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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의 쩌|가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조치서朝差)를 가지는 대
조차 환경으로 도처에 갯벌이 잠 발달되어 있다. 조수가 오므내릴 때

바닷물의 수평운동인 조류(뼈댐빠가 발생하며， 조류는 토사를 운반하여
퇴적시키고 해안지형의 발달과 변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류로 운반되
는 실트나 점토 등의 미세입자가 파행波浪)의 작용을 적게 받는 즉 파
도J)- 잔잔한 해~벼l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갯별이라고

한디{홍재상 199H: ll-l Bl

갯별이 지니는생태적 · 자원경제적 가지에 대해서는끈래 많은주목
ι 지역문화연구소 (tl 二lL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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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으며， 희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

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갯벌 연안 주민들의 생계의 밑천이자 삶의 터전
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벌

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의 구체적인 양t벼l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연
구자가 많지 않았다. 그것을 다루는 경우에도 일종의 배경서술로서 기초

조사항목을 간략히 나열할뿐， 그 자체의 구성원리를 밝히는 작업으로는
니..0]-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갯벌을 벗어나 생산기술과 생산도구 전반의 문제로 시야를 확대하
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탁월한 글들
이 작성되었다{정시경 1960a; 1960b; 1961; 황철산 1964; 김용섭 1970;
이태진 1986; 민성기 1988; 주강현 1991; 이호철 1992; 배영동 2뼈; 염

정섭 2002; 고광민 2004). 그러나 많은 글들은 최상의 경우에 각종 농서
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보다 못한 경우 지
역사적인 계기와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도구를 나열하거나
기초자료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구의 상정성이나 의미의 차원
으로 비약해벼리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었다. 그러나 생산도구의 연구에

서 상정성이나 의미와 같은 치원은 이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보다 근

본적인 문제는 토O.}을 비롯한 지역적인 자연환경조건에 대한 최적화과
정이라고할수었다.따라서 체계적인분류작업과분포지도의작성，분

포를규정하는환경요인에 대한 설명을 전제한 위에 이에 대한농 • 어민
등 생산자대중의 설명체계라는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되
어야할것이다.
어법과 어구의 문제로 들어오면， 선행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갯벌에서의 현상벼l 대한 것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이 분야의
가장 체계적인 보고서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어업용구면)dl는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인 갯벌어엽의 채취어구를 ‘사람의 손이 주역할
을 하면서 사용되는 보조어구’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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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어구는 어구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것을 어구로 취급

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젓은 아니나 오늘날의 어구분류에 있어서는
이를 어구로 보지 않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문화재연구실 예능민속실

1992: 310)" 고 적음으로써 거의 무시를 하고 있다. 불과 열 줄의 서술과
함께 패류채취용 호미， 갯지렁이 포획용 기구， 패류채취용 갈퀴의 도판을
인용을 통해 제시하고， 굴 포획용 갈고랑이 및 굴 채취 장면의 사진을
싣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보고서들도
대개 이러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어선어엽(낚시， 어망

등)과 함정어엽(설망， 돌살， 통발 등)에 대해서만 묻고， 기록할 뿐이다.
갯벌어업의 채취어구에 대한 이러한 대우는 몹시 부당한 것이다.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의 각 연

도판을 1984년부터 1999년분까지 확인한 결과， 갯벌어업의 어획물인 패
류가 대종을 차지히는 연체동물 항목의 전체 수산물 판매액에 대한 비중
은 15.0%를 기록한 1985 년을 제외하고 줄곧 2(1)/a를 상회하였고， 1999년
에는 27.fJYa를 기록하였다.1984년 이전시기로 올라가면， 물론 1990년대
후반과 같은 바지릭캄국수 · 조개구이 붐은 없었지만， 어선어망어엽의
발달이 미약하였으므로 그 비중은 크면 컸지 결코 작<>J-지지 않는다. 특
히 갯벌의 채취어업은 자본이나 설비투자， 고용노동이 필요 없으므로，

반농반어촌에 거주하는 생산자대중의 살림살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욱크다고할수있다.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진 몇 개의 민속조사보고서를 제외하면 갯벌어
업의 어법과 어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던 상황11서， 이

불모지를 개척한 공은 거의 전적으로 고광띤의 몫이다. 그는 ‘바다밭의
기술민속’ 을 포함하여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도구 전반을 검토한 『제주
도의 생산기술과 민속，，1](고광민 2004)을 집펼하고， 이어서 남한 각처와

일본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그 연구영역의 확대를 꾀하였디{고광민

2(0 2) . 후자는 이 글의 관심λ}이기도 한 닥지‘ 바지락， 가리맛의 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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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맺는 글 중 관련부분{같은 책:
188~189)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D 서해안에서 낙지를 잡는 어구는

호미 • 가래 등지역에 따라다0.1'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래’는아산만
을 경계로 그 남쪽에서는 ‘낙지가래’ , 그 북쪽에서는 ‘종가래’ 라고 했

다. 서로 모양도 달랐다.(2) 조개를 캐는 호미는 지역적으로 무척 다양하
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채취대상 조개의 종류도 달라 깊이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맛을 찌르거나 결어서 빼어내는 칭어 서해안과 제주도의
성산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경기도의 남양만으로부터 충청남도의 가로림만
과 태안반도， 천수만에 이르는 지대에서 종가래(낙지가래)와 낙지호미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1) 이를 직접 확인한

결과， 님양만의 경우 하나의 만(灣)의 이웃한 마을틀 사이에서도 같은
어종을 어획하기 위한 어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답을 구하면， 주민들은 갯
벌토양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어법과 어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는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설명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모두 납득할 만하지만，
이들을 서로 대조해보면 상호간에 불일치하거나 상충하는 지점틀을 발
견하재 된다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차차 드러나겠지만， 요컨대 모두가

자기 마을의 갯벌이 가장 빠지는 곳이라고 하고， 모래와 자갈이 많은
곳으로 다른 고장을 지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 하나의 조업

구역 안에서 활동히는 사람들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조업구역에서 특정
어법과 어구를 사용하게 된 진정한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 φ1들은 대개

지역별 갯벌토양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아유를 설명하였는데， 정작
비교의 대심에 된 이웃마을에서는 사태를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1) 물론 고광민(2002)은 전수조사{全數調훌)의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냐며， 따
라서 후속작엽에 의해 더 정교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글이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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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 문제를 해명하려는 데에서 출발한다. 남양만 연<i>l-에서
같은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 이웃한 마을들 사이에서 상이한 도구를 사용

하는 이유는 무엇인개2장).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에서 주로 사용되
는 갯벌토양의 차이의 설제 양상은 어떠하며， 앞서 지적한 불일치와 상
충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ü장) . 이를 위해 설정한 조사의 원

척은 다음과 같은 젓이었다

CD

어업기술의 공통점 및 차이점” 변화 및

지속의 양상과 二[것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주민들의
체험적 설명을 확인한다. 칭 문제가 된 바 주민들의 비교설명의 사설성
여하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단위에 대한 전
수조λH全數調할)를 하여야 한다 (3) 어법과 어구의 분포형태가 어떠한

지 그 물질적 형태를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설명만을

대조해서는 혼란이 가중될 뿐이며‘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풀증’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잉

2)

지역의 깨관

낚얻변f은 입구로부터 쐐기 모양으로 육지로 갚게 파인 지형으로 해안

션을 따라 갯벌이 발담해 있대 〈지도

1>

및 〈그림

2>

참조). 주류수로(가

장 넓은 수로)가 북쪽에 지우쳐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실
제 갯별은 남쪽에서 잘 발탈하였다. 따라서 남쪽 갯벌은 드넓은 데 반해
북쪽 갯벌은 좁고 깊다. 남쪽 갯벌은 그 넓이가 약 40krn'로 추정된디{고철
환 · 박수철 20m: 5(2)‘ 이곳은 1991 년 4천 482ha의 농지와 1 천 730ha의
탐수호 조성을 목표로 화옹호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최큰 물막이

2) 대개의 갯벌어업플 하는 어촌이 그러하듯 남양묘에서도 행정리별로 어촌계플 조직하
고 행정리 사이의 경계선블 따라 어촌계별 조업구역올 획정하였다 따라서 한 어촌계
에 속한 어민은 다븐 어촌계 조업구역에서 작업할 수 없고， 그의 어엽활통의 범위도
직접처l 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범위도 기초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경계 안 o 로 제한된
다 이 급에서 ?l 밍우저l 의 갯벨음 다루띤서 햇정구역윤 단위로 어법과 갯벨의 특정을
정리하든 이유가 야기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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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Àr77r^l 완료되어 완전히 내수면화되었다. 남양만 내의 각 포궈l서 출
항하던 어선들은 서신면의 궁평항과 전곡항， 우정읍의 매향항 등 방조제

외곽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이 글의 논의대상인 갯벌어업 역시 방조제
외곽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지도

1) 남g반과 조사대상 마울들

행정구역상으로 화성시에 속하는 남양만은 북서단의 만(灣) 어귀로
부터 북안\~t뿜)을 따라 서신면， 마도면으로 이어져 가장 안쪽이 남양동
이 된다. 남〈양f의 해안선은 남〈양동에서 방향을 툴어 남서방향으로 내려

오게 되며， 징싼면을 거쳐 우정읍에서 남서단의 만 어귀를 이룬다. 그리

고 서신면의 서쪽 해당에 도리섬이 었다. 갯벌어업은 남양만 연안 5개
읍면통 전역에서 발달하였지만 징싼면의경우 접안한 지역이 석포리 1
개리로 국한되어 면적이 좁다. 석포리는 이미 일제시기에 방죽이 조성되

어 해안선이 자연상태를 상실하였량R도 불구하고 석포2리 버들미을에
서 채취어업이， 석포5 리 방농장 마을에서 들망배 어업이 근근히 지속되
었다. 그러나 20여 년 전 매립사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주행시험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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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321 번 지방도 중 점션표시부분)이 들어섬으로써 이마저 일찍이 중

단되었으므로， 이번 연구의 대싱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남양만의
갯벌어업에 대한 조사는， 북서단 만어귀로부터 남서단 만어귀를 향해
해안선을 따라， 서선면 궁평리와 용두리， 마도면 쌍송리와 청원리， 남양
동의 장덕동， 우정읍 호곡리， 원안리， 운평리， 화산리， 매향리 지역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화성시 지역의 어업에 대한 조사는 2001 년부터 간헐적으로 실시하
였으나， 님걷변f 지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화옹방조
제 완공을 앞두고 실시된 문화유적지표조사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이
를 통해 해당지역의 민속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 남양만
지역의 어법과어구의 다양성을파악하게 되었으며， 그보고서는한신대
학교박물관 • 농업기반공사{출판예정)를 통해 곧 간행될 예정이다 3) 펼
자는 이 작업이 끝난 후 남양만 갯벌어업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고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화옹방조제 축조 즈음의 어법과 어구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인지， 그 이전시기의 어법과 어

구는 어떠했는지， 그 기원은 언제부터인지를 묻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어법과 어구의 변화상을 파
악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절문표에 따라 문답을 하였
다. 그러나 대화가 질문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융통
성 있는 운용‘은 불가피했다.

