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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제주도 어민들의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에 관하여 다루었다. 특히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활동을 지속하는 데 토대가 되는 민속지식에 주목하였다. 

최근 연구자들은 어민들의 생업민속 연구에서 민속지식에 주목하고 있다. 어민들의 
민속지식이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민속지식은 어로 활동에서 터득하는 경험 지식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전승
되는 지식이다. 또한 어민들은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속지식을 재구성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즉, 민속지식은 생성, 변화, 소멸, 재생성 되는 순환체계를 이루며 
어로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하였다. 제주도 어촌 
생업민속은 해녀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어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해녀와 어부는 바다를 생업공간으로 삼지만, 각각의 어로 활동을 하는 
독립된 생업주체이다. 

제주도는 전 해안마을 중심으로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
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의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자리 어로의 경우 현재까
지 전승 양상이 뚜렷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사례를 함께 다루었다.  

우선 제주도 어촌의 생업환경과 공동체적 기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글의 논의 전개
를 위해 해녀와 어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어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업전략과 민속지식의 기술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주도 어촌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며 삶을 영위하였다. 과거에는 자급자족
의 체계에서 생존을 위한 농업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업의 경우 생업공동체를 자
발적으로 조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해녀는 ‘잠수회’를 구성하고, 어부는 멸치 어로
를 목적으로 ‘그물계’를 조직하여 생업전략을 펼쳤다. 생업공동체는 공동작업과 공동분
배를 통해 공생하였으며, 어획물의 분배 범위는 마을공동체까지 확대되었다. 생업공동
체와 마을공동체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민들은 바다의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원의 공동채취와 



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어민들은 바다의 생업자원을 유한하다고 여겼다. 특히 
해녀들은 전통 물질방식을 고수하면서 입어 기간, 금채와 허채, 어획 자원의 크기 제
한, 갯닦이 등의 규칙을 준수하였다. 이는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녀공
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적 장치가 결합된 결과이다. 

어민들은 자원의 생태성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어획과 소비를 지향하였다. 어로 활동
은 자원의 생태 특성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어로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
다. 과거 어획물은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의 대상이었으며, 농업의 보조자원인 ‘거름’의 
용도로 쓰였다.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대하여 자료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해녀
는 생업공간을 바다밭으로 인지하였다. 해녀들은 수평적 거리를 기준으로 ‘디’(갯가)
와 ‘먼바당’(먼바다)으로 나누었다. 또한 생업자원이 서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바다밭
을 인지하였다. ‘메역밧’(미역밭) 또는 ‘메역바당’(미역바다)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어부는 해녀와 견주어 바다 지형의 특성에 따라 ‘디’(갯가), ‘걸바당’, ‘펄바당’으로 
바다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어종의 생태성을 기반으로 바다밭을 구체화하였다. 자리
와 같이 한곳에 머무는 경우는 ‘자리밧’이라고 인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종은 계
절이나 낮과 밤에 따라 이동하므로 생업자원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해녀와 어부의 바다밭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해녀와 어부는 육안으로 확인 가
능한 갯가는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로 대상과 어로 장소에 따라 바다
밭을 구분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녀는 환금작물을 주요 채취 대상으로 삼으며, 필요에 따라 생업자원 대상을 바꾸었
다. 제주도 해녀는 미역을 최고의 환금작물로 인식하였으나 1970년대 육지 지방의 양
식 미역이 시장에 보급되면서 지금은 미역을 채취하지 않는다. 현재 해녀는 톳과 우뭇
가사리, 소라와 전복, 성게 등을 생업자원으로 인식한다. 

어부는 과거 ‘자리’(자리돔)와 ‘멜’(멸치)을 주로 어획하였다. 어부들은 일정한 ‘자리
밧’에서 어획하더라도 민속지식에 따라 어획량이 달랐다. 어부가 자리그물을 펼치는 위
치, 시간, 방법 등을 달리 취하기 때문이다. 과거 멸치 어로는 모래가 넓게 분포한 어
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어부들은 어로공동체인 ‘그물계’를 조직하여 ‘후릿그물’ 방
식으로 ‘멜(멸치)’을 대량 어획하였다. 어부가 개별 중심의 어로 활동을 벌이는 것과 



달리 공동체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멜코사’ 또는 ‘멜굿’이라 불리는 생
업의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라진 전통사회의 멸치 
어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어민들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업전략을 펼치고 민속지식을 재구성하였다. 어민
들의 어로 활동은 생업자원의 고갈과 생업주체의 감소, 유통망과 소비 환경의 변화 등
의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생업자원 인식의 유연함을 드
러냈다. 또한 자원의 채취 방식을 전환하거나 자원을 다원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동
원하였다.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불완전한 바다의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풍부하게 형성되었으며, 
생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생업공동체는 민속지식을 전
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어로 민속지식은 생업민속 문화의 형성
과도 밀접하였다. 나아가 민속지식은 오래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문화유산의 가
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일정한 생업환경에서 형성되고 전승
되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의 어로 민속지식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 어민들의 어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주목하여 고
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해녀, 어부, 어민, 물질, 어로, 어로 민속, 바다밭, 민속지식, 생업, 생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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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에 관하여 다룬다. 특히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토대가 되는 민속지식(folk knowledge)에 주목
한다. 민속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서 민속지식
은 더욱 풍부하고 중요한 요소로 인지된다.

해녀와 어부는 일정한 영역에서 바다 생태계를 이루는 자원을 대상으로 어로 활동을 
벌인다. 바다는 자원의 생태성, 물때, 바람 등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생업공간이다.

어민들의 생업활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로 도구와 어로 행위만으로 온전히 이해
하기 어렵다. 톳 채취와 같이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로 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
도 어로 기술 또한 일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민들의 어로 행위는 경제활동이므
로 생업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민속지식은 자연환경과 살아있는 
지식으로 ‘현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로 민속의 이해는 어민들의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민속지식을 온전히 밝혀야 마땅하다.

제주에서 해녀들은 전복을 채취하는 ‘빗창’을 허리춤에 차고 물에 든다. 빗창은 전복
을 채취하기 위한 전용 도구이다. 제주에서는 탐라시대에 이용하였던 동물뼈로 된 ‘빗
창’이 전한다. 이 빗창은 지금의 해녀들이 이용하는 쇠로 제작된 것과 견주어 보면 도
구의 형태와 기능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빗창은 매듭으로 손고리
를 만들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형하거나 민속지식이 축적되
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쓰이게 된다.

 어민들은 근본적으로 채취 대상이 정해지면 그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성
공적으로 어획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것이 탐라시대든 지금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들이 목표는 정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민들이 자원의 생태성을 인지하고 그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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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도구를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어획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해안마을은 해녀와 어부를 중심으로 어촌 생업문화가 형성되었다. 해안마을
마다 해녀공동체인 ‘잠수회’를 조직하여 해산물 채취 활동이 이루어졌다. 어부는 연안
을 중심으로 낚시 또는 ‘사둘’(뜰채)을 이용한 어로 활동을 벌였다. 마을어장 가운데 
모래바다가 발달한 경우는 어부공동체가 조직되어 멸치 어로가 이루어졌다.

해녀와 어부는 바다생태환경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생업주체자이다. 이들은 각
각의 어로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로 도구와 기술도 마땅히 다르다. 해녀와 어부
의 어로 활동은 독립적으로 전개되며, 해녀와 어부의 민속지식은 각각의 독립적인 양
상을 드러낸다.

해녀와 어부가 인지하는 민속지식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민속지식은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서 깨닫고 체화(體化)된 경험 지식이다. 해녀

와 어부는 일상적으로 해산물을 어획하는 행위를 되풀이한다. 어민들이 무엇을 생업자
원으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그 자원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의 생
태성은 어로 도구와 기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획량과도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로 환경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어로 활동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민들은 자원의 생태성은 물론 지형, 물때, 조류, 바람 등에 대해
서 인지하였다. 어장의 지형과 일정한 원리에 의해 순환하는 물때와 조류, 바람 등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익혀 감각적으로 민속지식을 깨닫는다. 이러한 민속지식은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쌓이면서 매 상황마다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둘째, 생업공동체는 어로 민속지식을 공유하고, 축적되며 전승되는 적층(積層)의 지
식이다. 어민들은 공동채취와 같은 실질적인 어로 행위와 공동체 문화인 생업의례에서 
민속지식은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어로 활동과 공동의 협업 과정에서 드러나 민속지식
은 범위가 확장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전승된다.

해녀는 물질 작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물질방식은 자원과 공동체
의 관습과 규칙에 따라 공동채취가 이루어진다. 물질은 해녀가 개별채취 방식을 취할 
때도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녀는 그들의 물질 행위를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
에 든다.’고 비유한다. 이는 해녀가 그들의 생업공간인 바다를 삶과 죽음이 오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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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해녀공동체는 생업과 연관된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된 집단이다. 영등굿과 잠수굿의 

공동체 의례, 불턱과 같은 공동체 문화가 두루 형성되었다. 이는 해녀가 그들의 생업활
동을 위해 오래 전부터 공동체를 조직하여 민속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녀공동체 문화가 오랫동안 전개되면서 민속지식은 더욱 확장되고 정교
해진다. 결국 공동체 문화는 민속지식의 발달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어부는 개별 어로활동에서 부자(父子) 또는 조손(祖孫)이 협업하는 관계로, ‘가늠’과 
‘물때’, 바람의 이용과 관련된 어부의 민속지식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
게 전승되었다. 예외적으로 멸치 어로는 그물계가 조직되어 어부공동체가 형성되었으
며, 공동체 의례를 거행하는 등 민속지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어민들은 개별 어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민속지식을 깨닫고 축적하기도 하지만 공
동체 문화를 통해서 민속지식이 더욱 확장되고 강한 전승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셋째, 민속지식은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어 어로 활동과 어로 민속의 전승
력을 뒷받침한다. 어민들이 어로 행위는 생업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업환경은 바다생태환경이나 사회여건 등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
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어민들은 그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
해 기존의 민속지식을 재편성하여 현재 상황에 적응한다. 이는 어민들이 생업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민속지식을 풍부하게 축적할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에 유리하게 작
용할 것이다. 결국 민속지식은 어로활동과 선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민속지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지
속하고 생업목적을 달성하는 원동력으로 민속지식을 꼽을 수 있으며, 어로 활동의 효
율성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둘째, 민속지식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 재
생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생업민속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 어촌의 생업민속은 해녀를 중심으로 다루어왔다.1) 해녀는 자발적으로  
1) ‘해녀’는 바닷속에 산소공급장치 없이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해녀는 수(잠

수), 녀(잠녀), 녜(잠녜) 등으로로 불린다. 해녀들은 자신은 가리킬 때 ‘수’ 또는 ‘해녀’라고 
지칭한다. 생업공동체 내에서 ‘수’라는 지역 방언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
나 ‘해녀(海女)’ 또한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
형문화유산에는 ‘제주해녀문화’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바다에서 물질하는 생업주체를 
가리킬 때 ‘해녀’라고 서술한다. 다만, 해녀공동체 조직한 ‘○○잠수회’는 단체명으로 고유명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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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 잠수회를 중심으로 해녀들의 물질 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공동체 의례를 거행하는 등 해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한 집단이다. 전통사회의 
민속연구는 공동체가 기반이 되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대표하는 
영등굿과 잠수굿이 주목받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해녀의 실질적인 어로 행위에 관한 고찰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해녀의 물질 
방식 자체가 독특하여 그 자체로 주목받았지만, 그 물질 방식이 작동하는 본질적인 면
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또한 제주도 어촌의 생업에서는 어부의 어로 활동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어로 민속
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해녀의 독특한 직업 방식과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어촌은 엄연히 해녀와 어부가 공존하였다. 어부는 개별 중심으로 어로 
활동을 벌였으나 멸치 어로와 같이 공동체 문화도 존재하였음을 간과하였다.

전통사회는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였으나 이러한 생업환경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변모의 양상을 보인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생업주체자가 선택적으로 생산하
는 생업문화로 작물의 다종화, 기술의 다변화 등으로 급변하면서 빠르게 산업화되었다. 
이와 견주어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생태계는 일시에 바뀌기 어렵다. 물론 바다
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의 이동이나 고갈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
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점증적으로 드러난다. 어업의 생산환경의 측면에서 바다는 특수
한 생업환경으로 자원의 생태성을 인지해야 하고, 바다의 지형, 물때, 바람 등의 지식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동해안과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어민들의 민속지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민속지식은 일정한 구역의 환경과 문화를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연구만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주도 어민들의 민속
지식 연구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로 행위는 
그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민들의 민속지
식에 대한 고찰은 제주도 어로 민속에 대하여 해명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도의 바다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벌이는 해녀와 어부에 주목
것이다. 이들의 어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작동하는 민속지식

된 것으로 이해하여 부득이하게 ‘잠수회’라고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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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제주도 어촌 생업민속의 연구 층위를 
확대하여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어로 민속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례, 민간신앙, 노래 등의 구비전승, 출항해
녀, 공동체 등 어로와 관련된 민속문화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어민들
의 생업의 본질적인 면으로, 어로 행위와 민속지식을 다룬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어민들이 바다 환경에 적응하여 생업을 전개하는 양상과 그 어로 행위에서 형성
되고 구현되는 민속지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어민들의 어로 행위는 생
업활동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은 생
업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 전략을 재구성하여 생업활동을 이어간
다. 따라서 생업민속의 연구는 생업의 본질적인 행위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한다. 이 연구에서 어로 행위와 그 안에 작동하는 민속지식에 대하여 주목하는 이
유이다. 생업의 본질과 민속문화의 관계는 선순환 구조로 상호작용하며 생업목적의 달
성을 고양시킨다. 따라서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그것의 작동 원리
와 인지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속지식은 어촌 생업민속에서 10여 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어촌민속은 어업과 관련된 신앙과 의례 등의 구비전승이 주류를 이루었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르러서 어로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구
체적으로 민속지식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 

최근 10년 학계의 연구 동향은 어민들의 관점에서 어로환경과 어로 자원 등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로 방식을 어떻게 취하며 그것의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동해와 서남해의 어촌에서 주로 생산되는 미역과 김, 우뭇가사리 등

2) 박경하, ｢21세기 해양생활사 연구 동향과 방향｣, 역사민속학 5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조
숙정, ｢어촌의 민속문화 연구 현황과 과제｣,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송기
태, ｢어업민속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46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2022.8.19.~8.20) ‘21세
기 민속학’의 위치를 묻다, 발표자료집, 실천민속학회, 200-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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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조류와 조기, 멸치 등의 어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어느 시기보다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3)우선 해조류와 관련해서 어민들의 미역 채취에 관한 연구가 있다.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미역을 생업 대상으로 삼아왔다. 마을 어장의 운영과 생업주체
의 여건에 따라 미역 채취와 분배 방식이 결정되었다. 해조류의 채취 관행에 대해서 
공동체와의 상관성과 전승 양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과 
서남해 지역의 미역 채취 관행의 전승 양상 연구가 있다.

권삼문은 동해안 미역의 채취 관행에서 미역 생산과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동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창일은 동해안의 울산과 삼척의 어민들이 돌미역의 채취 관
행에서 공동체와 효율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밝혔다.4) 어민들은 생업환
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와 효율성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채취와 분배 방식을 
고수하거나 또는 개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남해 지역 미역의 전통 생산기술과 방식, 공동체와의 상관관계 등 어민들의 해조류 
채취 활동에 주목하여 어촌민속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5) 송기태와 박
종오는 흑산도의 미역 채취 공동체인 ‘똠’을 주목하여 ‘똠’의 운영방식을 조명하였다. 
특히 송기태는 일정한 공간에서 동일 채취 대상에 대한 전승 양상을 살펴보는 것 또한 
생업민속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 어촌의 바다환경조건에 따라 채취 방식
과 어로 기술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어민들이 동일한 생업공간에서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이 민속지식의 특성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박혜영은 부산 기장 미역의 인공양식의 확산과 해녀들의 생업전략에 대해 다루
었다.6) 해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양식업으로 대응한 생업전략에 대한 고찰이다. 

미역 채취에 관한 여러 지역의 사례 연구는 지역의 생업민속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촌민속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되고 있다. 제

46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오창현은 2000년대 어촌민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어 민속학 분야의 다양한 관점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 편차, 연
구 주제의 확장, 개별 연구성과의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통합 해석을 통한 어촌민속의 이론화 등의 
과제 또한 산적하다고 평가하였다.

4) 권삼문,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김창일, ｢동해안 어촌의 돌미역 채취 방
식과 소득분배 방식 비교｣, 비교민속학 69, 비교민속학회, 2019.

5) 송기태, ｢조도군도 관매도의 미역밭 경작과 생업전략｣,『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2013., 
송기태, ｢20세기 마을어장의 변동과 전통적 어업공동체 ‘똠’의 지속-흑산군도를 중심으로｣, 『남도
민속연구 33, 남도민속학회, 2016., 송기태, ｢옹진군 소청군 미역채취 기술의 다양성과 지속성 
함의｣,『남도민속연구 43, 남도민속학회, 2021., 박종오·송기현, ｢흑산도의 해조류 채취 관행 변화 
고찰: 玆山魚譜의 배경, 사리마을을 대상으로｣,『남도민속연구 40, 남도민속학회, 2020. 

6)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부산‘기장미역’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8, 실천민속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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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지역의 환경과 민속문화의 형성 관계를 밝히고 지역의 특
수한 문화 형성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 부분에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선행연구는 기존의 어민들이 생업자원으로 선택한 자원에 대한 연
구였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면 어민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자원을 생업대상
으로 취하고 버리는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업주체가 그들의 자연환경에서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대와 상황, 사회여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을 취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자원의 생산과 분
배 방식을 바꾸어 지속시키기도 한다. 이는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
떤 적응 전략을 선택하고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어민들은 상황에 따라 생
업자원을 유연하게 바꾸기도 하고, 또는 민속지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자원의 채취 
활동을 지속한다. 민속지식과 생업민속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연구자들은 어민들의 민속지식에 주목하여 이를 ‘전통지식’, ‘전통어로지식’, ‘민속지
식’ 등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의 주된 대상은 어로 행위에 작용하는 어장, 물때, 
바람에 관한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전통어로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가늠’에 대한 
지식도 다루었다.

박경용은 남해안 어민들의 ‘죽방렴’이라는 전통어로방식에서 드러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전통지식에 주목하였다. 죽방렴의 조성과 어획 방식에는 멸치 등 어류의 습성과 
조수, 물때 등에 대한 지식이 이용되었다. 또한 항해에 필요한 ‘산가늠’과 천측 등의 전
통지식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7) 강성복은 서해 외연도 어민들의 물때, 산가람, 날씨 
예측에 대한 전통어로지식을 밝혔다. 이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인한 지식체계로 해
양문화 자산으로 평가하였다.8) 손동기는 영덕 창포리 해녀의 ‘물질’에 주목하여, 자연
환경과 자원, 채취에 관한 지식이 전승되는 양상을 다루었고, 정명훈은 실뱅장어잡이와 
바지락 채취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하전마을의 전통 어로지식과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
였다.9) 어민들의 어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전승 양상까지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7) 박경용, ｢죽방렴과 주낙 어업의 자연·우주 전통지식: 남해도와 늑도의 사례｣, 한국학연구 38, 고

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박경용, ｢남해안 죽방렴 어업과 물질·물건의 전통지식｣, 남도문화
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3.

8) 강성복, ｢서해 도서지역 전통어로지식의 전승양상과 변화｣, 민속연구 3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
구소, 2015.

9) 손동기, ｢영덕 창포리 해녀의 ‘물질’에 관한 전승지식과 인식의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정명훈, ｢전라북도 하전마을의 전통 어로방식과 그 변화 양상: 실뱀장어 잡이와 바지락 채
취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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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숙정은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주목하여, 어로 민속지식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10) 그는 어민들의 바다 공간, 물때, 바람, 바다생물에 관한 민속
지식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기존에 물때, 지형, 날씨, 가늠에 대한 지식 연구에서 어민
들의 바다생물에 관한 문화적 지식으로 확장하여 고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속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물때’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어민들은 물때를 
기준 삼아 출어의 여부를 결정하며, 해산물을 채취한다. 이기복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물때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11) 그 이후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민들이 
물때를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다루었다. 이기복과 조숙정은 일정한 지역 어민들의 물때 
인식을 살폈다면, 왕한석과 송기태는 어민들의 물때 체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왕한석은 기존의 물때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물때 체계를 7물때의 서
해안형과 8물때의 동해안형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12)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조석현상의 
인식과 연관 지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송기태는 어민들 사이에 전승되
는 7물때식과 8물때식의 물때체계와 조석데이터를 비교하여 민간에서 전해지는 물때력
과 물때 라인이 시간의 합법칙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13)

물때에 관한 연구는 사례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한국의 물때 체계를 밝히고 민속과
학지식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민속지식은 과학과 대비되는 
비과학적인 민간지식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연구로서 민속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가 깊다.

어민들의 어휘 연구는 그들의 인지체계와 민속지식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김지숙
10) 조숙정,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조숙정, ｢동해안 ‘해류’ 구분법과 ‘무대’에 관한 민속지식: 서해안 
‘물때’와 비교의 관점｣, 比較民俗學 73, 비교민속학회, 2021.; 조숙정, ｢흑산도 상어잡이: 사라
져가는 전통 어로문화의 기록｣, 島嶼文化 5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 조숙정, ｢흑
산도 어류의 민족생물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19세기 전통지식의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비교
문화연구 25-1,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19.; 조숙정, ｢서해 어류의 민속 생물학적 분류와 
변화: 곰소만 어촌의 민족지적 사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조
숙정, ｢곰소만 어촌의 어로활동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1970년대 이후 어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3-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조숙정, ｢조석(潮汐)과 시간: 서해 곰소
만 어민의 물때에 관한 전통지식｣,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3, 국립민
속박물관, 2018.

11) 이기복, ｢물때를 통해 본 ‘민속과학’의 장기지속성｣, 민속학연구 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12) 왕한석, ｢한국의 물때 체계:그것의 구분법과 지역적 변이 그리고 실학자들의 이른 기술을 중심으

로｣,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13) 송기태, ｢한국 물때력(潮汐曆)의 두 체계: ‘7물때식·8물때식’의 실효성과 의도성에 대한 추론｣, 

比較民俗學 72, 비교민속학회, 2020, 161~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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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부와 해녀의 명명법을 형태, 색과 문양, 서식지, 어로 시기, 어로 도구, 습성, 식
용 유무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제시하였다.14) 지역에서 어민들의 생업자
원 대상에 대한 명명법 연구를 통해 그들의 언어생태학적 전략과 지식을 파악할 수 있
다.15) 

바다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공간의 특수성으로 생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러한 제약은 어민들의 어로 행위와 관련된 민속지식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어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바다의 지형, 물때, 바람, 가늠16), 생업자원의 
생태성 등을 인지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금까지 국내 어촌의 어로 행위와 민속지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지역의 해조류 채취 관행과 특정 어로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성과가 꾸준
히 축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민속지식 가운데 물때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확인하였다.17) 이는 어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민속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속지식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하여 형성되
므로, 제주지역의 연구성과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도 어촌 민속의 학술적인 연구는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 이전에는 탐라시대의 유물과 조선시대의 해산물의 진상품 관련 자료, 일
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사한 제주도 수산자원과 어업 활동에 관한 기록이 있
다.18) 그 외 마을에서 자체 기록한 마을지가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해방 전후까지 제주도 어촌민속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인 기록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기존의 제주도 어촌 민속 연구는 ‘해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19) 해
14) 김지숙, ｢울릉도 동해안 어촌 지역의 어패류명의 분화 양상과 의미 분석 연구: 어부와 해녀의 명

명법을 중심으로｣, 語文學 147, 2020. 
15) 주강현, ｢언어생태전략과 민속지식의 문화다양성｣,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16) 제주도에서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육지의 오름, 큰나무, 바위 등 표적이 될만한 대상과 뱃머리, 돛대, 

바다의 여 등을 연결하여 직선 또는 직각, 삼각형 등의 모양을 만들어 어장의 위치를 ‘가늠’한다.
17) 국립무형유산원, 물때지식, 국립무형유산원, 2022.; 국립무형유산원, 해조류 채취 관행, 국립

무형유산원, 2022. 
18) 1911년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편찬,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3집 제4장, 김은희 편역, 일본

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부산상업회의소, 우에다 코오이치로오(上田耕一郞), 
濟州島의 經濟, 濟州市愚堂圖書館, 1999.; 泉靖一 著, 洪性穆 譯, 濟州島, 濟州市愚堂圖書
館, 1999.;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도 개세,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0, 제주도편, (未開
의 寶庫) 濟州島, 제주도, 1997.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지음, 홍성목 번역, 『제주도생활상태조
사』(1929), 우당도서관, 2002, 35쪽. 

19) 해녀에 관한 연구는 역사, 사회문화, 인류학, 행정, 정책,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성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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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연구는 학술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방대한 자료를 축적되었다. 
그러나 해녀의 물질 행위와 민속지식에 관한 연구는 언급하거나 사례를 제시하
였을 뿐 민속지식을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녀 연구는 무속과 민간신앙을 통해서 해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강소전은 구좌읍 동김녕마을 해녀들의 잠수굿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해녀의 생업의례는 영등굿과 잠수굿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잠수
굿의 역할과 전승 기반에 대하여 파악하였다.20) 민윤숙은 해녀들의 용왕에 대한 
믿음과 거북의례 등의 속신을 새롭게 조명하였고,21) 강대훈은 해녀공동체가 거
북을 조상으로 인식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의례에 주목하였다.22) 해녀의 공동체 
의례와 민간신앙을 통해 물질 행위가 전승되는 기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것
으로, 해녀의 생업활동에 드러난 민속지식을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 

안미정은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마을 잠수들의 어로와 의례에서 해녀의 문화와 
사회관계에 주목하였다.23) 잠수들의 전통어로방식이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원동
력을 잠수들의 사회관계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잠수공동체의 물질 활동의 지속성
은 잠수들의 공유자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잠수굿을 통해서 
담보된다고 밝혔다. 해녀의 전통어로방식의 전승 양상에 주목하였으나 사회문화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해녀들의 어로 방식에 작동하는 민
속지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김영돈의 연구성과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제주도 해녀의 생업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해녀의 물질에 대한 현장을 기록
하였으며 1999년에는 한국의 해녀를 집대성하여 발간하였다. 김영돈은 해녀의 

축적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생업민속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선행연구 내용 검토로 제한한다.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는 어장침탈과 해녀항일투쟁 등의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해녀의 정체성, 
어업제도, 해녀문화 정책, 해녀의 경제활동 등 학술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어 해녀와 
생업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나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20)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5.

21) 민윤숙, ｢공존의 신념으로서의 제주 잠수들의 속신｣, 실천민속연구 18, 실천민속학회, 2011.
22) 강대훈, ｢“곱게 갑서, 다시 오지 맙서”: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과 무속적 조상     

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3)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안미졍,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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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해녀의 옷과 물질도구, 해녀의 물질 기술, 입어관행, 민간신앙, 설화, 노래, 
속담, 등의 구비전승, 바깥물질, 공동체 의식과 해녀 항일투쟁까지 해녀의 민속과 
문화, 역사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24)

김영돈은 해녀에 대한 민속문화와 민속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 해녀 민속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
라 해녀의 생업활동의 전승 양상을 살피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김영돈
은 해녀 민속의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해녀의 어로 활
동과 관련된 분석적 접근이 부족하며 해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끌어 내
지 못한 점이 아쉽다.   

좌혜경은 해녀의 물질 지식, 도구, 공동체 조직과 운영, 전설과 민요 연구 등 
해녀의 민속지식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해녀의 생업과 관련된 어장 이용과 
규약, 해산물 채취, 분배, 무속의례, 해녀 노래와 전설, 불턱 등 해녀의 생업문화 
전반을 두루 조사하였으나 기본 개념과 단편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 머물렀다. 이
들 조사 항목의 각각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녀의 생업활동과 어떤 관계에 놓
여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의 분석적 접근이 생략되었다.25) 

민윤숙은 앞서 해녀의 민간신앙 연구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해녀공동
체와 물질 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26) 그는 해녀의 생업활동의 지속성에 주목
하고, 물질 행위가 지속된다면 어떤 것이 작동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
과 바다 자원의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금채기간과 공동체 조직의 
엄격한 가입 자격 요건이라고 분석하였다. 해녀공동체가 바다 자원을 제한자원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24) 金榮敦, ｢濟州島 海女 硏究 序說｣, 성곡논총 1, 성곡언론문화재단, 1970.; 金斗熙·金榮敦,｢海
女漁場紛糾 調査硏究: 海女入漁慣行의 實態와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논문집14, 제주대학교, 
1982.; 김영돈·김필국·서경림,｢海女調査硏究｣, 耽羅文化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金
榮敦, ｢｢濟州海女 調査硏究: 特히 民俗學的 側面에서｣, 民族文化硏究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1.; 金榮敦, ｢濟州海女의 民俗學的 硏究｣, 濟州島硏究, 제주도연구회, 1986.; 김영
돈, ｢海女集團의 特殊語彙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1, 성곡언론문화재단, 1990.; 김영돈, ｢마라
도해녀의 입어관행｣, 중앙민속학 3,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영돈, ｢제주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비교민속학회, 2000.

25) 좌혜경, ｢해녀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영주어문 15, 영주어문학회, 2008.; 좌혜  
 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2009.

26) 민윤숙,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민윤숙, 「제
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 한국민속학회, 2012.; 민윤숙,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제주 해녀들의 물질과 사회적 지위｣,『역사민속학』 3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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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의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축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심도 깊은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특
히 해녀의 생업인 물질 행위를 본격으로 다루거나 그들의 물질 행위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지는 민속지식에 대한 논의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해녀의 생업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어부의 어로 민속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고광민의 어로 민속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어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도 어촌민속 연구는 해녀에 편중되어 
지극히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광민의 제주도 어부의 어로 민속에 관한 연구는 유일하다는 그 자체로 소중
한 성과이다. 2000년대 이전부터 해녀의 물질 행위뿐만 아니라 어부의 어로 행
위, 바다 환경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27) 특히 그는 어촌민속 가운
데 생산 민속에 주목하였다. 물질과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어민들의 인
식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바다밭을 민속지리학적 기준으로 ‘갯
’, ‘걸바당’, ‘걸’, ‘펄바당’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고광민의 연구는 마을 사례 또는 어로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어부의 어
로 대상은 갈치, 자리, 멸치, 문어, 해삼, 옥돔 등 제주도에서 주로 어획하였던 
여러 어종에 대한 어로 방식을 정리하였다.28) 한편 고광민은 해녀의 어로 활동
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고광민의 해녀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해조류
의 채취 관행과 해조류의 거름 소비 등 어민들의 생태민속지식을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고광민은 해녀와 어부를 균형있게 다루며, 제주도 어로 민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성과물이 축적되었음에 불구

27) 고광민,｢濟州島民具(Ⅱ):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행위들｣, 탐라문화 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
구소, 1985.; 고광민, ｢牛島 자리잡이 現場調査를 위한 예비노트｣, 濟州島硏究 9, 제주도연구
회, 1992.; 고광민,「제주도 漁撈民俗 조사 노트｣, 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고광
민, ｢積極的 漁法의 展開｣,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7.; 고광민,
「제주도 소금밭과 제염기술｣, 『고문화 5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7.; 고광민, ｢조선시대 제주 
해녀 울산으로 간 까닭｣,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7.; 고광민, ｢탐라순력도(耽羅
巡歷圖) 속의 해녀 연구｣, 무형유산 6, 국립무형유산원, 2019.; 고광민, 제주도 포구 연구, 
각, 2004.;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고광민·고승욱·박정근, 제주 해안마을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8.; 고광민, 漁具, 제주대학교박
물관, 2002.

28)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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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민들의 민속지식 또는 인지체계를 정립하거나 전승 양상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였다. 어민들의 생업활동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사회
의 어로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아쉽다. 

또 해녀와 어부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였음에도 제주도 어촌 민속 연구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해녀와 어부는 바다생태환경을 생업공간으
로 삼아 독립적인 생업주체로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의 어로 행위에서 중첩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그의 연구는 
지역 또는 어로 대상 등의 개별 사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
다. 

어촌 민속에 대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주목된다. 김순자는 어부의 
어로 행위와 도구에 관련된 용어는 대개 어종, 재료, 어로방법에 따라 명칭이 분
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갈치는 ‘나끄다’, 고등어는 ‘걸리다’, 오징어는 ‘부찌
다/부치다’, ‘멜’은 ‘후리다’, 자리와 멜은 ‘거리다’처럼 어종에 따라 서술어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 즉 어종에 따라 연어(連語)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29) 이는 자원의 생태에 대한 인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
이다. 

제주도 어촌민속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세 가지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위에 관하여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해녀

와 어부는 생업자원의 대상과 어로 방식이 엄연히 다르다. 해녀와 어부에 대하여 
균형있는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야 제주도 어촌민속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 

둘째,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생업의 
본질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생업주체의 인식을 살피는 것이 어민들의 생업민
속을 해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녀와 어부를 구분하여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생업활동에 대한 인식을 견주어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어민들의 어로 활동의 전승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해녀와 어부의 
어로 행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생업자원은 지속되는 

29) 김순자, ｢제주 바다의 소라·고둥·전복 이름｣, 영주어문 15, 영주어문학회, 2008.; 김순자, ｢제주
문화와 제주어; 제주도 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어로 활동 관련 어휘 연구: 어로 도구
와 어로 행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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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는 반면 더 이상 채취하지 않는 대상도 있다. 또, 동일한 생업자원이라도 
하더라도 그 어로 방식 또한 그대로 전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민들은 변화
하는 생업환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는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어민
들의 어로활동은 역동적인 생업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도 어민들의 어로 민속에 관한 연구이다. 해녀와 어부는 그들의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다룬다. 해녀와 어부
는 바다를 생업공간으로 삼아 생업활동을 벌이나 이들의 어로 대상과 장소, 어로 도
구와 기술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녀와 어부의 주요 어로 행위를 중심
으로 그 안에 작동하는 민속지식과 민속문화를 살펴본다. 

