’

두 핵심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어민들이 배고사 풍어제 등 종교적 의례 활동을 통해 기원하는 바가

無事故

어장에서의 ‘풍어’와 ‘무사고(

라는 점은, 이러한 어촌 사회의 문화적 강조의

)’

일관된 흐름을 잘 보여준다.

3. 연구의 의의와 과제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글
을 마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학술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첫째, 한국 어촌 사회의 토대가 되는 바다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적 지식체계를
찾아낸 민족지 연구라는 점이다. 더욱이 한 어촌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네 개의 주

․

요한 바다 생태환경 범주를 통합적인 문화적 지식체계로서 기술 분석하였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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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관점에서 어민들이 어촌 사회의 생존의 토대가 되는 바다 환경을 어떻게 바
라보고 있는가를 탐구한 본 연구는, 어촌 사회와 바다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관점과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 연구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자연을 개념화하는 인지체계
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바다 동물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와 지식에 대한
분석은, 한국 문화의 민족생물학 영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개별 문화의 성원들이 그들의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민족과학의 방법론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적 연구에서 이론적 모델로서 가지는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어촌 사회에서 발달된 바다 환경 범주에 대한 토착

․

명칭체계에 대한 기술 분석은 어민들의 인지 세계의 중심 부분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구제 민속지(salvage

ethnography)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압축

적인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변동해 왔고, 고유의 언어문화도 다
음 세대로 계승되기 어려울 만큼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어촌 사회의 전통
적인 언어문화에 대한 경험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장
기간의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경험적 자료에 토대한 본 연구는 어촌 사회의 언어문
화의 기록으로서 구제 민속지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네 개의 주요 생태환경 영역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인지
적 원리를 찾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네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결시키는 설명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생물의 민속 분류에 대한 연구를 식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바다 동물로 한정하였다. 더 나아가 바다 생물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전
체 동식물에 대한 민족생물학적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족생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통문화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어촌 연구에서 도서 어촌과 연안 어촌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안 어촌인 본 연구지에서 찾아낸 바람이나 어류의 구분체계가 도서 어촌에서 보
고된 구분체계와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 어촌 연구는 대개 도서 어촌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도서 지역이 갖는 독특한 도서성과 역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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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전통적인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도서 지역이 전통
적인 또는 토착적인 문화 연구를 지향하는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바다 생태계에 놓여 있는 도서 지역과 연안 지역이 어떤 차별성을 갖
는지에 대한 이해는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갯벌어업과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향에 따라서도 어촌 사회의 생태 지식에서의 차이에도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 어촌과 연안 어촌의 차이, 갯벌어업 중심 어촌과 어선어
업 중심 어촌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촌 연구에서 발견되는 어민 문화의 변이상
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서 천체 현상에 대한 연구 관심의 필요성이다. 어촌
에서 조석현상과 달(moon)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천체 현상에 대한 지식체계의 미발달이, 연구지에서만 나타나는 인지 유
형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인지 궁금하다. 일별하건데 천체 현상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
문화와 천제 현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관심을 기울여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새로
운 문화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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