3) 이 글에서 소개한 어법 · 어구 관련 사례의 생략된 부분‘ 어법 • 어구 외의 어업생산

관련 사항， 어업 외에 해당지역 사회 • 민속현상의 제반내용은 이 보고서(한선대학교박
물관 · 농업기반꽁사 플판예정)틀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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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법과 어구의 지역적 전개

이 글에서는 남양만 갯벌에서 채취되는 수산물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낙지와 바지락， 가리맛을 다룬다. 이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한 것은 우선 이들 수산물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많든

적든 전역에서 채취되고 있거나 과거에 채취되었고， 이에 따라 어법과
어구의 분포 및 변회를 포착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대상을 확정하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남양만의 바지락과 가리맛 어엽은 과거 전국적으로
도 유수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화성수협의 연도별 어종별 수산물

판매액을 표로 정리하고 그 끝에 맛류와 바지락의 화성수협 생산액과

전국 생산액을 대비시킨 것이다. 1989년 회정수협의 총생산액은 전국
총생산액의 0.4%'에 불과하지만， 연체동물류 생산액은 1.80!<}까지 올라간
다. 특히 맛류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의 97.0%, 바지락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의 26.0010에 이르고 있다.
〈표

1)

화성수협 연도별 어종별 수산물 프빼액 (1989~1999)
(단위· 천 원)

[뚫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178,344 345,057 4,648,378
1 않lO 116,458
52,570 4，450.깅íO
1991 231,784 179，거링8 2,826.675
1잃2 143，69.~ 101 ,446 2,505,852
1앉}3
94,492 144,CXJ3 1.886，α'f)
34，야경9
1 잃4
39,9l1 2， 025 ，7φ
1앉l5
6.871 39,502 3‘03낀'04
1 앉16
8,001 42,318 1,626,902
8,011 11 ，생3 560,917
1997
0
1998
0
4,393
0
0
0
1얹잇9
1얹영9

기타수

산동물

해조휴

합계

117,213 5.293,839
01 122,832 4.742‘ 120
01 47,246 3,285,493
01 17,“‘4 2.768,655
01 2,124,5(4
0
0
01 2,099.858
0
01 3 ，079P꺼
0
01 1,677.301
0
01 580,411
0
0
4.393
0
0
0

4;없7

맛류생t빽
화성수협

720.720
545,215

500.056

바지락 생산액

전국

전국

10,531.045
3，251.얘4 11 ,547.155
1.644,884 8,058,164
1,164,031 14,320,913
123,890 8,371,476
1 ，0영，457
12, 347,584
1,887,916 13,147.710
1579.087 11 ,862,363
129‘ 573 9‘ 003,044
01 11 ,280,846
01 11 ,196,107

743 286 2,740.164
•

@，여6

593.991
1,057.431
1.296,921 1,503,687
632,966 1,053‘ 782
683,087 736， 0，잉
761 ,275 962,296
2,'16, 181 358,091
4,393 256， 1갱
0
87,871
%옛.，070

화성수협

.

자료 w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연도판

• 1996년 화성수협의 판매액합계는 2，677， 301 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여 1,677,301
천 원으로 정정하였다

.‘ 화성수협은 1997년 5월 경기남부수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그냥 화성수
협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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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의 경우 약간 사정이 다르다. 우선 낙지는 어느 어촌계에서도
어획량이나 시기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공동출하 · 공동판매
의 대상도 아니었고， 당연히 수협의 통계에는 포착되지 않는다. 어촌계

에서 낙지어획을 통제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낙지는

조개류나 갑각류를 먹고사는 갯벌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낙지를 잡는
것은 어촌계의 주요관리대상인 패류의 자원보호에 도웅이 된다. 그리고
닥지어획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분에 열반적으로 한 마을에서도 숙
달된 몇 명만이 낙지를 잡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어민들 시아에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잡
아주변 일반어민들에게 도웅을 주는 셈인 것이다. 그 결과 평소에 ‘갯
일’을 하지 않는 ‘점잖은 분’들이 낙지를 잡으러 갯벌에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 4) 이런 점들이 작용하면서 낙지어획은 갯벌어업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1) 낙지
남양만 갯별에서 낙지를 잡는 재래 어법으로는 크게 닥지호미를 쓰
는 법(이하 ‘낙지호미어법’ ) , 맨손으로 붙여서 잡는 법(이하 ‘맨손어
법’ ) , 그리고 종가래를 쓰는 볍(이하 ‘종가래어법’ ) 등 세 가지가 있다 5)

이들 어법은 일제말기 이래 화옹방조제 축조 이전까지도 지속되어 왔으

며， 어법과 어구가 서로 뒤섞이게 된 근래까지도 남양만 갯벌 낙지어법

의 기본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다.
4) 그 외에‘ 낙시는 조개류9-)‘는 달리 한 공에 고착하여 생활하지 않고 남양만 여기 저기

를 옮겨다닐 수 있는 어종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닥지가 어느 마

을 어촌계 구획의 난지라는 식의 개념 섣정이 불가승하다는 것이다
5) 이 외에 삽읍 쓰는 방법파 낙지쇠스량을 쓰는 방법이 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두 방법은 각기 종가래 어법과 낙지호미어법의 최급 들어 나타난 변이형인 젓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끌에서는 이 두 방직을 남양반 갯벌 닥지어법의 기본형식으로 파
악하지 않았으며‘ 이하 필요힌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설명에 반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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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不 I

1)

님9!ÇJ.의 낙지어구

떠j 종가래

(b) 낙지호미

촬영지 : 원안1 리 이총회씨댁
전체길이 :82cm
날길이 : 14.5cm

촬영지 웅명1리 김갱규씨댁

촬영지 궁명 1리 김정규씨댁

출쳐· 고광민(출판예갱)

전제길이 : 28. 5c m
날길이 19. 2c m

(c) 낙지쇠스랑

우선， 닥지호미어법으로 낙지를 잡는 지역으로는 도리섬， 백미리， 궁
명리， 용두리 등 서신면의 마을들이 었다. 그 외에 님양통 장덕 1통 매바

위 마을에서도 주로 낙지호미를 쓴다. 마도면 쌍송2리 돌다리 마을에서
는 본래 낙지호미만을 사용하였는데 약 60년 전부터 종가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6) 따라서 일단 매바위 일대까지 포함하는 남〈땀 북안(北뿜)
의 마을들 중에 낙지호미를 쓰는 곳이 많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지역들은주로 낙지호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이지만， 갯벌 토양의 차이에 의해 마을마다 닥지의 서식환경이 상에하
며， 그 결과 닥지호미어법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진다.
6) 툴다리 마올 토박이인 윤광로씨(남 1934년생)는 ’ 내가 열 살 때부터는 종자혜가 나와
서 종가래로 파 들어가서 손으로 잡았다’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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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래로 해보니까 종가래가 호미로

궁펑리에서 낙지를 잡을 때는 낙지가 게를 먹고 내놓은 ‘부릇’을
보고 낙지의 위치를 파악하여 낙지호미로 판다. 부릇이란 낙지가 게를
집아먹고게구멍에서숨을쉬느라고오므락오므락하면서내놓는퍼런

배설물을말한다.
매바위에서 낙지는 게구멍으로 들어가 게를 집아먹고， 그 구멍을 더

파서 이동하여 게의 일종인 능정이라는 것을 집아먹는다. 즉 부릇을 보
고 낙지를 찾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닥지는 원래 었던 게구멍보다 종횡으

로 더 깊이 파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닥지가 원래 들어간
구멍과 현재 닥지가 들어앉은 자리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낙지가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갯벌의 펄흙 성분， 즉 니질(펌
質. 실트와 점토)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반면 도리섬은 궁평리보다 사질(妙質) 함유량이 높고 자갈도 많아서
닥지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낙지는 대개 일단 들어간
구멍에 그대로 머물면서 ‘근l:lJ-에 있는 쑥이라는 것을 다 잡아먹다시피
하고’ 앉아있게 된다 7) 그런데 닥지가 애초에 들어간 구멍에 그대로 있
기는 하지만， 도리섬에서는 부릇을 보고 낙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사질
힘량이 높은 모래톱이나 니질 성분이 많은 빨이나 낙지가부릇을 내놓는
것은 똑같지만 빨에서는 한 번 불어놓은 부릇이 갯벌 위에서 그대로

말라 파렇게 보이는 반면， 모래톱에서는 간조시에 ‘물이 쪽 빠져서’ 부
릇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낙지호미어볍지역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도리

섬과 궁평리， 용두리， 매바위에서는 일정한 환경조건의 차이와 그에 따

른 어법의 차이가 전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른 환경조건이란，
7) 이 점에 대해 주민들의 설명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궁명 1 리의 김정규
씨는 ‘낙지가 뺑은 물령하니까 구덩이를 멸리 들어간 데 앉아 있는데 도리도는 밑창
이 석별이고 모래니까 깊이 플어가지를 않는다’ 고 하였다 반면 궁명 2 리의 정욱헌씨
는 ‘도리섬도 깊이 뜰어가눈 것도 있고 얄게 있는 것도 었다 오래 있는 건 깊고 이

동하는 건 얄은 거니까 바다에 자갈이 많고 하는 건 상관없다 (닥지개 자갈이라도
잘 판다’ 고 하였다 이 글븐 이에 대한 균명이 미진한 상태에서 ‘도리섭은 낙지의 이
동이 상대적으료 어렵다’ 고 적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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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바위를 무른 쪽의 극에， 도리섬을 단단한 쪽의 극에 놓는 갯벌토양의
차이를 핵심으로 히는 것이다.