제주의 마을은 고도에 따라 해안과 중산간, 산간 마을로 나뉜다.30) 해안마을은 해안
선을 기준으로 해발 200m의 구역을 가리킨다. 해안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제주도의 해안마을은 엄밀히 구분하면 농어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해안마을 사람들의 어로 활동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한
다.

제주도의 어민은 해녀와 어부로 나누어 다룬다. 해녀는 산소공급 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날까지 전통어로방식으로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부는 보통 어선에 의지하여 어로 활동을 벌인다. 과거에
는 무동력선으로 낚시와 사둘을 이용하였으나 동력선으로 바뀐 이후 어부의 어로 활
동 범위는 차이가 크다. 어부는 어로 도구와 기술을 보완하면서 어로 활동을 지속하
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바다밭’, ‘물질’, 어로’, ‘어민’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30) 제주도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발 200m까지는 해안마을, 200~600m는 중산간 마을, 600m 이상
은 산간 마을로 구분한다. 중산간 지역은 농업 위주의 생활이 이루어졌고, 산간은 목장 중심의 지
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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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한다. 우선 ‘바다밭’은 어장을 의미한다. 제주도 어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민속용어(folk term)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어민들은 육지의 공
간과 바다의 생업공간을 연속선상에 놓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녀들은 그들의 생업공간인 마을어장을 ‘바다밭’으로 인식한다. 농업은 농부가 작
물을 선택하여 밭에 파종하고 재배하여 수확하는 생업활동이다. 이와 견주어 바다에
서의 어로 활동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생산활동에서 채취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녀들의 생업활동에서 드러나는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다에서의 생업활동을 육
지의 생업활동과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해녀들이 그들의 생업활동에 적
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그 안에는 민속지식이 재구성되어 
작동하는 것이다. 

어민들은 우선 알 수 없는 바다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육지의 공간을 견주어 인식
한다. 이는 누구나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해녀들이 바다밭을 인지하는 데에서 매우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녀가 해조류를 채취하는 방식 가운데 톳은 썰물에 물이 빠진 상태에서 갯가에서 
채취한다. 이를 해녀들은 ‘마른밭’이라고 인식하는 데, ‘마른밭’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마른밭은 물에 잠겨서 하는 작업과 견주어 쓰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바다를 육지의 밭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톳을 채취하는 방식은 육지
의 밭에서 작업과 매우 유사하다.  

생업의례인 영등굿이나 잠수굿에서 ‘씨드림’과 ‘씨점’은 농업의 파종이 연상되는 유
감주술행위이다. 해녀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알이 여물지 않은 성게를 우
뭇가사리가 밀집된 곳으로 옮겨 알이 여물면 채취한다. 일종의 자연 양식으로 바다 
자원을 재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녀가 바다자원의 생산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리켜 송기태는 ‘어경(漁耕)’이라고 하였다. 어경
은 해녀들이 육지의 밭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생산과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인식과 행동이다. 

제주도에서 해녀의 어로 행위는 특별히 ‘물질’이라고 지칭한다. 해녀의 물질은 당연
히 어민의 어로 행위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어로 행위에 대한 용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물질’은 제주도 어촌에서 두루 쓰이는 민속용어로 정착되었다. 이와 견주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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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부는 ‘보제기’라고 불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어업 현장에서 ‘보제기’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어로 활동을 가리켜 ‘바당일’ 또는 ‘배 탄다’와 같이 표
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표현일 뿐, 어부의 어로 행위를 지칭하
는 민속용어로 대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녀의 어로 행위를 가리킬 때는 ‘물질’이라고 서술한다. 어부의 
어로 행위는 특별히 민속용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개념의 어로 행위라고 한다. 
해녀와 어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민’이라고 기술한다. 어민들의 어로 활동 
전반을 가리킬 때도 일반적인 용어인 ‘어로’라고 한다. ‘어로(漁撈)’는 물고기 따위의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일이며, 어민은 이러한 어로 행위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다. 이는 어부의 어로 행위와 혼동할 수 있으나 어민 또는 어부라는 생업주체를 내세
워 서술함으로써 어로의 범위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시 조천읍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글의 전개를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마을의 사례를 보완하여 논의를 끌어간다. 조천읍 해안마을에서는 지금도 해녀의 
물질이 활발하고 어부의 어로 행위 또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의 바다생태환경은 조
금씩 차이가 있으나 수산자원의 변별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의 분
포량과 질적 차이 등은 나타날 수 있다. 

조천읍은 12개 리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해안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
덕리, 북촌리가 있다. 이들 마을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함덕리는 모래밭이 발달하여 
1900년대 초반부터 멸치 어로 작업이 왕성히 이루어졌던 마을이다. 북촌리의 마을 어
장은 여가 발달하여 자리 어로가 활발하였으며, ‘다려도’ 주변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
였다. ‘다려도’는 북촌리 해녀공동체의 미역 물질 등 해녀의 중요한 바다밭으로 인지하
는 장소이다. 신흥리는 하나의 해녀공동체가 마을어장을 함께 이용하는 마을이다. 신촌
리와 조천리 마을도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이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천읍 해안마을의 물질과 어로 행위의 전승 양상도 함께 다루어 민
속지식의 변화 흐름을 살펴본다. 동일한 어로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 전승 양상과 민속
지식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제주도의 자리 어로의 경우 서귀포시 대정읍
의 사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에는 어느 마을에서나 자리 어로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자리 어로가 전승되는 지역은 대정읍 하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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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리 어로의 전승 양상에 관한 논의는 대정읍 하모리 지역의 사례를 함께 다루
기로 한다. 

해녀의 물질 대상 가운데는 환금작물인 미역과 전복을 선정하였다. 미역은 과거 제주
도 해녀공동체의 최고의 환금작물이었으며, 가계 경제 성장에 기여가 큰 해조류이다. 
전복은 오래전부터 채취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진상품으로 오랫동안 인식하였다. 전복과 
소라를 상품으로 인식한 것은 해조류보다 늦다. 즉, 해녀의 생업활동은 미역의 경제시
대에서 ‘헛물에’ 경제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접두사 ‘헛-’은 ‘쓸데없는’ 또는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을 뜻한다. 즉, ‘헛물에’와 ‘헛물질’은 자원의 채취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물질 행위를 의미한다. 해녀들은 소라, 성게, 해삼 등을 채취할 때 ‘헛물에 
든다.’고 한다. 

1970년대는 어촌 생업활동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전환의 시기이다. 해녀의 물
질 행위에서는 1970년대 초반 일부 해녀들이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
다. 값비싼 고무 잠수복은 해녀공동체 내 갈등 요소가 되었으나 점증적으로 도입
되었다. 또한 1970년대는 육지 지방의 양식 미역이 등장하면서 제주도의 자연산 
미역의 상품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여 해녀의 주요 물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
금 해녀는 톳과 우뭇가사리, 성게와 소라, 해삼을 계절에 따라 채취한다. 

어부의 어로 행위는 ‘사둘’ 경제시대에서 어선 경제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둘’은 고기를 잡는 자그마한 그물로, 그물이 달린 ‘에움’이 ‘뜰대’에 마치 
국자처럼 붙어 있는 ‘사둘’이어서 ‘국자사둘’ 이라고 한다.31) 원(또는 개)에서 
‘족바지’(뜰채)를 이용하거나 전통 떼배를 이용한 ‘사둘’과 낚시로 고기를 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이후 어선과 대형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대량으로 어획하
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어부는 개별 중심의 어로 방식에서 여러 척의 어선과 
대형 그물을 이용하여 공동의 어로 방식을 취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장비 시설
을 갖추어 선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선장 위주의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활동을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민속지식이 어떻
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와 

31) ‘에움’은 그물을 걸어 끼우는 직경 310cm 안팎의 테두리다. 비교적 질긴 소리나무로 만든다. 
‘뜰대’는 720cm 길이의 ‘사둘대’다. 달리 ‘럭’이라고도 한다. ‘럭’은 자루의 제주어다(고광민, 
漁具,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11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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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기존의 문헌자료는 어민들의 어로 활동보다는 제주도의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 또한 풍부하지 못하다. 조선시대 
토산물 및 진상품목으로 제주도의 주요 해산물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은 수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제주도의 수산자원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수산
지｣는 1908~1911년 조선총독부 농공상부에 의해 조사·기록된 관찬서 보고서이다. 
1910년 작성된 권3 전라남도 부분에서 제주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수
산자원의 현황, 어업환경, 물질과 어로 활동의 현황, 어로 도구와 기술의 양상 등이 조
사·제시되어 사실상 제주도 어업 연구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제주도 어업의 연구는 해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주도 어촌 생업민속
의 연구성과는 김영돈과 고광민을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김영돈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해녀에 관한 정체성, 공동체, 생업의 본질적인 물질방식, 물질도구 등 해녀의 생업민속
을 폭넓게 다루었다. 고광민은 해녀뿐만 아니라 어부도 주목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
금까지 해녀와 어부의 생업민속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
서 고광민의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녀와 어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외에 어
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관심을 둔 독보적인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부에 관한 조사
연구는 기존의 해녀에 편중된 연구를 보완하여 제주도 어촌의 생업민속을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민속학은 한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의 총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에 대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서술을 위해 ‘관찰된 현상’에 근거
해야만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지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속학은 인류학과 같이 참여관찰을 통해서 수집되고, 기록된 
자료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32) 민속학은 살아움직이는 생활문
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어민들의 바다밭 인식과 어로 민속에 관하여 이해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문
헌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로 활동 경험을 한 어민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민들이 제공하는 바다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와 환경변화에 따른 양상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살아있는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제
보자를 만나지 못하면 민속지식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면담은 전통사회에서의 
32) 장철수,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9,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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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어로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복원하여, 기록되지 않은 어민들의 경험과 인식
에 대하여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방식이다.  

 물질과 어로 활동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행위는 ‘물속’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해녀와 어부의 생업현장을 확인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점이 동반된다. 면담
조사는 전통사회 전개하였던 물질과 어로 행위를 복원하여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된다. 
또 어민들의 어로 활동과 관련된 민속지식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조사자는 면담과정에서 해녀와 어부가 어로 행위 과정에서 드러내는 민속지식을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위의 전승 양상과 그에 따른 민속지식의 변모 양상도 살펴보았다. 



- 20 -

    

1) 지리적 공간과 어촌 배경

제주도는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타원형 모양이다. 남북 방향의 길이
는 31㎞, 동서 방향의 길이는 73㎞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306㎞에 이른다. 면적은  
1,848㎢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면적은 977.93㎢ 차지하며, 조천읍의 면적은 150.6k㎡
이다.33)

조천읍은 한라산 북쪽에 위치해 있어 한랭한 겨울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아 산남에 
비해 바람이 강하고 추운 편이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조천읍은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민들은 북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하늬름’이라고 한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샛름’, 남
쪽에서 부는 바람은 ‘마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놋름’이라고 이른다.34) 

33)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4~17쪽 참고. 
34)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5~25쪽 참고.

[그림Ⅱ-1] 조천읍의 위치 [그림Ⅱ-2] 조천읍의 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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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은 조선시대 중엽에 제주군 좌면에 속해 있다가 1874년에 좌면이 신좌면 구
좌면으로 분리되었다. 1935년에 신좌면이 조천면으로 개칭되었고, 1985년에 조천읍으
로 승격되었다.35) 위의 지도에서 보면 동쪽으로는 구좌읍, 서쪽으로는 제주시가 접하
고 있다. 남쪽으로는 남원읍과 표선면에 경계를 접한다. 북쪽은 해안을 접하고 있어 해
안마을이 길게 형성되었다.

조천읍 마을지도에는 법정리 기준으로 10개의 마을이 분포한다. 행정마을은 12개인
데, 대흘리가 대흘1·2리, 선흘리는 선흘1·2리로 나뉜다. 조천읍에서 해안선을 따라 형
성된 해안마을은 5곳이다. 서쪽을 기준으로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가 
있다. 위의 조천읍 마을 지도에서 북촌리 앞바다에 작게 표시된 섬은 ‘다려도’이다.

조천읍 어촌계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속한다. 수협은 제주도의 행정시 기준 제주
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에 각 3개소가 있다. 제주시 권역은 제주시수협·한림수협·추자
도수협이다. 서귀포시 권역은 서귀포시수협·성산포수협·모슬포수협이다. 제주시수협은 
제주시 동지역과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의 어촌계가 해당된다. 

조천읍에서 어촌계가 조직된 해안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안마을은 함덕해수욕장이 있는 함덕리를 중심으로 상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업 양상
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천읍의 5개의 해안마을은 물질과 어로 
행위가 전승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구분 면적(ha) 세대수 인구수(남/여)
신촌리 769 2,192 5,181 (2,681/2,500)
조천리 865 2,258 5,048 (2,550/2,498)
신흥리 118 285 612 (320/292)
함덕리 1,080 3,293 7,287 (3,723/3,564)
북촌리 890 729 1,512 (768/744)

[표 Ⅱ-1] 조천읍 마을현황(2021. 7. 31. 기준)36)

신촌리는 제주시 조천읍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신촌리 연안은 암반 및 
암초지대가 넓게 분포하여 해조류 서식에 알맞다. 조천리는 15세기 전반에 이르러서 

35)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16쪽.
36) 조천읍 마을의 면적, 세대, 인구수 가운데 해안마을 5곳에 대한 정보만 간단히 재정리하였다. 제

주시 마을현황(https://www.jejusi.go.kr/town/jocheon/intro/maeu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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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포구 주변에 마을이 이미 들어서 있었고, 그것의 규모가 꽤 컸다고 짐작한다.37) 
조천리는 1914년 지금의 신흥리가 분리, 독립해 나가면서 축소되었다. 신흥리는 1914
년 1월 7일 조천리와 함덕리 마을의 일부가 분리되어 형성된 마을이다.38) 신흥리는 
조천리와 함덕리 사이에 있는 규모가 작은 마을이다. 함덕리는 조천읍 해안마을 가운
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함덕리 해변은 모래가 넓게 덮여 있어 과거부터 멸치잡이가 알
려졌다. 이후 함덕해수욕장이 개발되어 현재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북촌리는 조천읍 해
안마을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북촌리의 어민들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다려도’에서 주로 어로 활동을 벌인다. 

2) 일상생활과 생업 양상

제주도 마을은 고도에 따라 토질과 기후 등의 주요 환경에 따라 농업과 어업, 목축 
등의 생업 지대가 구분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해안과 중산간, 산간마
을을 넘나들며 생업활동을 벌였다. 해안마을 사람들은 주식의 재료인 잡곡 농사를 지
어야 했으며, 농우(農牛)는 고지대의 목장에서 방목하였다. 이 시기는 해산물과 주요 
곡식을 맞바꾸는 물물교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해안과 중산간 사람들의 일
상적인 교류는 자급자족의 구조에서 생존을 위한 생활방식이었다. 

조천읍 주민들은 농업 또는 농어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아 생활하였다. 제주도 여
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보리, 조, 고구마 등의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하여 일상생활을 유
지하였다. 해안마을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병행하여 어로 활동도 하였다. 해녀
는 미역과 감태, 도박,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여 가계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어부는 ‘테우’를 이용하여 듬북과 같은 거름 용도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자리
와 멸치, 오징어와 갈치 등을 낚았다. ‘테우’는 해녀의 뱃물질을 돕는 운반선 역할도 하
였다.

어민들은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의 환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과거에는 해산물의 유
통 체계가 미흡하여 개별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해조류는 일부 수매
가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해산물을 담은 대바구니를 등에 지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37)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158~163쪽 참고.
38) 북제주문화원, 新興里誌, 북제주문화원, 2007,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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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중산간 마을로 가서 곡식과 물물교환을 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였다. 조
천읍에는 ‘조천장’과 ‘함덕장’이 있었다. 물론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
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리려고 애썼다.

조천읍은 제주시와 인접한 읍으로 예부터 왕래가 잦았다. 제주시 동문시장은 산지포
구 주변에 위치하여 뱃사람들과 상인 등의 이동인구가 많아 시장의 활기가 넘쳤다. 조
천읍의 어민들은 소라나 해삼, ‘비께(수염상어)’, 오징어 등 어획물을 동문시장에서 상
인에게 넘기거나 좌판을 펼쳐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소라 통조림 
공장이 설립된 뒤에는 마을의 해녀나 여성들 몇몇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삶은 소라를 
팔기 위해 ‘구덕’(대바구니)을 지고 성산읍까지 운반하였다. 해산물의 판로환경이 열악
하여 조천읍에서 성산읍까지 약 30㎞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며 경제활동을 한 셈이다.

어촌의 어민들은 농사를 우선 하고, 물때에 맞추어 물질을 하는 생활을 하였다. 열악
한 여건에서도 어민들은 생업공동체를 조직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려고 노력하였다. 
해녀는 일찍부터 ‘잠수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해녀공동체는 톳이나 우
뭇가사리를 공동작업하여 분배함으로써 공생(共生)하고자 하였다. 어부는 어로공동체 
조직인 ‘그물계’를 구성하여 멸치 어로에 참여하였다. 조천읍 함덕리 마을 어장에서 후
릿그물 어로 방식으로 멸치잡이가 이루어졌다. 해녀는 미역과 톳, 우뭇가사리 등의 해
조류와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을 어획하였다. 어부는 자리나 멸치를 뜨거나 옥돔, 
갈치, 오징어 등을 낚았다. 마을 주민들은 바닷일을 생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전통 어로 
방식인 ‘원(또는 개)’에서 ‘족바지(뜰채)’를 이용하여 멸치잡이에 참여하였다.

중산간 주민들은 보리, 메밀 등의 곡류를 주로 재배하고 인근 목장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등 농업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농업은 곡물 위주로 생산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감귤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조천읍의 중산간 마
을 사람들도 과수 농사로 전환하였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부분
이 크며 조천읍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잡곡 농사는 콩을 제외하고 거의 재배하지 않
으며 새로운 소득작물로 마늘, 채소 등이 꼽히고 있다. 목축은 선흘리에서 말을 전문적
으로 기르는 축산농가에서 조천읍 목축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제주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업 분
야가 중요한 생업활동이 되었다. 관광의 활성화 더불어 상업 종사자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조천읍 지역은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상권(商圈)이 형성되었다. 특히 조천읍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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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리는 함덕해수욕장이 일찍부터 관광지로 알려져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 조
천읍에는 북촌리 ‘4·3너븐숭이 기념관’, 조천리 ‘연북정’, ‘제주항일기념관’, 신촌리 ‘신
촌향사’ 등의 역사문화지가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이면서도 이동 인구가 많은 지
역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조천읍에는 읍사무소, 병원, 대형마트 등 일상생활권이 형성
되었다.

 1) 농업과 어업의 병행

제주도 해안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자급자족 
체계에서 농업은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제주에서는 쌀을 대신하여 
조, 보리, 메밀, 팥 등 잡곡을 두루 재배하였다. 잡곡 농사는 가족의 식량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와 견주어 어업은 어로 도구와 기술이 미흡하고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제주도에서는 전업 어업종사자
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 생업과 세시(歲時)  
농업과 어업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다. 농업은 절기에 따라 파

종과 수확 시기를 인지하였다. 어민들은 어로 자원의 생태성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어로 활동을 한다. 농어업에서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민속지식이 필요하다. 어민들은 
농어업을 병행하므로, 이 둘을 상호 관계에 두어 생업환경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어민들은 그들의 생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로 행위를 펼친다. 그 
외에도 생업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해녀공동체는 영등굿과 잠
수굿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어부는 멸치 어로와 관련된 ‘멜코사(또는 멜치굿, 그물코
사)’를 하였다. 생업공동체는 마을에 따라 해상의 안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
를 지냈다. 이 의례는 대개 한 해가 시작되는 1~3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생업의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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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마을공동체와 생업공동체는 무속의례와 유교식 의례를 거행한다. 본향당굿은 대표적
인 마을공동체의 무속의례이다. 마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참여한다. 마을마
다 정월이 되면 심방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풍요를 기원한다. 

포제는 남성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유교식 공동체 의례이다. 조천읍 신촌리와 북촌리 
마을에서는 현재까지 포제를 엄격히 거행한다.39) 해신제는 해상의 안전과 어민들의 풍
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마을에 따라 영등굿을 해신제라 이르는 곳도 있다.40) 

어촌계가 주관하는 공동체 의례는 영등굿과 잠수굿이다. 어민들은 매해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을 치른다.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 제주칠
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환영제를 거행한다. 이 시기에 마을 어촌
계는 영등굿과 잠수굿을 한다. 조천읍 해안마을에서도 어촌계원들은 심방을 모셔 아침
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영등굿 또는 잠수굿에 참여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2월 14일에 제주시 사라봉 입구에서 영등송별제를 지내고, 영등신은 2월 15일 우도를 
거쳐 제주를 빠져나간다. 

해녀공동체는 그들의 생업의례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해녀들은 의례에 필요한 
제물과 음식을 며칠 전부터 준비한다. 해녀들은 제물에 필요한 해산물을 마련하고 심
방을 대접하기 위하여 물에 들어 필요한 해산물을 공동으로 채취한다. 제물에 쓰이는 
음식이나 재료들도 공동체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였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에는 무사안녕과 풍요를 심리적으로 보장받는다. 또 ‘씨점’과 ‘씨뿌리기’와 같은 구체적
인 행위를 통해 바다밭 해산물의 풍흉을 미리 점친다. 

(2) 농사력(農事曆)과 어업력(漁業曆)
어민들은 농부가 열두 달 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짓듯이 계절마다 해산물을 채취한다. 

특히 해조류는 생장주기에 따라 실제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정해졌다. 해조류는 거의 
대부분 겨울동안 싹이 올라오므로, 주로 봄에 채취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천읍 지역의 

39)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제1회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1. 12. 22. 참고.

40) 제주시 화북동 해신제는 역사가 깊은 의례로 관청에서 주관하다가 마을공동체가 잠시 맡았으나  
 2017년부터 도제로 봉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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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은 3월에는 톳을 채취하고, 4월은 본격적으로 미역 물질을 한다. 어촌계는 미역
이 일정 정도 생장할 때까지 미역 채취를 금지하고 어촌계장과 해녀회장 등이 엄격하
게 관리하였다. 미역 물질 이후에는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여, 6월이면 해조류 채취 작업
이 마무리 된다. 그 사이 5월은 성게를 캐는 시기이다. 해녀는 성게를 일일이 깨서 성
게알만 모아 판매한다. 최근에는 성게값이 높아서 우뭇가사리 작업을 좀 늦추기도 한
다. 이는 성게가 5월이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6월이 되
면 성게알이 속에서 녹아 없어져 물이 난다고 인지하였다. 우뭇가사리 채취가 끝나면 
겨울이 되기 전까지 주요 해조류 채취 작업은 쉰다. 겨울에는 모자반 채취가 이루어진
다. 북촌리 해녀들은 비교적 늦은 봄까지 모자반을 채취하였다. 소라는 현재 10월에서
부터 5월까지 채취하고 전복은 산란기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채취할 수 있다. 

어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사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땅농사’와 ‘바
다농사’로 인식하였다. 농사는 일정한 토지에 1년의 농사 주기를 계획하고 파종과 수확
을 되풀이한다. 농부는 지역의 토질과 비, 바람 등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배작물을 선
택하게 된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름을 주거나 김을 매는 등 수확 전까지 관
리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수확량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수산어법에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
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업활동은 바다 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재배보다는 상품 가치 있는 대상의 자원을 취하게 된다. 어민들
이 어로 자원의 생장주기, 서식처, 생태성에 따른 도구와 기술 등을 익히는 일은 간단
하지 않다. 어민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되풀이하며 민속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농민
들은 직접적이고 선택적으로 생산과 재배 작업에 참여한다. 이와 견주어 어민들은 바
다의 자원환경과 관련된 민속지식을 깨닫고, 이것이 자원을 어획하는 데 유효한 지식
으로 이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어로 어획물은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 어업권을 팔 때에는 각 마을의 사정
에 따라 좀처럼 허용되지 않은 마을도 있는가 하면 허용된 경우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 3종에 국한되며 듬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41) 듬북은 밭농사에 중요한 
거름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대개 돼지거름이나 소거름을 이용하였으
나 해안마을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듬북을 채취하여 밭의 거름으로 유용하게 썼다. 특
41)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濟州島,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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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주 사람들은 보리를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름은 주로 보리농사에 쓰였다. 해
안마을 사람들은 거름용으로 쓸 해조류를 미리 채취하여 집으로 옮겨와 ‘눌(가리)’을 
만들어 두었다. 

 당시 중앙시험소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름용 모자반과 청대콩의 비료 성분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다.

 

구분 모자반(관) 청대콩(관)
질소 2.000 2.500
인산 0.800 0.400
칼리 5.000 3.000

[표 Ⅱ-2] 비료성분 비교42)

위에서 언급한 질소, 인산, 칼리는 식물의 생장과 수확량, 품질 개선을 위한 대표 비
료 성분이다. 해조류 거름은 비료의 대표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료의 기능이 충
분하였다.  

또한 어로 자원 가운데 밭의 거름으로 유용하게 쓰였던 것은 멸치이다. 조천읍 함덕
리는 멸치 어로가 널리 알려졌다. 멸치는 젓갈과 반찬 등의 재료로 쓰였으나 그 소비
량은 한정적이었다. 어민들은 멸치를 어획하여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말려두었다가 거름
으로 이용하였다. 

[사례 1]

옛날은 젓 헌 덴 헤도 젓 허는 건 얼마 안 헤낫어게. 얼마나 먹을 말이라. 

게난 말령 그자 거름. 말려야 거름허주게. 모살에 널어근에 막 그냥 리거든. 

겡 렷다근에 밧디 들이는 거주. 옛날은 보리 갈젠 허민게 거름을 놔얄 거 

아니라. 게난 듬북허고 그거허고 그자 거름이 그거주게. 멸치 하나씩만 놔도 

걸어. 듬북도 듬북만이 놓고.43) 

(옛날은 젓 한다고 해도 젓 하는 건 얼마 안 했어. 얼마나 먹을 말이야. 그

러니까 말려서 그저 거름. 말려야 거름하지. 모래에 널어서 마구 그냥 말리거

든. 그렇게 말렸다가 밭에 들이는 거지. 옛날은 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을 놓아

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듬북하고 그거하고 그저 거름이 그거지. 멸치 하나

42)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지음, 홍성목 번역, 『제주도생활상태조사』(1929), 우당도서관, 2002, 35쪽.
43)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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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만 놔도 기름져. 듬북도 듬북만이 놓고.)

멸치잡이는 원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원담에서 어획한 멸치는 거의 가정에서 소비
되었다. 일부 어민들은 그물계를 조직하여 멸치 어로를 하였는데, 이때 후릿그물을 이
용하여 멸치를 대량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멸치는 판매나 소비가 부진하여 밭
의 거름으로 이용되었다. 

조천읍 함덕리 마을에는 멸치를 퍼내면서 불렀던 노래가 전한다. 노동요에서 당시 멸
치의 쓰임새를 알 수 있었다. 함덕리에는 ‘팔선진’이라 하여 8개의 멸치 어로 그물공동
체의 어로 활동이 활발하였다. 

멜참봉님네 덕택으로 -(후렴)

오늘도 멜많이 거려수다-(후렴)

거린멜포랑 상먹고-(후렴)

사시미멜량 밭에다드령-(후렴)

보리농시영 조농실 지영-(후렴)

해해마다 풍년입네다

집안이 편안하영 건강건-(후렴)

멜참봉님덕으로 기림네다-앙하양어허양어영

-‘멜’ 퍼낼 때 노래 일부44)

위의 노래 내용을 정리하면, ‘멜참봉’님 덕분에/ 오늘도 멸치를 많이 잡았다./ 잡은 
멸치를 팔아서 쌀 사서 먹고/생멸치는 말려서 밭에 들이고/ 보리농사와 조농사를 지어/
해마다 풍년입니다/집안이 편안해서 건강한 것은/‘멜참봉’님 덕분입니다. ‘참봉’은 ‘도깨
비’를 의미한다. 도깨비는 부(富)를 주는 신으로, 여기에서는 멸치 어로의 풍요를 관장
한다. 어민들은 어획한 멸치의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멸치는 말려서 보리와 조농사에 
거름으로 써서 곡식 농사도 풍년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즉, 어민들은 어로 자원을 다
원적(多元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이 노래는 함덕리 마을지에 기록에 된 것을 그대로 옮겼다. 내용에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
은 표기가 더러 있다.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5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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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일상생활은 반농반어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어민들이 농업과 어
업의 자원에 대하여 동일 선상에서 인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보리는 
5~6월에 수확하였는데, 이때 어민들이 자리돔 어획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기이다. 어
민들은 보리와 자리돔의 어획 시기가 유사한 것에서 비롯하여 ‘보리자리’라고 인식하였
다. 농사와 어로 주기를 견주어 연속 선상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
한 인식은 생업자원의 생태성과 풍흉을 예측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산듸 굽에 메역 나곡 난다.’(‘밭벼 아랫동아리에 미역 나고 모자반 난다.’)는 말이 
전한다. 밭벼 수확은 상강(10월 23일경) 무렵에 이루어졌다. 그 무렵에 바다밭에서는 
갈조류들의 새싹이 나온다는 것이다.45)농사와 어로 주기를 구분하지 않고 상호 관계에 
놓고 인지하였다. ‘메역이  거 보난 올해 숭년들키여.(미역이 좋은 것 보니 올해 흉
년들겠네.)’, ‘정각이 풍년이민 조도 풍년(청각채가 풍년이면 조도 풍년)’ 등 해조류의 
상태를 근거로 한 해 농업의 풍흉을 점치고 있다.46) 

2) 생업공동체의 형성

전통사회는 의식주, 생업, 의례 등이 공동체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
조였다. 일상과 생업활동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전개되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절대
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전통사회에서의 공동체는 형성 단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 범위가 큰 
마을공동체에서부터 동일한 생업활동을 하는 생업공동체, 특정한 목적 및 친목 도모를 
위한 계(契)가 대표적이다. 마을공동체는 원(또는 개)에서의 어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원담을 보수하는 의무를 띠었다. 해녀와 어부는 각각 생업공동체를 조직하
였다. 해녀는 일찍부터 ‘잠수회’를 구성하여 물질 활동을 이어왔다. 어부의 어로공동체
는 그물계(契)가 대표적이다. 그물계는 멸치 어로가 성행하면서 조직된 생업공동체이
다. 생업공동체는 대부분 마을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45)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475쪽.
46)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475~48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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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는 일상과 의례에서 노동력의 교환을 통한 상부상조의 품앗이 문화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제주지역에서는 ‘수눌음’이라고 한다. 농촌사회에서는 재배
작물의 파종과 수확기가 삽시에 이루어지므로 공동체의 수눌음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혼례와 상례, 집짓기 등의 집안의 대소사도 공동체의 ‘수눌
음’이 상례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수눌음의 관계는 계(契)를 통해서 지속성을 담보한
다. 

농촌과 어촌은 마을공동체가 원칙적으로 작동하지만 생업 양상에 따라 공동체의 특
징이 다르다. 농촌은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최대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며, 공동체
의 상부상조가 뒷받침한다. 이와 견주어 어촌에서는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생업공동체
가 발달하였다. 어촌의 생업공동체는 어로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해녀와 어부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녀의 생업공동체는 ‘수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톳이나 우뭇
가사리와 같이 특정 자원은 공동체가 함께 채취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
서 일부의 생산물 또는 수익금을 공동체에 기부한다. 생업공동체의 희사 범위는 마을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또는 미역 등 해조류가 서식하는 특정한 어로 장소 ‘~여’를 공동 
채취 대상으로 정하여 이 곳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의 자금으로 활용한다. 생업공동
체의 자산을 마련하거나 마을공동체의 공공시설 또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어부의 공동체는 멜 어로 작업과 밀접한 그물계(그물접, 그물제) 또는 팔선진계가 
대표적이다. 과거의 어로행위는 낚시를 이용하거나 멜 등은 그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었다. 어부의 공동체는 멜 어로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멸치 어로는 그물을 이
용하여 여럿이 방진망 어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그물계에 먼저 가입해야 한
다. 그물제는 공동으로 어로 작업을 하고 그물을 수선하는 작업도 한다. 그러나 어부의 
경우 어선을 이용한 어로 행위는 선장과 선원으로 고용관계의 특성이 있다. 반드시 수
익금으로 분배하지 않더라도 어선 및 노동력 제공 등의 참여 비율로 배분하여 나눈다. 
또는 선주와 선장, 선원의 고용하는 사적 관계로 바뀌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어촌계가 조직되면서 잠수회는 어촌계의 하위 조직으
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어촌계 조직의 규율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 잠수회의 경우 기
존의 자치조직의 성격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체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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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부의 경우 멜 어로 방식이 바뀌고 그물계 조직은 해체되었다. 지금은 어선 
중심으로 선주회가 조직되었으나 생업활동은 선주와 선장, 선원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
진다. 다만, 어촌계가 주관하여 어민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에는 선주회도 
참여한다. 