다음， 종가래어법으로 낙지를 잡는 지역으로는 우정읍의 주곡리， 호
곡리， 원안리， 운평리， 매향리 등 남양만 남얀(南뿜) 전지역과 마도면의

청원리 및 쌍송리 등 북안 북동부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서신변의 도리
섬에서 낙지호미와 종가래， 삽 등 님양만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어구

가 동원된다논 점은 고광민(출판예정)이 밝힌 바 있다 8) 쌍송리에서 약
6ü년 전 종가래가 도입되어 낙지호미를 거의 대체하였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낙지호미에 대한 설명에서도 드러났듯이， 같은
도구를 시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쓰는 배경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A.벼1

1]

우정에서 종가래어법을 쓰는 01유

서신은 빨이 빠지지를 않고 모래 이런 거니까 그런 데는 호미로 잡지. 여기
는 빨이 빠지니까 종가래로 땅을 파서 잡고 ...... (이종희씨 남. 1936년생. 우정

읍 원안1 리 거물 마을).
[.A.벼| 외 님S때|서 종가-lH어법을 않는 이유

종가래는 호곡리나 원안리같이 빨이 딴딴한 곳에서 쓰는데， 여기는 종가래
를 쓰면 쓰지만 빨이 단단하지 않아 흙을 왔을 때 흙이 무너진다- 워낙 물렁땅
은 손으로 쑤셔서 잡는 것이고 ......그게 토절 차이라 그렇다{박수영씨

남

1936년생. 남양통 장덕 1통 매바위 마을).

서신면 일대에서 낙지호미를 시용하고 우정읍 일대에서 종가래를 사

용히는 지역어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구할 때 종가래를 쓰는 지역의
주민들은[사례 1]과같이 이야기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설명방식은
단순히 서신과 마도， 또는 서신과 우정의 대비라는 측변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그 맥락을 벗어나면 타당성을 상실한다. [사례 깅가 그러한 경

8) 도리섬에서 각종 낙지어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근래 들어 나타난 현상인지， 적어도

일제시기 이후로 지속되어온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궁명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혼
재현Ã.{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16

~비교문화연구』 제 11 집 1호(2005)

우이다 이에 의하면， 매바위 갯벌에서 종가래를 쓰지 못하고 낙지호미
를 쓰는 이유는 매바위 갯별의 흙이 ‘워닥 물렁땅’ 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남양만의 낙지어엽에서 종가래어법의 적소는， 서신과 같이 ‘빠지지
않는 모래땅’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매바위처럼 ‘빠지는 물렁땅’도 아

닌‘ 마도와 우정 일대의 갯벌이었다고 일단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0 ，료‘ 남양만 연안에서 맨손어법으로 낙지를 잡는 지역으로는
서선면 궁평리와 우정읍 운평리가 있다. 궁평리는 닥지호미어법과 맨손
어법이 주가 되면서 종가래어법이 일부 병행되던 곳이고， 운평리는 종가
래어법 위주이지만 맨손어법이 병행되는 곳이다. 남양만 연안의 미을들
에서 낙지호미만을 또는 종가래만을 썼다는 곳은 있었지만 맨손으로만
닥지를잡았다는곳은 없었다. 따라서 낙지의 맨손어법은독립적인 지역
어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요어법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젓을 남양만 낙지어법의 주요한 형식 P로 파악해야 하
는 젓은 무엿보다도 어법 자체가 독특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또 그 독특한 어법이 성립 가능한 특수한 갯벌환경조건이 따로 있고，

따라서 맨손어법을 닥지호미 또는 종가래어법과 병행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구별이 유익하고 또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삼피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려13] 마도에서 맨손어법을 않는 이유
서신변에서는 붙여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기도 잘 잡는 사람은 (하루에) 4O ~50마라씩을 감

는다 그런데 보통 낙지플 잡으려면 1m 이상을 파야된다. 서신에 붙여 잡는 것

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낙지가 방게를 잡고 꺼기 구멍에 뜰어있는데‘ 손을 넣
으면 방게인 줄 알고 손에 들러붙는 것이다 거가는 빨이 딱딱해서 닥지가 집

을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다 낙지가 집을 짓도록 구멍을 파지 못한다， 그러니
까 게가 피놓은 구멍에 듬어가서 자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웃으며) 거가는
빨에 농구화탈 선고 다니는 데니까 ...... (최호경씨 마도면 청원2 리)

남양만 갯벌의 어업기술과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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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I 여 서신의 낙지호미어법과 맨손어법
어렸을 때는 손으로 받쳐서 잡는 사림이 많았다. 손올 낙지구멍에 집어넣으
면 낙지가 들러붙는데， 들러붙으면 뒷손으로 구멍을 쑤셔서 낙지를 꿀어내는
것이다 ...... 전에는 추우면 안 갔으니까， 더울 적어l는 붙여 잡는 게 파는 것보
다 힘이 안 든다 ...... 단지 (같은 궁평리 갯벌에서) 같은 시람이 잡아도 물렁

한 데애서는 손으로 받쳐 잡고 딱딱한 데는 호미로 파서 잡고 하는 차이는 있

었디{김정규씨 남 1932년생. 서신면 궁평 1 리 고잔 마을).
[사례

5]

우정의 종가래어법과 맨손어법

여기는 닥지구멍 있는 곳을 종가래로 파서 잡거나 낙지구멍에 맨손을 집어
넣어 도수어로 잡았고， 닥지호미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 (왜 그런지를 묻재
그게 빨 사정에 따라 다률 벤데 ...... 조금 단단한 빨이 있고 부드러운 빨이 있

다. 아마 빨이 얄고 부드러운 곳에서 호미를 쓸 것이다{한정택씨. 남.1926년생.
우정읍 운명 1 리 명받 마을).

[사례 깅과 [사려114J에서 이야기히는 맨손어법의 방식은 ‘손으로 붙여

잡는다’와 ‘받쳐 잡는다’는 표현의 치어가 었지만 기실 내용은 통일한
것이다. 그런데 [사례 죄에서는 마도면에서 불기능한 낙지의 맨손어법이
서신면에서 가능한 이유가 ‘서신면의 갯벌이 단단하기 때문’ 이라고 하
고 있다. 반면， 정작 서신변에 사는 당사지는 [쐐114]에서 ‘물렁한 곳에

서는 맨손으로， 딱딱한 곳에서는 낙지호미로 잡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인접해 있는 두 면 사이에서 갯벌 토양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신변의 물렁한 갯벌이 마도변에서 볼 때는 단단한 갯벌에

해당하여， 그 차이가 맨손어법이 단단한 갯벌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물렁
한 갯벌에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
할수었다.
한펀 [사례 5]는 싸례 죄이나 [사례 41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단단한

갯벌에서는 종가래나 맨손 어법을， 부드러운 갯벌에서는 낙지호미어법
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마도면 주민에 의해 ‘단단한 갯벌’ 의
대표격으로 이야기되었던 서신면 일대가 전통적으로 낙지호며어볍지역
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문제는，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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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무르다는 판단， 모래땅과 빨의 구분， 그 표현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
인가에 대해서 님작댄f 연안의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상이한 개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다루지 않고 어법과 어구의 지역차에 대한

설명이 결코 완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얻면f의 낙지어법과 어구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 서신면을중심으로님양반북안에서는닥지호미어법이， 우정읍등

남양만 남qf에서는 종가래어법이 낙지어법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남북의 구별 외에， 남양만 어귀로부터 안쪽을 향해 동서방향으로 변
화하는 어구의 분화양상을 포착할 펼요가 있다. 남양만 북안의 경우 가
장 단단한 서선변 일대와 가장 무른 남양동 일대에서는 닥지호미를 시용
하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마도는 낙지호미를 사용하다가 종가래 사용지
역으로 변화하였다 남양만 남안의 경우 종가래를 시용하는데， 그 이유

는 이곳이 남양동 갯벌처펌 빠지는 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선면 갯벌
의 ‘모래땅’ 과논 또 다른 성칠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단하
다’거나 ‘무르다’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1 서선면 외의 주민의 설명을 따라 ‘서신의 갯벌은 단단하다’ 거나

‘서신은모래땅’이라고 섣불리 단정히는 일을유보하게끔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해셋별별 어볍과 어구에
대해 조금 더 정리를 진행시커도록 한다.