전통사회에서 마을공동체는 일정한 마을의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 상호
작용 관계가 유지되는 결합체이다. 생업공동체는 생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마
을공동체가 공간 범위로 제한되었다면, 생업은 공간의 제약없이 동일한 생업활동의 주
체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그러나 생업공동체는 마을공동체의 일부가 생업에 따라 조직
된 것이다.  

해안마을에서의 물질과 어로 생업공동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질과 어로는 
개별 활동이 어려운 생업군이다. 우선 생업공간이 공동의 소유이다. 제주도는 마을 단
위로 ‘자기 바당’이 있다. 자기 바당은 대개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어로 활동은 어촌계 또는 물질을 중심으로 조직된 ‘잠수회’의 규칙에 따라 행해
진다. 잠수굿, 영등굿, 그물계, 멜굿 등이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탓도 열악한 생업환경
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해녀와 어부는 바다 생태환경과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바다의 생태자원 가
운데 인간이 생업 자원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경제 자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인
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용하는 동식물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으
로 의미화된’ 자연이다.47) 생업 대상은 해녀와 어부의 바다 생태환경과 생업주체, 자원
의 유통과 소비 상황 등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식된다. 3절에서는 제주도 해
녀의 물질 행위와 어부의 어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생업 자원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본다. 

47) 조숙정,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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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원과 유한자원

공유자원(公有資源)은 소유권이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
는 자원이다.48)바다의 자원은 공유자원으로 오래전부터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되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11년 어업령 제도가 만들어지고 점차 어민들 사이에도 
어장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서귀포시 성산읍 바다의 모래가 휩
쓸려 가면서 비석이 발견되었다. 비석에는 어장 경계선을 의미하는 ‘旌義面古城里/及城
山里地先(정의면 고성리 및 성산리 지선(앞바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고성리
와 성산리의 어장 구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양 마을의 어장 경계를 확정 짓는 비석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면(현재 성산읍 포함)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1935
년 3월까지 존재했던 행정지명이다. 이에 비석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9) 결국 바다의 자원은 완전한 공유자원에서 어장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인한 
구분으로 나아갔다. 이후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관리하면서 완전히 생업공동체 중심의 
사유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바다는 공유자원이지만 해녀와 어부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 받고 물질
과 어로 행위를 한다. 이러한 생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공간과 행위에는 이들 외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해녀의 물질과 어로 행위는 공유자원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생업활동이나 마을어장은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므로 사유재
의 성격도 갖는다. 제주도 해안의 마을 어장 입구에 생업 대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다 공간의 공유 개념을 전제로 어민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생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외 일반인은 마을어장에서 해산물 채취 행위를 할 수 없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수협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선어장
을 기반으로 어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어촌계는 1962년 지구
별 수협에 두었다. 1976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촌계도 어업 면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법인격 있는 단체로 한정되었다가 수협과 어촌계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총유

48) 강경민,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9) ‘성산읍 어장 경계비 모습 드러내’, 제주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http://m.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09)



- 33 -

(總有)의 개념을 도입하여 면허 취득 근거를 마련하였다.50)현재 어민들은 해녀공동체
인 ‘잠수회’와 어부들의 단체인 ‘선주회’가 조직되었다. 

마을 어장의 이용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잠수회의 회원에 한정된다. 어부는 어선, 어
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51) 어부는 어법 면허 허가를 근
거로 근해와 연안, 원양 등 한정된 어로 도구와 어로 방식으로 생업활동을 한다. 따라
서 어촌공동체는 생업 대상에 따라 경합과 협업의 양상이 나타난다. 

어민들은 특정한 수산자원을 생업 자원으로 인식하더라도 물질과 어로 행위 과정에
서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녀와 어부는 외적으로는 바다의 특정한 생업공간을 
사유화한 집단으로 인식되지만, 내적으로는 공유와 사유의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바다는 원칙적으로 공유지일 뿐만 아니라 어로 활동은 바다의 자연생태계에 형성된 자
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지와 달리 독특한 생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생업활동 면에서 바다 생
태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로 활동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 

바다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는 회복 기간을 알 수 없다. 여러 해조류와 패류, 어류 등
의 다양한 종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한 생물
종의 파괴는 단순히 하나의 생물의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바다 자원의 
제한된 속성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어민들의 배타적 권리는 20세기 초부터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2년 4월 1
일부터 시행된 ｢어업령｣에서 전용어업제도52)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데에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당시 전용어업제도는 일본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당위성과 제주도 어촌노
동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수립되었다.53)또한 ｢어업령｣을 근거로 어업조
합 및 수산조합 설립을 규정하여 제주도내에도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62년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촌계가 설립되어. 1976년부터 어업면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민들이 바다의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

50) 수산업법 법률, 수산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1. 10.)
5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6.7.)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52) 전용어업제도는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연안 어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수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전용권을 공유 형태로 마을거주 어업자에게 부여했던 어업제도를 말한다. 
53) 강만익, ｢일제강점기 濟州島漁業組合 설립과 운영｣,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7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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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자원은 특정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바다의 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의미한다. 이는 곧 어민이 바다의 자원을 어획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바다의 자원은 모두의 것으로 ‘나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공유의 의식이다. 어민들은 어장에 대하여 개방과 공유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원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사례 2]

그자 가민 돈을 벌어. 바당엔 가민 공껀디, 꽁짠디 그걸 강 헹 왓이민  뭐 헐 

건디 헤도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 그놈우 다리 수술헤부난.54)

 

(그저 가면 돈을 벌어. 바다엔 가면 공것인데, 공짠데 그걸 가서 해서 왔으면 참 

뭐 할 건데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 그놈의 다리 수수해버리니까.)

아무 것도 엇이난게. 헐 것이 잇어. 물때고 뭐고.55)

(아무 것도 없으니까. 헐 것이 있어. 물때고 뭐고.)

밧딘 일보다는 낫아, 낫주게.56)

(밭의 일보다는 나아. 낫지.)

해녀와 어부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농토’의 소유 여부이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식량을 자급하였기 때문에 농토는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농토
는 사적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바다에서 생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민들은 바다의 자원은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라고 인지하였다. 해녀와 
어부는 본인 의지에 따라 물질과 어로 행위가 가능하였다. 지금은 제도와 관습에 의해 
완전 개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생업공동체는 어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공
동체와도 함께 수익을 배분한다. 이는 생업공동체가 어로 자원에 대하여 공유자원이라
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녀공동체는 톳이나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공동으로 채취
하여 공동분배하였다.57) 이때 공동분배 대상은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54) 강○훈(여, 1937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22. 6. 18., 필자 면담.
55)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56)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57) 해녀의 물질 대상은 크게 해조류, 패류, 어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어민들은 대상에 따라 물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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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신흥리 마을 기록에 의하면 ‘1965년 톳 관리방침 수립건’에서 초등학교 기본
자원인 톳 바다는 리민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표결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1970년부터 톳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어촌계와 마을의 분할금이 기록되
었다. 1971년 톳 생산 관련 기록에서 마을은 기존의 분할 비율 4:6에서 이듬해부터 
5:5 반액씩 분배하기로 어촌계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58)신흥리의 톳 분배금과 관련된 
기록은 1992년까지 확인된다. 현재 신흥리 해녀공동체는 톳을 공동채취하여 마을공동
체를 이끄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 등에 톳을 한 포대씩 나누는 관행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바다의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해녀공동체는 관습적 또는 제도
적인 자원 이용 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간에 자발적인 조정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59) 

한편 어민들은 수산자원에 대하여 유한자원(有限資源)임을 인지한다. 어민들은 과거
와 견주어 오늘날 바다의 ‘물건’60)은 없다고 말한다. 실제 바다의 오염과 수온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고갈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하여 어민들은 규칙
과 질서를 준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간다.  

제도 바다 자원의 이용에 따른 제도적 장치는 바다 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제
도적 장치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한다. 해녀공동체는 바다 자원을 보호하며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입어 기간을 설정한다. 또, 소라, 전복 등의 출하상품의 크
기를 제한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입어기간은 잠수회와 어촌계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입어기간의 기준은 물때로 나눈
다. 조금과 사리를 나누어 물살이 잔잔하여 안전한 ‘조금’을 선호하지만 마을에 따라서 
물질 기간은 차이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생업 대상에 따라서도 물질작업의 물때는 
달라진다. 함덕리는 보통 보름 주기를 기준으로 5일 미만이며, 조천읍 북촌리 해동마을
은 조금부터 다섯물까지 한다. 톳은 썰물일 때 물이 많이 나가는 때에 베어내는 작업
으로 ‘사리’때에 작업하는 해조류로 일반적인 물질작업 물때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을 달리 취하며, 해조류의 일부는 공동채취와 공동분배를 한다. 해조류의 인식과 물질방식의 변화 
등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8) 북제주문화원, 新興里誌, 북제주문화원, 2007, 227쪽.
59)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2020, 43쪽.
60) 해녀들은 생업 자원인 소라, 전복, 성게 등의 해산물을 ‘물건’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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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물때를 기준으로 해녀들은 평균 5~8일 물질을 한다. 여기에 날씨의 영향에 따
라 실제 작업 일수는 변동될 수 있다. 해녀들은 이러한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고자 여
러 노력을 펼친다.  

우선 마을어장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갯닦기를 통해 생업 자원의 확
보하려고 한다. 갯닦이는 생업 대상인 자원을 보호하고 어획하기 위해 주변의 자원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제주도 어촌에서 ‘갯닦기의 대상은 해조류 ‘톳’이다. 갯닦기는 톳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암초를 깨끗하게 하여 톳의 풍작을 돕는 것이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정책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수산정책의 목적은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된 어장에서 
종패 뿌리기, 총허용어획량 설정, 어린 소라 불법유통 금지, 서식 환경 조성, 해산물의 
어획 시기, 크기, 어법 등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남획을 통제하여 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어촌계는 어업권을 마을 어장의 이용 권리와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어촌계의 산하에 
잠수회는 마을 어장은 지역 어민의 경제활동을 하는 생업터이다. 생업터로 인식되면서 
어촌계는 어장의 경계 개념을 매우 엄격해졌다.61)어촌계는 어장 이용 공간과 이용 주
체를 명확히 하고, 마을 어장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이는 바다의 자
원이 제한자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현실적으로도 바다 자원은 생태환경의 
변화와 여러 요인에 의해 점점 감소되거나 고갈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어촌공동체가 공유자원과 유한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다 자원을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고려하여 생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원의 생태성에 인지와 경제성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생태성과 경제성

61) 어장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1976년부터 어촌계가 직접 관리하면서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시체처
리 문제로 마을 간의 바다밭 이용권리를 주고 받았다. 1906년(광무 10) 3월에 함덕리 잠수가 몰
래 입경(入境), 해산물을 채취하여 경무청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에 월정(月汀), 행원(杏源)
리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 경무청 경무관이 그 곳으로 출장한 바 있었다.(북제주문화원, 新興里
誌, 북제주문화원, 2007, 45쪽.) 이들 사건을 통해 1900년초 이미 어장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 
어장의 경계 침범 행위나 오랜 관습인 시체처리 문제 등으로 마을마다 분쟁이 빈번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특히 해산물이 경제작물로 소득율이 높아지면서 ‘어장경계선’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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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생산 체계는 농업과 다르다. 농업의 생산 주체는 생산 과정 전반에 직접 관
여하여 수확물의 양과 질을 예측할 수 있다. 씨앗의 파종과 재배 관리 등을 통해 적극
적으로 개입한다. 다만 기후의 변수에는 온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건 자연환경에 의지
한 생업의 사정은 유사하다. 이와 견주어 해녀와 어부의 생산 활동은 바다의 자원 가
운데 생업 대상인 수산물을 ‘어획’하는 데 초점을 둔다. 어업은 ‘바다’라는 특수한 생산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원칙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해녀와 
어부는 생업 자원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어획할 수 있다. 
나아가 그 환경과 자원의 생태성 인지 정도가 수산물의 어획량과 질을 담보하는 수단
이 된다. 

해녀와 어부의 어로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환경과 자원의 생태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아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바다는 물때와 기후 등의 환경이 동적이며, 
이들의 결합 또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처럼 바다 환경의 특징이 불분명하고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는 불완전하고 위
험하다는 대개 인식한다. 바다의 생업 자원 또한 고도의 인지체계가 요구된다. 해조류
는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바다풀’이므로 바다풀이 분포하는 위치를 파악하
는 일이 중요하다. 소라, 전복 등의 패류는 드문드문 존재하는 양태를 보이며, 어류는 
당연히 이동성이 심하나, 어종에 따라 서식하는 바다밭이 다르며, 야행성 등의 여러 기
준에 의해 다시 세분화된다. 즉, 바다의 환경과 자원의 생태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일
률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복잡한 바다의 환경과 자원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얼마나 인
지하느냐에 따라 그에 적합한 어로 도구와 기술을 적용하여 어로 행위의 목표에 달성
하게 된다.

어민들은 생태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해녀
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위에는 그들이 대상으로 삼는 자원에 대한 생태성 인지를 기
반으로 한다. 생업 자원의 분포와 위치, 생장 주기, 자원의 특성과 그에 따른 도구와 
어로 기술의 적용과 구현, 자원의 서식 환경 조성 등이 관련된다. 이러한 생태 특성의 
인지는 어민들의 반복된 어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체득된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일반
적으로 생업공동체와 공유되고 세대 간에 전승된다.  

어민들은 생업 대상인 자원의 분포와 위치를 파악한다. 해녀의 주요 물질 대상은 해
조류와 패류로 나뉜다. 제주도에서는 주로 미역, 우뭇가사리, 톳, 모자반, 감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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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채취하였다. 해조류는 일정한 곳에 집단 분포하기 때문에 ‘메역밧(미역밭)’, ‘우미
밧(우뭇가사리밭)’, ‘톨밧(톨밭)’ 등 ‘해조류+밧’으로 인식한다. 또는 ‘메역바당’, ‘우미
바당’, ‘톨바당’ 으로 칭한다. ‘바당’은 바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때 ‘~밧’과 ‘~바
당’은 모두 특정 해조류가 밀집된 상태를 의미한다. 톳은 갯가에서 가장 가까운 암반 
위에 분포하며, 우뭇가사리와 미역은 톳과 견주어 깊은 바다에 서식한다. 

패류에서 전복은 오래 전부터 생업 대상으로 삼아온 자원이다. 해녀들은 전복은 여가 
발달한 주변 돌 위나 아래에 붙어 있으며, 미역 등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다고 인식한
다. 소라는 갯가에서부터 ‘먼 바당’에까지 넓게 분포한다. ‘먼 바당’은 갯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주로 상군 해녀가 작업을 한다. 해녀공동체는 어장의 여를 중심으
로 드문드문 분포하는 소라나 전복 채취하는 것을 ‘헛물에’ 든다고 한다. ‘헛물에’는 해
산물의 어획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바닷일을 뜻한다. 

한편 어부들은 자리와 멜은 그물로 뜨며, 오징어와 갈치, 옥돔은 낚시로 낚았다. 자
리는 한곳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어서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분포하는 곳을 ‘자리
밧’이라고 칭한다. 자리는 여를 중심으로 모여 서식하므로 자리밧은 주로 ‘~여’에 있다
고 인지한다. 멸치를 원에 들거나 방진망 그물을 이용해 대량으로 떠올렸다. 갈치는 회
유성으로 흘러다니는 성질이 있다. 옥돔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종으로, 수온이 내려
가는 동짓달에는 갯가 가까이로 들어와서 서식하다가 따뜻한 여름에는 다시 깊은 바다
로 이동한다.   

해산물의 생장주기는 제각각이므로 정확한 인지로 통해 어획하기 적확한 시기를 선
택한다. 적확한 시기는 생장이 완료된 시점이라기 보다는 용도에 따라 상품성의 가치
가 가장 높은 때를 의미한다. 해조류의 경우 완전히 생장하면 오히려 식감이 질겨져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며, 오징어 등도 주요 어획시기가 아닌 계절에 잡으면 질겨서 식
용으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식용과 거름, 화학품 등 용도에 따라 해산물의 어획 시
기는 결정된다. 

자원의 생태 특성에 따라 어로 방식을 다르게 취한다. 톳은 물이 빠져나간 썰물에 
작업하므로 ‘게호미’로 벤다. 우뭇가사리는 해녀가 물에 들어서 손으로 멘다. 미역은 
물에 들어서 ‘게호미’로 벤다. 해녀가 자맥질하여 작업하는 것을 ‘문다’라고 한다. 
또 해녀는 먼 바당에 소라나 성게 가운데 여물지 않은 것은 갯가로 옮겨와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가 있는 곳에 둔다. 생업 자원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의 서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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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자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민들의 자원의 생태에 대한 인지는 경제성과 긴밀한 상관성을 갖는다. 생태 인지를 

토대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어획하는 것만으로도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마을 
어장 수산자원의 분포도, 생업 대상의 서식하는 위치와 서식 장소의 특징, 생업 자원의 
계절성 생장 주기와 생태성 등 환경과 자원의 총체적 인식은 어로 도구와 어로 기술을 
결정하고 어로 방식과 어획량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때 어부가 체득한 민속지식을 어
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어획량을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의 생태주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어획 시기와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미역과 우뭇가사리, 톳, 소라, 전복 등 주요 해산물인 경우 금
채기간을 둔다. 해산물 일정 정도 생장하여 어획 시기가 되면 금지 기간을 해제하여 
물질 활동이 이루어진다. 금채와 허채는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 방식이며, 궁극에는 노
동력과 상품 가치의 경제성을 기여하는 생산 활동이다.

해녀공동체는 생태성을 파악하여 적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바다 생태계의 원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자원을 상품화하여 생업의 목적을 달성한다. 해녀들은 소라, 성게 
등 자원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동을 이중으로 투입한다. 바다 환경의 변화로 
해조류의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라, 전복, 성게 등의 먹이 부족하여 알맹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갯가 근처 해조류 군락지로 옮긴다. 어민들이 어로 활동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서 ‘어경’62)이라는 인식과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녀의 물질행위는 엄연히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다. 생업자원은 유
통과 소비 상황에 따라 상품의 가치는 유동적이다. 자원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채취 
시기가 상충하여 경합하기도 한다. 이때 해녀공동체는 경제적인 ‘이득’을 기준 삼아 자
원의 채취 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여 해녀공동체의 1년 물질 대상이 정해진다. 아
래 표는 제주시 조천읍 해녀가 1년 동안 주요 물질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62) 송기태, ｢어획과 어경의 생태문화적 기반과 어업집단의 신화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 26, 한
국고전연구회, 2012, 290쪽.



- 40 -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문
(해조류)

미역
톳
우뭇
가사리

헛물에
(패류등)

전복
소라
성게
해삼  

[표 Ⅱ-3] 해녀의 1년 물질 활동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어로
(어종)

멜
자리
옥돔
갈치

[표 Ⅱ-4] 어부의 1년 어로 활동

어민들의 어획물은 식용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농부어(主農副漁)라고 
할 만큼 농사가 중심이었다. 해녀와 어부가 자원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매매
를 통한 환전의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성은 재화나 노력, 시간 따위의 소비량
에 비해 이득이 큰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는 자급자족과 교환경제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졌다. 재화로 환원되는 
‘상품’은 매우 드물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거나 그 범위가 가족 또는 마을 단
위로 매우 좁았다. 이 범위 내에서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으로 생활이 이루어졌다. 따라
서 수산자원은 농업의 보조 자원으로 ‘거름’의 용도로 요긴하게 쓰였다. 제주에서는 듬
북과 멜 등의 어로 자원은 보리, 고구마 등의 농사에 거름으로 이용되었다. 농업 중심
의 사회에서 어로 자원은 보조적인 기능을 한 셈이다.

해녀와 어부는 물질과 어로 행위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원의 생태성의 원리와 
변화, 주기에 따른 특성을 인지하고 이는 경제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1 -

1) 어촌생업과 민속지식

민속지식은 민간전승의 지식으로서 집단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습득한 크고 작
은 실체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인지이자 지식이다. 민속지식은 본질적으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문화에 내재하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민속지식은 과학적 지
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승하고 실천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지식
이었다.63)

민속지식은 전통생태지식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 전통지식은 전통과학, 민속
과학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64) 분명한 것은 첨단과학 시대에도 어민들의 생업활동에
는 민속지식이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민속지식이 전승되어 활용
된다는 것은 분명히 유효하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집단에서 가치가 발휘될 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비정형적이고 동적인 바다의 환경에서 어로 행위를 벌인다. 어로 활동은 바
다의 환경과 자원의 생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생업활동으로 그 어로 문화에는 민속
지식이 정교하게 발달하였다. 특히 민속지식은 어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과 문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특정 지역의 민속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 

물질과 어로 민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연환경의 인지 요소, 장소, 도구와 기술
을 차례로 살펴본다.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위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
로 도구와 어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로 행위는 생업 자원에 대한 생태적 특성
의 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바다
밭과 물때, 기후에 대한 인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65)

63) 배영동,｢분류적 인지의 민속지식 연구의 가능성과 의의｣, 민속지식의 인문학, 민속원, 2020, 19쪽.
64) 주강현, ｢언어생태전략과 민속지식의 문화다양성｣,『역사민속학』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9쪽.
65) 조숙정은 서해 어민의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에 대하여 바다 공간(공간의 지식), 바닷물(시

간의 지식), 바람(기후의 지식), 바다 동물(생물의 지식)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로 행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유통과 소비 등 자연과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로 행위
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바다밭, 물때, 기후로 축약할 수 있다. 바다 동물 즉, 생업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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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바다밭과 동적인 요소인 물때와 바람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생업 현장에 적
응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생업공동체는 마을 어장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
기 위한 매우 정교한 민속지식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과정에 자연환경에 대한 민속지식
은 발달된다.

2) 어촌생업 민속지식의 기반

어민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바다밭을 정확히 인지한다. 바다밭은 돌과 모래, 
펄 등의 지형·지질적인 특성이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사는 생
물도 다르기 마련이다. 물때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을 생업 공간으로 삼는 데에서 
형성된 민속지식이다. 또한 어로 행위는 자연환경에 의존한 생업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 물때
물때는 바닷물의 주기적 변화를 통칭하는 구어 표현으로 ‘조석(潮汐, tide)’을 

의미한다.66)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두 번 조수(潮水)가 들고 나는 것을 말한다.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조차가 가장 큰 
때는 ‘사리’라 하며 달리 제주에서는 ‘웨살’이라 일컫는다.

어민들은 보름 주기로 물때를 인지하며, 이 물때는 한 달에 두 번 순환한다.67) 
보름 주기를 ‘한 물때’라 이르며, 해녀공동체는 ‘한 물찌’라고 한다. 남원읍(동남
부 지역)에서는 ‘한 물끼’라고도 하였다. ‘물찌’와 ‘물끼’는 물때를 가리키는 제주
어다.  

물때에 대한 인지체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68) 왕한석은 한국의 물때를 서
대한 세분화된 인식은 당연히 제주 어민들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각 4장과 5
장의 생태환경 인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로 한다. 

66) 왕한석, ｢한국의 물때 체계: 그것의 구분법과 지역적 변이 그리고 실학자들의 이른 기술을 중심
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9~11쪽 참고.

67) 밀물과 썰물의 물때는 하루에 50분씩 늦어져 15일이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되돌아온다. 
68) 기록 자료 가운데 조석의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한 때는 조선 태종대로 확인된다. “한결같이 

매월 보름과 그믐에 여섯물(六水)에서 열물(十水)에 이르기까지는 사도(沙渡)에서 대선(大船)이 남
쪽 방축에 이를 수 있습니다.”(태종실록, 1413(태종13) 8월 10일). 송기태, ｢한국 물때력(潮汐曆)
의 두 체계: ‘7물때식·8물때식’의 실효성과 의도성에 대한 추론｣, 比較民俗學 72, 비교민속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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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과 남해안의 모델 체계로 구분하였다. 음력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서해안은 
일곱물인 ‘7물때식’이며, 남해안은 여덟물인 ‘8물때식’의 체계로 구분하였다.69) 

제주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서부와 남동부 지역의 물때는 하루 정도 차이를 
보인다. 북서부의 경계는 제주시이며, 남동부는 서귀포시 법환동과 강정동을 사
이에 두고 나뉜다. 북서부의 마을은 보름 ‘여섯물’로 전국 기준으로 서해안 ‘7물
때식’ 범위에 해당한다. 남동부에 해녀공동체는 보름과 그믐을 ‘일곱물’이라고 인
식한다. 즉, 초하루 ‘여덟물’로 남해안 ‘8물때식’과 일치하는 양상이다.70)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물때를 인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해안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물 이용이다.71) 제주는 해안지역 조
간대를 중심으로 용천수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어민들의 물질과 
어로 활동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해안마을에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 ‘용천수’가 넓게 분포하며, 상수도 시설 
이전 제주 사람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되었다. 이를 제주 사람들은 ‘산물’이
라 이른다. 조간대에 위치한 산물은 밀물과 썰물의 주기 변화에 따라 물 이용 가
능 여부가 결정된다. 

물 긷기는 식수를 얻기 위한 목적을 일차로 두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반복하다
시피 하였다. ‘조금’에 물 이용이 용이하다면 ‘사리’ 때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짠물
이 섞여 물 이용의 곤란함을 느꼈다. 식수 및 생활용수의 이용은 생존을 위한 물 
이용을 의미하며, 물때에 대한 인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민속지식이었다. 

[사례 3]

항아리에 물이 반밖에 없어서 물을 길어와야겠다 하면, 지금 물때가 어떵 뒈신고 

69) 왕한석, 위의 글,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70) 서귀포시 법환동은 8물때식에 해당하며, 법환동과 서쪽으로 이웃한 강정동은 7물때식에 속한다. 

즉, 법환동과 강정동은 물때 경계선의 마을로 과거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와 일치한다. 제주도는 
조선 태종 16년, 태종실록(1416년)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구분되었다. 대한제국시대 光
武 8년, 三郡戶口家間摠冊(1904)에서 濟州牧, 旌義郡, 大靜郡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의군 우
면의 법환리와 대정현 좌면의 강정리가 경계였다. 

71) 제주 사람들은 1970년대 지하수 개발이 되기 전 용천수와 봉천수, 빗물을 이용하였다. 용천수湧
泉水, spring water)’는 지하 대수층을 흐르던 물이 일정한 틈을 통해 솟아오르는 물이다. 주로 
해안마을 사람이 이용하였다. 봉천수는 물이 귀한 중산간 마을에서 구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이
용하였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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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면서 여기(바다) 보면 아는 거야. 여기 보면 물이 뭐 싹 내려가면 아 지금 물 질

어가고 여기가 둥둥 뜨면 안 돼. 물이 뭐 하고. 근데 조금이라는 게 있어, 조금. 물

이 이제 막 올라와도 더 이상 막 더 불어나질 않고 붕당하잖아, 물이. 그때가 물이 이제 

달 때. 

빨래도 이제 빨래하는 이런 돌 있잖아요. 그 우에까지 물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빨래, “오늘 야 이제 조금이난 오널은 하루 종일 빨래할 꺼여.” 

했지.72)

(항아리에 물이 반밖에 없어서 물을 길어와야겠다 하면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되었

나 하면서 여기 보면 아는 거야. 여기 보면 물이 뭐 싹 내려가면 아 지금 물 길어가

고 여기가 둥둥 뜨면 안 돼. 물이 뭐 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는 게 있어, 조금. 물이 

이제 마구 올라와도 더 이상 아주 더 불어나지 않고 물이 차서 잔잔하잖아, 물이. 

그때가 물이 이제 달 때. 

빨래도 이제 빨래하는 이런 돌 있잖아요. 그 위까지 물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하

루 종일이라도 빨래, “오늘 야 이제 조금이니까 오늘을 하루 종일 빨래할 거야.” 

했지.)

 

마을공동체는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밀물과 썰
물은 물때의 인지를 기반으로 바다의 물이 들고 나는 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적인 판단은 반복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안마을의 물 
이용 문화는 물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한 것은 매우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물때의 인지 배경은 어민들의 생업활동과 밀접하다. 해녀의 입어와 어
부의 출어 여부는 ‘물때’를 토대로 결정된다. 해녀의 입어는 물때를 기본 토대로 
삼는다. 조금과 사리를 구분하고 마을마다 몇 물부터 몇 물까지 입어할 것인지 
제각각 정한다. 잠수회의 물질은 공동체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때’를 질서있게 적용하였다.   

‘물때’의 기준은 과거와 현재, 어촌계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해녀는 기본적으
로 물때에 대한 인식을 한다. 특히 과거에는 해녀복의 한계, 유통 체계의 미비 
등으로 해녀들의 작업은 단시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어부의 어로 활동도 
물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는 연근해에서 자리와 멜, 옥돔, 오징어, 갈

72) 김○숙(여, 1950년생), 조천읍 신촌리, 2022. 4. 2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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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주요 어획대상이었다. 어부는 강풍을 제외하고는 조금과 웨살에도 출어한
다.

[사례 4]

대부분이 조금 때가 고기가 많이 뎅기거든. 물이 순하니까. 원 물이 안 가는 

건 아닌데, 물발이 가긴 가지마는 순허주게. 웨살엔 뭐 금방 돌아. 웨살은 여

섯물 넘어근에 허면은 아홉물 열물까지는 물이 쎄게 가주.

밀물과 썰물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물이 잘 리에 가야 뒈. 막물, 아끈줴

기, 한줴기는 조금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웨살에는 물때를 알아야 뒈. 물때를 

알아야 물이 쎄지 안 헌 때 갈 거 아니라. 물이 잔 때. 바당에 뎅겨 가면은 건 

자연히 알게 된 거고.73) 

(대부분이 조금 때가 고기가 많이 다니거든. 물이 순하니까. 아주 물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조류가 가긴 가지만 순하지. 사리 때의 물살에는 뭐 금방 돌

아. ‘웨살’은 여섯물 넘어서 하면은 아홉물 열물까지는 물살이 세게 가지. 

밀물과 썰물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물살이 세지 않을 때에 가야 돼. ‘막

물’. ‘아끈조기’, ‘한조기’는 조금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리에는 물때를 

알아야 돼. 물때를 알아야 물살이 세지 않을 때 갈 거 아니야. 물살이 잔잔할 

때. 바다에 다녀 가면 그건 자연히 알게 된 거고.)

어민들은 물때에 따라 물질하는 바다밭을 구분하여 공동체가 인지한다. 해녀들
은 마을 어장에서 물때에 따라 입어하는 장소가 다르다. 법환리 해녀들은 물때에 
따라 동바르, 앞바르, 섯바르에 든다. 한림읍 한수리의 해녀공동체는 보름주기의 
물때 가운데 아홉물을 제외하고 물에 들 수 있다. 한림읍 제주도에서 서부 지역
으로 조류가 잔잔하기 때문에 사리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든물여와 썰물여를 구분하여 작업한다. 자리는 밀물과 썰물이냐에 따라 어로 작
업하는 장소가 다르다. 마을 어장에서의 ‘든물팟’은 밀물 때 자리를 거리는 곳이
고, 썰물 때는 ‘썰물팟디’ 가서 거린다.

 

73)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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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조천읍 물때

바닷일은 조류의 강도에 따라 물속에서의 작업과 썰물에 드러난 조간대에서의 
작업으로 나뉜다. 어로 작업이 가능한 물때는 일관되게 조류의 강도에 따라 객관
적으로 물살이 지나치게 거세거나 반대로 조석의 변화가 미미해도 작업의 효율
성이 떨어진다. 

어민들은 물때를 조금과 사리로 구분하여 이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어민들은 
바다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조금’ 때의 작업을 통해서 이 불
안감을 상쇄시키고자 한다. 사리 때는 주로 썰물에 드러난 자원을 채취하는 작업
을 한다. 

어촌계는 입어 기간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마을의 바다 생태환경과 생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대략 물때 기간을 정한다. 입어 가능한 물때 기간 내 바람과 비 
등의 날씨, 어로 대상, 해산물 작업 방식, 다른 생업활동과의 노동력 배분 등 여
러 요인을 따져 실제 입어가 결정된다. 

어촌계의 입어결정권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지역마다 입어할 수 있는 
물때와 일수는 다르다. 해녀의 물질은 주로 조금에서부터 다섯물까지 한다. ‘웨살
(사리)’은 다섯물부터 열한물까지 7일 정도이다. 웨살에는 물이 세기 때문에 물
질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녀는 물때를 기준으로 15일 
가운데 8일 동안 물에 들 수 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대략 15일이다. 그러나 물
질은 바람과 날씨의 영향도 받는다. 실질적으로 물에 드는 기간은 15일 이하이
다. 마을에 따라서 물질이 가능한 날의 수는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입어가능한 물때는 농업이나 상업 등 병행하는 생업과도 연관된다. 제주도 어
촌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체계에서 생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과 어로 
생업은 전업 어민들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해녀는 주로 농업을 겸하기 때문에 농
번기를 피해서 물질 시기를 잡는다. 물질의 구체적인 시간은 물때와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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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해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한편 물때는 어촌에서 직접적인 어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민속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당신앙 사례에서 물때와 
관련한 흥미로운 신당(新堂)의 명칭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함덕리의 본향당은 
‘서물당’이다. 제주도에서 물때를 당 이름으로 내세운 것은 드물다. 서물당은 서
물날 미륵돌이 좌정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제일은 서물날이다. 해
녀들은 물때에서 서물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때라고 인식한다. 조금부터 
두물까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밭일을 하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를 맞추어 집으로 돌아와서 물질을 나갔다고 한다. 이때도 주로 
서물에 물질을 하였다. 