2)

바지략

남양만 연안지역에서 바지락을 캐는 데 사용되는 어구로는 바지락호

미(물바지락호미)‘ 갈구레기(또는 바지락호미) , 바지락갈퀴， (밭에서 쓰
는 보통의) 호미 등이 있다 9) 고광민(출판예정)은 우정읍 매향리에서의

9) 그 외에 흔히 ‘바지락끔빵’ 이라 불리는 항망류{찌緣蘭에 의해 바지락채취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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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과 어구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갯벌을 긁은 뒤 손으로 바지락을
골라서 하나하나 담아 나가는 ‘손바지락’과 갯벌을 긁어 바지락을 흙더

미 채로 바지락처l 에 담고 여기에 물을 끼얹어 씻어서 바지락만 남게 하
는 ‘햇바지락’ 의 두 어법이 구별가능하며， 전자가 주로 갯바닥에서， 후
자는 주로 갯고량에서 행해진디는 점， 물바지락호미는 갯고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호미는 갯바빽l서 주로 사용되며， 갈구레기는 모래가
많은 갯벌에 맞게 만들어진 어구라는 점 등을 밝힌 바 있다.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바지락어구의 지역적인 분포상황을 조사한 결
과， 대체로 우정읍과 서신면 등 남양반 외안(外뽑)지역에서는 이들 어구
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 마도면과 남양동 등 님〈옆f 내안{內뿜)
지역에서는 님찌락어구가 다양째l 나타나지 않고 밭호미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전자의 지역이 바지락이 많이 서식하고 채취도 활발한 곳임에
반히여， 후자의 지역은 바지락 서식이 제한되어 있고 채취도 그리 활발
하지 못한 곳들이다. 아래는 이 두 지역에서 행해진 바지락의 서식지
및 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사례 히 서신의 갯벌과 바지락어법
바지락은 얄게 박였으니까 호미로 겠다. 바지락 호미는 일반 호미도 쓰지만
그보다 조금 더 조그떻게 만든 것을 쓰는 제 일이 편하다. 바지락을 캐는 일은

호미를 쉴 새 없이 웅직여서 하는 일이므로， 자꾸 움직이기에 편리하게끔 자그
마한 호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 바지락은 빨에 안 앉으나까， 반모래 땅이

라야 바지락이 앉는다. 반이 모래고 반이 빨로 한 데 섞인 토질을 반모래라고
한다{김정규씨. 서신면 궁평 1 려)

기도 한다. 항뺑l는 손으로 끄는 손항망류와 어선으로 끄는 배항망류가 있대문화재
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1992: 500). 바지락 끌빵어란 하단에 톱니나 갈퀴 또는 써레 형
태의 날을 단 장방형의 첼채툴애 주머니 형태의 그물을 단 어구를 말한다 조사결과
남〈암f 연안지역에서 손항망류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으며， 배항망 방식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선과 그물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사람의 손이 주역할을 하면서 사용되는 보조어
구류’(같은 책: 31이라고 볼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어선어법인 낙지주낙이나 함
정어법인 낙지홍발 퉁이 제외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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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f례 꺼 마도의 갯벌과 바지르뻐법
(바지락호미삼 쓰시 않고 일반호미를 사용하는 이유플 묻재 여기는 바지락

이 양이 많지 않다. (바지락이 많지 않은 이유는) 여기 모래가 없어서 그렇다

바지락은 난들이 없고 모래가 섞인 곳이라야 있고 빨에는 앉지 않는데， 여기는
그런 모래가 섞인 데가 물개구창10) 밖에 없으니까 바지락이 앉지를 못하는 것이
다

......

려간다

난들이란 게 고운 흙 %땀인데， 일반 빨흙에서는 파도가 치면 씻겨 내

...... 조수가 세면 그게 씻겨져서 내려가는데 조수물이 약하면 나가는

양보다 가라앉는 양이 많다. 그게 쌓여서 어조에 없어지는 것이대최호경씨. 마
도변 청원2리).

위의 사례에서는 ‘반모래땅’과 ‘난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지락은 모래가 많은 땅이라야 살 수 있는데， ‘반이 모래’ 인 서신
면 일대와 ‘난들이 많고 물개구죠L에만 모래가 앉는’ 마도면 지역에서는
바지락의 서식조건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바지락어
엽의 활발함과 부진함의 차이로 나타나며， 비자락어구의 분화 • 발달 여

부를 결정하는 젓이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양만
연안지역의 바지락어구는 작고 가벼운 받호미플 기본으로 한다. 그 중

모래가많고바지락서식지로 적합하여 바지락채취가활발한곳(님양만
외안)에서는 바지락어법의 분화 · 발달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다%댄 바
지락어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1 1) 그렇지 않은 곳(남양만 내안)에서는 전

문적인 바지락어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기구를 겸하는 호미를 가지

고 제한적이고 단순한 바지락채취에 머무는 양상을 보였다.

10) 물개구칭씨란‘ 갯고땅을 따라 물이 굽이굽이 사행(뽀따 T)~칙 나아갈 때‘ 깎여지는 공

격사면(cut bank) 의 반대편에서 토사가 퇴적되는 보호사면(point bar) 읍 맙한다

갓~늑=:::::p

•

JH

~^

~)2f

윌 )H- J1 N

11) 고광민(2이)2) 은 1 '19H년에 얀면도에서 대장간을 개업한 ‘지씨’ 가 개업전 경가도의 여

러 곳에서 열을 약혔으며‘ 당시 바지락 갚구레기를 만달어 우정면 매향1 리， 원안"'1.
이변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봇했
지만‘ 안변도 일대까지 조사범위틈 확대하면 이와 관련한 보다 세밀한 이야기를 틀음

호꼭리 일대 사람뜰에게 많이 펼~다고 적고 있다
수 있을 젓이다

남양만 갯벌의 어엽가술과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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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궁명리바지락호미
전체길이:

날길이 :

27. 5cm
15. Ocm

2)

님양만의 바지락어구

(b) 매향리 물바지락호미

(c) 원안리 바지락호미 (갈구레기)

전제길이 : 41.Ocm
무게: 2α)g
출쳐 : 고광민(출판여I갱)

낀것 전체길이 : 51.5cm
날길이

20. Oc rn

짧은것 전체길이

40-42cm

이제 바지락어구의 분화 • 발전방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에

들어가기로 한다. 다음 λ빼를 보자.
[사례 8] 토g닷뻐|에 의한 바지락호미의 분화

(원안1리 거물 미을에서 구한 바지락호미를 보여주재 지형에 띠라서， 이쪽 빨
하고 저쪽 빨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빨에서 소용되는 것인데， 이 호미는 날이
뻐드러져서 무른 곳에서 쓰는 것이고 서신처럼 떡력한 곳에서 쓰는 호미는 날이
더 옥다 ...... 더 옥아서 집아 다나면 끌리는 힘이 더 많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구하자) “더 옥。}야 힘을 더 받판}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뻐드러지게) 되어 있으
면 (호미개) 돌맹이를 타고 념어가거든. 이 지구는 지벙어l 따라서 형태가 죄 다른
거 0]:....... 그리구 요즘은 여기(날과 자루를 연결하는 쇠 부분， 소위 ‘모7]-.지’)가

길어지는 추세거든. 여기가 짧으면 자루에 흙이 자꾸만 들러붙는데 긴 것은 흙이
달라붙지 않아서 일하기가 면허다구(최호경씨 마도면 청원2리)."

[시례

9]

어법변화에 의한 바지락호마의 분화

바지락은 바지락호미로 바닥을 긁어서 캔다. 이종희씨댁에는 여러 자루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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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호미가 있었다 이들 바지락호미는 이종희씨의 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했던 것들이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루가 긴 것과 짧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자루가 짧은 바지락호미는 바지락을 하나씩 캐가면서 채취하는 반면， 자루가
긴 바지락호띠는 바지락이 있는 빨흙을 일단 긁어모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우선 빨흙을 긁어모은 후 어느 정도 모인 흙더미를 ‘물로 훌렁

흘링 하면’ (물을 부어서 흙을 씻어 내리면) 바지락만 남게 되어 하나씩 캐는
것보다 손쉽게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대이종희싸 우정읍 원안1 리 l.

[사례 에에서 ‘날이 옥다’는 것은 날이 길이 방향으로 오그라져서
날과 자루가 이루는 각도J} 좁고， 또 날의 폭 방향으」료도 많이 굽어서

휘어 들어간다는 뭇이다. 반면 ‘날이 뻐드러졌다’ 는 것은 날이 길이방향
으로 펴져서 날과 자루가 이루는 각도가 직각에 가깝고， 날의 폭 방향으
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편평하다는 뭇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갯벌바닥
이 딱딱하고 자갈이 많이 섞인 환경에서 뻐드러진 날의 호미를 사용하면
지면을 파거나 긁지 못하고 호미가 그 위로 횡겨져 오르게 된다. 이런
곳에서는 오긋한 호미를 사용해야 지면으로 날이 파고들면서 그곳에 있

는 흙과 모래는 물론‘ 돌맹이 · 자갈들까지도 긁어 올릴 수 있다. 궁평리
의 바지락호미와 원안리의 바지락호미의 날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오
긋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사례 8]은 모래와 함께 자갈이 많은 갯벌과

그렇지 않은 갯벌 사이에 바지락어구의 형태상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되는
셈이다.
[사례 이에서 날과 모가지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자루가 긴 바지락호

미를 ‘빨흙을 긁어모은 후 어느 정도 모인 흙더미를 물로 흘령흘렁 하여
바지락만 남게 하는’ 어법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고광민(출판예정)이 기술한 켓바지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는 갯고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어법이 햇바지락이고 갯고랑에 박힌 바
지락을 파는 어구가 물바지락호미라고 하면서 물바지락호미의 자루가

일반 호미의 그것보다 길다고 적고 있다. 이는 {사례 아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사례 9]에서 이종희씨가 바지락호미라고 부른 것은 고광민이

님향만 갯벌의 어엽기술과 토양 l 안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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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갈구레기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갈구레기랴 부르든 바지락호미

또는 물바지락호미라 부르든， 햇바지락어법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언 호
미보다 자루가 긴 바지락어구가 함께 발달하게 되였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상으로부터， 비록 바지락 어구의 분화양상과 관련한 정교한 시기구

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분햄l 의해 나타나는 어법과 어구의 형태적
차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형적 • 토양적 환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
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전제하지 않는한 어법과 어구
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3)

가리맛

남양만 갯벌 어업에서 가리맛을 잡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 하나는 ‘어장을 지어서’ 또는 ‘맛구덩이를 지어서’ 잡는 방식(이하
‘어징써법’ )이고， 다른 하나는 ‘써개’ 라고 불리는 긴 막대기를 맛구멍
에 집어넣어 맛이 이를 물제 한 후 맛을 끄집어내는 방식(이하 ‘써개어
법’)이다 12) 우선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시려11이 마도에서 가리맛의 어E배법
맛은 손으로 쑤셔서 잡거나 호미로 어장을 지어서 잡았다 ...... 호미로 어

장을 지으면 흙이 무너져 앞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거기 들은 맛들이 같이 떨어
져 내린다.

……

써개는 어떤 데서 허는고 하니 밟아도 땅이 안 들어가는 곳，

그런 데에서는 호미로 파고 써개로 잡는다. 여기는 사티구니가 걸려서 더 안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쑥쑥 빠지는 곳이니까 써개를 못 쓴다. 서신면은 전부
써개디{최호경씨. 마도면 청원2리).
12) 이 외에 갯벌 지표변에서 호미로 캐거나 맛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내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는 땅속 깊은 곳에 든 맛은 어장을 지어서 잡다가 얄은 곳에 든 맛이
있으면 어장을 짓지 않고 그냥 캐서 잡는 것이므로， 일단 이 글에서는 어장어법의 일
부인 것으로간주하였다

2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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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111] 우정에서 가리맛의 써개어법

맛도 허리만큼 들어간 곳에 있기 때문에 닥지처럼 종가래로 땅을 파서 잡거
나， 아니면 써개로 잡았다 싸개는 우산살 못쓰게 된 것을 얻어다가 끝을 살짝
구부리고 반대편에 손잡이를 딜아서 민들었다. 써개질 하순r 것은 서서 하니까
힘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가술이 펼요하다 써개의 길이는 손잡이를
포함해서 두 자 가웃이나 석 자 정도가 된다 ...... 손잡이는 대나무로 만들어

야 한다. 써개의 철사부분을 맛이 사는 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 이리저리 웅직
였을 때 써개의 짝지(끝의 구부러진 부분)가 맛에 가서 닿으면 ‘달그락달그락’

내지는 ‘짤짝쩔짝’ ‘ 혹은 ‘드득드득’ 하는 느낌이 손에 전해져야 하는데， 대나
부 이외의 다른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이종
희씨 우정읍 원안1 퍼 ).1 시

[사례 101은 어장어법에 대한 설명이며， [사례 11]은 써개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장이란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폭에 허리 내지 아래가슴 정
도의 깊이로 갯바닥을 판 것을 말한다. 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들어갈
것을 파고 한 번 파서 구멍을 만든 후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작업을 하므
로 맛 어장은 갯바닥에 생긴 반지하의 통로 모06-을 하게 된다 14) 가리맛
의 어장어법은 님양만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님양
만 갯벌에서 가리맛 어법의 지역적인 차이를 판별하는 관건적인 문제는

그젓이 써개어법괴- 병행되는 지역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남양만 연안f에서 가리맛 어법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마도면 청원2
리 장개 마을과 남양동 장덕 1통 매바위 미을에서는 써개어법이 불기능
했던 젓으로 나타났으며， 마도와 마찬가지로 남양에서도 ‘빨흙=써개질

불가/모래十빨흙=써개질 가능’이라는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
징써법이 남양만 연안 전역에서 행해지는 가운데， 써개질이 기능한 님향
1:\) 이종희씨는 처음에는 이 느낌을 ‘소리가 들련다’고 하였으나 곧 ‘소리가 들라는 것
이 아니라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1'1) 물본 그 안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가령 호미로 어장을 젓는 곳이 있는가 하

면 십이니 종가래로 어장을 짓는 정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의미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을 별도의 어법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구
덩이틀 파 들어가 갯벌 흙을 무너뜨려 가변서 가리맛윤 채취한다는 기본방식에 차이
가 없고 구덩이플 파는 도구의 차이는 닥지어구에서 나타났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
븐 젓으로 봐이가 l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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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안 지역과 불가능한 남양만 내안 지역이라는 구분이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 구분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옴 절로 미루고， 일
단은 가리맛 어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λ}례 1이에서 청원2 리의
최호경씨는 ‘서신변은 전부 써개’ 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

[시례 1낌 서신의 가리맛 어법@
맛의 경우 워닥 갚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삽으로 파 들어간 다음에
맛호미로 캐낸다. (마도면， 님양동 등에서 어장을 지어서 맛을 잡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하자) 여가나 거기나 맛구병이 짓는 것이니까 대략 여기에서 히는 것이
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맛을 잡을 때는 두 가지 연무를 같이 가지고 다닌다
(김정규씨. 서신면 궁명 1 리).

[사례

13]

서신의 가리맛 어법@

(어장어법에 비하면) 써개는 작업능률이 얼마 안 된다. 맛이 츰츰히 백인 데
는 호미로 파는데， 맛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써개로 꺼내
는 것이다

......

여기도 써개질을 하는 사렴이 있었지만 나 어려서도 궁명리

전체에 뱃 사람 었는 정도여서，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였다

......

여기는 맛

이 워낙 많으니까 한 호미로 파서 대여섯 개가 나오면 주워담는 식으로 한다.
써개는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안 한다{정욱헌씨. 남 1928년생. 서선면 궁명 2
리)

‘서신은 전부 써개’ 라는 설명은， 적어도 현재 접근 기능한 서신면
주민들의 설명에 비추어볼 때는 사실이 아니다. 서신에서도 가리맛 어법
의 기본형식은 어징뻐법이며， 써개질은 보조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지닌

몇몇 어민탤{ 의해서만 행해졌었다. ‘서신변은 전부 써개’라는 설명
자체는， 아무래도 당시에는 가리맛을 잡는 사람이 근래와 같이 많지 않
았고， 띠라서 써개질을 않는 마도 사람이 볼 때 그만큼 서신면의 써개질
이 두드러져 보였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피약은 또 다른 문제블 제기한다. 주민들이 어법과 어

구의 치아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많아 동원한 것은 갯벌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또는 모래(사질)와 펄흙{니질)， 자갈이 차지하는 성분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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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 역시 지금까지 그러한 설명에 기반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서신은 전부 써개’ 라는 설명이 실재를

과장 또는 오해한 것일 수 있다면， 같은 식의 과장 또는 오해가 갯벌
토양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에 내재해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 앞서 인용
해왔던 주민들의 설명들 λ에에는 상충하거나 적어도 불일치히는 이야

기들이 상당히 있었다. 갯벌토%째l 대한 주민들의 설명에도 ‘서신면은
전부 써개’ 라는 표현과 같은과장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 서로 상충
히는 설명들 λ씨에는 갯벌토양의 실재와 부합하지 않는 이 0비가 포함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3.

갯벌토양의 지역적 전개
[시려114] 서신의 갯벌이 단단한 이유
거기(서선)는 조수불이 빨리 다녀서 난들이 없고 모래， 자갈만 았다는 거다
여기는 난틀이 지꾸 맹기는 거고. 거기는 큰 바다에서 파도가 (직접) 치지만 여
지는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파도가 들어오나까 차이가 난디{최호경씨 남.

1925

년생 따도변 청원2리 장개 미을)

[À뻐1

15]

궁평리어|는 모래나 자갈이 없다

고랑 옆에가 둔덩이 있어서 장덕리가 (궁명리보다) 멀 빠진다…· 도리섬
에 가면 모래가 많다. 육지 쪽에는 별로 모래가 없다 도리섬은 모래가 80'/0는
되고 빨은 한 2OÆl.‘ %나 될까? 궁명리에는 모래나 지-갈이 없다
전이나 지금이나 마걷f가지다

...... 그건 예

.... 여기는 모래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

니다 옛날에도 그랬다. (우정과 비교하면 어떤지 묻자) 매향리 앞에는 모래， 자

갈이 많고 여기는 거의 없다. 운명리도 모래， 자갈이 많은 편이다. 운명리는 매
향리하고 한 바다다. 호곡리 앞바다는 모래가 없다

.....

원안리도 모래， 자갈

이 없다{정욱현씨 서신변 궁평 2리)

이제 앞 절에서 계속 미루어왔던 과제， 즉 어법과 어구의 차이를 설

명하는 변수로서 갯벌토양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위 [사례 14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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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지역의 갯벌에는난들이 없고모래 • 자갈만 있다’고하는데 반
하여 서신면 궁평리 주민의 설명인 [사례 에는 궁평리 갯벌에는 모래나

자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사례 1 . 깅에서 우정읍 원안리의 주민은 ‘서
신은 빨이 빠지지 않고 모래 이런 젓이라 낙치를 호미로 창지만 원안리
는 빨이 빠지니까 종가래로 잡는다’고 하는 데 반해 남양동 장덕통의

주민은 ‘호곡 • 원안리는 빨이 단단해서 종가래로 잡지만 님양동은 빨이
물러서 닥지호미로 잡는다’ 며 상반된 견해를 펴는 것을볼수 있다. 특히
[사례 15]는 오히려 ‘매향 • 운평리의 갯벌에 모래와 자갈이 많다’ 고 하
고 있다. 모두가 자기 마을의 갯벌이 가장 빠지는 곳이라고 하고， 모래와

자갈이 많은 곳으로 다른 고장을 지목하는 셈이다.
이하에서는 남양만의 지형과 갯벌의 표층퇴적물에 대한 해 OJ=학의 연
구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문제가 된 바 주민의 이야기 사어의 모순과 불

일치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에 기반하여 다시 어볍과 어
구의 지역차라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남양만 갯벌은 다른 갯벌에 비해 지질학적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
어진 곳이다 15) 김백운은 남양만 남서부 갯벌에 나타나는 띠 모엠帶뼈
의 퇴적상을 〈그림 1) 과 같이 도시하였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지역의남단은매향리앞바다에，북단은원안리와호곡리의경계선정도
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갯벌 표층퇴적물은 만조선o輪輔없
에서 간조선(千輔없 방향으로 실트(silt) , 모래질 실트(sandy silt) , 실트
질 모래 (silty sand) 의 순서를 띠라 해안선에 평행하게 띠 모양으로 발달
15) 고철환 • 박수철(2001)이 최근 이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로부터 요령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님양만 남서안의 갯벌에 그치고 있어 이 글의 관심
영역 전체를 포필하지는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신면 앞바다에 해당하는
님e암f 북서안 갯벌을 연구한 유미란(1(93)과， 북서단(北西端)의 궁명리 앞바다로부터