물때는 해산물 채취 방식과도 연관된다. 해산물의 서식 장소, 작업 방식 등은 
물때와 물질을 시작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갯가에서 작업하는 해산물과 소
라와 같이 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물때와 물에 드는 시간이 다르다. 갯가에
서 작업하는 톳이나 우뭇가사리 등은 썰물일 때 10~11시 사이에 물에 든다. 소
라와 같이 작업 장소가 거리가 있는 경우 썰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출발한다. 바다밭까지의 왕복 소요되는 시간 탓이다. 

밀물과 썰물의 이용은 해조류 채취 방식에도 나타난다. 해조류는 썰물에는 보
통 드러눕는다. 밀물에는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해조류가 곧게 선다. 그렇기 때
문에 물이 들었을 때 해조류를 베어야 쉽게 채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톳은 사
리 때 물이 쌀 때 돌 위에 길게 드러누우면 종게호미로 벤다. 모자반과 미역은 
물속에서 숨비어서 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우도의 넓
미역은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곧장 서 있을 때보다 조류에 따라 비스듬히 쏠
린 듯할 때가 좋다.74)  

해녀들은 테왁에 연결된 닻돌을 바닥에 걸고 물질을 한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테왁이 흘러내리는 것을 닻돌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해녀들은 테왁이 
흐르는 방향으로 물의 흐름을 인지하기도 한다. 

 물때에 따라 물질하는 바다밭이 다르다. 각 마을의 바다밭은 주로 지형에 따
라 나뉜다. 각각의 바다밭은 물의 흐름과 바람의 영향도 달리 받는다. ‘코지’(곶
74)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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串)는 제주도 해안선에 용암이 길게 내려뻗어 돌출한 곳이다. 해안선이 후미진 
곳은 ‘개’[만(灣)]라고 하였다. 코지는 물살이 세다. 코지는 웨살 때 작업이 어려
워 조금에만 물질한다. 개는 물살이 잔잔하다. 웨살 때에도 물질할 수 있다.75) 

해녀는 오래 경험을 통하여 바다밭의 지형과 생태조건을 익힌다. 뿐만 아니라 
외부 조건인 날씨와 바람, 조류에 따라 각 바다밭의 물질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각 마을의 바다밭을 이용할 수 있는 물때는 해녀공동체 사이에 암묵적으
로 정해져 있다. 공동작업의 물때와 물질 시간은 중군과 하군을 중심으로 계산하
여 정한다. 해녀는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과 중군, 하군으로 나눈다. 하군은 신입 
해녀들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하군이 된 해녀들도 포함된다. 

바다밭은 저마다 다른 지형과 생태 환경에 놓여 있다.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 
환경은 같은 물때에서도 물질의 가능 여부를 가른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오
랜 시간 물질을 통하여 각 바다밭의 지형과 생태 환경을 익힌다. 이를 바탕으로 
각 바다밭에서 물질할 수 있는 물때를 가늠하게 된다. 해녀는 보통 썰물일 때 입
어하고 밀물일 때 밖으로 나온다. 썰물일 때 최대한 멀리 나가서 해산물을 작업
한 뒤 밀물에 들어와서 체력 소모를 덜어낸다. 썰물에 입수하는 장소와 밀물에 
들어오는 장소는 다르다. 이처럼 몸소 경험하여 알아낸 지식은 해녀공동체와 공
유하고 또 세대 간에 전승된다.

(2) 지형(바다밭)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바닷속까지 길게 뻗어 있는 돌바다이다.76) 현무

암 암반은 조간대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바닷속에는 크고 작은 여가 발달하였다. 
어민들은 육지와 바다의 지형을 동일시하여 인식한다. 육지의 평지와 동산, 산이 있듯
이, 바다도 돌바다와 모래바다, 높은 여가 있다고 인지한다. 

[사례 5]

여가 이 바다나 육지나 똑같아, 물속에는. 저기 편평허느냐 아니냐. 바당도 여살

75)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473쪽.
76) 제주도 해안에는 현무암 돌이 넓게 분포하여 해양생물이 풍부하다. 해안 현무암 용암은 온도가 

낮아 점성이 높아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아아용암과 표면이 매끄러운 파호이호이 용암이 있
다. 파호이호이 용암은 돌소금을 만드는 데 적합하였으며, 거칠고 울퉁불퉁한 아아용암은 다양한 
해조류가 뿌리 내리기 적합한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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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잇으면은 저디 돌 암반 잇이면 높아질 거 아니라, 여기 산이 있듯이 똑같아.77)

(여가 이 바다나 육지나 똑같아, 물속에는. 저기 편평하느냐 아니냐. 바다도 여가 

있으면 저기 돌 암반 있으면 높아질 거 아니야, 여기 산이 있듯이 똑같아.)

해녀와 어부가 바다밭을 구분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르다. 해녀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우미바당, 톳바당, 메역바당 등 채취 대상의 군락지를 중심으로 인식하거나 여를 중심
으로 인식한다. 여는 바다에 있는 큰 암반으로 물에 잠겨있으나 썰물에는 드러나는 ‘돌
동산’이다. 여에는 미역, 우뭇가사리, 톳, 모자반, 전복과 소라, 해삼, 성게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해녀는 수평적 기준에 의한 공간의 분할 방식보다 물질 대상을 초점에 두고 
생업 자원의 분포도(서식처)를 매개로 바다밭을 인지하고 있다. 

해녀가 수평적 기준에 의해 바다밭을 인식하는 것은 ‘갯(디, 바위)’과 ‘먼바당
(또는 지픈바당)’이다. 해녀는 갯의 범위를 밀물에는 잠기지만 썰물에는 바닥을 드러
내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곧 조간대이다. 조간대는 썰물에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
으로 현무암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제주 사람들은 조간대를 
가리켜 ‘갯’, ‘디’, ‘바위’라고 이른다. 해녀는 이 조간대 다음의 썰물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이 바다를 ‘지픈바당(깊은 바당)’ 또는 ‘먼바당’이라고 하였다. 해녀들은 
조간대와 먼바당에서 물질을 한다. 먼바당은 주로 상군 해녀들의 활동하는 공간으로 
숨이 길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 

이와 견주어 어부들은 일정한 지형에 서식하는 어종과 자원, 지형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부들은 바다밭의 지리적 위치와 경계를 수평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인식하였다. 각 마을의 어장에 따라 구분되는 범주가 다르나 일반적으
로 어부들은 3~4개의 단위로 나누고 있다. 

제주도 바다밭은 ‘갯’과 ‘걸바당’, ‘펄바당’으로 구분된다. 갯은 썰물에 드러나는 
조간대이다. 걸바당은 돌이 너르게 분포하는 돌바다이다. 펄바당은 개흙이 깔린 넓고 
평평한 땅으로 개펄이다. 걸바다는 현무암 바위가 있는 돌바다로 제주시 이호동에서는 
이를 ‘것밧’이라 이른다. 것밧에 사는 고기를 ‘것고기’라 하며, 대표적으로 우럭, 다금바
리, 붉바리, 돌돔 등 많은 어종이 있다. 펄바다는 ‘뻘밧’이라고 한다. 

77) 김○흥(남, 1935년생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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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과 그 용어는 조금 차이를 드러낸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
음과 같다.

[사례 6]

돌덜이 막 모여 있는 데를 걸바당이라고 해. 걸바당 다음은 펄바당. 왼당 아

래 한전 아래는 다 펄바당이라. 수심이 얼마 안 깊어도, 지형상으로. 펄바당에는 

어류만 살아. 해조류, 패류는 안 살아. 걸바당은 안과 밖이 있어. 안네 걸바당은 

해조류덜 막 나고, 베꼇디 걸바당은 어류만 살아.78) 

(돌들이 마구 모여 있는 데를‘걸바다’라고 해.‘걸바다’다음은‘펄바다’

원당봉 아래 한국전력 아래는 다‘펄바다’야. 수심이 얼아 안 깊어도, 지형상

으로.‘펄바다’에는 어류만 살아. 해조류, 패류는 안 살아.‘걸바다’는 안과 

밖이 있어. 안에‘걸바다’는 해조류들 마구 나고, 바깥에‘걸바다’는 어류만 

살아.)

신촌리 어민은 바다를 ‘이’, ‘걸바당’, ‘펄바당’으로 구분하고, ‘걸바당’을 다시 안과 
밖으로 나누었다. ‘걸바다’를 기준으로 갯가에 가까운 구역은 해조류가 서식하지만, 먼
바다(깊은 바다) 쪽으로는 해조류는 분포하지 않고 어류만 산다고 인지하였다. 

[사례 7]

대부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허면은, 그 고기를 낚아보면은 걸리는 것이 잇단 말이

어. 경허믄 아 여기는 만바리만 나는 디다. 만바리엔 헌 것이 있어. 엉키는 게. 게니

까 그런 거 나는 거 알고. 디 다음 영 바당 나가보면 여가 많주게, 높은 동산이. 

경헹 헌 다음 바위 가민 뚝 떨어져불어. 바위엔 헌 건 그 바위가 쭉허게 돌동산

인데 가당 보면 뚝떨어지믄 펄바당. 또 해보면 아무것도 걸리지도 안허곡 뻘, 뻘바

당이 잇고. 뻘바당에는 가끔 옥돔이 있어.79) 

(대부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고기를 낚아보면 걸리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여기는 ‘만바리’만 나는 곳이다. ‘만바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엉키

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거 알고. 갯가 다음 이렇게 바다 나가보면 여가 많아, 

높은 동산이. 그런 다음 ‘바위’ 가면 뚝 떨어져버려. ‘바위’라고 하는 건 

그 바위가 쭉 하게 돌동산인데 가다 보면 뚝 떨어지면 ‘펄바당’. 또 해보면 아무

것도 걸리지도 않고 펄, ‘뻘바당’ 있고. ‘뻘바당’에는 가끔 옥돔이 있어.)

78) 김○구(남, 1933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22. 7. 12. 필자 면담. 
79)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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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김○흥 씨는 함덕리 바다밭을 ‘디’, ‘바위’, ‘펄바당’으로 
나누었다. 바위는 걸바다와 상통하는 지형으로, 바위가 넓게 분포하고 여가 발달한 
곳을 가리킨다. 즉, 마을마다 지형에 따른 용어의 쓰임이 다르다. 어부들은 오랜 경험
을 통해 바다밭을 큰 범주로 나누고, 바다밭과 바다밭 사이의 경계지형까지 세밀하게 
인지하고 있다. 조천읍 어부들이 바다를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걸바당(안) 걸바당(밖)
펄바당바위

조간대 먼바다

[표 Ⅱ-6] 어부의 바다 구분

아래의 사례는 조천읍과 인접한 제주시 동지역의 어민이 구분하는 바다밭이다.  

[사례 8]

걸은 돌바당이다. 모래바당, 펄바당 있고. 걸바당 우럭, 돔, 어렝이. 모래바당은 가

오리, 납세미. 납세미는 광어 닮은 거. 펄바당은 붕장어. 붕장어도 많이 잡아났다. 주

낙으로 잡는다. 바당 구분은 처음 하는 사람은 몰라도 주낙 놔보면 우럭 물민 걸바

당이다. 가오리나 붕장어 잡히면 모래바당하고 펄바당 사이다, 이렇게 안다. 옛날은 

레이다가 없어서 산과 산 사이 가늠으로 한다.80) 

(‘걸바당’은 돌이 많이 바다다. 모래바다, ‘펄바당’ 있고. ‘걸바당’ 

우럭, 돔, 어렝놀래기. 모래바다는 가오리, 가자미. 가자미는 광어 닮은 거. 

‘펄바당’은 붕장어. 붕장어도 많이 잡았었어. 주낙으로 잡는다. 바다 구분은 

처음 하는 사람은 몰라도 주낙 놔보면 우럭이 물면 ‘걸바당’이다. 가오리나 

붕장어가 잡히면 모래바다와 ‘펄바당’ 사이다, 이렇게 알아. 옛날은 레이더

가 없어서 산과 산 사이 가늠으로 한다.)

어부들은 그들의 생업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바다밭을 인식한다. 어부들은 해녀와 달
리 갯보다는 물이 깊은 바다가 주요 생업활동 공간이다. 어부는 갯에서는 작은 물

80) 김병준(남, 1932년생), 제주시 화북동, 2021. 6. 2.,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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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잡아 미끼를 마련하는 정도이다. 과거에는 물고기를 낚는데 미끼를 생물로 직
접 준비하였기 때문에 어로 활동을 나가기 전에 미리 미끼를 직접 생물을 잡아서 단장
하였기 때문에 조간대에서 작은 물고기를 미리 잡아놓고 쓸 작은 고기들을 낚아서 장
만하지만 직접적인 생업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고광민은 제주도 바다밭을 갯, 걸바다, 걸, 펄바당으로 나누었다. 갯은 조간대 
해안을 말하며 걸바다는 바닷가에서부터 수심 20~40m까지 암반이나 돌 무더기, 그리
고 모래가 깔려있는 바다이다. 걸은 걸바다와 펄바다의 경계이며, 펄바다는 걸바다에
서부터 수심 100m 이상까지 펄이나 모래가 깔려있는 깊은 바다이다.81) 이는 어민들
이 인식하는 제주도 바다밭을 가장 세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녀와 어부는 바다밭 구분은 철저히 생업 대상과 그에 따른 활동 공간에 초점을 두
어 바다밭을 구분하고 있다. 어민들은 바다밭의 구분 외에도 마을 어장의 지형적인 특
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어로 활동을 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해안선에 용암이 길게 뻗어 돌출한 곳을 ‘코지’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후미
진 곳을 ‘개’라고 한다. 어민들은 ‘코지’는 물살이 세어 주로 조금에 작업하며, 웨살에
는 여에 의지하여 둘레나 ‘개’에서 물질 행위가 이루어졌다.82) 어부들도 밀물에 작업하
는 여와 썰물에 작업하는 어로 장소를 구분한다. ‘든물밧(팟)’ 은 밀물 때에 작업하며, 
‘물팟’은 물이 빠져나갔을 때 어로 작업을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83) 

(3) 기후: 바람
농경·어로 사회에서는 자연 순환 체계에 의존하여 생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바다는 근본적으로 항상 조류가 흐르는 동적인 공간으로 바람과 
비 등의 변화 요소가 더해지면서 항상 불규칙적이고 불안전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러
한 특수한 바다 생업환경은 어민들의 생업활동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어민들은 바다 조류의 이해를 기반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 생업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인지하여야 생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 강우량에 따라 어로 장소와 방식이 결정된다. 거센 바람과 비와 

81)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0~131쪽.
82)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473쪽. 
83) 오성찬,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1992,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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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등의 강수의 변화 등 궂은 날씨는 어로 활동 자체를 방해하여 바닷일을 하지 못
한다. 그러나 어로 행위는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므로 어민들은 자
연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바람의 방향을 명확히 인지하여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어민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과 작업의 방향을 일치시킨다. 제주도는 밀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썰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웨살일 때 바람이 불면 파도
의 세기가 더욱 커진다. 조류와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마주쳐도 파도가 크게 일게 된
다.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 마주치면 어민들은 위험 부담이 크다. 이
때 어민들은 ‘바람 위를 타고 간다.’고 하여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과 일치하게 이동한
다.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이에 적응하여 생업활동을 벌인다. 

해녀가 테왁을 띄워 놓고 자맥질하여 물속으로 들고나기를 반복한다. 띄워 놓
은 테왁은 자연스럽게 바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역
방향으로 하는 데에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사례 9]

바람을 타고 가지. 바람이 불어가면 그 위로 가서 한다. 샛름 불면 동쪽으로 들고, 

서풍 불면 서쪽으로 들었다가 나온다. 바람과 조류가 맞절하면 바람을 타고 간다. 또 

비가 오면 물이 어둑운다. 물 안에 흙탕물처럼 바다가 일어나서 안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날이 쾌창한 경우 밖에서도 모래가 반짝이고, 속이 훤히 보여서 해산물 채

취 작업이 수월하다.84)

(바람을 타고 가지. 바람이 불어가면 그 위로 가서 한다. 샛바람 불면 동쪽으로 들

고, 서풍 불면 서쪽으로 들었다가 나온다. 바람과 조류가 맞절하면 바람을 타고 간다. 

또 비가 오면 물이 어두워진다. 물 안에 흙탕물처럼 바다가 일어서 안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날이 쾌청한 경우 밖에서도 모래가 반짝이고, 속이 훤히 보여서 해산

물 채취 작업이 수월하다.)

바다밭은 비가 온 뒤 흙탕물 유입 및 바닥이 소용돌이 등으로 물이 탁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해녀는 ‘물이 어둑웁다’고 하여 물속을 쉽게 파악할 수 없
다. 해녀는 “바다가 민,” 물질하기에 수월하다고 하다. ‘다’는 날씨가 화창하

84)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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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람이 잔잔한 상태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모래 물결이 다 보일 정도로 깨끗
할 때는 해산물을 살피면서 작업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물질은 이동한다. 예를 들어 함덕리 해녀는 ‘샛름’ 불민 
‘올렌여’ 가고 ‘하늬름’ 불면 ‘새여’로 간다. ‘샛름’ 불면 서쪽으로 오기 좋게 ‘올렌여’로 
간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올 때는 해녀도 물질을 작업으로 동쪽으로 나올 수 있게 ‘새
여’ 간다. 이때 테왁 등을 띄워서 작업을 하는데 테왁은 바람의 영향 따라 움직인다. 그래
야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고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4) 불턱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불을 피워 차

가운 물속에 언 몸을 녹이는 장소이다. 불턱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 지형의 특성상 불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 지형으로 
불턱하기에 유리한 장소에 해녀들이 돌을 운반하여 완성한 불턱이다. 전자는 해녀들이 
물질하는 곳에서 가까운 갯가에 바닥이 편평하고 지형적으로 바람을 의지하기 적합한 
곳을 그대로 불턱으로 이용한 것이다. 후자는 자연환경에 인공으로 담을 둘러 완성된 
형태이다. 불턱 역시 민속지식의 산물이다. 

해녀들이 지금과 같은 고무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1970년대 초반부
터 일본에 있는 친지가 고무옷을 보내주면서 해녀복은 고무옷으로 바뀌었다. 고무옷을 
입기 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속곳’(물옷, 속옷, 소중기, 소중이)을 입었으나, 물에 들어
가면 바로 젖어서 피부에 닿기 때문에 추위에 오래 견디기 어려웠다. 추운 겨울에는 
물질을 하다가 얼어 죽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해녀는 속곳을 여러 벌 챙겨서 물질 작업 중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해녀복을 갈아입
는다. 젖은 속곳을 물기를 짜서 그 돌담에 널어 말린 뒤 다시 입기도 하지만 두세 벌 
챙겨갔다가 불턱에서 갈아입으면서 작업을 이어갔다.  

불턱은 물질 형식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갯가에서 물질을 할 
경우에는 조간대 주위에 돌을 둥그렇게 쌓아 만든 불턱을 이용하다. 디물질과 견주
어 뱃물질인 경우 불턱은 배에 ‘상자리’를 만들어 불을 피우는 것이다. 상자리는 테우
나 배 위에 불을 피우기 위해 사각형태로 만든 대이다. 

갯가 물질에는 해녀가 물에서 들고나기 편리한 곳에 불턱을 두었다. 불턱의 조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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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편평한 지형을 고르고 불턱담으로 쓰일 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해안지형이 편평한 바닥을 중심으로 주변에 돌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쌓아 불턱 시설을 
조성하였다. 불턱의 높이는 1m 내외이며, 면적은 작은 불턱은 3평 내외이며, 큰 불턱
은 30평에 이른다. 둥그렇게 쌓은 담은 외담 또는 겹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있다.85) 
불턱에 따라 면적이 넓은 경우 구덕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은 바람과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정도의 외담을 두르고 안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불턱의 조성은 지형적인 조건이 적합해야 하고, 불턱을 이
용하는 해녀들은 많았기 때문에 모두 충족할 수 없었다. 해안가의 형편에 따라 지형적
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화산현무암 바위를 의지해서 바람을 피하는 것으로 불턱을 
삼는 일도 허다 하였다.  

뱃물질인 경우 불턱은 배 상자리에 마련된다. 속곳을 입고 물질할 때는 불턱의 이용 
횟수가 많다. 상자리에는 배에 불이 옮겨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듬북을 걷어올려
상자리 바닥에 먼저 깐다. 그런 다음 해녀 개개인이 가져온 땔감으로 불을 피워 추위
를 녹였다. 

북촌리에서 뱃물질을 하는 대표 어장은 다려도이다. 다려도는 북촌리 해안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인도로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다려도는 섬 가장자리의 암
초에 미역과 (모자반), 우미, 소라 등이 풍부하여 북촌 어민들의 주요 어장이다. 특
히 다려도의 미역과 우미는 금채기를 두었다가 미역은 음력 3월 대문에 뱃물질을 간
다. 우뭇가사리는 음력 4~5월에 뱃물질을 나가서 채취한다. 과거 뱃물질에는 테우와 
전마선을 이용하였으며, 1970년대 고무옷을 입기 전까지는 배에 불턱을 마련하였다. 

 해녀들은 해녀복과 테왁, 빗창, ‘게호미’ 등 물질 도구를 질구덕(대바구니)에 담기 
전에 땔감을 먼저 바구니에 담는다. 물질을 하러 가는 해녀가 땔감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해녀공동체의 관습이다. 불턱에서는 각자 가져온 땔감을 이용하고 주변 해안가에 
올라온 해초 등도 이용하였다. 소나무 가지 등도 좋은 땔감이며, 구덕 맨위에 올려 놓
는다. 과거에는 땔감용 소나무 가지도 각자 마련하였다. 그때는 집에서도 땔감을 많이 
쓰기도 땔감용 나뭇가지를 훔치는 일도 있었다. 

불턱은 해녀의 기량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함덕리 해녀는 상군이 

8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구좌읍의 갯담과 불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도서출판 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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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곳은 상불턱, 중군이 이용하는 중불턱, 하군이 이용하는 하불턱으로 나
눴다.86) 해녀공동체는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지속되는 생업공동체이다. 이런 
불턱의 이용방식은 해녀공동체의 위계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생업민속문화이다.  

불턱은 해녀공동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생업민속문화이다. 불턱은 
미역과 우뭇가사리 등 자맥질하야 해조류를 채취하는 장소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불턱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등 추위를 녹이고 미역귀나 성게 등을 구워 먹으면서 배고
픔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녀들은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게 된 후로는 작업을 
마칠 때가 되어야 물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물질 방식의 변화로 불턱 문화는 거의 사
라지고 말았다.  

8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문화유적,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2008,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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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공동체는 생업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생업활동을 벌인다. 마을 
어장은 해녀공동체의 생업현장이다. 해녀는 마을 어장의 분포 자원을 파악하고 물질의 
대상과 대상의 서식지, 물질자원의 생태주기를 인지한다. 또한 해녀의 물질 활동은 물
때와 바람 등의 생업 환경의 민속지식도 작용한다. 

제3장에서는 해녀의 물질 민속에 대하여 다룬다. 제주도 해녀공동체가 주로 물질 대
상으로 삼는 자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물질 대상과 환경에 대한 인식 체계를 살펴본다. 
해녀의 주요 생업자원은 미역과 톳,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와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이다.

해녀공동체는 자원의 분포 유형에 따라 물질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해조류와 같이 밀
집되어 군락을 이루는 유형의 자원은 해조류 분포의 위치와 풍흉을 미리 파악할 수 있
다. 해녀는 이러한 해조류의 물질 작업을 ‘메역물에’, ‘우미물에’ 또는 ‘메역 문’, ‘우
미 문’, ‘톳 문’이라 이른다. 이와 견주어 해녀는 불특정한 장소에 산발적으로 분포
하는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하기 위한 물질은 ‘헛물에 든다’ 또는 ‘헛물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녀의 물질 민속은 크게 해조류와 패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해조류와 패류 

해녀공동체의 주요 생업자원은 해조류와 패류이다.87) 미역과 우뭇가사리, 톳,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는 돌 위에 자생하거나 여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어 ‘메역밧’, ‘우
87) 해녀는 소살(작살)을 이용하여 돔과 다금바리, 광어, 서대 등을 어획하였다. 이를 ‘궤기물에’라고 

이른다. 해녀는 주로 ‘헛물질’할 때 테왁 망사리에 소살을 끼우고 물에 들어갔다가 돔류 등의 고
기를 발견하면 소살을 이용하였다. ‘궤기물에’로 어획한 생선은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었다. 해녀에 
따라 ‘궤기물에’를 적극적으로 하는가 하면, 일부는 해조류와 패류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
상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녀공동체의 보편적이고 본격적인 생업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궤기물에’ 대하여는 이후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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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밧’ 이라고 불린다. 해조류는 톳과 같이 주로 갯가에만 서식하는 종류가 있는가 하
면, 미역과 우뭇가사리, 모자반 등은 갯가와 물에 잠기는 깊은 바다에 넓게 분포하는 
자원이 있다.

해녀의 생업자원 가운데 미역은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미역은 전 해안에 두루 분포하
였으며, 고가에 거래되는 환금작물로 꼽혔다. 조천읍의 해안에도 현무암 암초가 넓게 
형성되어 미역이 풍부하였다. 과거의 미역은 해채(海菜) 또는 채곽(採藿) 등으로 불렸
으며, 미역밭을 ‘곽전’, 이에 따른 세금을 ‘곽세’라 하였다.

제주도의 미역에 관한 기록은 세종 22년(1440) 고득종이 상서(上書)한 글에서 가
장 먼저 볼 수 있다.

 “해마다 본주에서 생산되는 생선과 미역 등물을 시기에 따라 채집 판매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 그것으로써 역말을 세우고...”88)

1440년 이미 제주에서 어획한 생선과 미역을 채취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지역에 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제주도의 미역은 조선사람 
절반이 먹는다(濟州亦産海藿 半國仰哺)’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서해안 쪽에 사는 사람
들은 제주도의 미역을 많이 먹었다고 언급하였다.89) 

위의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제주에서는 미역이 일찍부터 거래된 대상으로 제주 전 
해안에 분포하는 해조류 미역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특히 조선사람 절반이 제주도 미
역을 먹는다는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제주도 해녀는 미역 물질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0년대에도 제주도의 미역은 환금작물의 가치가 그대
로 유지되었다. 당시 일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에서 미역 채취 시기가 되면 모
든 도민이 참여하며, 미역의 풍흉은 바로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90) 

88)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乙卯 4번째 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고득종이 참역의 폐단
을 상소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208010_004)

89) 고광민,｢일제강점기 전후 마을 조직체계와 어장 소유권의 변화: 제주도 도두리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12, 국립무형유산원, 2022, 202쪽.

90)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郞), 『朝鮮의 寶庫, 濟州島案內』(1905), 제주시우당도서관, 1998,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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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역은 ‘여’를 중심으로 바위에 서식하여 ‘돌미역’이라고도 일렀다. 미역은 가
을에서 겨울 동안 생장하고 봄에서 여름 동안 번식하여 1~2m 내외까지 자란다.91) 해
녀는 조간대에 서식하는 미역도 채취 가능하며, 물속에 잠기는 조하대(潮下帶)92)의 미
역 물질은 해녀공동체가 3월 해경에 본격적으로 작업한다. 

해녀공동체는 동일한 해조류의 경우 서식하는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
하였다. 우뭇가사리나 모자반 등의 해조류도 갯가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넓게 분포한
다. 다만, 톳의 경우 갯가에 주로 분포한다. 해녀는 해조류가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
메역’과 ‘바당메역’, ‘우미’와 ‘바당우미’로 나누었다. ‘’은 갯가를 의미하며, ‘바당’은 
해조류가 항상 물속에 잠겨 있는 깊은 바다를 뜻한다. 

해조류의 채취 행위는 서식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명명한다. 갯가에 위치하는 해조
류는 ‘~을 베다’ 또는 ‘~을 매다’라고 하여 해조류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도구와 채취 
방식을 적용한다.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모자반 등 해조류 가운데 물속에 잠길 정도로 
깊은 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채취 도구는 같지만 자맥질하여 채취하므로 ‘문다’ 또
는 ‘~물에’라고 가리켰다. 그래서 물속에 잠긴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메역 문’, 
‘우미 문’이라 이른다. 또는 ‘메역물에’, ‘우미물에’라 부른다. 대개 조간대에서의 해조
류 채취 작업은 썰물에 물이 빠져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계원이 참여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무는’ 것은 해녀가 물에 들어서 자맥질하여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이다. 
해녀의 자맥질 여부에 따라 동일한 해조류의 경우에도 채취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르다. 

해녀의 해조류 채취의 도구와 기술은 해조류의 생태성과도 매우 밀접하다. 미역과 
톳, 모자반 등 길게 자라는 해조류는 게호미93)로 베어낸다. 우뭇가사리는 길이가 짧
고 솜털뭉치처럼 자라서 해녀가 직접 손으로 맨다. 가시리는 얇고 뾰족하게 생긴 모양
으로 손가락으로 집어서 뽑는다. 파래는 잎이 아주 얇게 붙어 있어서 ‘거펑’(전복껍데
기)을 도구로 삼아 긁어낸다. 깊은 물속에 있는 듬북은 테우 위에서 어부가 ‘줄아시’
(장낫)로 벤 뒤 ‘공젱이’로 끌어올린다. 바람에 뽑혀 갯가에 몰려온 감태 등의 풍조도 
공젱이로 끌어당겨 갯가로 올린다. 해녀공동체는 각 해조류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도구

9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정보자원센터(https://www.nifs.go.kr/).
92) 조하대(潮下帶)는 연안의 간조선에서 수심 40~60cm까지의 구역이다. 
93) 게호미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미역·톳 등의 해초를 베어내는 낫이다.(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

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8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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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녀는 해조류 서식환경에 따라 품질과 맛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해녀는 갯가에 

서식하는 미역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파도에 치이는 특
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역은 길이가 짧고 두께가 얇은 편이
며, 미역의 빛깔이 노란 듯하다고 인지하였다. 이와 견주어 물속에 잠겨 있는 미역은 
두툼하여 음식으로 즐길 때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역의 전체 길이가 길게 자라서 
상품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다.94) 북촌리 해동마을의 바다밭은 모래가 거의 없는 
돌바다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류가 세게 흐른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생하
는 미역은 색이 검고 두툼하여 식감이 뛰어나다고 인식하였다.95) 

조천읍 북촌리 해녀가 미역의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미역의 길
이와 두께, 그리고 미역의 빛깔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녀는 미역의 길이는 길어야 하
며, 두툼하여 식감이 있으며, 거무스름한 미역을 좋다고 인식하였다. 미역은 출산한 산
모를 위한 국을 끓이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출산한 몸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새생명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산모용 미역은 자른 미역이나 짧은 미역을 되도록 쓰지 않고 길이가 긴 것을 마
련한다. 해녀는 미역을 건조할 때 중간마다 잘 펼쳐주며, 짧은 미역은 이어붙이면서 건
조하여 길게 만들었다. 

조천읍 신촌리 해녀는 미역의 생장 속도에 따라 채취 시기를 달리하며 그에 따라 미
역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고광민은 미역의 성숙의 정도에 따른 구분과 채취 시기를 달
리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96) 그가 조사한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에 의하면 미역의 성
숙도에 따라 매우 빨리 성숙하는 미역은 ‘초조곽(超早藿)’이라 하였다. ‘조곽(早藿)’은 
빨리 성숙하는 미역이며, ‘만곽(晩藿)’은 음력 3월인 제철에 성숙하는 미역이다. 초조
곽은 정월, 조곽은 음력 2월, 만곽은 음력 3월에 땄다고 한다. 이와 견주어 조천읍 북
촌리는 정월부터 갯가에 올라오는 미역을 조금씩 채취하여 건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음력 3월 8일 또는 3월 23일 조금에 다려도 미역의 허채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미역 

94)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95) 북촌리 내에서도 모래가 섞인 바다에서 나는 미역보다 암초가 발달된 바다에 서식하는 미역이 

식감이 뛰어나고 맛이 좋다고 평가하였다./이○순(여,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96)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54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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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가 이루어진다. 5월경 초벌 채취 자리의 미역에서 다시 올라온 밀메역을 채취한다. 
북촌리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미역은 정월부터 양력 5월까지 미역 물질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해녀는 미역의 환금가치를 중심으로 미역에 채취와 소비를 인지하였다. ‘메
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역’을 뜻하는 제주어로 환금작물로서 상품 가치가 가장 높
다. ‘메역귀’는 해저지면에 부착된 미역의 윗동을 가리킨다. 미역은 조합을 통하여 공동
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역 공판(共販)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 
‘근(斤)’ 단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해녀들은 무게를 증량하기 위해서 ‘메역귀’까지 채
취하여 판매하였다. 

조천읍에서는 미역을 베어냈던 자리에서 덧나는 미역을 별도로 ‘밀메역’이라 하여 초
벌 채취한 미역과 구분하였다. 밀메역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 5월경에 올라오
는 미역이다. 밀메역은 달리 ‘보리메역’이라고도 한다.97) 밀메역은 초벌 채취한 미역과 
견주어 미역이 얇고 길이도 짧은 편이다. ‘메역새’는 미역과 비슷하지만 암초에 짤막하
게 돋는다. 이를 ‘미역쇠’라고 이른다. 미역쇠는 겨울에 조간대에 군락을 이루어 무성하
게 번성한다. 크기는 25cm, 폭 2~3cm에 달한다.98)

제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값비싼 미역을 대신해 ‘메역새’를 즐겨먹었다. 미역은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채취하는 대로 건조해서 모아두었다가 매매하였다. 