남서단(南西端)의 매향리 앞바다에 이르는 남양만 어귀의 조간대(湖間帶) 및 조하대
(漸F帶)의 토양변화를 연구한 최강원(1 987) 등을 참조할 수 었다. 또한 남양만 남서
안의 갯벌에 대해서도 정공수 • 박용안(1978) ， 김백운{1 989) , 박용안 · 웰즈(1991)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기초연구들을 참조활 필요가 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서신면과 우정옵 등 남〈양r 외안 지역의 갯벌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마도면과 남양통 퉁 내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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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퇴적물 조직이 조립회{租함化)히는 경향을 나타
낸다{김백운 1989: 17-19)_

〈그림

1)

남앙만 갯벌의 퇴적상

〈그림

2)

남앙만 남서부 갯벌의 니질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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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펌

t> 김백원 19H9 ι0)‘ 〈그림 2) 고첼환 · 박수철(200 1: 302)

김백운 자선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그럼에서 실트와
모래질 설트는 조사지역에 고루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입자가

굵은 실트질 모래는 원안리와 운평리의 경계지대부근부터 북쪽으로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례 15)에서 매향 • 운평
리와 원인 · 호곡리의 갯벌을 구별했던 정욱헌씨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정욱헌씨가 말하는 ‘남양만 내의 모래펼’ 이 김백운의
분류에서의 실트질 모래를 가리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모래힘량
약 ω0/0， 실트힘량

300!o 미만， 평균입도 2_89~4_09Ø 인 표층퇴적물을 가

진 토양이 정욱헌씨가 말하논 ‘모래’ 에 해당하는 것이다 16) (그림 1) 에
16) 여기에서 사용된 표층퇴적휠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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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매향리 앞바다에서도 실트질 모래 또는 모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매향리 앞바다의 농섬과웃섬 일대에 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p) 고광민(출판예정)에 따르면， 농섬 일대는 20여 년 전부
터 모래가 우세한 갯벌로 탈바꿈하였다.
〈그림 2) 는 같은 지역에서 갯벌 퇴적물의 니질(실트와 점토) 힘량과

갯벌의 퇴적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등고선처럼 그려진 가는 실선이 니질
함량에 따른 토양의 분포곡선이다. 점토를 포함한 수치라는 점에서 〈그
림 1) 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림 1) 에 나타나지 않았던， 보
다 내만(內灣)에 가끼운 지역의 표층퇴적물 분포를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서， <그렴 1) 에서 알 수 없었던 호곡리 이동{以했의 갯벌이 대개 니질
함량

800!Ú 이상이며， 그 중 상당부분은 9OO!Ú 이%에 이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 를 통해서 매향 • 운평리 갯벌에서 보였던 띠 모양의

계단식 퇴적상이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매향 • 운평
리 갯벌에서 서→동 방향으로 점차 세립화{搬펴t)하는 경향을 보였다
면， 원안 • 호곡리 갯벌에서는 남서→북동으로 빙행뿔 잡고 니질함량
600/0로부터 시작하여 900;(。 이상까지 세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향 •

운명리 갯벌과 원안 • 호곡리 갯벌에서 퇴적물의 세립화경향이 방향을

달리 잡는 것은， 퇴적을 규정하는 조쉬i朝\.)의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의 갯벌에서는 조수가 해안선에 직각방향을 이루며 갯벌
위에서 발달한조류수로를타고동+→서 방향으로오르내리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조수가 님〈암f 입구로부터 마도

• 님량 • 우정을 향해 남서

17) 어떤 경우 。f예 지도에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이 두 섬은， 최근 잘 알려진 대로 미

군전투기사격징F이 있는 곳이다. 해%벡뿐 아니라 여타 거의 모든 학문에서도 이 일대
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농섬의 갯벌어업애 대한 조사자료로는 아마
고광민(출판예정)이 유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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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동 방향으로 놓인 주류수로를 타고 오르내리는 운동이 규정적이
다 18) 따라서， (해 OJ=학지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호곡리보다

동→쪽의 내만지역으로 시야를 확장할 경우， 당연히 이러한 세립화 경향이
보다강해진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미랜 1993) 의 연구이다.

그는 궁평리로부터 시작하여 용두 • 사꽂리를 거쳐 서신면과 마도면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갯벌의 표층퇴적물을 분류하고 그 모래힘량의 분포
를 나타낸 바 있다. 이 분석대상지역은 〈그림 1) 에서 다루었던 지역의
맞은편， 즉 남*띤f 어귀 북서부에 해당한다.
〈그림 3) 은 그가 서신면 갯벌의 표층퇴적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신면 갯벌에서 표층퇴적물의 퇴적상은 남서쪽과 북동쪽
이 서로 성이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우선 북동쪽에서는， 만조선 부면l
니질(mud) 이 분포하고 간조선 방향으로 설트가 우세하게 분포한다. 그

리고 지형의 영향으로 모래질 실트와 니질이 부분적으로 집적되어 었다
반면 남서쪽에서는， 해안선(만조선)을 따라 암반노두{rock outcrop) 가
존재하며， 이 암반으로부터 자갈과 사절자갈 및 모래가 침식，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띠의 형태로 분포한다. 님양만의 입구에 해당하는 남서쪽

갯벌에는 모래절 실트가 분포하며，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만조선 근처에
니질이 부분적으로 집적되어 있t:f(유미란

18) 고첼환 · 박수철(2001: 30')) 역시

1993: 19).1‘))

‘남양면f에서 북동쪽으로 갈수혹 갯벌의 퇴적물 입

자가 세립화하는 경향을 침전지연(또는 침식지연)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즉， 남양만 남서부와 북부에서 퇴적의 메카니즘 자체는 같지만 퇴적을 규정하는 조수
의 흐르는 방향이 서로 다른 젓이다
19) 여기에서 암반노두가 존재하는 곳이란 용두리의 왕모대를 가리키며， 그 남서쪽은 궁

평리， 그 북동쪽은 사꽂리가 된다 챙원 • 쌍송리가 위치한 마도변의 갯벌은 그보다 더
북통쪽으로 이 분석대상지역을 벗어난다

남잉면f 갯별의 어엽기술과 토양 l 얀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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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양만 북서부 갯벌의 퇴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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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미랜 1993‘ 22) , (그림 4) 유미랜 1993: 31)

3) 에

나타난 결과를 〈그림 1) 과 대초해보면， 20) (그림

3) 에서

는 정욱헌씨가 매향 · 운평리의 모래펼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층퇴적물
로 꼽았던 실트질 모래， 즉 명균입도(범위)가 2.89~4.09Ø 로서 모래와

모래질 실트의 중간수준의 입도를 가진 층위가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그보다 조립한 자갈， 모래질 자갈， 모래 등의 퇴적^d-이 서신 • 용두리 갯

벌에서 나타났다. [사례 죄에서 최호경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곳에

20)

두 연구가 작성한 퇴적싱-(sedimentary rypes) 에서 분류의 명균값 및 범위가 상이하

므로 대조는 엄격한 것일 수 없다. 여기에서의 대조는 값율 참조하연서 파악된 경향
과 추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래는 유미란(1 993) 에서 시용된 표충퇴적물
의 분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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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구화릎 신고 다닌다’ 고 해도 그리 큰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정욱현씨가 말한 바의 모래가 아니다. 즉， 정욱헌씨가 매향

.

운평리에 있다고했던 ‘모래’와최호경씨가서선에 었다고했던 ‘모래’

는 서로 다른 생질의 토O，}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비만으료는 문제가 되는 바 모래의 함량이라는 문제가
포착되지 않는다 21)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젓이 바로 〈그림 4) 이다.
이를 통해서‘ 대제로 사꽂리 갯벌의 모래료빵은 % 이하인 토양이 압도
적이며，용두리 갯벌의 경우모래함량이 ')O;ú 이하인토양과 6~ 1Q<l;(J사이

인 토양이 (전자가 약간 우세한 가운데)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궁평리 갯벌에서는 모래함량 l(Yl-'(J 이상인 토양이 상당히 우세한 가운데 1

5% 미만인

토양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그 주위에

6 ~ 100/ò 시아인

토양

이 나타났다. 즉 남양만북서부 서선변의 갯벌만을놓고본다면， 표층퇴
적물 중 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양만 어귀의 궁평리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의 서술은 이에 대한 가장 잘 정돈된 설명일 것이
다 아래 얀용문에서 ‘내만으로 향하면서 수력학적인 에너지가 감소된
다’ 함은 ‘파도가 직접 치는 곳은 난들이 앉지 못하여 모래자갈이 많고，
미도는파도가산을굽이굽이 돌아들어오니까난들이 앉는다’는 I사례
14]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남얻반 입구로부터) 내만?호 향하면서 수력학적인 에너지가 감소되어‘ 결

과적?후 낚서쪽보다 밝등쪽에서 더더욱 세립한 퇴적볼의 집적이 더 잘 이루
어지기 때분이라고 사료권다

....