[사례 10]

메역이 돈이라낫주게. 게난 엿날은게 메역  낭 허레도 (물에) 들곡, 두 낭 

허레도 들어낫젠 허난. 우리 어릴 땐.  때 물질허난 완 공판헨게. 근으로 저

울영 아낫주, 그때. 게민 막 귀로 끄차와. 귀나 헷아 근이 나갈 거 아니.99)

(미역이 돈이었지. 그러니까 옛날은 미역 한 묶음 하러도 물에 들고 두 묶음 

하러도 들어났다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땐. 팔 때 물질하니까 와서 공판하더라. 

근으로 재서 팔았었어, 그때. 그러면 마구 미역귀로 끊어와. 미역귀나 해야 근

이 나갈 거 아니.)

97) 밀과 보리는 5월경 1~2주 정도 차이를 두고 수확하는 곡식이다. 사실상 밀과 보리는 비슷한 시
기에 수확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역도 해마다 기후나 생태환경에 따라 1~2주 정도는 차이날 수 
있다. 따라서 5월경에 자라는 미역을 ‘밀메역’ 또는 ‘보리메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98)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https://www.nifs.go.kr) 참고. 
99)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 62 -

과거 해녀는 미역이 곧 ‘돈’이라는 환금가치를 인식하였다. 그러니 미역을 한두 
낭100)이라도 채취하기 위해 물질 작업을 하였다. 당시 미역 공판은 무게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역귀를 넣으면 무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해녀는 해조류 외에도 전복과 소라 등의 패류와 해삼, 성게 등을 주요 생업자원으로 
삼는다. 제주도에서 전복과 관련하여 고대에 식용되었던 흔적과 도구로 사용하였던 유
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자급자족을 위한 채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해녀들은 전복을 암전복과 숫전복, 마드레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암전복은 
‘암핏’, 숫전복은 ‘수핏’이라고도 한다. 암핏과 수핏은 야행성이며, 암핏은 너럭바위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수핏은 돌밑이나 ‘엉’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솟임빗은 일정
한 동안에 전복들이 햇볕이 드는 바위 위로 나앉는데, 이런 전복을 ‘솟임빗’이라고 하
였다. ‘빗’은 전복의 옛말이다.101) 마드레는 전복의 한 가지이다. 전복의 암컷과 비슷
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이다.102)

해녀는 계절에 따라 해산물의 서식 장소를 인지하였다. 전복과 소라는 기온이 내려가
면 돌 아래 붙어 있고, 해삼은 추운 계절이 되면 위로 올라와 돌 위나 모래에 머문다
고 하였다. 해녀는 이러한 해삼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눈이 내려야 밖으로 나온다고 인
지하였다.   

[사례 11]

지금부터 십이월달까지는 소라가 다 우이로 나와. (돌) 우이 왕 다 부떠. 우

이덜이 소라 봐져. 경헌디 일월달부떠는 이것덜이 다 밑으로 들어가. 소라 우

에 못 봐. 다 밑으로 가불어. 숨어, 숨어. 

(지금부터 십이월까지는 소라가 다 위로 나와. (돌) 위에 와서 다 붙어. 위쪽

에 소라 볼 수 있어. 그런데 일월부터는 이것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 소라 위

에 못 봐. 다 밑으로 가버려. 숨어, 숨어.)

100) 날미역과 마른미역의 낱개를 ‘낭’이라고 한다. 날미역은 한 낭에서부터 네 낭까지 붙여 마른미
역 한 낭을 만들었다. 열 낭을 ‘한 뭇’, 그리고 1백 뭇을 ‘한 다발’이라고 한다.(고광민, 제주생활
사, 한그루, 2016, 546쪽.)

101) 고광민, ｢‘솟임빗’에 대하여: 제주해녀 전통지식의 一面｣,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2017 제주
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전통생태지식과 구술사, 2017, 201~204쪽 참고. 

102)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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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도 이제 우에 잘 잇지만은 이루후제 가가면은, 정월달이 뒈민 밑에 부

뜨고 잘 우이 없어. 해은 정월로 삼월지 우에 있어. 해은 우에서 잡

아. 돌 밑에도 잇주만은 우에가 많이 나오주, 모살 에염덜. 해삼이 돌 우이도 

잇고 모살 우이도 잇고. 해삼이 돌 아래 잇는 것이 경 엇어. 다 이때는 잇당 

삼월달 뒈가야 해삼덜이 들어가게 뒈야 돌 밑에 들어가주. 경 안허믄 우에 다 

나와.103) 

(전복도 이제 위에 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정월이 되면 밑에 붙고 위에 잘 

없어. 해삼은 정월부터 삼월까지 위에 있어. 해삼은 위에서 잡아. 돌 밑에도 

있지만 위에가 많이 나오지, 모래 옆에. 해삼은 돌 위에도 있고 모래 위에도 

있고. 해삼이 돌 아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어. 다 이때는 있다가 삼월 되어야 

해삼들이 들어가게 되어야 돌 밑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다 나와.)

조천읍 북촌리 해녀에 따르면 전복과 소라는 12월까지 돌 위에 머물고, 1월부터는 
돌 밑에 서식한다. 이와 견주어 해삼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래 위와 같이 노출된 장
소에 주로 있다.

해녀는 따뜻한 시기에 전복이나 소라가 돌 위에 있거나 노출된 장소에 있어서 전복
을 보는 대로 채취할 수 있다. 이와 견주어 수온이 낮은 추운 시기가 되면 돌 밑이나 
돌 틈에 붙어 서식하는 습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해녀는 계절에 따라 전복과 소라의 
서식 특성을 바탕으로 채취를 시도한다. 해녀는 돌 틈과 엉104) 아래에 손을 넣어서 바
위를 더듬듯이 만지면서 전복을 찾는 이유이다.

해녀공동체는 해삼은 눈이 내리는 날 밖으로 나온다고 공통으로 인지한다. 해삼은 기
온이 내려가면 모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1~3월 사이에 눈에 띄는 해삼을 잡을 수 
있다. 특히 해녀가 해삼의 위치를 찾는 결정적인 근거는 해삼의 배설물이다. 모래바닥 
위에 해삼의 배설물을 확인하면 주위를 살펴 해삼을 줍는다.

해녀는 계절에 대한 인식과 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해산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하
고 있다. 이는 해녀가 오랜 물질 경험을 통해 동일한 해산물의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
하고 그에 대한 지식의 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 머구리배가 전복을 대량으로 휩쓸어 갈 만큼 전복이 풍부
하였다. 해녀는 개인마다 전복을 떼는 도구인 ‘빗창’을 필수도구로 마련하여 갖추었다. 
103)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104) ‘엉’은 낭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개정증보 제주어사전, 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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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는 빗창을 항상 허리춤에 차서 물에 든다. 전복은 고가에 거래되는 물건으로 물 
아래에서 전복을 보는 즉시 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자연산 전복이 급
격히 감소하여 전복을 떼는 일이 극히 드물다. 최근 해녀는 자연 양식한 공동어장의 
전복이나 소라, 성게, 해삼 등을 주로 채취한다. 

2) 바다밭

바다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해녀들이 물질 활동을 벌이는 ‘어장’이다. 해녀는 생
업공간인 마을어장에서의 물질 행위를 ‘바다 농사’라고 여긴다. 육지의 밭농사와 견주
어바다에서 벌이는 생업활동을 뜻한다. 또한 해녀의 물질 행위는 동일한 마을어장에서 
해마다 물질 활동 주기에 따라 자원을 채취한다. 농사의 순환체계와 다를 바 없다. 해
녀는 반농반어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하루의 일과도 농사와 물질을 나누어서 하였다. 
따라서 해녀의 이러한 생업배경은 바다에서의 물질을 육지의 생업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해녀는 수평적 거리 기준에서 마을 어장은 ‘갯’과 ‘먼 바당’으로 구분하였다. 조천
읍 지역에서는 갯가를 가리켜 ‘갯’ 또는 ‘’ 라고 이른다. 이는 썰물에 바닥이 드러
나는 조간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먼 바당’은 갯가를 너머 썰물에도 물에 잠기는 깊은 
바다를 의미한다. 

[사례 12]

먼바당이엔 헌 거는 여기 물 싸는 디 있잖아. 물 싸는 디 헤서는 바당. 그 

물 싼 후제로 저레 나간 건 그냥 지픈 바다. 경허민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만 

허우치면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헤사 물 알

에 들어갈 거주게, 지프니까.105) 

(‘먼바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물 빠지는 데 있잖아. 물 빠지는 데 한해

서는 ‘바당’. 그 물 썬 후에 저쪽으로 나간 건 그냥 깊은 바다. 그러면 여

기서는 우리가 두 번만 헤엄치면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 물 아래 들어갈 거지, 깊으니까.)

105)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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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다를 구분하여 인지하
였다. 조천읍 북촌리 해녀는 헤엄을 몇 회 정도하여 물건이 있는 물속에 접근하
는가를 기준으로 바다의 깊이를 가늠하였다. 두 번 정도의 손놀림으로 물속에 들
어갈 수 있는 곳은 얕은 ‘바당’이다. 깊은 바다인 ‘먼바당’은 갯가보다 두 배 이
상의 헤엄을 쳐서 들어가야 하는 깊이의 바다라고 인식하였다. 

해녀의 주요 생업자원 대상은 미역, 우뭇가사리, 톳,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와 전
복, 소라, 해삼, 성게이다. 갯가에는 톳, 넓패, 패, 메역새(미역쇠), 가시리, 파래 등 해
조류가 풍부하였다. 해녀의 물질 대상인 해조류와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의 분포 
범위는 넓게 형성되었다. 이는 갯가에 현무암 바위뿐만 아니라 물속에는 여가 발달하
여, 해조류와 어패류의 서식환경이 두루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서식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한편 해녀의 물질 바다는 신체적 조건과 적극적인 자세가 충족되어야 한다. ‘갯’은 
해녀 누구나 물질이 가능한 바다밭이다. 수심이 깊지 않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해녀
들의 물질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바다밭으로 개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갯’
과 견주어 ‘먼바당’은 물이 깊으므로 해녀 입어의 조건이 요구된다. 해녀는 호흡이 길
고, 깊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즉, ‘먼바당’ 입어 조건의 적합 여부는 내
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녀의 신체적 조건과 자신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입어한
다. 따라서 해녀의 물질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적극적인 태도에서 어장 확보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해녀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에 물질 기량을 평가하여 상군과 중군, 하군으로 나눈다. 
그 평가 기준은 먼바당의 입어 여부와 ‘물건’106)에 따른다. 동료 해녀와 견주어 월등히 
수확률이 높고 깊은 바다에서도 물질 활동을 하는 해녀를 ‘상군’ 또는 ‘대상군’이라고 
한다. 해녀공동체 내부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해녀를 뜻한다. 해녀의 물질기량
이 평균에 이르면 ‘중군’이라 하고, 하군은 갯에서 주로 물질을 하는 해녀를 가리킨
다. 대체로 물질 경력이 낮거나 나이든 해녀들이 해당한다. 그러나 상군과 중군, 하군
은 해녀공동체 내부에서 구분하는 인식으로 작용할 뿐, 이 등급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기준은 없다. 

106) 해녀의 물질 대상인 해조류와 패류 등을 가리켜 ‘물건’이라고 이르며, 이는 제주지역 어느 마을
에서나 통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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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3]

물건 허는 거 보민 알주게. 그냥 영 무신 거 허민 “아이고 자인 잘 허난 상군이

어.” 경허영 헷주게. 잘하면 상군이엔 허곡게. 못허민 물건에, 헌 것에 따랑 아낫

주게.107)

(물건 하는 거 보면 알지. 그냥 이렇게 무슨 거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잘 하니

까 상군이야.” 그렇게 했지. 잘하면 상군이라고 하고. 못하면 물건에, 한 것에 따라

서 말했어.)

[사례 14]

하군은 우리질이주. 제일 잘허는 사름은 상군 젊은 아이덜게. 먼 디 가곡게. 

처음부터 헐 줄 몰라부난 하군. 디 들어도 전복 헷주.108)

(‘하군’은 우리수준이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상군’ 젊은 아이들이지. 먼 데 

가고. 처음부터 할 줄 몰라버리니까 ‘하군’. 갯가에 들어도 전복 했어.)

해녀의 물질 기량은 철저히 개인의 차이이다. 물질은 해녀의 신체적 조건이 우선 바
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물질하는 해녀의 어로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반복적인 물질 경험을 통해 ‘상군’에 이르는 
기량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신체적 조건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갯가에서만 물질 활동
을 하는 해녀도 있다. 

갯은 모든 해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개방적인 공간인 동시에 ‘할망바다’라는 인식이 
있다. 상군은 깊은 바다에서도 물질이 가능하므로 ‘먼바당’에서의 물질을 관례적으로 
권유받는다. 나이든 해녀와 물질 기량이 부족한 해녀는 주로 갯에서 물질 활동을 하
기 때문에 이들의 생업활동을 일정 정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례 15]

  먼바당에 (물건이) 엇어부난 엿날은, 우리 젊을 땐 저 뭐 헌 어른덜 바

위 들민 돌로 막 맞치멍, “이년덜아 베겻더레 나가라, 어디 들어완딘.” 막 

헤낫주게. 나이든 사름덜이 우리 젊은 사름신더레. 치 당신네 헐 거 허젠 헴

덴. 경 헤신디 이젠 젊은 사름이 우리보다 더 디 들어.109)

107) 김○희(여,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108) 강○훈(여,1937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22. 6. 1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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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당’에 물건이 없으니까 옛날은, 우리 젊을 땐 저 뭐 한 어른덜은 갯

가에 들면 돌로 마구 맞히면서, “이년들아 바깥쪽으로 나가라, 어디 들어왔느

냐.”고 마구 했어. 나이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한테. 같이 당신네 할 거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젠 젊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갯가에 들어.)

조천읍 지역에서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갯가에서의 물질을 일정 정도 담보해주는 풍
속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깊은 바다의 해조류 및 소라, 전복 등의 자원 고갈 현상
이 지속되고 있어 해녀들은 점점 갯가 물질을 선호하고 있다. 고령의 해녀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생적인 자원의 감소로 인한 수확량의 변화는 조절하기 어려우나 갯가 
물질을 차지하는 입지가 좁아져 물질 환경의 여건은 이중으로 열악해진 셈이다. 

해녀공동체는 암묵적이고 관례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바다밭을 이용하는 생업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해녀공동체의 이러한 생업문화의 형성과 전승 배경은 바다밭이 공유자
원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생업공간에서 물질 활동을 벌이는 
생업공동체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해녀가 바다밭을 인식하는 방식은 앞에서 서술한 수평적 거리 기준에 의한 공간분할
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녀공동체는 해조류 등의 물질 대상을 중심으로 어장을 인식한
다. 해조류와 패류 등은 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메역여’와 같이 여 이름 자체가 
생업자원의 서식지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일정한 어장에 특정 자원이 밀집하여 
군락을 이루는 경우 ‘~밧(밭)’이라고 이른다. ‘메엿밧(미역밭)’, ‘우미밧(우뭇가사리
밭)’, ‘톨밧(톳밭)’, ‘밧(모자반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해녀가 물질 대상으로 
삼은 톳, 미역, 우뭇가사리, 모자반 등 모두 여를 중심으로 발달된 생업 자원이다.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은 생태적인 특징상 집단군락형의 자원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자원의 위치와 장소는 ‘여’를 기준으로 소통한다. 해녀공동체 내에서 동료에게 “오
늘 물질 어디 갔다완?”, “뭐 허레 갔다완?”이라고 물질 작업의 장소 또는 무엇을 채취
하기 위해 물에 들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돗통 갔다완.” “말여 갔다완.”이라고 장소
의 이름을 대신 말한다.110) 이러한 방식의 상호의사소통은 공동체가 여의 위치와 특징
을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해녀공동체는 마을 어장 내 여

109)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110)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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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여’ 의 현재 풍흉의 상태 및 향후 작업 장소를 선정하는데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공유가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녀공동체는 육지에서 농사짓는 대상과 방식을 대응하여 바다밭을 인식
한다. 이러한 인식은 해녀공동체가 매해마다 치르는 잠수굿과 영등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신흥리 잠수굿의 제차 가운데 하나인 ‘요왕맞이’ 사설이다. 

바당 믿엉 지금지 살아온 순덜인디, 앞으로라도, 바당질에 바당 곡석(穀食)에 

잘 뒈여근, 망 일게 헤여줍서. 바당에도 바당 곡석 잘 뒈어사, 모든 거 사는 일 

아닙니까...111)

위의 내용 가운데 ‘바당 곡석’은 ‘바다 곡식’이라고 그대로 옮길 수 있으나, 곡식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다. 즉, 바다 곡식을 잘 되게 해달라는 심방의 말명은 
곧 해녀들이 먹고 사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생업자원의 풍요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다. 

2. 생업활동의 전개

1) 금채(禁採)와 허채(許採)

어촌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생업자원에 대한 금채(禁採)와 허채(許採) 기간을 
두어 물질 활동의 기간을 조절한다. 금채 기간은 자원의 산란기 또는 해조류의 주요 
자생 시기를 중심으로 자원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다. 허채는 달리 해경(解警) 
또는 ‘대문’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 자원을 보호하였다가 해산물의 채취를 시작하는 
일이다.

금채와 허채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시기에 해산물의 채취를 
제한하는 것은 물질 대상의 자원을 보호하여 해녀의 지속적인 물질 활동을 보장하려는 
111)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②, 한국학중앙연

구원, 2017,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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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이다. 금채는 바다 자원의 생태주기를 인지하여 물질 대상의 양적인 측면을 담보
한다. 둘째, 해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해산물을 적절한 시기에 허채를 함으
로써 해산물의 상품성을 일정 정도 확보해준다. 따라서 금채와 허채의 제도는 형식적
으로 해녀의 물질 활동을 제약하는 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녀의 
지속 가능한 생업활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해산물 가운데 환금작물을 대상으로 금채와 허채 기간을 설정한다. 해조류의 경우 미
역과 우뭇가사리, 톳이 주요 대상이고 전복과 소라, 해삼도 채취 기간을 따로 정한다. 
해조류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는 시기를 보호하고, 전복과 소라, 해삼 
등은 산란기에 채취를 금지하여 바다 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자 한다. 

수산자원의 채취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112)에 의해 수산자원의 금채기를 공
지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생태주기가 차이 나는 경우 별도로 제시
하고 있어 제주도의 주요 자원과 금채 기간을 기준으로 재정리하였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감태
우뭇가사리

톳
넓미역113)

도박
전복류114)

해삼
소라

오분자기

[표 Ⅲ-1] 수산자원의 금채기(제주도 기준) 

해녀공동체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금채 기간을 준수하면서 공동체 자체적으로 어촌계
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채취 기간을 확정한다. 해마다 톳과 우뭇가사리의 작황 상태와 

11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1.1.5.>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제6조 1항 관련)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189

113) 넓미역의 금채기는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다. 단, 제주도 고시 기준 5월 1일부터 11월 30
일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하다. 

114) 전복류는 일반적으로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금채기이다. 다만, 제주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채기로 정한다. 또한 전복의 거래 크기는 7cm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제주는  
10cm로 일반 기준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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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시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톳과 우뭇가사리는 대개 공동 작
업의 대상으로 톳은 3~4월경, 우뭇가사리는 6월경에 한 달 여 정도 채취하여 마무리
한다.115) 

해녀공동체는 1960년대까지 최고의 환금작물인 미역에 대해서는 채취 기간을 엄격
히 단속하였다. 미역은 보통 음력 3월에 해경되나 마을에 따라 채취 방식을 단계별로 
운영하였다. 

[사례 16]

다려돈 이 을 꺼라. 아무 거라도 다 을이주마는 건 단체성이 잇인 다려

도라부난 막아. 막앗당 트는 날사 텅 쳇번 물질 헌 서너늬번을 메역도 물아 

낫아 그뗀 다 트민 히엉도 가곡 베, 이 베에도 탕 가곡 헤영 허엿수게.

(해제는)삼월, 스무사흘 조금에 허나 초조금엘 허나. 초여드레가 초조금. 스

무사흘이 두 번차. 초일레가 막물이라. 막물지 웨살이라. 저 막물부터 끔 

죽어들어, 물이. 경 허민 초여드레날은 물 안 강, 조금. 물은 가도 경 쎄겔 안 

가.116) 

(다려도는 이 마을 거라. 아무 거라도 다 마을이지만은 건 단체성이 있는 다

려도라버리니까 막아. 막았다가 트는 날에야 터서 첫 번 물질 한 서너네번을 

미역도 물아 나야 그땐 다 트면 헤엄쳐서도 가곡 배, 남의 배에도 타서 가

고 해서 했습니다.

(해제는)3월, 스무사흘 조금에 하나 초조금에 하나. 초여드레가 초조금. 스무

사흘이 두 번째. 초일레가 막물이다. 막물까지 웨살이다. 저 막물부터 조금 잔

잔해져, 물이. 그렇게 하면 초여드레날은 물 안 가서, 조금. 물은 가도 그렇게 

세게를 안 가.)

다려도는 공동의 것으로 금채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하였다가 첫 번 물질은 미
역을 세네 번 채취하고 나서야 전부 개방하면 헤엄쳐서도 가거나 배를 타고 가서 작업
하였다.  

북촌리에 위치한 ‘다려도’는 미역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이 풍부한 무인도이다. 다려도
는 금채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였다가 3월 8일 또는 3월 23일에 금채가 해제되면  

115) 과거 톳 채취 작업은 1월부터 채취한 뒤 건조하였다가 모아서 계통출하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체가 역할 분담을 하여 단기간에 채취 작업을 한다. 

116)이○자(여, 1934년생),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 71 -

해녀공동체가 미역을 채취하였다. 미역 채취는 3~4회 정도에 걸쳐 공동작업의 방식으
로 채취가 이루어진다. 해녀공동체의 본격적인 미역 채취 작업이 끝난 뒤에는 다려도 
어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해녀 개인별로 미역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다. 해녀들은 배로 
열 명 정도씩 모여서 함께 타고 가거나 직접 헤엄쳐서 다려도 물질을 갔다. 해녀는 공
동작업한 뒤 하나 둘 씩 남은 미역을 채취하거나 주워 모아서 말린 뒤 판매한다. 

패류는 산란기를 제외하면 해녀가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다. 해조
류와 견주어 패류는 산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해녀가 물에 들어서 작업을 한다 하
더라도 수확량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조류를 제외한 패류 등의 해산물
은 ‘헛물질’이라고 한다. 해녀 개인별 물질 기량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진다.

전복과 소라는 일정한 크기 이하의 것은 판매 거래가 제한된다. 전복과 소라, 해삼은 
금채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헛물질’을 한다. 전복은 10~12월이 금채기
이며, 소라는 6~8월, 해삼은 7월 한달 동안이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전복과 해삼은 
물에 들었을 때 보이는 대로 채취한다. 소라는 보통 10월 1일을 기준으로 날씨와 물 
때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시작된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금채 기간을 제시하면서 크기 제한을 명시하였다. 소라
의 금지 체장은 5cm이다. 제주는 7cm로 전국 단위보다 적용 기준선이 높다. 오분자
기의 경우 제주는 4cm로 제한한다.117)전복은 3개월(10~12월) 동안 금채되며, 금채
기간은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길다. 전복의 크기 제한 기준은 10cm이다.118) 소
라, 전복 등 다른 지역보다 기준 제한선을 높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녀의 물질 대상
의 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물질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
책이다. 

해경(解警)날짜는 날씨와 물때 같은 자연환경 요건 외에 공동체 사회의 요건을 고려
한다. 대체로 마을에 대사(大事)가 없는 날을 택한다. 마을 공동의 제일이거나 장사가 
나거나 하면 해경은 미루는 게 관행이다.119)생업공동체의 구성원은 마을공동체와 중첩
된다.  혼·상례와 같은 큰일은 마을공동체가 일손을 보태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큰일을 
함께 치렀다. 

11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18) 일반적으로 전복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채기이며, 금지 체장은 7cm이다. 
119)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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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채와 허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해녀공동체는 
법과 제도적으로 제시한 금채기를 준수하고, 허채 기간 내 실질적인 채취 기간을 별도
로 정한다. 해녀공동체는 대부분 반농반어의 생업구조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금채기
에는 농업 등의 다른 생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허채가 시작되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
로 채취 작업을 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생업 양상이므로, 금채
와 허채 기간의 설정으로 노동력 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 

2) 물질방식

해녀의 물질 활동은 마을의 어장에서 이루어진다. 마을 어장은 대개 행정리 단위로 
구분된다. 어촌계가 마을 어장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마을의 관습이나 사정에 따라 어
장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해녀공동체는 본인이 소속된 어장에서 물질 활동을 하며, 이
를 ‘자기 바당(자기 바다)’이라고 한다. 해녀는 원칙적으로 ‘자기 바당’ 외 ‘이 바당
(남의 바다)’에서 작업할 수 없다.

조천읍 지역의 마을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마을 어장을 세
분화한 경우가 있는 반면, 마을 어장 전체를 하나의 해녀공동체가 이용하기도 한다. 조
천읍 신흥리는 작은 마을로 해녀공동체가 하나로 조직되어 있어, 마을 어장 전체를 공
동의 어장으로 이용한다. 신흥리와 이웃한 함덕리의 경우 1~4구까지 각 자연마을 단
위로 어장을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다.120) 북촌리는 크게 해동과 본동으로 나뉜다.  해
동과 본동 사이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며, 과거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종종 왕래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해동과 본동이 구분되고, 본동은 다시 상동과 중동, 동동으로 
나뉜다.121)  

해녀공동체의 마을 어장의 이용 규칙은 환금작물인 해조류와 상관성이 있다. 해조류
의 대상에 따라 어장의 운영 방식은 세부적으로 나눈다. 조천읍 지역의 주요 생업 해
120) 함덕리는 마을이 크며 현재 1~5구까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5구는 신생마을로 해녀공동체가 구

성되어 있지 않다. 구(區)는 일제강점기 자연마을 분류 방식이나 함덕리에서는 이 용어를 자치조
직명에 쓰는 등 현재까지 마을 내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 글에서도 그대로 차용한다. 

121) 조천읍 북촌리의 자연마을은 본동과 해동 및 억수동 등 3개 마을이다. 주민의 경우는 마을을 6
개 마을로 나눈다. 1동은 ‘섯가름’ 일대, 2동은 ‘사릿거리’(중동) 일대, 3동은 ‘동까름’ 일대, 4동은 
‘해뎅이’ 일대의 해동, 5동은 ‘한승이’와 ‘사장밧’ 일대의 한사동(韓射洞), 6동은 ‘엉물’일대의 억수
동으로 구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제주시Ⅳ 구좌읍·조천
읍), 2014, 5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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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는 미역과 우뭇가사리, 톳이다.122) 어장의 운영은 상품성 있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바위(갯가)’에는 파래, 넓패, 패, 메역새, 가시리 등의 여러 
해조류가 풍부하게 분포하나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그친다. 직접적인 상품의 가치
로 유통되지 않는 대상은 어장의 규칙에서 제외되었다. 

 조천읍의 대표적인 어촌 세 곳을 중심으로 어장의 구분과 운영, 해조류의 채취 방
식과 전승 양상을 살펴본다. 제주도 미역은 달리 ‘돌미역’이라 불리었으며 물질 작업 
가운데 최고의 환금작물로 꼽힌다. 미역 채취로 벌어들인 수입은 각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가계 수입원의 주요 기능을 하였다. 

[사례 17]

메역이 돈이라낫주. 엿날은 메역을 주로 헤영, 막 해 년, 이 메역 물아난 

사람덜은 (헛물에) 안 헤여. 헛물에 허는 사름은 얼마 하지 안허여. 저 메역 

무는 사름은 함덕 전체가 다 오주게. 그 끔 헐 줄 아는 사름은. 경헹 왕 

막 문허젠 허민 막 마중덜 오멍. 경헹 엿날은 이젠 문허젠 허민 가두왕 

놧당 문허젠 허민 저 이제 탈의장 잇인 저짝에 영 막앙 상 돈 받으멍 메역 

물레덜 가낫주, 문헐 때. 세금 내어, 해녀도. 엿날부터 세금 내어. 하영은 

안 내곡게. 그때는 천 원도 내곡 오백 원도 내곡.123)

(미역이 돈이었었지. 옛날은 미역을 주로 해서, 아주 여러, 이 미역 채취했

던 사람들은 (‘헛물에’) 안 해. ‘헛물에’ 하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아. 저 

미역 채취하는 사람은 함덕 (사람) 전체가 다 오지. 그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은 그렇게 와서 마구 물질하려고 하면 마구 마중들 오면서. 그렇게 옛날을 물

질하려고 하면 가둬 놨다가 물질하려고 하면 저 이제 탈의장 있는 저쪽에 이

렇게 막고 서서 돈 받으면서 미역 채취하러들 갔었지, 물질할 때. 세금 내, 해

녀도. 옛날부터 세금 내. 많이는 안 내고. 그때는 천 원도 내고 오백 원도 내

고.) 

122) 제주도 어촌에서 중요하게 여긴 해조류는 미역과 우뭇가사리, 톳, 감태, 듬북 등이 있다. 미역은 
해녀의 물질 대상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환금작물이었으며, 우뭇가사리와 톳은 현재까지 채취의 
대사으로 삼은 해조류이다. 감태는 일제강점기 환금작물로 알려졌으며, 듬북은 화학비료가 보편화
되기 이전 밭의 거름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조류 채취의 전승양상도 함
께 다룰 것이므로 최고의 환금작물이었던 미역을 중심으로 우뭇가사리와 톳을 함께 다룬다. 

123)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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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아무나 못 강 딱 막앗수게. 거민 물 싸민 무시거 바릇이라도 잡아당 먹젠 

가민, 강 메역, 그때 막 메역이 웃이난 속곳 입엉 강, 그 속곳 이런 디 하나씩 

다 걸어 곱져. 곱졍 왕 다 구덕에 놓민 다 털어앗아 불민, 해녀회장네 강 다 

털어 앗아 비어. 와 가민, 베 와 가민 삿당. 경 허민 속곳에 다 걸엉야 거 

걸엉 오민 거 메역 잘허민 다섯 낭 널곡 네 낭 널곡 헤영, 경 헹 모두앙 
곡지. 열 낭 허민  곡지 헹 강.  곡지라도 앙 씨곡 경 헷수게.124) 

(아무나 못 가게 딱 막았습니다. 그럼 물이 써면 뭐 해산물이라도 잡아다가 

먹으려고 가면, 가서 미역, 그땐 아주 미역이 없으니까 ‘속곳’ 입고 가서, 

그 ‘속곳’ 이런 데 하나씩 다 걸어서 숨겨. 숨겨서 가져와서 다 바구니에 

넣으면 다 빼앗아 버리면, 해녀회장네 가서 다 빼앗아 버려. 와 가면, 배 와 

가면 기다렸다가. 그럼 ‘속곳’에 다 걸고 그거 걸고 오면 그 미역 잘하면 

다섯 장 널고 네 장 널고 해서, 그렇게 모아서 한 묶음. 열 장 하면 한 묶음 

해서 가서. 한 묶음이라도 팔아서 쓰고 그랬지.) 

위의 [사례 ]과 [사례 ]에서 미역은 최고의 환금작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며 금채 기간에도 미역을 몰래 채취하여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팔았다. 미역의 상품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함덕리의 경우 미
역 채취는 입어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물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
된다. 해녀들은 입어료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미역으로 인한 수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꺼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미역의 채취 시작을 알리는 
해경(解警)에는 해녀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애기 해녀에서부터 나이든 해녀까지 
누구나 다 참석하였다.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해녀는 미역 물질에 견주어 
‘헛물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전복과 소라, 해삼 등의 헛물질은 일
일 채취량을 알 수 없고, 유통 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어획한 해산물의 판매가 불
안정하였다.

124)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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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역 우뭇가사리 톳

신흥리
어장이용 공동어장 공동어장 공동어장
채취방식 개별채취-채취 안 함 공동채취 공동채취

함덕리
어장이용 공동(1~4구 어장 차례로) 어장분할(1~4구) 어장분할(1~4구)

채취방식 개별채취-채취 안 함 공동채취-개별채취-채취 안 함 공동채취

북촌리
어장이용 공동어장 어장분할 어장분할
채취방식 개별채취-개별채취(소량) 공동채취-어장매매 공동채취-어장매매

[표 Ⅲ-2] 어장 이용과 해조류 채취 방식

위의 표에서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 어장의 이용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미역의 
경우 마을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미역의 채취는 해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
다. 상군은 ‘먼 바당’까지 나가 미역 채취 작업을 하였다. 해녀공동체는 물이 아주 깊은 
곳으로 큰바위가 없이 편평하게 돌로 바닥이 이루어진 곳을 ‘먼 바당’이라고 인식하였
다.

[사례 19]

메역도 지픈 디도 잇곡, 픈 디도 잇곡. 메역도 막 지픈 디 허는 사람은 부

산 베 오는 지 간덴 헙니께. 막 지픈 디. 그딘 여도 엇어. 펜펜헌 빌레. 막 

상군덜. 그디 가는 수가 멧 엇어.125) 

(미역도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미역도 마구 깊은 데 하는 사람은 

부산 배 오는 선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데. 거기는 여도 없어. 편평한 

돌 무더기. 마구 ‘상군’들. 거기 가는 잠수가 몇 없어.)

신흥리의 해녀공동체는 미역, 우뭇가사리, 톳 가운데 어떤 해조류를 대상으로 삼든 
어장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현재 해녀공동체는 미역 채취를 하지 않
으나, 우뭇가사리와 톳은 공동으로 채취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함덕리 해녀공동체의 미역 채취 방식은 평소의 구분된 어장과 상관없이 마을어장을 공
평하게 이용하였다. 함덕리 어촌계는 1구에서 4구까지의 어장 가운데 해경(解警)하는 
어장의 순서를 정하여 안내하며, 이에 따라 해녀공동체는 지정된 어장에서 개인별로 
미역을 채취하였다. 우뭇가사리와 톳의 채취는 구별로 나뉜 어장에서 5월 어버이날을 
125)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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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공동채취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함덕리 어장의 환경 변화로 우
뭇가사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녀공동체는 공동채취에서 개별채취로 채
취 방식을 바꾸었으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우뭇가사리의 채취가 단절되었다. 현재 함덕
리 해녀공동체의 해조류 채취 대상은 톳이 유일하다. 과거부터 각 구별로 톳 어장에서 
공동채취하여 공동분배하는 방식이 전승되고 있다.

북촌리의 해녀들은 ‘다려도’ 어장에서 미역을 공동 채취하였다. ‘다려도’의 미역 해경
일은 3월 8일 초조금이나 3월 24일 조금에 이루어졌다. 미역 채취는 한 달 정도 공동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개인별 채취를 허락한다. 갯가의 미역은 항상 자유롭게 채취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북촌리의 해녀공동체는 특정 여를 정하여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공동채
취하여 판매한 금액을 마을공동체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사례 20]

메역도 다 이녁만씩게. 공동으로는 그때 을에 불 칸126) 오민야 저 돈이 

엇어부난 을로 헤여그네엥 공동작업 허는 여가 잇어. 어디 끊엉. 을로 해

녀덜마다 강 다 공동으로 헹 왕 메역도 널곡. 우미도 널곡 헹 공동으로 앙 

을 살림 살곡 경 헷수게. 우미도 개인으로 허는디 어느 여 하나 끊엉 공동

작업 허여. 남은 건 개인으로.127) 

(미역도 다 자기만큼씩. 공동으로는 그때 마을에 사삼사건 후에 돌아와서 저 

돈이 없으니까 마을로 해서 공동작업 하는 여가 있어. 어디 끊어서. 마을로 해

녀들마다 가서 다 공동으로 해서 와서 미역도 널고. 우뭇가사리도 널고 해서 

공동으로 팔아서 마을 살림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뭇가사리도 개인으로 하

는데 어느 여 하나 끊어서 공동작업 해. 남은 건 개인으로.) 

북촌리의 해녀공동체는 현재 60여 명 정도이다. 어촌계는 해녀공동체에 매해 
우뭇가사리와 톳, 모자반 어장의 채취권을 하나로 묶어 이용 권리를 매매한다. 

126) ‘불 칸’은 ‘불 탄’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제주 4.3사건을 의미한다. 1948년 12월 19~20일(음력) 
이틀 동안 군인은 북촌리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주민 480여 명을 총살하였다. 남은 가족들은 
다른 마을로 피신 갔다가 몇 개월 후에 돌아왔다. 제주는 4.3사건으로 마을이 불에 탄 경우가 더
러 있었다. 따라서 4.3을 경험한 세대는 4.3사건을 기준으로 마을의 일을 기억하고 발화한다. 이
를 ‘불 칸’ 이전과 이후로 설명한다. 

127)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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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명 해녀 가운데 채취권 매매에 참여하는 해녀는 20여 명 정도 되며, 나머
지 40명 정도는 소라, 성게 등의 헛물에만 든다. 우뭇가사리나 톳의 값이 예전만 
하지 못할뿐더러 고령의 해녀가 많아지면서 해조류 채취권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해조류의 채취권을 산 해녀들은 공동으로 채취하여 수익은 채취권 비용을 지
불한 나머지는 공동 분배한다. 처음 어촌계는 어장의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해녀공동체 60여 명에게도 공동분배를 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해조류이 양이 급
격히 감소하면서 어장 매매료는 어촌계의 공동자금으로만 이용된다. 최근에는 북
촌리 해동 해녀공동체의 요구로 해동과 본동의 어장을 구분하여 매매하고 있다. 

2022년 해동 해녀공동체 총 12명 가운데 3명이 참여하였으며 해동의 해조류 
채취권을 1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올해는 모자반의 흉작으로 이에 대한 수익이 
거의 없으며 우뭇가사리와 톳의 판매 대금으로 채취권료를 지불하고 수익을 분
배하였다. 

해녀공동체는 해조류의 분포 양상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미역과 우뭇가사리는 
갯가에도 분포하지만 물 속에 잠겨 있다. 해녀는 이를 ‘메역’과 ‘바당메역’, ‘
우미’와 ‘바당우미’로 서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른다. ‘’은 갯가를 
의미하는 제주어로 ‘메역’과 ‘우미’는 갯가에 분포하는 미역과 우뭇가사리를 
가리킨다. ‘바당메역’과 ‘바당우미’는 바닷속에 있는 미역과 우뭇가사리를 뜻한다. 
톳은 조간대 바위에 주로 분포하므로 해녀공동체는 ‘톨바당’이라고 지칭한다. 

조천읍 지역의 해조류 채취 시기는 유사하였다. 해조류는 겨울 동안 생장하여 
봄이 되면 채취가 시작된다. 미역은 음력 3월을 기준으로 해경하였다. 북촌리 다
려도의 허채는 3월 초조금이나 두 번째 조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녀들은 일반
적으로 물속에 있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때는 썰물에 나가서 채취하고 밀물에 들
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려도 미역 해경에는 조금에 테우나 배를 이용하여 뱃
물질을 간다. 다려도는 여가 발달하여 배가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어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갯가에 분포하는 미역과 우뭇가사리는 특별히 금채와 허채 기간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 북촌리에서도 갯가에 분포한 미역 채취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 정월에 
어린 미역 때부터 채취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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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우리 다려만은 막으고. 다려만 막아서 3월 달로 어느 날 미역 문허겠다 

해서 계속 허고. 이런 디, 이런 디는 그냥 터놩 내불어. 계속 물에 들멍 미역 

물앙 아. 음력 이디는 정월부터 물앗을 걸. 음력 12월달로부터 요만씩헌 

때부터 물기 시작해. 3월 뒈민 이만이 크주게. 근도 막 나가고.128)

(우리 ‘다려만’은 막고. ‘다려만’ 막아서 3월 어느 날 미역 물질하겠다 

해서 계속 하고. 이런 데, 이런 데는 그냥 터서 놔둬. 계속 물에 들면서 미역 

채취해서 팔아. 음력 여기는 정월부터 캤을 걸. 음력 12월부터 요만할 때부터 

채취하기 시작해. 3월 되면 이만큼 크지. 근(무게)도 나가고.)

톳은 3월 보름 기준으로 시작된다. 톳은 조간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웨살
에 물이 많이 빠질 때 톳 베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우뭇가사리는 음력 4, 5월에 
주로 채취 작업을 한다. 함덕리는 주로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채취 
작업을 하였다. 

해녀는 우뭇가사리와 미역은 돌에 분포하나 서식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
였다. 우선 미역과 돌 위에 분포하고, 우뭇가사리는 돌에 분포하나 주변에 모래
가 있는 환경에 있다. 

해조류는 생태적인 특징과 채취 방식은 상관관계가 있다. 함덕리 해녀는 물에 
잠겨 있는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작업은 썰물에 나가서 주로 작업하였다. 미역은 
썰물에 드러눕기 때문에 굽을 찾기가 쉬워서 ‘게호미(낫)’로 베어내기에 수월
한 편이다. 우뭇가사리의 경우도 물이 쌀 때 작업이 양손으로 메기에 편리하다. 
톳은 갯가에 분포하기 때문에 물에 들지 않고 ‘게호미’로 벤다. 해녀는 이를 톳은 ‘
른 밧’에서 한다고 인지하였다. ‘른 밧’은 마른 밭이라는 뜻으로 해조류이나 바닷물에 
들지 않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채취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빗대어 이른 말이다. 

제주에서 해녀공동체는 전복이나 소라, 해삼 등의 채취 활동을 가리켜 ‘헛물질’에 든
다고 여긴다. 즉, 하루의 채취량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산 전복은 언제 어디에
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예부터 전복 채취는 ‘머정’과 같은 운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해녀는 상품가치가 높은 전복을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기 때
문에 빗창을 항상 준비해서 허리에 차고 물에 든다. 빗창은 전복을 떼는 데 쓰이는 전
128)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10.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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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구이다.

 [사례 22]

셍복은 뽕뽕 뚤린디 그 뚤린 디로 강, 바우가 두꺼운 딜로 빗창을 드물라사

야지 야튼 디 허믄 이것이 째져불어. 셍복이 째져불어. 두꺼운 디로 항상 떼

야. 이 쳇 번 아니 떼믄 셍복은 떼어지질 안헤. 그것이 대번 들어강 쳇숨에 안 

떼면 딱 뭄 시작허민…. 경허니 ‘기운이 난다.’ 허는 거주게.129) 

(생복은 뽕뽕 뚫렸는데 그 뚫린 데로 가서, 가장자리가 두꺼운 데로 ‘빗창’을 

집어넣어야지 얕은 데 하면 이것이 찢어져버려. 생복이 찢어져버려. 두꺼운 데로 항

상 떼야. 이 첫 번 안 떼면 생복은 떼어지지 않아. 그것이 대번 들어가서 단번에 안 

떼면 딱 물기 시작하면……. 그러니 ‘기운이 난다.’ 하는 거지.)

제주도 해녀들은 전복을 달리 ‘셍복’이라고도 한다. 전복은 상품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귀한 해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의 상처를 내지 않고 잘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녀공동체는 금채와 허채의 규율을 준수한다. 금채와 허채 기간은 자원의 생장주기
에 따라 거의 정해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허채는 해마다 자원의 생장 상태를 파악한 
뒤에 결정된다. 또 해산물의 채취 시작은 대체로 마을에 큰일(大事)이 없는 날을 택한
다. 마을 공동의 제일(祭日)이나 장사(葬事)가 나거나 하면 해경은 미루는 게 관행이
다.130) 물질 활동은 이러한 여러 조건에 부합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녀들이 물질
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다.131) 

해녀는 물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대
표적인 사례가 조간대 톳바위의 ‘갯닦기’이다. 수협은 1965년부터 조간대 보호 
운동의 차원에서 갯닦기를 실시하였다. 조간대는 톳과 우뭇가사리가 서식하는 곳이
며, 소라와 전복 어종들의 주요 산란장이기 때문이다. 갯닦기는 조간대에 있는 돌에 서
식하는 잡초를 뽑고 석회초가 붙은 돌이나 바위를 깎는 일이다. 수협은 갯닦기에 필요

129) 김○문(여, 미확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7. 4. 29., 필자 면담.
130)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87쪽.
131) 북촌리 해동마을에서 해녀들은 아끈줴기부터 다섯물까지 조금에 물에 든다. 2022년 소라 작업

은 허채 기간이 시작되어도 날씨가 맞지 않아서 첫 물때에 작업일수는 2일이다. 해녀들은 이러한 
엄격한 사회조건과 자연조건에 따라서 물질이 이루어진다.(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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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를 제작하여 어촌계에 공급하고 1965년 한 해 동안 36개 어촌계가 2만명 이
상을 동원한 바 있다.132)

[사례 23]

메역은 돌에 적 부터그넹예, 그 돌에 적이 잇주게. 돌에 적이 쬐글락쬐글락. 

그 톨 나는 디 강 그 적을 다 좃앗수게. 적 잇이민 잘 안 나. 적은 그냥 돌 닮

은 거, 그냥 까글까글헤. 메역은 그 우에 그냥 나곡. 디 톨은 그디 시민 안 

나.133) 

(미역은 돌에 ‘적’ 붙어서, 그 돌에 적이 있어. 돌에 적이 조금씩조금씩. 

그 톳 나는 데 가서 그 적을 다 쪼았어. ‘적’ 있으면 잘 안 나. ‘적’은 그

냥 돌 닮은 거. 그냥 까끌까끌해. 미역은 그 위에 그냥 나고. 갯가 톳은 거기 

있으면 안 나.)

미역은 바위에 붙은 작은 알갱이돌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는 반면, 톳은 적이 
방해되어 번식이 저해되므로 해녀공동체는 톳 채취 뒤에는 적을 쪼아서 제거한
다. 이를 ‘갯닦기’라 이른다. 

해녀공동체가 변화하는 생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녀는 자원의 생
태 특성을 토대로 자연양식을 취하였다. 최근 해산물 가운데 성게값이 높게 형성
되고 있다. 이와 견주어 깊은 바다에 분포하는 성게가 여물지 못하는 현상이 벌
어졌다.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있는 성게를 갯가 우뭇가사리 군락지로 옮겨 두었
다가 이듬해 채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종의 자연 양식인 셈이다. 현재 해녀들
은 주로 5월에 성게 작업을 마친 뒤 공동으로 성게를 옮기는 작업에 참여한다. 

[사례 24]

옛날에는 먼바당에도 아낫주게. 겐디 중간에 한 30년이 아니 맘서. 잇기

는 잇는데 옛날은 30년 전이 그 바당에 꺼 물멍 우리가 성게를 까서게. 지

픈 디도. 경 헤신디 이제는 안 안게. 어떵 헌 판인디. 먹이가 엇어부난. 이디 

천초 나는 디 우미 밧디 들이쳐야 아. 게난 우미 다 헌 다음에 성귀 물거

거든. 월달에 우미 물아부니까. 성게는 6월 물 거. 7월에 물아당 놓으

면은 그다음 해에 물아.134) 

132)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1915~2015), 2017, 277쪽 참고 정리.
133)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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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 넘엉 칠월  나민 성게가 안 돼. 헤영 놔도 다 싸불어. 다 퍼져불어 

그것이, 성게가. 알멩이가 다 헤카져불어. 물로 다 나와불어. 경 허난 이 시기 

넘으민 성게 못 해. 경헌디 우미밧디 잇는 거 천초밧디 잇는 거는 성게도 알

이 막 좋곡. 다른 디 잇인 건 알이 싸불엉 엇주게. 못 먹으민 성게도. 이런 천

초밧디 잇는 거는 잘도, 지금도 주게.135) 

(옛날에는 ‘먼바당’에도 (성게가) 여물었었지. 그런데 중간에 한 30년 안 

여물어. 있긴 있는데, 옛날은 30년 전에 그 바다의 거 채취하면서 우리 성게를 

깼어. 깊은 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여물어. 어떻게 된 판인지. 먹이가 

없으니까. 여기 우뭇가사리 나는 데 우뭇가사리 자라는 곳에 놓아야 성게가 

여물어. 그러니까 우뭇가사리 다 한 다음에 성게 채취하거든. 사월에 우뭇가사

리 채취하니까. 성게는 유월에 채취할 거. 7월에 채취하다가 놓으면 그다음 해

에 채취해.

유월 넘고 칠월 되면 성게가 안 돼. 해서 놔도 다 흐트러져버려. 다 퍼져버

려 그것이, 성게가. 알멩이가 다 흐트러져버려. 물로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시기 넘으면 성게 못 해. 그런데 우뭇가사리가 자라는 곳에 있는 거, 우뭇가사

리가 자라는 곳에 있는 것은 성게도 알이 아주 좋고. 다른 데 있는 것은 알이 

흐트러져버려서 없어. 못 먹으면 성게도. 이런 우뭇가사리 자라는 곳에 있는 

것은 질도, 지금도 여물지.)

오늘날 해녀의 물질 환경의 변화는 공동체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군 
해녀는 물질 기량이 뛰어나 보통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작업한다. 그러나 수산자원이 고
갈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탓으로 ‘디 물질’을 선호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일명 
‘할망바당’이라고 하여 고령의 해녀를 배려하는 뜻으로 갯가의 일정 정도는 물질 작업
을 보장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원의 감소와 경제 수준의 상황이 달라
지면서 물질 기량이 뛰어난 해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군과 중군, 하군의 구분없이 대부분 갯가에서 작업하려고 하여 
고령의 해녀와 충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134) 이○순(여, 1946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135) 강○훈(여, 1937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22. 6. 1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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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수회의 운영

잠수회는 하나의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생업활동을 벌이는 해녀들의 집단 조직이다. 
현재 잠수회는 어촌계에 소속된 조직이다. 1962년 어촌계가 설립되면서 하위 기구로 
편입되었다. 본래 해녀들은 어촌계 소속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
하였다. 어촌계는 어촌계장을 두어 마을어장의 관리, 입어규칙, 해산물의 허채와 금채
기, 수확물의 판매 등 마을어장의 운영을 담당한다. 잠수회는 마을어장을 이용하고 관
리하는 실질적인 주체이다. 

잠수회에는 잠수회장(해녀회장)과 회원이 있다. 회원은 같은 마을어장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이다. 잠수회장은 어촌계장과 함께 마을어장의 전반적인 관리, 수확물의 판매 협
조, 영등굿과 잠수굿 등의 의례, 기타 관련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잠수회는 
허채기간의 실질적인 시작과 물때에 따른 물질의 질서 관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다.

잠수회는 해조류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수확한 어획물은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
이 공동체가 함께 채취하고 나누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을공동체와의 결속을 공고히 하며 유지할 수 있다. 어촌계의 해산물 판매 등에서 발
생하는 공금으로 어촌계 및 잠수회의 복지 및 탈의장 운영을 돕고 각종 행사를 치르는 
비용으로 이용된다. 

해녀공동체는 물질 작업 기간, 입어기간, 공동물질, 뱃물질 어로, 갯닦이, 바당 지키
기, 의례준비와 참여 등 마을어장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며 따른다. 해녀공동체는 마
을의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생업활동을 벌인다. 또한 해녀는 생업주체자이기 전에 기본
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다. 1955년 조천읍 신흥리 신흥리지 부록(附錄)에서 부
인회와 해녀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부인회(婦人會)란 것은 애국열(愛國熱)로 국가를 위하여 관공서의 지도 명령에 순

응하며 각항의 사무에 활약하고 군인이 출정하고 제대할 때에 송별과 환영을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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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조금도 없게 해야 한다.

해녀회(海女會)란 것은 잠수 기술은 보통 부인이 하지 못하니 미역을 캐고 전복을 

따는 데는 더욱 익숙한 자만이 집단으로 조직하였으니 이를 일러 해녀회라 하였다. 

모든 부인들이 합쳐져 일반 부인회로 하고, 일부만은 갈라 해녀회라 하였다. 이들 

회(會)에서는 모두 향리에서 하는 대제(大祭)와 관공서로 출장 가게 될 때에 수고 불

구하여 식사 대접을 착실히 이행하고, 제관(祭官) 접대는 1년도 빠짐이 없이 성대하

게 하니 이와 같은 성의는 표기를 생략한다.136) 

신흥리 마을에서 해녀회는 ‘특별히 잠수 기술을 보유하여 미역과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다. 해녀공동체는 마을 부인회의 일원이면서 별
도의 생업공동체인 셈이다. 해녀회와 부인회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의례 등에 식사
를 대접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녀회는 생업공동체 집단이지만 마을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흥리 어촌계는 
오래 전부터 톳을 채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마을공동체와 일정 비율로 분배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현재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톳을 배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2) 물질의 민속지식 전수

해녀는 바다에서 약간의 욕심만으로도 삶과 죽음이 나뉠 수 있다. 해녀들은 이를 ‘물
욕심’이라고 이르며 해산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스스로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해녀
들은 바다에서 ‘물욕심’을 경계해야 물질을 지속할 수 있다. 

과거 해녀들은 해산물 가운데 미역과 전복을 주요 채취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어촌계
는 깊은 바다에서 미역이 자라는 동안 채취를 금지하였다. 미역 채취는 대개 3월 15일
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바다는 수온이 낮은 편으로, 해녀가 ‘속곳’을 입고 물속에서 
작업하는 동안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낮아진다. ‘속곳’은 물에 닿는 순간 젖어서 몸에 
달라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고령의 해녀부터 어린 해녀까지 거의 모든 해녀
들이 미역 채취에 나섰다. 모든 해녀들은 어촌계가 정한 어장에서 미역을 채취하기 때
문에 서로 더 많은 미역을 채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미역 채취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사고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136) 북제주문화원, 新興里誌, 북제주문화원, 2007,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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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

게난 저싱풀이엔 허주게, 메역도. 게난 도둑이 엇덴 허여. 메역 헤왕 도덕질 

못 헌덴, 저싱풀이라부난. 끔만 허당은 죽을 거난게. 메역 물당도 죽엇주

게. 메역 욕심 허당게 얼언게, 그냥 터우 지 못헹 못 나왕 다려 히어가난 얼

언 죽언. 오그라졍 죽어비엇주. 수가 젤로 위험헌 거. 딱허당은 죽어. 거난 

절대 물욕심 허지 말렌 허주게.137) 

(그러니까 저승풀이라고 하지, 미역도. 그러니까 도둑이 없다고 해. 미역 하

고 와서 도둑질 못 한다고, 저승풀이니까. 조금만 하다가는 죽을 거니까. 미역 

채취하다가도 죽었지. 미역 욕심 하다가 추워서, 그냥 ‘테우’ 찾지 못해서 

못 나와서 다려도 헤엄치다가 추워서 죽었어. 오그라져서 죽어버렸어. 잠수가 

제일로 위험한 거. 까딱하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절대 ‘물욕심’ 하지 말라고 

하지.)

조천읍 북촌리에서 해녀가 미역 채취에 나섰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사고를 당한 
사례이다. 뱃물질을 간 해녀가 미역 채취작업을 하느라 운반선을 놓치고 다려도까지 
헤엄을 쳐서 갔지만 결국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여 사고가 벌어졌다. 과거 해녀는 미역
이 환금작물이기 때문에 저승풀이라고 인식하였다. 미역 채취는 도둑이 미역을 훔치는 
일이 없다고 인지할 정도로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해녀가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면서 
미역을 채취하기 때문이다.

해녀의 물욕심 경계 대상 해산물 가운데 전복도 마찬가지이다. 전복은 빗창을 이용하
여 떼어낸다. 빗창은 암초에 붙은 전복을 떼어내는 어구이다. 길이는 약 30cm 정도 
되며, 납작하고 길쭉한 쇠붙이인데 머리는 원형으로 말아졌고, 그 구멍에 손잡이 끈이 
달려 있다. 해녀는 손목에 손잡이 끈을 끼워서 빗창을 놓치지 않게 고정하고 돌에 붙
은 전복 아래로 찔러넣는다. 이때 해녀가 전복을 한 번에 떼지 못하는 경우 위험한 상
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빗창이 전복에 붙으면 손목에 고정시킨 끈에서 손목을 빼지 못
하여 위로 올라올 수 없다. 해녀가 전복 채취에 욕심을 내다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
는 것으로 역시 ‘물욕심’에 해당한다.

137)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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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6]

전복 떼당 빗금에 손 져도 죽곡. 빗창 홀목에 영 감주게. 경 헹 찔르당 전

복이 딱 부떵 이거 빼내지 못허민 숨 까닥 허당은 죽어. 수덜 두어 개 죽엇

어. 우리 이모님도 경 헹 죽언. 

메역이고 무시거던지 다 저싱풀이엔 허주게. 셍복을 봐도 그냥 올라와야주. 

그거 떼지 못허여. 물에 가불민 그거 지 못허여. 게믄 망사리에 전복 떼어난 

거. 떼어난 거펑 전복껍데기 나와근에 그거 앗앙 강 그 전복 꼇디 영 가리

쳥 놓으민 헤영허주게이. 경 허민 앙 또 들어강 떼곡. 경 안 헹은 전복 지 

못허영, 못 떼영 내불곡.

숨 딱 물욕심 허당은 죽주게. 저거 하나 봐지민 저것 하나 또 헤오저 허

당 숨 먹엉은 죽어. 게난 저걸 봐져도 나왕 또 들어강 헤와사주 물욕심 허당

은 사름 죽는 거. 물욕심 허지 말아야주.138)

(전복 떼다가 손에 감은 줄에 손 끼어도 죽고. ‘빗창’ 손목에 이렇게 감

아. 그렇게 해서 찌르다가 전복이 딱 붙어서 이거(손목) 빼내지 못하면 숨 까

딱 하다가는 죽어. 잠수들 두어 사람 죽었어. 우리 이모님도 그렇게 해서 죽었

어. 

미역이고 무엇이든지 다 저승풀이라고 하지. 생복을 봐도 그냥 올라와야지. 

그거 떼지 못해. 물에 움직이면 그거 찾지 못해. 그러면 망사리에 전복 떼었던 

거, 떼었던 ‘거펑’, 전복껍데기 나와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전복 옆에 이렇

게 뒤집어서 놓으면 하얘. 그렇게 하면 찾아서 또 들어가서 떼고. 그렇게 안 

하고는 전복 찾지 못해, 못 떼서 내버리고.

숨 까딱 ‘물욕심’ 하다가는 죽어. 저거 하나 보이면 저것 하나 또 하고 

와야지 하다가 숨 먹고 죽어. 그러니까 저걸 봐도 나와서 또 들어가서 하고 

와야지 ‘물욕심’ 하다가는 사람 죽는 거. ‘물욕심’ 하지 말아야지.)

위의 사례는 해녀가 전복을 채취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이다. 해녀가 전복을 채취할 때 빗창의 끈에 손목이 끼거나 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
복을 채취하려고 하다가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해녀들은 전복을 발견하고도 숨이 부족할 때는 물 밖으로 나와서 미리 준비한 전복
의 껍데기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뒤집어 놓는다. 그런 뒤 해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그 전복껍데기인 ‘거펑’을 기준 삼아 전복의 위치를 파악하여 채취할 수 있다. 

해녀들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물욕심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오가는 것을 간접 경험

138)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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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인지하였다. 해녀들은 단순히 물욕심의 경계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해녀들은 
전복을 채취할 때 거펑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는 해녀공동체가 오랜 경험
을 통해 터득한 민속지식이 전승되는 사례이다. 해녀들은 테왁, 망사리, 수경, 빗창 등
의 물질도구를 챙길 때 거펑도 함께 준비한다. 이는 해녀가 그만큼 전복 채취를 중요
하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녀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줄이면서 
생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터득한 민속지식을 공유하고 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해녀들은 ‘속곳’을 입고 물질을 하였기 때문에 물질 작업 도중에 한 번씩 밖으
로 나온다. 이때 옷을 갈아입고 언 몸을 녹이는 장소가 ‘불턱’이었다. 해녀는 물에 들어
서 물질을 하다가 불턱이 있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 불턱이 있는 위치에서 밖으로 나
온다. 불턱은 상군, 중군, 하군 해녀가 모두 모이는 장소이다. 해녀들은 각자 가져온 
땔감을 꺼내어 불을 피운다. 잠수복을 갈아입고 젖은 옷을 말리는 동안 불을 쬐면서 
물질 작업이나 마을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공유한다. 이들이 공유하는 지식은 바
다밭이나 해산물 사정뿐만 아니라 물질 작업할 때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공유된다. 이
와 같이 해녀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녀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민속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불턱은 해녀공동체가 민속지식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해녀들은 고무잠수복을 입은 후부터 한번 물에 들면 쉬지 않고 해산물 채취작업을 
지속하였다. 게다가 1980년대에는 어촌계마다 현대식 해녀탈의장 시설이 들어섰다. 이
처럼 해녀공동체의 생업활동 제반여건이 변화하면서 불턱의 실제 기능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턱은 해녀의 상징적인 공동체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한 가치가 전승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도 민속지식의 전수 양상이 드러난다. 해녀
는 물질도구와 기술, 실적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지속적인 생업활동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의례를 한다. 잠수굿과 영등굿에서 ‘씨드림’과 ‘씨점’은 해녀의 
물질 대상인 자원의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주술 행위이다. 

영등굿과 잠수굿은 어민들의 심리적인 위무(慰撫)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로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장과 해산물의 풍흉, 위험 등을 알려준다. 의례에서 액맥이 제차
가 끝나면 씨점을 본다. 씨점은 심방이 신자리에 좁쌀을 뿌려 좁쌀이 모이거나 흩어지
는 정도를 살펴서 특정 해산물과 어장의 풍흉을 점치는 제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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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점은 심방이 보통 신자리를 펼쳐 마을어장 해산물의 풍점을 치나 단골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심방과 동일한 방식으로 좁쌀을 뿌리면서 점을 치기도 한다. 이는 단
골인 해녀가 마을어장의 바다밭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10년 신흥리 
잠수굿에서 씨점 장면139)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39)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②,한국학중
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7, 619~622쪽.

단골: 소라 전복 이거.
김순아: 동경국으로 세경국드레.
단골: 이거. [좁쌀을 한 움큼 쥐어 신자리에 뿌린다.]○○, [좁쌀을 뿌린다.] 메역, [다시 

좁쌀을 뿌린다.] 우미, 톳, 많이 잡읍서.[좁쌀을 뿌린다.]
김순아: 많이 잡읍서?
단골: [신자리에 좁쌀이 떨어진 모양새를 보고 말한다.]마농게 하영 나켄 허염져.
김순아: 에에.
 이후 심방 김순아가 직접 나서서 말명을 시작한 뒤 씨점을 본다. 
(생략)동경국으로 세경국드레, 세경국으로 동경국드레, 예- 전복씨 뿌리레 갑니다.
[좁쌀을 뿌린다. 단골 둘이 가까이서 살핀다.]
(김순아: 모다진 디도 잇곡 골로로 간 디도 잇곡 허주게.)
(단골: 골고루 갓수다.)
(김순아: 골고루 간?)
(단골: 예.)

[그림 Ⅲ-1] 씨점: 조천읍 함덕리 영등굿
(2022.3.13.)

[그림 Ⅲ-2] 씨드림:조천읍 함덕리 영등굿
(20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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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점은 어민들의 주요 생업 대상 해산물을 파악할 수 있다. 어민들은 그들이 환금작
물이라고 인지하는 자원의 풍흉의 상태를 유념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
면, 신흥리 잠수굿에서 단골은 소라와 전복의 풍흉을 점쳤다. 다시 심방은 좁쌀을 뿌리
면서, “전복, 오분제기, 소라, 성기, 문어, 헤섬. 예-동경국으로 세경국드레……. ”이라
고 구연하였다. 해녀는 해조류 가운데는 ‘톳’의 풍흉을 가정 먼저 언급하였다. 심방은 
톳, 미역, 우뭇가사리, 청각, 모자반의 풍흉을 점쳤다. 현재 미역과 청각, 모자반은 과
거와 견주어 자가 소비 정도의 수준이다. 이들 해조류도 거의 사라져 채취하기 어렵다. 
단골들은 씨점을 통해서 ‘마농게’, ‘동바당’, ‘중간 바당’, ‘서당 바당’ 등 그들의 물질 

(단골1: 마농게드레만 간 것 닮으우다.)
(단골2: 아니, 저 동바당드레…….)
(김순아: 이젠 저 소라씨 뿌릴 거라이.)
(단골: 예.)
[심방, 반대쪽으로 옮긴다.]예-세경국으로 동경국드레, 예-소라씨 뿌리레 갑니다. 

[좁쌀을 뿌린다.]
(김순아: 자 이제라근엥에 전복씨? 뻔에 거느려불켜.)
(단골: 예.)
전복, 오분제기, 소라, 성기, 문어, 헤섬. 영양 예-동경국으로 세경국드레, 예- 문어 

수영 첨복(全鰒)이영 소라영, 이제 문어영, 
(단골1: 톳이영.)
톳이영, 메역이영, 우미영, 전각이영, 톨영, 이영, 예- 뿌리레 갑니다-.[좁쌀을 

뿌린다.]
(김순아: 이번은 골로로 간 것 닮다.)
(단골2: 예. 골로로 갓수다.)
헛쒸! [좁쌀을 뿌린다.]
(김순아: 아이고 좋다.)
(단골1: 중간 바당에만 막 잘 남직허우다.)
서당 바당도 납서-.[다시 좁쌀을 뿌린다. 단골들 웃는다. 단골2가 물러나며 말한다.]
(단골2: 아무디라도 하영 나민 좋구다.)
바우도 갑서-. [좁쌀을 뿌린다.]
(김순아: 바우에 이러헌 디 할망덜 헐 거. 이젠 뒈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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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인 바다밭의 풍흉도 인지하였다. 
어민들은 신자리를 마을 어장이라고 인지하여 좁쌀을 뿌려 모이고 흩어진 정도를 통

해 바다밭의 위치와 해산물의 풍흉을 짐작하였다. 해녀공동체는 해녀 한 두 명을 정해
서 잡곡이 든 ‘씨멩텡이’(짚으로 엮어 만든 씨바구니)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마을 
어장으로 나간다. 해녀는 마을어장에 잡곡을 한줌씩 골고루 뿌리면서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북촌리 해녀공동체는 씨드림을 나가기 전에 다함께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이때 씨드림 역할을 맡은 해녀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흥겹게 춤을 
추다가 징소리와 함께 씨주머니를 메고 마을 어장으로 뛰어나간다. 몇몇 해녀들은 이
들을 따라가면서 악기를 울리고 흥겨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준다. 해녀가 씨를 어장
에 골고루 다 뿌리고 나면 다시 의례 장소(어촌계 창고)로 돌아오고 다시 해녀공동체
는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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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화산으로 폭발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지 않고 바다 
속 깊이 흘러든다. 바닷가에서부터 바다 속으로 길게는 2km까지 흘러간 곳도 있
다.140)이러한 화산섬의 지형·지질적인 특성으로 제주도 바다밭은 여가 두루 발달하였
다. 펄이 있는 바다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 

갯가에는 돌그물인 원이 발달하였다. 원은 갯가에서 지형상 움푹한 곳에 돌로 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가둔다. 원은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원에서는 ‘족바지(뜰채)’를 이용하여 주로 ‘멜(멸치)’이나 숭어 
등을 잡는다. 족바지는 소나무 손잡이 양쪽 가지에 폭 3cm로 쪼개 만든 왕대나무를 
휘어붙여 묶은 손그물이다.141) 

‘테우’는 통나무를 나란히 엮어 만든 평형의 전통 어선이다. 달리 ‘터위, 떼, 테, 터
우’ 등으로 불렸다. 테우에는 주로 2~3명 정도가 타서 어로 작업을 하였다. ‘테우’는 
편평한 형태의 구조로, 거름용 듬북과 환금작물인 미역 등의 해조류를 싣는 데 더욱 
유용하였다. 