표층 퇴적상의 분포와 표층 퇴적물 내의 사

질함량을 고버한 결과‘ 1뺨만 조간대의 표층퇴적불의 분포(즉‘ 이동과 집적)에
주요한 영향을， u1 치는 조류의 방향이 해안선에 수직한 방향보다는 주조류로가
발달하여 있찬 북동남서 방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 이곳 남양만 왕모대
방면의 조간대는 망은편(서쪽의 조암 방변의 조간대)과는 다른 퇴적물의 분포
양상을 보였대유]]1 런 1993: 73-꺼)

21)

유미란09꺼)은 깎백-훈(19H'J)과안굽 2 1， 1;1_래함량은 퇴적상의 분류와는 별도로 다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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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림 4) 와관련하여 또한가지 주목할 점은서선면 갯벌의

모래힘량이 최고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머란이 제시한 님양만
북서부 갯벌 표층퇴적물의 모래， 실트， 점토 힘량 분포표를 보면， 궁평리
갯별의 북서단， 즉 남일변f의 최외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해안선으로
부터 간조선을 향해 450m 이상을 나。f가야 모래힘량이 50010 안팎으로
상승함을 알 수 았다{1993: 32). 그리고 이 최외곽지점 0'로부터 간조선
을 따라 북통빙함으로 200~300m만 이통해도 그 모래힘량이 200/0 이하

로 떨어진다. 즉， 궁평리의 자갈 • 모래자갈 • 모래 지대는 면적비율 ^J으
로 극히 국지적으로만 분포할 뿐이다.
또한용두 • 궁평리 일대 만조선에 따라 나타나는 지갈 • 모래자갈 ·
모래 지대에서도 그 모래함량은 최고 400/0이며 대개 200/0 안뺨11 머물렸
다. 따라서 매향 운명리 갯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실트질 모래
i

지대의 모래함량이 약 600/셈는 점에 비추어보면， 모래의 험량이라는 변
에서도 궁펑리의 자갈·모래자갈·모래 지대는 매향·운평리 갯벌의
실트질 모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궁평리의 정욱헌씨가 ‘여기
는 모래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인 젓이다.
그렇다면， 서신과 마도， 우정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의 갯벌토%t을
두고 ‘여기는 무르고 저쪽이 단단하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

까. 이에 대해서는 우정 일대 갯벌에서 나타나는 ‘개시모래’ 의 특정과
μ}례 1 허에서 장덕리가 궁평리보다 단단하다고 할 때 ‘고랑 옆에 있는

둔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었다.
[시려I 1히 단단한 빨은 개시모래와 빨흙이 섞여있는 곳

단탄한 빨은 개시보래와 빨흙이 섞여 있는 곳을 말한다. 개시모래라는 것은
비를 맞고 감기가 빠져나가면 단단해지는 모래다. 호곡리， 주곡리， 원안리의 갯

벌을 마루빨이라고 하는떼， 거기 개시모래를 따다가 여기 염전에 깔고 그랬다.
염전의 소금뺀1 까는 모래가 이 개시모래다. 지금은 (남〈암베) 그런 모래가
없다{박수영씨. 남양동 장덕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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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단단한 갯벌은 ‘개시모래와 빨흙이 섞여 있는 곳’ 이며 개시
모래란 ‘비를 맞고 감기가 빠져나가변 단단해지는 염전의 소금판에 까

는 모래’를 말한다. 장덕리에 있는 ‘갯고랑 옆의 둔덩’ 역시 만조가 아
니면 물이 차지 않으며 만조 때 물이 차도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우정의 개시모래와 마도 • 남양의 난들은 서로 성질
이 다른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조수가 들면 무르지만 조수가 빠지면 단
단해지는성질을가지고 있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다. 반면 마도나우정
에서 ‘서선의 단단한 갯별’ 이라고 할 때 지목히는 모래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히-게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자갈의 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토양은， 초수가 들거나 빠지거나 일정한 ‘단단함’을 유지할 젓이다 이
로써 각 지역에서 서로 상대 지역의 갯별을 ‘단단하다’ 고 했던 배경이

설명된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서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갯벌이 무르다고
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럼 3 .4> 에서 드러났듯이， 궁평리 갯벌 중

자갈 함량이 높은 갯벌토양은 극히 엘부에 불과하며. 그나마 간조선 일
대에만 분포할 뿐이다깅) 궁평리 주민들의 입징에서는 자갈이 섞인 땅
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게다가 우정에 비해 모래함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궁평리의 갯벌을 ‘무르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도나 남양의 입장
에서 보자면? 정욱헌씨가 ‘단단하다’ 고 했던 ‘둔덩’ 의 땅은 물이 들지
않아 저서생물이 거의 삼지 않는 곳이며， 주요한 어장이 아니다 난들이
많은 남양과 마도의 갯벌은 물에 지주 잠기기만 한다면 그 어떤 토양보

다도 무른 성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서 ‘모래’‘ ‘뻗’， ‘단단한땅’， ‘무른땅’이 Cf는표현을두고
주민들의 설명이 상충하판 젓처럼 보였던 젓은， 각 주민들이 설명할 때

22)

게다가 화옹방조제의 수문이 뜰어서면서 」나마 있던 ‘반모래땅’ 마저 현재는 사라지

고 없다‘ 김정규씨(서신변 궁평 1 랴)는 “여기도 바지락이 그 전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바지락도 도리도 가야 접아요， 여기는 바 ^l 락 잠는데 관문{화용방조제 수문)이
앉아 가지고

..

바지락은 뺑에 안 앉으니까 ......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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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는 각 마을들의 갯벌토양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통일한 표

현을 두고 서로 다른 토양의 성질을 가리킨 데 따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글의 주제인 어법 • 어구의 분포와 갯벌토양의 관계라는
문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님양만 연안에서 저서생물의 분포， 그리고 이를 채취히는 어법과 어

구의 분포를 설명하는 가장 큰 변수가 갯벌토양의 분포라고 한다면， 갯
벌토양의 분포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조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수의 움직엄은 그 자체로 퇴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형조건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퇴적상을 만들게

된다.
낙지어법으로 종가래어법이 지배적인 님양만 남서안의 갯벌은 큰 바
다에 직접 면하여 조수의 웅직임이 직접적으로 갯벌퇴적상을 규정한다.
이러한 땅에서는 주민협l 의해 ‘개시모래’ 라고 불리는 모래함량이 높
은 퇴적상이 간조선을 띠라 발달한다. 낙지어법으로 낙지호미어법이 발

달하는 님량만 북서안 갯벌에서는 큰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밀려오는 조
수의 웅직임이 서신면 북서단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꽂 지형에 의해 일정
한빙해를받고， 이에 따라주류수로를따라드나드는조수의 힘이 갯벌
퇴적상을 규정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개시모래와 같은 모래함량이 높
은 퇴적상의 발달이 제약되고， 극히 부분적으로만 일정한 모래힘량을
지닌 갯벌이 나타난다.
그러나 남〈옆f 북서안의 경우， 용두리 왕모대 일대의 암반에서 침식
에 의해 떨어져 나온 자깔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모래와 섞여서 부분적
으로 퇴적됨으로써， 일정한 ‘단단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궁평리
주민은 무른 곳에서는 맨손어법으로， 단단한 곳에서는 낙지호미어법으
로 낙지를 잡고 있는 것이다.정)

23) 주류수로를 따라 님-<>J'만 내안지역으로 향하면， 마도면 청원리에서 종가래어법올 사용

하는 것， 쌍송리에서 닥지호미어법→종가래어볍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토양의 니질함량이 늘어나고 모래 ·자갈이 사라짐에 따라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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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함량의 차이에 따라 낙지어법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지만， 서
로다른퇴적붉이 지배적임에도불구하고모두일정한 ‘단단함’을가지

고 있기에 남견변f 북서안과남서안의 외안지역은맛의 어징써법과함께
써개어법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안으로부터 내안을 호t하면서，
니절 힘빵이 높아점에 따라 남안이나북안이나모두 써개어법이 사라지
고 어장어법 일변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남양만의 내안지역에서는 물개구창 등 국지적으로만 일정한 모래함
량을 지닌 지역이 존재하기 때분에 바지락 어업은 발달송}지 않으며， 이

러한 곳에서는 일반적인 농기구를 바지락 채취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외안을향하면서 모래 함량이 일정 비율이상으로높아지고‘
그 면적이 확대되면， 바지락 어업이 활밥해지고， 그 어법과 어구가 활발
하게 분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4.

요약과 전망

이 글은 그깐 정당한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어법과 어구의 분포
라는문제를 그중에서도특히 그나마 있는소수의 해당분야연구자들

조차 무시하여왔던 갯별채취어업의 어법과 어구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우선 남양만이라는 하나의 만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법과 어구의 분포를 세밀하게 밝혔으며， 이를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젓이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갯벌토양의 속성이라는 점， 그리고 다시 이를
규정뺨 젓이 조수의 움직임과 해안 및 하천하류부 지형이라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주민틀의 설명방식 사이의 상충현상

이‘ 동일한 용 어로 서로 다른 자연현상을 지시한 데 따튼 결과임을 지적
도 종가래어법에 적합한 토양조건이 되고 남양농까지 가변 니절약 함량이 [.0]욱 높아
쳐서 종가래플 사용할 수 없는 나지호 0] 어법 앨변도의 약상으(모 변하게 되었윌「 젓이
과논 추정음 조니스럽셔1 저1 시해보 7] 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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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면， 이들의 갯벌토양과 바

다에 대한 지식이 해OJ=학적 연구의 실증에 못지않은 내용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었다. 제3절의 마지믹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갯벌어업 • 어법 • 어

구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화된 설명의 단초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0빼와 같은 몇 가지의 함의
와 향후전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기술과 도구에 대한 설명은， 특히 그것아 일차산업의 그것에

대한 설명일 때는 더욱 더， 우선적으로 해당 기술과 도구가 출현히는
지역의 물질적 환경조건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들의 설명이 그에 기반히여 전개된다는 점 때문에라도 연구자가 더
욱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이 아닐 수 없다. 기술이나 도구가 지닌
상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생업기술의 분화 • 발전이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개와관련되는현싱벼l 대한설명은이러한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할 때 제 자리를 찾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기초 위에서 공리공론을
되풀이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인류학자가 지닌 삶의 물질적 조건 자체에 대한 분석능력은
자연과학의 그것에 비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
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타학문의 연구성과들을참조하여 기술현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자연과학의 각 분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령 이 글에서 주로 참조한 해양학적 연구성과들은， 그것이 해%해l 관

심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정향을 지나고 형성된 것인 만큼，
가령 만(灣) 지역을 연구할 때에도 해양의 규정력이 강하게 관철되는

외만〈外灣)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며， 해%봐적 변수들에 주로 의존하여
설명을 하게 된다. 그 당연한 귀결로， 내만(內灣) 지역의 퇴적상F이라든
개 하천운반퇴적물， 해수와 하천수의 영향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 설자

리를 잃는다. 반대로 지질학이나 지형학 등의 연구는 주로 육지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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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집중되며， 이 글에서 다루는 갯벌， 특히 상부조간대와 같은 지역은
연구관심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었다. 그 결과 어떤 학문분야에 의해서

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빈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 인간이 환경 속에서 환경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그러한 빈
영역을 놓아두지 않는다. 학자들이 비워두었지만 인간의 삶이 내버려두

지 않았던 그 소중한 공간들에 대한 탐구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류학적 전통에 기반한 연구시각과 방법론이다. 특히 이 글
에서 다루는 남양만처럼 방조제의 축조 등으로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려 자연과학적인 설증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주민들의 체험적 지
식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룹 통해 밝힐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질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그것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틀에 의한공동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든 개별연구자에 의한 크로스오버를 의미하는 것

이든， 기술과 도구‘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학제적(學
I願성)인 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과정에서 연구자가시용할수있는가장큰 무기는， 무엇보다
도 기술과 도구의 사설적 형태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꼼꼼한 박물학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젓이다. 광범위한 조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지역‘ 한두 미을， 소수의 주민의 설명틀 속에 갇히고， 그리하여 그
설명들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실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왜곡된 설명에 도달할 것이다. 물질형태에 대한 꼼꼼한 박물지는 그들의
섣명에 전제되어 있는 언어적 표현과 그 용례들이 닫아건 문화적 장벽의
빗장을 열고， 언어적 표현 너머에 있는 물절형태의 규칙에 대해 근본적

?로 새로운 지식을 수립하게 해줄 젓이다 이것만이 언어적 재현의 특
수성 · 폐쇄성이 부고파관근 인식론적 제익k을-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
운 앓의 길이다.