제주도 어부들의 어로 방식은 크게 낚시를 이용한 낚기어업과 그물을 이용하여 뜨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어부들은 갈치, 옥돔, 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낚기어업을 취하
였다. 이와 견주어 자리돔과 멸치 어로는 그물로 뜨는 방식으로 어로 활동을 펼쳤다. 

그물 어로는 국자 모양처럼 손잡이가 달린 ‘사둘’과 일반 그물을 펼쳐서 뜨는 방식의 
들망어법이나 후릿그물 어법이 있다. 들망어법은 자리 어로에 쓰였다. 본선과 보조선 2
척을 이용하여 선장의 지휘에 따라 그물을 펼쳐서 자리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떠올
리는 방식이다. 후릿그물 어법은 그물계를 조직하여 어로공동체가 멸치잡이를 하던 방
식이다. 후릿그물을 이용한 멸치 어로는 모래사장이 발달한 어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
140) 고광민, 제주도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29쪽.
141) 고광민, 漁具,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117쪽 참고.



- 91 -

어졌다. 조천읍 함덕리는 멸치 어로가 성행하였던 마을이며, 특히 그물계 조직인 ‘팔선
진계[八旋陳組合]’이 운영되었다. 

전통사회는 어구와 어법, 유통의 체계 등 어로 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그러나 자리
와 멸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지속적으로 어로 행위가 이루어졌다. 자리와 멸
치는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두루 즐겨 먹었던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과거 
제주 사람들은 자리와 멸치를 젓갈로 담아 일상음식으로 즐겼다.

따라서 제4장 제주도 어부의 바다지식과 연안어장의 생업기술은 해마다 어로의 생산
과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던 자리와 멸치 어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1) 주요 어종

제주도 해역은 대마난류와 황해난류가 동서로 감싸며 북상하고, 연안 수역의 표층수
온 범위는 약 12℃~30℃로 2월 하순경에 최저, 8월 중순경의 최고의 수온을 나타낸
다. 해역별로 보면 제주도의 동쪽은 평균 수온보다 낮고 남쪽과 서쪽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영향으로 제주도 연근해 및 동중국해에는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
장이 되므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어장이 형성되었다.142)

 한국수산지(1911)의 기록으로 보면 당시 어획되는 종류는 멸치, 고등어, 삼치, 
자리돔, 황돔, 도미, 옥돔, 감성돔, 볼락, 갈치, 복어, 바다 뱀장어, 넙치, 숭어, 은어, 
뱀장어, 상어, 오징어, 전복, 소라, 모시조개, 미역, 감태 등이 있다.143) 그러나 제주도
의 수산자원은 풍부하였지만, 어민들이 실제 생업대상으로 삼아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
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제주도에서 보편적으로 소비되었던 대상은 자리돔과 멸치이
다. 

자리돔은 노랑자리돔, 연무자리돔, 자리돔, 주석자리돔 등 여럿 있다. 그 가운데 제주
에서 서식하는 자리돔(Chromis notatus)은 우리나라 남해, 일본 중부이남, 동중국해
에 분포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 자리돔을 ‘자리’라고 일컫는다.144) 자리는 이동성이 없
142) 제주특별자치도, ｢해영수산현황(2022)｣, 제주특별자치도, 2022, 12쪽.
143) 김은희 편역, 제3편｢한국수산지｣제3집 제4장,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82~83쪽.
144) 『미개의 보고 제주도』에도 일본인이 당시 ‘제주 사람들은 이 자리돔을 가리켜 자리라고 한다.’ 

하였다. 오래전부터 제주에서는 ‘자리’라고 한 셈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
는 ‘자리’를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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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정한 장소에 무리 지어 머문다. ‘자리’의 명칭은 이러한 자리의 생태적인 특성에
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졌다. 어민들은 자리 어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리의 활동 반경은 
대략 20m 정도 된다고 추정하였다.145)

자리는 수온이 따뜻하고 암초가 발달한 곳에 주로 서식하는데, 제주도 연안어장은 여
가 발달하여 자리 어장이 형성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을 어장에 넓게 분
포하는 여에는 자리 어장이 두루 형성되었다. 어부들은 특정한 여에 형성된 자리 어장
을 ‘자리밧’146)이라고 이른다. 어부들은 매해 5~6월이 되면 그들이 자리밧이라고 인
지하는 곳에서 자리 어획 활동을 벌였다. 

제주도 어민들이 자리를 구분하는 방식은 네 가지이다. 그 종류는 거적자리, 쉬자리, 
것자리, 젓자리이다. 거적자리는 알을 낳은 자리돔을 말한다. 알이 통통 벤 자리돔이 
맛있는데, ‘거적자리’는 알을 싸버린 자리돔으로 기름기가 없어서 맛이 없다고 한다. 
‘쉬자리’는 보통 구월에 나는 자리로 6~7월에 알에서 자란 새끼 자리돔이다. ‘것자리’
는 씨알이 굵고 색깔이 거무스레한 자리돔을 말한다. 먼바다 가운데 돌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밧’에서 난다고 해서, ‘것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젓자리’는 젓갈을 담그
기에 좋은 자리돔이다.147) 

멸치는 최대 체장 15cm까지 성장하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이로 삼는다. 봄, 
가을에 2차례에 걸쳐 산란한다. 봄에는 연안의 내만에 들어 왔다가 가을에 남쪽 바깥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철을 보내고 봄에 연안으로 들어온다.148) 

제주도 해안 마을 사람들은 멸치 어로에 대부분 참여하였다. 멸치 어로는 전통어로 
방식인 원(개)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담 어로는 멸치 떼들이 근해로 몰려
드는 음력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 이때 여러 사람이 ‘갯담접’이라 하여 하나의 
계(契)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갯담 안에 든 멸치를 잡고 공동분배한다. 갯담접은 소임
을 두어 멸치 떼가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계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소임은 그 
댓가로 멸치를 배로 더 분배받는다. 갯담접의 계원은 1년에 한 번씩 갯담을 보수하였
다. 이후 ‘장막후림(방진그물)’이라는 보다 진보된 멸치잡이 배(불배)들이 나타나면서 
145) 강○남(남, 1947년생),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020. 8. 18., 필자 면담.
146) ‘자리밧’은 자리밭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제주도 어민들은 자리가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생태 

특성을 인지하여 어부들은 마을 어장의 자리밧을 인지한다. 매해 자리 성어기가 돌아오면 자리밧
을 중심으로 어로 활동을 벌인다.   

147) 김순자, 해녀·어부·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출판사, 2009, 335~336쪽. 
148) 국립수산과학원(http://www.nifs.go.kr) 참고.  



- 93 -

갯담어로는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다.149)

조천읍 신촌리에서 원담 안에 들었던 멸치의 종류는 ‘꽃멜’과 ‘멜’ 두 가지이다. 해
녀가 어부가 아니더라도 개에 들어온 멜은 족바지(뜰채)로 한 포대씩 거려서 젓갈과 
마른 멸치로 즐겨 먹었다. 주민들은 겨울철을 제외하면 갯담에 ‘멜’이 들었다. 

[사례 27]

그냥 아무 때나 거려도 이 서꺼정 들어도 나. 이디 왕 라사. 그냥 멜

덜은 파랑헌 멜덜도 잇곡 꼿 그려진 멜덜도 십네다. 건 꽃멜이엔 허주. 꽃멜은 

영 양짝에 줄이 잇곡. 옆 바위로 그려젼. 크도 안 허여. 파랑허여. 그거는 막 

성질이 급헌 멜이난 룸도 쉽곡. 다른 멜덜은 멜이엔 헌 건 배덜이 붕탕붕

탕허곡 히뚜룩 허여. 경허난 그런 멜덜은 허여오민 젓 담그곡. 꽃멜은 이루꾸 

허곡.150) 

(그냥 아무 때나 떠도 같이 섞여서 들어도 달라. 여기 와서 골라야. 그냥 멸

치들은 파랑한 멸치들도 있고 꽃 그려진 멸치들도 있습니다. 그건‘꽃멜’이

라고 해.‘꽃멜’은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고, 옆으로 그려졌어. 크지도 안 해. 

파랑해. 그거는 마구 성질이 급한 멸치니까 말리기도 쉬워. 다른 멸치들은 

‘참멜’이라고 한 것은 배들이 볼록하고 하얘. 그러니까 그런 멸치들은 해오

면 젓 담그고, ‘꽃멜’은 말린 멸치하고.) 

한국수산지에서는 마을별로 멸치의 서식과 어획량 등을 제시하였는데, 멸치는 제
주시 구좌에서 한경 지역까지 많이 서식한다고 언급하였다. 어민들은 그물계를 조직하
여 큰 그물을 마련하고 멸치를 가두어 모래사장으로 끌어나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
천읍 함덕리 마을은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하여 멸치 어로가 활발하였다. 북촌리는 넓
은 모래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함덕리 바다에 와서 그물을 놓았다. 이렇게 이웃 마을까
지 함덕리 바다에서 멸치 그물을 놓았기 때문에 팔선진계가 조직된 것이다.  

멸치는 그물계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벌이는 어로활동이다. 멸치는 젓갈과 조림 등 
일상의 반찬으로 소비되었다. 어획한 멸치는 해안마을에서 여자들이 대바구니에 등짐을 
져서 중산간 마을로 팔러 다녔다. 당시 해산물은 곡식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형태로 거
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물로 떠올리는 멸치는 식용으로 소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

149) 고광민, ｢濟州島民具(Ⅱ): 제주도의 떼배와 그 어로행위들｣, 耽羅文化 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85, 242~243쪽 참고.

150) 김○자(여, 1937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22. 7. 1.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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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남은 멸치는 그대로 모래사장에 널어 놓았다가 농작물의 거름으로 유용하게 쓰
였다.

2) 어장

어장(漁場)은 일반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어로 활동이 가능한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어장은 ‘조기어장’, ‘옥돔어장’, ‘자리어장’ 등 특정한 어종이 풍부하게 형성된 
장소를 뜻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를 ‘옥돔밧’, ‘자리밧’이라 하여 어장을 ‘밭’으로 인식
하였다. 이는 어부들은 일상생활의 공간을 바탕으로 바다의 공간과 지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부는 수평적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구분하여 인지한다. 어부에 따라 바다는 세 
네 구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갯가)’, ‘걸바당(걸바다)’, ‘펄바당(펄바다)’으로 
분류하였다.151) ‘’은 밀물에는 잠기고 썰물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조간대이다. ‘걸바
당’은 ‘걸바다’이다.152) 돌과 바위가 많아 여가 발달한 바다이다. 바닷가에서부터 수심 
20~40m까지를 말한다. ‘펄바당’은 걸바다에서부터 수심 100m이상까지 펄이나 모래
가 깔려있는 깊은 바다이다.153) 펄바당은 달리 ‘뻘바당’이라고도 이른다. 어부들은 펄
바다에서 주로 옥돔을 낚는다.154) 

[사례 28]

해보면 아무것도 걸리지도 안 허곡 뻘, 뻘바당이 잇고. 뻘바당에는 가끔 옥

돔이 있어. 옥돔이 뻘 속에 묻어져 있어. 고길 낚앙 보면은 빼어지는 소리가 

나. 소리가 들려.155)

(또 해보면 아무것도 걸리지도 안 하고 펄,‘뻘바당’이 있고.‘뻘바당’에

151) 고광민은 제주도의 바다밭을 ‘갯’, ‘걸바다’, ‘걸’, ‘펄바다’로 나누었다.(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0~131쪽.) 걸은 돌이 깔려 있는 든바다와 펄이 깔려 있는 먼바다
의 경계이다(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 제주시 화북동 거주 어부
인 김

152) 걸바다의 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민들은 걸바다의 지형을 ‘돌빌레(너럭바위)’라고 
한다. 

153) 고광민,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1쪽.
154) 표준어 ‘펄’은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

으로, 갯벌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어부들이 인지하는 펄바다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사전적 의미의 펄바다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55)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4.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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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끔 옥돔이 있어. 옥돔이 펄 속에 묻혀 있어. 고길 낚아서 보면 빠지는 소

리가 나. 소리가 들려.)

함덕리 어민은 옥돔이 ‘펄에서 쏙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어로 행
위에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어종의 생태성과 주요 어장을 파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리밧’은 대부분 어부들이 인지하였다. ‘자리밧’은 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
니라 자리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매해 자리 어로 주기가 돌아오면 ‘자리
밧’이 형성된 여에서 조업을 계획한다. 어부들은 마을 어장내 자리밧을 공통으로 인지
하므로 선점하는 관건이었다.  

 [사례 29]

진둥이여, 펜안여. 이 두 여에서 거의 목찬 자리가 나와. 여들은 많아. 진둥

이여는 수심이 깊고 수경으로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감각적으로 댕겨

보면 자리가 있어. 자리는 여에 살지.156) 

(‘진둥이여’, ‘펜안여’. 이 두 여에서 거의 많은 자리가 나와. 여들은 

많아. ‘진둥이여’는 수심이 깊고 수경으로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감

각적으로 다녀보면 자리가 있어. 자리는 여에 살지.)

조천읍 신촌리 어부들이 자리 어장으로 인지하는 여 가운데에서도 좋은 어장은 ‘진둥
이여’와 ‘펜안여’이다. 어부들은 자리 출어를 보통 새벽 5~6시 경에 가지만 좋은 어장
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여에 가서 지키기도 하였다. 

멸치는 이동성이 있는 어종이다. 멸치는 마을 주민들이 벌이는 원담 어로와  모래사
장이 발달한 곳에서 그물계의 대량 어획으로 이루어졌다. 조천읍 신흥리의 어장 가운
데 모래밭이 발달한 ‘방진터’가 후릿그물(방진그물) 터이다.157)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현재 함덕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장소가 과거 '멜' 어로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156) 김○구, (남, 1933년생),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22. 7. 12. 필자 면담.
157)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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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들은 어획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어부
는 어로 대상으로 인지한 자원에 대하여 생장 주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어획 활동
을 벌인다. 어로 대상의 산란기는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부들이 대량으로 어획하였던 자원은 자리와 멸치가 대표적이다. 자리와 멸치 어로
는 그물을 이용하여 뜨는 방식이다. 자리는 사둘에서 들망어업으로 바뀌었고, 멸치 어
로는 족바지에서 방진망 어업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 생장과 금어기

자리는 비늘로 덮힌 자그마한 물고기로, ‘자리’의 전체 길이는 15cm이다. 자리는 연
안의 수심 5~15m 전후되는 암초지대에서 큰 무리를 지어 중층과 하층을 헤엄쳐 다니
면서 서식한다. 산란기는 6~8월이며, 산란기 동안에 2주에 한 번, 총 5회 정도 산란
한다. 1회 산란수는 약 2만~3만 개다.158) 

어부들은 자리의 성어기인 음력 4월에서 5월까지 자리를 어획한다. 이 시기 어부들
은 매일 자리밧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어획하고 소비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자리철에
는 자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포구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자리의 활발한 어로와 소비는 
자리가 산란하는 여름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자리의 산란기 후에는 마을에 따라 자리 어로가 조금씩 다르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
파도에서는 10월에 단기적으로 자리를 어획하여 농작물과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러나 조천읍 지역의 어부들은 주로 자리 성어기에만 어로 활동을 벌인다. 특히 함덕리
에서는 24절기 가운데 처서(處暑)가 지나면 ‘자리가 고래씨를 먹는다.’고 하여 자리 어
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어부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산란기 이후에 올라오는 자
리는 어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8) 국립수산과학원(http://www.nifs.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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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0]

처서 넘으면은 고래씨가 먹는다고 허여. 고래씨엔 헌 거 잇어. 그게 옛날 어

른덜 말허민 고래씨엔 허는데, 그 알이라고는 허긴 허는데, 그건 아닌 거 같

애. 경 헌디 그 철에 딱 처서가 넘으면 그게 바다에, 물 우이 떠. 고래씨. 게난 

자리가 우티로 올라왕 막 그걸 먹는다 말여. 경 헌디 그걸 먹게 되면은 자리

가 검어져. 검어지곡 자리젓도 못 담아. 젓 담으면 막 펄죽 뒈불어.159) 

(처서 넘으면‘고래씨’를 먹는다고 해.‘고래씨’라고 하는 거 있어. 그게 

옛날 어른들 말하면‘고래씨’라고 하는데, 그 알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그런데 그 철에 딱 처서가 넘으면 그게 바다에, 물 위에 떠. 

‘고래씨’. 그러니까 자리돔이 위로 올라와서 마구 그걸 먹는다 말야. 그런데 

그걸 먹게 되면 자리돔이 검어져. 검어지고 자리젓도 못 담가. 젓 담그면 막

‘펄죽’돼버려.)

처서는 양력 8월 23일경으로 무더위가 끝나는 시기이다. 조천읍 지역에서는 산란 직
후의 자리를 어획하지 않았다. 산란한 자리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온다. 
그러나 어부들은 산란 직후 일정 기간동안 자리를 어획하지 않는다. 이때 자리는 어획
하더라도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멸치 어로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원담(갯
담)안에 든 멸치를 봄부터 가을까지 뜰채로 어획하였다. 겨울에는 멸치가 갯가로 
거의 들어오지 않으므로 주민들도 원담에서 어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함덕리에
서는 그물계를 조직하여 어로공동체가 멸치잡이를 하였다. 멸치 어로는 주로 
6~7월 한여름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어부들은 자원의 생장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계절과 수온의 영향에 따른 
지역별 어장환경의 차이를 인지하였다. 

[사례 31]

지금(4월)‘멜’남주게. 저쪽더렌 남서. 정월에도 나메. 1월에도. 저 남

군더레. 아멩헤도 겨울 바람이 덜 부는 딘 남군이거든. 게난 그쪽이 먼저 난다

고 봐야주. 

겨울에 정월에는 아무 디도 춥주마는 이 북쪽에는 옛날 말로 북군이엔 허

주. 북쪽은 하늬바람이 많이 불거든, 제주도 계절풍이. 경 허기 때문에 여기 

159)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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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덜하지. 저쪽에가 더 허고. 그땐 이디 배덜이 그레 가. (겨울에 남군은)

주낫도 허곡게. 여러 가지 허주 뭐. '멜'도 잡고. 겨울에도 멸치 잡아. 겨울에 

멸치 잡아근에 주낫 허는 사람덜 니껍도 허고. 고기 잡는 거. 아무 고기라도 

멸치는 먹어. 아무 고기도 멸치는 좋아해. 160)

(지금 멸치 나지. 저쪽에는 나고 있어. 정월달에도 나. 1월에도. 저 남군 쪽

에. 아무래도 겨울 바람이 덜 부는 데는 남군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난

다고 봐야지.

겨울에 정월달에는 어느 곳이나 춥지만 이 북쪽에는 옛날 말로 북군이라고 

하지. 북쪽은‘하늬바람’이 많이 불거든, 제주도 계절풍이. 그러기 때문에 여

기 작업을 덜하지. 저쪽이 더 하고. 그땐 여기 배들이 그쪽으로 가. (겨울에 

남군은) 주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뭐. 멸치도 잡고. 겨울에도 멸치 잡아. 

겨울에 멸치 잡아서 주낙 하는 사람들 미끼도 하고. 고기 잡는 거. 아무 고기

라도 멸치는 먹어. 아무 고기도 멸치는 좋아해.)

조천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하늬바람의 영향이 크다. 또한 겨울철 바
다의 수온이 남쪽 지역보다 낮은 편으로 어로 활동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 조
천읍의 어부들은 겨울철에는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시 지역으로 출어를 나갔다. 

2) 어로방식

자리는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제주 사람들이 즐겨 소비하였던 특별한 어종으로 주목
된다.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 자리그물이 31통161)있다고 기록될 만큼 
자리 어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 자리 어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서귀포
시 보목 마을 위주로 전승되고 있다. 

멸치는 각 어촌마다 원(또는 개)에서 ‘족바지(뜰채)’로 거렸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
리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는 모래사장이 발달하여 어로공동체가 조직되어 후릿그물 
어법의 멸치 어로가 왕성하였다. 특히 함덕리의 멸치 어로는 ‘팔선진계[八旋陳組合]’가 
조직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8개의 그물계는 순서에 따라 멸치잡이에 참여하였다. 

160)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161) 김은희 편역, 제3편｢한국수산지｣제3집 제4장,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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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주기와 어로
어부들은 어로 대상의 습성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어로 방식을 취한다. 자리 어로

는 사둘을 이용하여 자리를 뜨는 방식에서 본선과 보조선을 이용하여 그물을 넓게 펼
쳐서 그물 안으로 자리가 들었을 때 들어올린다. 이러한 자리의 어로 행위를 가리켜 
‘자리를 뜬다.’고 하였다. 어부는 자리가 일정한 범위에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자리
의 움직임에 따라 그물의 위치를 정한다. 

멸치는 원담 안에서 뜰채로 떠올리거나 다른 보조 한 명이 뜰채에 든 멸치를 옮겨 
담는다. 이를 가리켜 ‘멜을 거린다.’고 하였다. 이후 어장에서 그물을 넓게 펼쳐서 멜을 
떠올리고 모래사장으로 끌어내는 후릿그물 어법과 어장에서 그물을 그대로 올리는 방
진망 어법으로 전환되었다. 

어로 시기는 어로 대상의 생태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어로 시기가 다른 어획물은 그 
쓰임새 또한 다르다. 전통사회에서 자리 뜨기는 자리의 생태주기에 따라 봄과 가을로 
나뉘었다. 봄철 자리 어기(漁期)는 음력 3~6월로 초여름까지 해당된다. 이 기간
은 자리 성어기(盛漁期)로 자리의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성어기에는 
좋은 어장을 차지하기 위해 어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
다. 

자리 어로는 백중사리가 지나고 다시 이루어지는데, 어로 기간은 대개 10월 한 
달 정도이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 백중 절기를 전후한 사리에 해면이 가
장 높을 때를 가리킨다. 자리는 산란기 동안 굶주렸다가 백중사리를 기준으로 한
꺼번에 올라와서 플랑크톤을 먹는다. 이때부터 자리는 살이 오르기 시작하여 10
월 정도에 일정한 크기가 된다. 그러나 가을 자리는 봄 자리에 견주어 기름기가 
덜하여 맛이 떨어진다. 어부들은 이때 어획한 자리로 물물교환하여 부족한 식량 
자원을 보충하였다. 

아래 표는 조천읍 함덕리의 자리 어로 활동 주기이다. 자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어획할 수 있다. 어부들은 자리의 성어기인 4~6월에 집중적으로 어로 활동을 벌
인다. 자리의 산란기인 6~8월에는 어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또한 어민들은 
산란기가 끝난 가을에도 단기간 자리를 어획할 수 있으나 유통 환경이 열악하여 
어로 활동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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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기

어장 함덕리 어장
함덕
리 

어장

 용도
회, 구이, 조림 
등 일상 반찬

젓갈

[표 Ⅳ-1]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리 어로 활동 주기

아래의 표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자리 어로 활동 주기이다. 대정읍 하모
리의 자리 어로는 현재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대표지역이다. 과거와 현재의 
자리 어로 활동 주기를 비교할 수 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기

어장
모슬포 앞바다

(가파도,마라도)

가파도

마라도

용도
회, 구이, 

조림 
젓갈

구이,

조림
방어 미끼

[표 Ⅳ-2]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과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기

어장
모슬포 앞바다

(가파도, 마라도)

성산읍

구좌읍,

애월,

조천,

한경

안덕 사계, 

서귀, 한경 

주요

용도

방어

미끼
회, 구이, 조림 등 일상 반찬 젓갈 방어 미끼  

[표 Ⅳ-3]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현재

최근 모슬포의 어부들은 수온이 낮은 한겨울을 제외하고 자리 어장을 옮기면
서 연중 내내 자리 어로 활동을 벌인다. 어부들은 양력 4월 20일경 자리 어로를 
시작한다. 자리 어로 활동은 모슬포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가파도와 마라도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리 소비가 많은 6월 말까지 매일 반복한다. 그러다가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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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7월부터 성산읍과 구좌읍 지역의 자리 어장으로 이동하여 어로 활동을 한
다. 주로 우도 주변의 자리 어장에서 그물을 벌인다. 이 시기 모슬포 지역의 바
다에서는 남풍의 영향으로 너울이 발생하여 자리 어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까지는 봄철 자리 어획 작업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부는 9월 정도가 되면 서부 지역으로 어장을 옮겨 자리를 뜬다. 제주시 조천
읍이나 애월읍에 위치한 자리 어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어획된 자리는 상
인이 젓갈을 담기 위한 용도이다. 어부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자리 어로를 한
다.  

모슬포 어민들은 방어잡이에 자리를 미끼로 쓴다. 자리를 대상으로 생업활동을 
벌이는 어부들은 대개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어 조업을 한다. 방어 낚기는 
마라도 부근에서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비 상황에 따라 1월까지 
지속된다. 

방어잡이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이루어진다. 모슬포 어부들은 방어
잡이에 필요한 미끼용 자리를 먼저 어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슬포의 동쪽 경계
인 안덕면 사계리를 기준으로 서귀포 방향으로 자리를 어획한다. 자리 어획이 어
려울 때는 남원읍에 위치한 지귀도까지 이동하여 미끼용 자리를 마련한다. 모슬
포를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주로 한경면 고산리에서 자리를 어획한다. 그러나 수
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는 자리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머물기 때문에 미
끼용 자리를 어획하기 어렵다.  

모슬포 자릿배의 선장은 자리와 방어 어로를 주요 생업활동으로 하였다. 일부 
집어등을 갖춘 자릿배인 경우 휴식기인 10월에는 갈치 조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 일부 선장은 멸치 그물을 별도로 준비하여 단기간 멸치 어로 행위를 벌이기
도 한다. 선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거 멸치 어로는 원(또는 개) 안에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162) 마을 주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원담에 가두어진 멸치를 뜰채로 쉽게 뜰 
수 있었다. 원에서의 멸치 어로는 밤중에라도 ‘멜’이 들기만 하면 대바구니와 바
가지를 들고 가서 멸치를 어획하였다. 

162)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에서는 ‘개’라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원’이라 한
다(고광민,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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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들은 생업자원의 생태습성에 따라 밤에 어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50년대는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어부는 특별히 통금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어부에게는 통금해제163)
야간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부는 통행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신 경찰

국장은 수산진흥을 위하여 조류 관계로 시간 제약을 받는 어부들에게 자유로 어로
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실시케 된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통행금지 시간을 운영하던 때이다. 그
러나 어부는 예외적으로 야간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어로 
활동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2) 어법과 민속지식
제주도에서는 만조는 서쪽으로, 간조는 동쪽으로 해류가 흘러, 만조 때는 고기가 암

초의 동쪽에, 간조때는 그 서쪽에 모인다. 이 때문에 테우도 만조와 간조에 따라 그 위
치를 변경해야 한다.164)

자리 뜨기는 자리가 무리 지어 떠다닐 때 그물을 내려서 자리가 그물에 든 순
간 떠올리는 어로 방식이다. 제주도 해안마을에는 ‘벌선(筏船, 테우)을 타고 원시
적인 자리그물로 ‘자리’라는 작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태고의 유풍(遺風)을 떠올
리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165) 일제강점기 제주의 자리 어로 풍경을 묘사한 것
이다. ‘테우’는 통나무를 나란히 연결하여 만든 평면형의 전통 떼배이다.166)원시
적인 자리그물은 ‘사둘’을167)가리키는 듯하다. 여기서 언급된 어구 외에 마름모

163) 제주시수산협동조합,제주시수협 100년사(1916~2015), 제주시수산협동조합, 2017, 476쪽(제주신
보, 1955년 7월 22일자).

164) 제주시수산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1916~2015), 제주시수산협동조합사, 2017, 151쪽.
165)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도개세』,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0, 24쪽.
166) 전통사회에서 제주도는 ‘테우’를 이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였다. ‘테우’는 평면형으로 해조류를 

채취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가파도는 물살이 세어 테우를 쓰기 어려웠다고 한다. 가파도 
어민들은 돛단배를 이용하여 자리 어로 활동을 벌였다. 

167) 제주도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둘이 있다.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된 사둘,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 
안 된 사둘,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사둘이다.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사둘이 가장 보편적이었
다(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224쪽 참고.). 모슬포 어민들이 당시 돛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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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형태의 나무통에 유리를 박아 만든 수경도 쓰였다. 수경은 자리가 그물에 들
고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쓰인 어로 도구이다. 

어부들이 자리를 그물로 뜨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리의 생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 32]

자리라는 거는 와싹 허게 떳당이라도 무시 거 톡 데끼민 곧짝 알러레 들어

가. 옆더레 가는 법이 없어. 자리는 거꾸로 싹 박아져. 경 허기 때문에 그물로 

거리는 거주게. 바깟더레 질 안허고 돌이라도 데끼민 곧짝 들어가. 그냥 숨

벼불어.168) 

(자리돔이라는 거는 ‘와싹’ 하게 떴다가도 무슨 거 톡 던지면 쭉 아래로 

들어가. 옆쪽으로 가는 법이 없어. 자리돔은 거꾸로 싹 박아. 그렇기 때문에 

그물로 뜨는 거지. 바깥쪽으로 달리지 않고 돌이라도 던지면 쭉 들어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버려.)

자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올라올 뿐 일정한 범위 밖으
로 나가지 않는다. 어민들은 이러한 자리의 생태 습성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일
정한 장소에서만 활동하므로 그물을 이용하여 뜨는 어법이 가능하다. 어부는 밀
물과 썰물을 인지하여 그물을 놓을 위치를 정한다. 썰물인 경우 자리그물은 서쪽
에서 벌이고 밀물인 경우 그 반대로 한다. 썰물은 동쪽으로 가고 밀물은 서쪽으
로 흐르기 때문이다. 

어부가 ‘자리밧’을 선점하더라도 자리그물의 위치와 펼치는 방식에 따라 어획
량이 달라진다. 자리그물은 여 주변 ‘네몬코지(곶)’에 그물을 놓아야 한다. ‘네몬
코지’는 여 어딘가에 뾰족하게 내민 곶(串)를 이루는 곳이다. 어부는 수경으로 
‘코지’를 확인한 뒤 그 앞으로 그물을 벌여야 자리를 어획할 수 있다. 어민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 코지 방향으로 왔다가 돌아서 가는 자리의 속성을 인지하여 
그물을 놓는 것이다. 

배에서 사용한 사둘은 그물의 ‘에움’을 대나무로 만들어 뱃대와 끈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그물이
었다. 그물의 코는 12절이었으나 현재는 10절을 사용한다. 절의 숫자가 클수록 그물의 구멍 크기
는 작다. 

168) 김○흥,(남, 1935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4. 23.,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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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코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오는데 물 위로만 올라온다. 코지에 와서 
부딪히고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어부들은 자리그물을 깊은 곳에 벌여서 자
리가 ‘코지’에 부딪히고 돌아갈 때 그물 위로 자리가 들어오게 한다. 그물에 자리
가 드는 순간 그물을 당기는 방식이다. 만약 여 동산 위로 그물을 걸치는 경우 
자리가 그물 안으로 걸리지 않아 자리 어획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자리 어로는 ‘사둘’을 이용하여 ‘거리는’ 방식에서 보조선을 이용하여 ‘그물을 
펼쳐서 뜨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40년대 사둘에서 들망 어업으로 바뀌었
다.169)들망 어업은 본선을 중심으로 보조선 두 척이 각각 양쪽으로 그물을 끌어
가면서 마름모꼴 형태로 펼쳤다가 그물에 자리가 들면 그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계기로 어민들은 오늘날까지 들망 어업 방식으로 자리를 어획한다. 

현재 자리 어로 작업에는 3톤 정도의 본선(本船)과 보조선 2척이 이용된다. 자
리 조업에 필요한 인력은 선장을 포함하여 최소 9명에서 최대 11명이다. 선장은 
어장에서 여의 위치와 조류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그물의 위치를 짐작한다. 선원
은 선장의 지휘에 따라 보조선을 이용하여 그물을 끌어당기며 펼친다. 과거 무동
력선일 때는 노를 저어야 하므로 보조선에는 두 명의 선원이 필요하였다.