아마 기술과 도구의 분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글에서의 논의
가 어느 정도 엘반성을 지니는 것인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과도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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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확장을 경계한다는 전제 위에서라면， 간략한 전망은 가능하다.
고광민(2002) 의 보고를 검토하면， 낙지가래(종가래)와 낙지호미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남양만 외에 천수만과 태안반도 외해(外
海:)， 가로림만이 이어지는 충남권 해안지역 등이 었다. 이 중 낙지호미
사용지역으로 거론된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이상 천수만)은 안면도의
동안(東뿜) 지역으로 해양으로부터 밀려오는 조수의 영향이 안면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저지되면서 갯벌퇴적이 이루어지는 지형에 해당하며，
낙지가래 사용지역인 서산시 지곡면(중왕리. 가로림만)과태안군소원면
(의항랴. 태안반도 외해)은 모두 육지부 서앤西뿜)의 돌출지형으로 해
양으로부터 밀려오는 조수의 웅직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퇴적상을 규정
할 것으로 예상되는{즉 남〈암f의 개시모래와 같은 사질 퇴적층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형이다.경) 즉， 남양만으로 치면 전자의 지역들은 서

선면과 같은 지형에 해당하며， 후자의 지역들은 우정읍과 같은 지형에
해당하는 셈이다. 남양만에서 서신은 대표적인 닥지호미어볍지역이며，
우정은 대표적인 종가래어법지역이다.
대상지역을 확장히는 외에 논의수준을 보다 정교화시킬 필요도 있
다. 고광민(출판예정)이 바지락 어법에 대해 수행한 것처럼， 작업자 성

별， 작업현장지형， 채취도구， 운반도구， 기타도구 등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아 이 집힘써l 대한 유형화를 하는 방식은 크게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식의 작업은 작업현징배 대한 참여관찰이 펼수적이며， 이는 인류학자들

이 특기로 삼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면 기술과도구의 문제에 관심이 적은 독자라면， 이와 같은 장황한

논의가 사회문화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생업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문화현상의 이주 중요한 계기이지만， 이로부터 어디로

2,4) 낙지가래 사용지역인 홍성문 서부면(남당라 천수만)과 닥지호미 사용지역인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가로립만)의 경우 지형적인 특정이 위 지역들보다 다소간 모호하다
이를 포함하여 이 글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펼요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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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가까어는 회옹방조제의 축조에 의해 방조제 외곽의 어업환경도 바뀌
고 있으며， 방조제 안쪽의 어촌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어엽의 근거지가

생겨나면서 갯벌어엽의 기술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방조제 축조기간
중에는 방조제 축조현장을 따라 님하한 궁평리 주민들과 북상한 매향리
주민들이 방조제 공사현장}에서 만나 이들이 새보운 비자락 채취어구를
전파하고 도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대고광민 출판예정)
또한 매향리 농;섬 일대는 삽교천방조제틀 막은 후 모래바닥으로 변해
바지락받이 되였다-(jI.광민 출판예정). 1970년대 초 남양방조제를 막아
낚양호가 조성되면서 원안리와 화산리 일대도 아예 바지락밭이 되었다.
남양호의 물을 우정읍 일대로 끌어플여 농업용수로 흘려보내면서 하천유

수량이 늘었으며‘ 하천을 통해 많은 물이 내려오자 니질 퇴적물이 쓸려

내려가고 모래바닥이 된 젓이다. 이 과정에서 매향 · 원안 · 화산리 주민
틀은 어촌계륜 결성하고 바지락 양식을 시작함으호써 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반면 운평리 주민틀은 갯벌이 모래바닥이 되고 예전부터 해오던
맛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바지락 양식 등 새로운 어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바지락양식장 구역 획정작업에서 지분을 갖지 못하고 어촌계
는 유명무실해졌다. 바지락양식의 수익성을 뒤늦게 깨닫고 23년 전부터

운평4리 발라꽂 주민플은 회산리 어촌계에 참여하였으나1 그 자격은 ‘중
계원’ , 즉 조업권은 동등하게 갖지만 갯벌 자체에 대한 권라는 ‘계원’ 의
딩0%만을 인정받는 데에 그치쓴 것이었다. 화용방조제 축조에 따른 보상

과정에서 이 자격의 차이는 그대로 보상금액의 차이가 되었다.
또한 1920 년대 정안면 석포리에 방죽을 Fκf 개간을 하면서 ‘물이
흡지르지를 않아’ (즉， 하전을 타고 밀물 때 올라가는 초수의 양이 줄어
둡에 따라 엘물 때에 내려오는 물의 세기기- 약해지면서) 서선면 궁평리
의 어종이 변화하게 되었다논 설명도 있었다. 남양동 장덕동의 어촌계는

19'50년대 말 맛씨플 뿌리고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재결성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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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양식장 자리는 원래 굴밭이었다. 어촌계 재결성 당시 맛씨를 뿌리는

일을 두고 ‘미친 놈 소리가 나오는’ 형편이었으며， 굴 채취 시절의 계원
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맛 양식은
대성공이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굴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빨흙이 내려앉지 않는 곳에서 되는 반면 맛은 전형적

인 빨갯벌에서 자라는 조개류라는 점에서， 궁평리 갯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석포리 방죽의 축조카 장덕동의 바다밭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님향만 갯벌에서 어업 성쇠

의 운명이 갈리고 어촌계가 조직 및 재편되는 과정에는， 반상관계의 해
제， 동족미을의 확산 및 분화와 헤게모니의 이동， 갯벌어업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변화 등의 문제가 개재하여 있었다. 가령 어촌계가 조직되지
못했던 운펑리는 일대의 반성(페됐힘인 청주 한씨의 집성촌인데， 마을여론
의 중심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어업개발에 소극적야었던 점이 이 마을에

서 어촌계가 조직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밀양
박씨의 집성촌이었던 장덕 1통 지역에서는 기존의 중심지였던 큰말에서
매바위로 밀양 박씨의 분가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타성들이 정착하면서
선흥촌락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촌계가 재조직되었다. 이때 큰
말의 밀양 박씨가 맛 양식 시대의 어업에서 이탈한 반면 매바위로 이주한
밀양박씨들은타성들과함께 어촌계를구성함으로써 갯벌어업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해안개발은 자연사적 • 기술적인 전개과정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사적 전개과정의 결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해양학의 논의가 하천 등 육지부 지형과 개간 등 언간의 활혐l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안에 거주하는 인간집단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인

류학적 • 민속학적 • 사회사적 접근과 딴나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더 늦기 전에 바
로 후속연구에 칙수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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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tidal flat fishery, tidal flat sediments, fishing technology,
fishing method, fishing tool, folk knowledge, material
culture, Nam Yang Bay

Fishing Technology and Sedimentary Types of the Tidal Flat
in Nam Yang Bay:
An Explanation on the Distribution of Fishing Methods and Tools

Seung Taik Ahn*

Nam Yang Bay is no more existing bay area, recently turned into the
land by Hwa Ong tide embankment. Ecologically, It was abundant in a
variety of tidal benthoses. And historically, the people of its coastal
villages had gained those living things sometimes for a diet, sometimes
for a sacrifice, but generally for a cash or a trade.
This article provides the short introduction about the methods and
tools of tidal flat fishery in Nam Yang Bay. It has not been paid proper
attention to by most experts in related academic fields, and such a poor
concern about it is very unfair one. One thing generally overlooked but
very important to the tidal flat fishery is that in some cases neighbouring
villages located in same bay area develops different fishing methods using
different fishing tools to gain the same kinds of shells, fishes, and other
benthoses. That diversity seems to be prescribed by the soil properties in
• Researcher, Research Center of Regional Culture.

each parts of tidal flat, but we have had no full set of basic data on those
methods and tools in any one bay area. So, first of all, the full set of data
at the same bay area must be collected. Maybe, collecting and archiving
it through fieldwork in Nam Yang Bay is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paper, especially before the extinction of surviving tidal flat fisherman
after the disappearance of the bay itself.
Collating fieldwork data with articles in oceanography and folklore
study, this paper shows the distribution of tidal t1at soils, variations in
fishing methods and tools, how people explain about them, and how they
correlates and have changed through time. It reveals why specific fishing
tool develops in specific part of tidal flat in Narn Yang Bay, and not in
other parts. It also reveals that people in other coastal villages use the
same terms to describe the different state of tidal flat soil in relation to
the soil properties of his own horne tidal flat. Finally, It suggests some
prospects for the more general statements about relations between fishing
tools and geomorphic attributes, and for the more extended explanation
that such a studies firmly rooted in material forms of human life can lead
us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