선장은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민속지식이 풍부하여야 한다. 고도의 기술이 가
미된 장비를 이용하는 어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자리 어장에 그물을 벌이면 
자리는 양쪽으로 피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물이 펼쳐진 위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스름한 평지에서는 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
아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선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물의 위치를 잡아야 한
다. 어군탐지기(魚群探知器, Fish finder)가170) 보급된 뒤에는 바위에 숨어 있는 
자리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리그물을 벌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물 
자체를 펼치기 어렵고 바위에 걸려 쉽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선장은 자리 어장을 
찾더라도 바로 그물을 놓지 않는다. 주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물을 벌이는 
것은 선장의 몫이며 능력으로 평가된다.
169) 모슬포 항구에는 수발(水發) 김묘생(1915년생) 어민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김묘생은 가파도 

출신의 어민으로 1941년 동력선을 이용하였고 멸치와 자리 어로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다. 게
다가 모슬포항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커서 대정읍 어민들은 1993년 김묘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
덕비를 건립하였다. 

170) 어군 탐지기는 초음파의 지향성(指向性)을 이용하여 어군의 분포층, 분포 농도, 해저의 상황 등
을 탐지하는 것이다(해양수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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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대개 비스름하면서도 ‘여’가 있는 곳에 그물을 벌인다. 바위에 의지하
여 그물을 벌이면 자리는 그물을 피했다가 다시 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어민은 자리 어장 주위를 돌면서 작은 여라도 찾는다. 

[사례 33]

 자리가 아무 디나 나는 게 아니고 육지도 산이 있듯이 바다도 가면 산이 

있다. 여깃말로 여라고 한다. 여 굽으로 그물을 까는 거라. 여 굽을 잘 봐서 

잘 깔면 선장이 잘허는 거고. 또 물 조류도 잘 알아야 돼. 들물이라고 똑같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가고. 선장은 물을 잘 따랑 뗏마신디 

이쪽을 더 끌어가라 이쪽을 더 끌어가라 해서, 선장 허기가 힘듭니다.171)

(자리돔이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고 육지도 산이 있듯이 바다도 가면 산이 

있다. 여기 말로 여라고 한다. 여 아래쪽으로 그물을 까는 거야. 여 아래를 잘 

봐서 잘 깔면 선장이 잘하는 거고. 또 물 조류도 잘 알아야 돼. 밀물이라고 똑

같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가고. 선장은 물을 잘 따라서 전마

선 선원에게 이쪽을 더 끌어가라 이쪽을 더 끌어가라 해서, 선장 하기가 힘듭

니다.)

선장의 물때 판단력은 자리 어획과 직결된다. 선장은 우선 어군탐지기를 통해
서 자리 어장의 위치 확인, 자리떼의 이동 상황 등 어로 정황을 기기로 확인한
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민속지식을 발휘하여 어로 환경의 상황을 판
단한다. 조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원칙이나 어로 장소에 따라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리그물을 한번 벌이는 것은 노동력의 소모뿐만 아니
라 당일 자리 어획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장이 어장에서 위치를 잡으면 선원은 
보조선 2척에 각각 한 명씩 타고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펼친다.172) 그물을 내리
고 앉히는데 10여 분 이상 소요된다. 자리는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비켰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물 안으로 들게 된다.

171) 김○○(남, 1948년생), 대정읍 상모리, 2020. 10. 9. 면담조사. 김 씨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자릿배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172) 자리그물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펼쳐진다. 성인남자 기준으로 아랫변 20발, 높이 20발, 윗변 14
발이다. 아랫변은 본어선이고, 윗변은 보조선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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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4]

그물 한번 땡긴다는 것은 상당히 그, 밑에 있는 자리도 알아버려. 한두 번 

그물질하면 알아버려. 그리고 예를 들어 백마리가 나와서 놀던 여에서 오십마

리 딱 줄어버리면 뒷날 가면 안 나와. 어제께 내가 한 400킬로 떴어. 떴는데 

오늘 가지 말까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갔어. 그 장소에 가서 어탐을 이렇게 돌

려보니 꽤 나왔어. 그래서 벌여서 보니까 아니야. 야 이거 오지 말아야 할 장

소를 왔구나 해서 바로 땡겨서 다른 데 가서 해서 조금 못 잡았지. 한 150킬

로 잡았나.173) 

(그물 한 번 당긴다는 것은 상당히, 그 밑에 있는 자리돔도 알아. 한두 번 

그물질하면 알아버려. 그리고 예를 들어 100마리가 나와서 놀던 여에서 50마

리 딱 줄어버리면 뒷날 가면 안 나와. 어제 내가 한 400킬로그램 떴어. 떴는데 

오늘 가지 말까,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갔어. 그 장소에 가서 어군 탐지기를 이

렇게 돌려보니 꽤 나왔어. 그래서 벌여서 보니까 아니야. 야 이거 오지 말아야 

할 장소를 왔구나 해서 바로 당겨서 다른 데 가서 해서 조금 못 잡았지. 한 

150킬로그램 잡았나.)

물때는 자릿배의 출어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민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으면 출어하였다. ‘조금’뿐만 아니라 ‘사리’ 때도 어로 작업은 이어갔
다. 사리 때는 주로 밀물과 썰물이 서로 전환되는 사이에 자리그물을 놓는다. 그
러나 조류의 흐름이 빠른 탓에 자리그물은 한 번 이상 놓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조금에는 물결이 잔잔한 시간을 일정동안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어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놓고 당기기를 7~8회 정도 할 수 있다. 1회 자리 어획량은 대
략 40~50kg이며, 1일 총 자리어획량은 400~500kg 정도이다. 사실상 한 장소에
서 하루 조업량을 마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리의 어획량은 어장과 조류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진다.

[사례 35]

장소에 따라 틀리지. 물 조류에 따라 다르고. 물 조류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고. 그 아까 뒤어지라고 했잖아. 그 물로는 오래 갈 수도 있고. 들이도 초

물로부터 들이까지 가는 수도 있고, 조금에는. 그때는 뭐 한 열 번도 해. 일

고여덥 번은 해. 어제도 나 일고여덥 번은 했을 걸. 한 번 올리는 양 한 40킬

173) 강○남(남, 1947년생), 대정읍 하모리, 2020. 08.1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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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0킬로. 그래야 한 여덥 번 하면 400킬로 아냐. 어제껜 한 군데만 거려서 

와버렸지. 10시 반에. 거 재수 좋으면. 안 좋으면은 한 세 번 네 번 옮겨야지, 

찾아야지.174)

(장소에 따라 다르지. 물 조류에 따라 다르고. 물 조류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고. 그 아까 ‘뒤어지’라고 했잖아. 그 물로는 오래 갈 수도 있도 ‘들

이’도 ‘초물’에서 ‘들이’까지 가는 수도 있고, 조금에는 그때는 뭐 한 

열 번도 해. 일고여덟 번은 해. 어제도 일고여덟 번을 했을 거. 한 번 올리면 

양이 한 40킬로그램, 50킬로그램. 그래야 한 여덟 번 하면 400킬로그램 아냐. 

어제는 한 군데만 뜨고 와버렸지. 10시 반에. 그거 재수 좋으면. 안 좋으면 한 

세 번 네 번은 옮겨야지, 찾아야지.)

자리는 만조(滿潮)에서 간조(干潮)로 바뀌는 순간과 간조에서 만조로 바뀔 때 
어획률이 높다.175)모슬포의 어부들은 만조에서 간조로 바뀌는 그 사이를 ‘들
이’라고 한다. 간조에서 만조로 바뀌는 것은 ‘세기’라고 하였다. 자리 조업은 
새벽 4시에 나가서 정오쯤 들어오므로 대략 8시간 소요된다. 이 경우 어부는 어
업 현장에서 만조와 간조의 변화를 한번 접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여덟물이나 아
홉물인 사리 때는 만조와 간조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어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
다. 아홉물에 출어하여 두 번째 만조에 자리를 뜨면 오후 1시경에 항구에 도착한
다.

[사례 36]

만조 시에 잘 되지. 간조와 만조 시에. 예를 들어 가파도나 마라도 이런, 어

델 가도 만조가 딱 돼서 물 조류가 간조로 바뀔라 할 적에 막 만조에서 물이 

좀 약하게 가잖아요. 물이 바뀔라니까. 그때 잘 돼. 자리가 많이 잡혀요. 그리

고 간조. 물이 쎄게 썰물로 가다가 맥심이 다 되면 또 그게 약하잖아. 또 그때 

잘 잡히고.

만조 간조가 바뀌는 건 하루에 두 번 되는데 그니까 우리가 보는 건 한 번

밖에 못 봐. 두 번 보는 것은 사리 때. 여덟물 아홉물 이때는 아홉물날 만조를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 12시 넘어. 1시쯤 돼.176)

174) 강○남(남, 1947년생), 대정읍 하모리, 2020. 08.18., 필자 면담.
175) 밀물과 썰물은 각각 6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만조와 간조의 1회 주기는 대략 12시간이다. 만조

와 간조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바뀐다. 
176) 강○남(남, 1947년생), 대정읍 하모리, 2020. 08.1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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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 시에 잘 되지. 간조와 만조 시에. 예를 들어 가파도나 마라도 이런, 

어디를 가도 만조가 딱 돼서 물 조류가 바뀌려고 할 적에 막 만조에서 물이 

좀 약하게 가잖아요. 물이 바뀌려니까. 그때 잘 돼. 자리가 많이 잡혀요. 그리

고 간조. 물이 세게 썰물로 가다가 최고점에 이르면 또 그게 약하잖아. 또 그

때 잘 잡히고.

만조 간조가 바뀌는 건 하루에 두 번 되는데 그니까 우리가 보는 건 한 번

밖에 못 봐. 두 번 보는 것은 사리 때. 여덟물 아홉물 이때는 아홉물날 만조를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 12시 넘어. 1시쯤 돼.)

어부들은 여를 중심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리그물을 벌인다. 초
물에는177) 조류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그물을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밀물이 
점점 세어질수록 여 앞으로 자리그물을 펼치기 어렵다. 이때 어부들은 여 바로 
뒤의 장소를 이용한다. 밀물은 여 앞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
기 때문이다. 여의 뒷부분은 조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공간이 된다. 모슬포에서
는 이를 ‘뒤어지’라고 하였다. 

어부들은 어로 자원의 순환 생태원리를 인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리 어장을 
선점하였다. 자리 어장은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해거리를 한다고 믿는다. 여에 따
라서는 3년여 정도 간격을 두었다가 한꺼번에 자리가 날 때가 있다. 선장은 이러
한 자리 어장의 생태환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자리 어장에서 다른 
자릿배들의 어획률도 살펴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장은 자리 어장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지를 토대로 실제 어획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판단을 종합하여 자
리 어장을 선점한다. 선장의 판단과 결정은 하루의 조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는 물때를 이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멸치와 관련한 어법과 민속지식은 조천읍 함덕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함덕리 마을에서 멸치 어로는 ‘족바지(뜰채)’ 이용, 후릿그물, 방진망 어법
으로 이루어졌다. 함덕리 주민들은 원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원담에 가두어진 멸치를 
잡았다. 후릿그물 어업은 해안가나 바다가 사빈 또는 백사장이 이루어진 곳에서 행해

177) 여기서의 ‘초물’은 썰물에서 밀물로 전환되어 물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초기의 물’을 의미한
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은 약하게 시작하여 점점 세지면서 정점에 이르면 다시 밀물 또는 썰물로 
전환되기를 반복한다.  



- 109 -

지고 방진그물 어업은 백사장이 없어도 행해지는 어로 행위였다. 함덕리의 팔선진은 
후릿그물 어업을 펼쳤다.178) 따라서 함덕리 멸치 어로는 원담에서의 어로 방식과 모래
사장이 발달한 후릿그물 방식 두 가지가 주목된다. 

원의 면적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30~70평이다. ‘족바지(뜰채)’나 ‘대구덕(대바구
니)’으로 잡아 올렸다. 주로 원에서 잡혔던 어종은 ‘멜갈치(소형갈치)’, 감성돔, ‘따찌
(독가시치)’, 숭어, 멸치 등이다. 함덕리 마을의 원은 셋사시미, 큰사시미, 당뒤성창, 노
릿질, 도릿개, 1구포 등 연안 간조대(干潮帶)에서 자연적인 돌언덕 바위를 이용하여 
일부 돌담을 쌓아 만든 것이다.179)

함덕리는 멸치잡이 어업이 가장 활발하였다. 후릿그물 8통, 방진망 2통이 있었
다.180) 멸치후리기는 4월~10월에 이루어지고 6~7월 한여름에 집중된다. 멸치후리기
는 집단 어로이며 공동조직체로서 계를 조직한다. 공동출자, 공동어로, 공동분배를 받
는다. 이를 ‘그물접’ 또는 ‘그물제’라 한다.181) 

후릿그물어업의 대체어업으로 면사망에서 합성섬유제망의 출현으로 어구의 발달과 
어선의 동력화로 어군인 멸치 대상으로 분기초망이 발달하였다. 개별 어선인 분기초망
은 1970~1990년대까지 1포구, 당뒤포구, 고냉이선창에서는 7~10여 척 동력선인 분
기초망어업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멸치젓갈용으로 제주시수협에 위판되었으나 
점차 멸치를 건조하여 가락동 시장에 출하하였다.182)

과거 조천읍 함덕리에는 멜을 어획하기 위한 어로공동체 ‘팔선진(八旋陳)’ 조합이 조
직되었다. 함덕에서 멸치잡이 그물 지인망(持引網)이 시작된 시기는 1900년대 초로  
추정한다.183) 팔선진계에서 가장 먼저 꾸려진 계는 ‘큰그물’이다. 이후에 짝선진, 사선
진, 뒷개그물, 마늘여, 쌈판, 새뱃그물이며, 마지막으로 만든 ‘새선진’을 포함하여 8개 
조직이다. 선진(旋陳)은 멜떼를 몰아 에워싼다는 뜻이다.

178)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34쪽.
179)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39~640쪽.
180) 김은희 편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제3집 제4장(1911년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편찬), 일본  

  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122쪽.
181)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34쪽. ‘그물접’과 ‘그물제’는 ‘그물계’ 조직을 뜻하는 제

주어다. 
182)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35쪽.
183) 故 김○석에 따르면 1902년 한석봉 선생(1865년생)이 일본사람으로부터 멸치잡이 그물 지인망

(持引網)의 조망법과 조업법을 연수하여 제주에서는 함덕에서 처음으로 조망하고 멸치잡이를 시작
한 것이 팔선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이 글에서 팔선진에 대한 서술은 2012년 필자 면담조사 
및 김○석 씨가 정리한 자료의 일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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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진의 회원은 40여 명 내외로 여기에는 한 선진의 총책임자인 ‘도가’가 있고, 동
원책임자인 ‘소임(간사)’과 ‘해상’이라 해서 어둠 속에서도 어군을 탐색한 경험이 많은 
자를 책임자로 선정한다. ‘해상’은 지금의 ‘어로장’에 해당한다. 어획물의 분배는 한 주
당 1로 봤을 때 해상이 2, 소임이 1.5, 도가가 2.5의 비율로 나눈다. 그물 한 선진은 
그물과 기타 여러 잡비를 합하여 당시 삼천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당시 보리, 
좁쌀 한 되에 20원 정도였으니 선진을 꾸리는 것은 노동 외에도 일정 정도의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멜그물을 장만한 뒤에 그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종감을 빻아 감물로 염색하였
다. 당시 그물은 면사(綿絲)로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 6~7월에 토종 풋감을 이용하
였다. 토종감을 연자방아에 빻아 물을 조금 섞어서 감물을 들이고 말리는 작업을 통해 
그물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선진의 동원되는 수는 40여 명이며 감물을 직접 
들이는 조와 감물을 들인 그물을 널어 말리는 조로 역할을 나누어 작업하였다. 

함덕리 마을의 멸치어장은 ‘말둥이 동산’과 ‘중특굴’, ‘올련여’에서 ‘멜싹(멸치어군)’을 
볼 수 있었다. 해상의 지시가 오면 선창가 그물상자에 눌어놨던 그물을 본선 한 척에
만 싣고 다른 본선과 함께 불턱여에 있는 어장선 대기소에서 회원 30여 명은 두 개의 
본선에 나누어 타서 기다린다. 해상의 지시가 내려오면 한쪽 본선에 실은 그물을 다른 
한 배에 주데로부터 한불그물의 반까지 나누어 싣고 본선 두 척은 같이 붙여 멸치떼가 
있는 곳으로 간다.184) 본선은 동서쪽으로 나누어 ‘쌍네(두개의 노)’를 저어서 간다. 노 
하나에 2~3명이 맡아서 젓는다. 한불그물이 다 투망이 되면 본선마다 45도 각도로 육
지로 향해서 전속력으로 가다가 45도 각도를 줄이면서 육지쪽으로 직행한다. 본선이 
육지에 닿으면 재빨리 두 개의 닻을 모래사장에 박아놓고 주데 줄을 당겨서 호리통 닻 
걸이에 감으면서 그물을 육지에 당겨 붙인다.  

‘주데리기’ 노래와 같은 선소리와 후렴으로 줄을 당기며 감는다. 날개그물이 물에 
닿으면 빨리 본선의 닻을 빼고 본선은 바다로 나가고 30여 명의 회원으로서 손작업으
로 한발 한발 그물을 당겨 한불그물이 뭍에 닿게 되면 ‘알베리(밑줄)’를 물 위로 올려
서 완전 멸치를 호위하여 그물을 쪼이면서 멸치를 퍼낸다. 

184) ‘주데’는 그물 양 옆에 각각 연결한 줄로 멸치 잡이 그물에 주데 길이는 약 100m 정도 되었다. 
‘한불그물’은 넓은 멸치 그물 가운데 중앙 부분을 가리키며, 대개 길이 16m, 넓이 6m이다.(함덕
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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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는 구덕으로 퍼내는데 많으면 10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멸치 어획량이 적은 
경우 본선 2척에 싣고 선창(포구)에 와서 나누었다. 50여 훼185) 이상이 될 때는 모래
판에 퍼내는데 작업 시간이 길어질 경우 회원들은 노래를 부르는 등 노동과 함께 놀이
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멸치는 회원 가족들이 가지고 온 그릇에 공평하게 나누어준
다. 나머지 회원은 그물을 모래밭에 널어서 말리고 훼손된 그물을 그물 바늘로 꿰어 
수리하여 그물상자리에 보관하였다. 

(3)생태환경과 민속지식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보름물때와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인지하고 있다. 자리 

어로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그물을 벌이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선장은 그물을 
벌이고 거두는 때를 빠르게 결정하여 선원에게 작업 지시를 내려야 한다. 보통 
‘세물’부터는 그물을 벌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어민들은 계절에 따른 바닷물의 변화와 특성을 인지하였다. 어민들은 ‘봄물’과 
‘가을물’을 구분하였다. 3월 보름 물때가 지나면 ‘봄물’이라고 인식하고, 백중사
리186)이후는 ‘가을물’이라고 인지하였다. 또한 바닷물의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
하여 인식하였다. 윗물과 아랫물은 달리 ‘겉물’과 ‘속물’이라고도 하였다. 

어민들은 특정 시기에는 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봄과 가을에
는 바닷물의 겉과 속의 조수의 흐름이 일치한다. 그러나 봄물과 가을물 사이, 즉 
5월 장마에서 7월 백중사리까지는 바다의 ‘겉물’과 ‘속물’은 역방향으로 흐른다고 
인식하였다. 이때 바닷물의 표면과 이면의 수온은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자리는 그 표면과 이면이 맞닿아 있는 경계에 위치한다고 인지하였다. 
어민들은 축적된 민속지식을 토대로 바닷물의 겉과 속의 흐름을 인지하여 그물
을 펼쳤다. 

[사례 37]

여기도 봄, 가을에는 물이 일정해. 이렇게 가면은 속물도 이렇게 가고 겉물

185) ‘훼’는 어획한 멜을 나누는 데 쓰였던 도구이다. 7푼 정도의 판자로 손잡이 가로세로 1m짜리 
사각형 밑바닥을 막은 큰됫박인데 좌우 양옆으로 2m 길이의 굵은 손잡이 나무를 붙여서 양쪽에 
사람이 서서 다른 그릇에 비워주게 만들었다.(함덕리,함덕향토지, 함덕리, 2017, 643쪽.)

186) 백중사리는 ‘백중’과 ‘사리’의 합성어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을 전후한 사리 때 해면이 가장 
높다고 해서 백중사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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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렇게 가고 똑같이 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물이 잤구나!’ 해서 

이제 부위를 태워봐. 부위를 자리 나온 곳을 딱 태와보면은 아 물조류가 맞겠

다 싶어서 이렇게 딱 벌여서, 그물을 앉혀서 자리를 잡는데. 5월 장마철 지금 

백중사리까지는, 5월 장마에서 7월말 까지는 완전히 우알 틀려. 그러니까 봄에 

한번 3월 보름물찌, 백중사리 이게 가을물로 바뀌는 거거든. 가을물로 바뀌어

서 겨울에 와서 겨울물로, 봄물로 바뀌는 것은 3월 보름물찌가 후에 바뀌어. 

두 달, 석달은 물이 잘 가. 위알로 안 틀리고. 5월 장마부터 7월 백중사리까지

는 또 계속 물이 틀어져. 그리고 그 온도 차도 많이 나. 아까는 이렇게 간다 

했잖아(윗물 아랫물 정반대일 때). 그 온도 차도 많아. 지금 아마 바다에 가서 

어느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수심 깊이 놓고 한 20, 25미터에 놓고 수온 보고, 

올려서 한 10미터에서 수온 딱 보면은 틀릴 걸. 그래서 어떤 땐 보면은 그쪽

으로 자릴 딱 떠. 그 사이로. 아랫물 틀린 물과 위엣물 그 사이로 뜬다고. 온

도 맞으니까 그렇게 뜨는 모양이야.187) 

어민들은 육지에 사계절이 있듯이 그들의 생업환경인 바다에서도 계절적 감각
을 동원하여 바닷물을 구분하고 있다. 봄물과 가을물, 겨울물 등으로 구분하여 
물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인지하였다. 또 
바닷물의 수온 차가 있을 때 자리가 분포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자리그물을 놓았
다. 

선장은 물때와 어장, 바람 등에 대한 민속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특히 
물때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건이다. 어부
들은 물때를 확인하기 위해 밥알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물의 흐름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어부들은 어로 작업 수행에 있어 물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
고 있는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사례 38]

물때 잘못돼서 그물 방향을 거꾸로 꽂는 사람도 잇입니다, 가끔. 겐디 지금

은 그런 식이 안 헙니다만은 옛날엔 물때 몰라서 밥해서 밥방울도 던져보고 

밥도 던져보고 다른 것도 던져봐서 물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헙니다. 지금은 

선장들이 젊고 다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물이라는 게 들물이면 들물로 쭉 가느냐 썰물이면 썰물로 딱 가느냐, 

바당물은 절대 아니. 들물은 영(서쪽) 가고 썰물은 영(동쪽) 옵주게. 게민 가파

187) 강○남(남, 1947년생), 대정읍 하모리, 2020. 08. 18., 필자 면담.



- 113 -

도 같은 데는 뒤에지물이렌 헤근에 저 넙개 받아져불민 물이 거꾸로 가. 넙개, 

이 가파도도 물이 거꾸로 가불어. 들물인데 영 갈 례인데 영 가분다니까. 우

리 또 가람이엔 헤근에 가운뎃물이렌 헤근에 또 안터레 박아불 때가 있고. 거

난 물때는 가파도 사람들이 그물칠허면서 그거를 맨날 그물 걷고 땡기고 헤나

니까 그거를 물때를 아는데 우리 같은 처음 가는 사람은 몰라. 들물은 쭉 가

카부덴, 절대 아니.188)  

 물의 흐름은 원칙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들물과 썰물의 방향은 대체로 일
정하나 가파도의 사례처럼 특정 장소에서는 물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면담 내
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어장에서의 어로 경험이 없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
이 연출되는 것이다. 

[사례 39]

 가파도 섬이 저렇지만 바다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어느 섬 

못지 않게 넓어. 저렇게 넓은 섬이 내가 생각해도 드물어. 섬은 다 이렇게 되

잖아요.(가운데 봉긋 솟고 경사지듯 내려온 모양을 가리킴) 이 가에만 육지나 

통상적으로 보면 섬은 이렇게 생겨서 산에 생겨서 그 산굽까지는 바위가 있어

요. 그 나머지는 펄이나 모래예요. 그런데 가파도는 안 그래. 가파도는 평지잖

아요. 평지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굽, 가) 가파도 넓이만큼 더 바위들이 

있어요.189)

일반적으로 섬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경사진 모양을 이루며, 가장자리에서 뚝 
떨어져 절벽으로 되어 있다. 절벽 주위에는 큰바위들이 있지만 보통 펄이나 모래
밭으로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가파도는 편평한 섬이지만 섬의 가장자리에서 뻗은 
암석 해안이 넓게 형성되었다. 돌바다는 자리, 전복, 소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어로 활동이 활발하다.    

한편 과거 전통 떼배인 ‘테우’를 이용한 어로 활동에는 ‘가늠’이 중요하였다. 육
상의 큰 나무나 바위, 섬의 특정 부분, 뱃머리 등을 지표로 삼아 어장의 위치를 
어림잡았다. 이를 ‘가늠’이라고 한다. 어장을 선점하는 것은 어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 김○○(남, 1948년생),대정읍 상모3리, 2020. 10. 9., 필자 면담. 김씨는 동운호 선원이다. 1975

년도부터 자릿배에 선원으로 일을 하였다. 
189) 강○남(남, 1947년생),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020. 8. 18.,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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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은 선장의 자격 요건이다. 선원은 어로 작업에 참여하면서 선장에게 가늠 
요령을 배운다. 선장과 선원은 대개 가족과 친척, 이웃 관계로 자연스럽게 경험 
지식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선원의 오랜 어로 경력이 곧 가늠의 실력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가늠’은 어로 장소에 따라 기준점이 바뀌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190)   

가늠은 원칙적으로 두 지표물과 자리 어장의 지점이 직각이 되는 형태로 예측
한다. 현장에 따라서 직각이 어려우면 직각보다 좁게 두어 자리 어장의 위치를 
파악한다. 상황에 따라서 지표물 외에도 선체의 앞뒤, 돛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
였다. 

어부들은 동력선 자릿배를 운영하면서 여러 기계를 장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GPS를 장착한 어선과 ‘가늠’으로 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
다. 선장들은 기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어로 작업을 이어갔다. GPS191), 어군탐
지기((魚群探知器)를 이용하여 어장을 찾는다. 요즘은 최신식 소나(SONAR)를 
추가로 장착하고 있다. 초음파를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음파를 통해 해저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측정 장치이다.   

현재 어부들은 어선과 어구의 기계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가늠’과 관련된 민속지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설령 어민들이 ‘가늠’과 관련된 지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어로 작
업 현장에서 응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지표물로 삼
았던 대상이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도 ‘가늠’에 관한 민속지식이 단절되는 데 
한몫한다. 

190) 선장이 되는 요건이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 선장 필수 능력으로 ‘가늠’을 꼽았다. 과거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선을 공동 소유하여 선장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 역시 ‘가늠’ 능력
은 크게 작용하였다. 자리밧의 선점은 자리 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과도 같기 때문
이다.  

191)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줄임말로 위성항법장치(衛星抗法裝置)이다. 미국의 군
대용으로 개발된 것이 민간용으로 보급되면서 어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큰 외항선을 중심으
로 GPS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소형 어선도 모두 GPS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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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의 운영

어부는 해녀공동체와 달리 개별 어로 활동의 경우가 많다. 과거 어부의 어로 활동은 
제약적인 요건이 여럿 있었다. 대표적으로 어로 도구의 마련 방식과 어획물의 판매 방
식이다. 어로 도구는 어부가 직접 재료를 마련하여 제작하였다. 어부의 어획물은 가정
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이웃이나 중산간 마을에 직접 팔러 다녔다. 이러한 사정으로 어
부들은 주로 개별적으로 어획 활동을 하였다.

제주는 대체로 암초가 바닷속까지 넓게 분포하여 여가 발달하였다. 조천읍 바다에도 
여가 발달하여 해산물이 풍부한 편이다. 과거에 어부는 ‘테우’를 주로 이용하여 연안어
장에서 자리 어로 활동을 벌였다. 자리 어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남성 1~2명이 사
둘로 자리를 떴다. 그 외 옥돔, 갈치, 오징어잡이도 낚시를 이용하여 개개인별로 어로 
활동을 벌였다. 

어부의 활동 가운데 어로공동체가 형성된 어로 행위는 멸치잡이다. 멸치잡이 가운데 
원담에서 어로 행위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었다. 마을 주민 누구나 멸치를 자유롭
게 잡을 수 있었다. 대신 원담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데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
하였다. 

이와 견주어 후릿그물 어업의 어로공동체는 그물계를 조직하였다. 앞에서 서술하였듯
이 함덕리 마을의 팔선진계가 대표적이다. 팔선진조합은 함덕의 넓은 모래사장에서 멸
치 어로를 하기 위한 8개의 그물계의 조직이다. 북촌과 같이 모래사장이 없는 마을에
서도 그물계를 조직하여 함덕 멸치 어장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멸치 어로 공동체는 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8개의 그물계는 순차적으로 멸치 
어로의 기회를 차지하였다. 함덕리 어장에서 멸치 어로는 1948년 제주 4.3사건 직전
까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함덕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데 기반
이 되었다.192)

조천읍 신흥리의 방진그물 공동 어로 조직망은 ‘묵은 그물접’과 ‘새 그물접’이 있었
다. 방진터가 바로 후릿그물 터이다. 이 마을에서는 후릿그물을 방진그물이라 하였다. 
192) 함덕리, 咸德鄕土誌, 함덕리, 2017, 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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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에 차례가 정해지면 그물을 드리우거나 못 드리우는 것에 관계없이 멸치 어로를 
하루씩 바꾼다.193)

1900년 멸치의 일본 수출과 함께 어장이 개발되었고 방진망(防陳網)과 같은 개량된 
어구가 등장하였다. 1911년 제주 수산물 생산량 400만 근 중 멸치 생산량이 310만 
근으로 제주 수산물 총생산량의 78%가 멸치였다. 이 가운데 제주도 동부 지역인 표
선, 월정, 함덕 등지가 최고의 멸치어장으로 알려졌다.194)

따라서 제주도 어부공동체는 멸치 어로에서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멸치 어로는 
그물을 마련하고 후릿그물 어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물계
는 그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어획물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바닷가에 그물살레를 마련하여 보관하였다.195) 

2) 어로의 민속지식 전수

어로 민속지식은 어부가 어로 활동 과정에서 깨닫고 익힌다. 어부는 어로 활동을 하
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업자원의 생태성, 바다밭, 물때, 바람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이
는 해녀가 물질 행위에서 인지하는 민속지식과 마찬가지다. 바다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생업활동에서 필수적인 민속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부는 해녀와 견주어 
어로 대상의 특성이 큰 차이가 있다. 어부는 이동성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어로 활동
을 하므로 자원의 분포 위치뿐만 아니라 어로 도구의 이용과 기술에 대한 민속지식이 
중요하였다. 

어로 민속지식의 전승은 개별어로와 공동어로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부
들은 개별적으로 어로 활동을 벌인다. 과거 어부들은 전통배인 테우를 이용하였다. 대
개 가족구성원 가운데 남자 1~2명이 함께 어로를 하였다. 이때 어로 민속지식은 선장
과 선원의 역할을 맡은 구성원이 협업 과정에서 민속지식은 전승된다. 특히 가늠과 같
은 민속지식은 학습과 동시에 감각적으로 세심한 민속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어부들 
사이에 ‘선장은 선원의 오랜 경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러한 사정을 대변한다. 

193) 고광민, 제주도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214~215쪽.
194) 함덕리 팔선진조합은 후릿그물 어업으로 멸치 어로가 이루어졌다. (김수희, 근대의 멸치, 제국

의 멸치, 아키넷, 2015, 150쪽.) 
195) 그물살레는 그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이르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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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업자원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선
장뿐만 아니라 선원도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또 어로 대상에 어로 장소, 물때, 
바람, 어로 도구의 이용과 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부들은 대개 선장과 선
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선원은 원칙적으로 선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선장은 이
러한 어로 민속지식을 바탕으로 선원과 협업하게 된다. 이때 선원은 자신이 맡은 역할
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깨닫는다. 또 선장의 지휘에 따르거나 간접 경험을 통해 민속
지식을 익히기도 한다. 

어부의 어로 민속지식은 개별어로에서 선장이 선원에게 직접적인 조업을 이루는 과
정에서 전수된다. 또는 과거에는 어민들이 어획물을 자급자족 하거나 물물교환의 거래
로 소비되는 수준이었다. 이는 어로 행위에 참여 구성원을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통배인 ‘테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었다. 

선장은 조업에 적절한 장소를 정하고 실질적인 어획 활동의 지휘를 맡기 때문에 가
늠에 관한 지식은 반드시 인지가 필요하였다. 과거에는 전통배인 테우를 이용한 어로 
활동은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어부의 어획물이 환금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은 전문적으로 바닷일을 하는 선원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에 남성이 함께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때 선원은 선장이 가늠하는 기준
과 방법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그러나 선원이 각 어로 장소와 가늠의 위치점을 스스
로 잘 파악하여야 향후 독립적인 선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선장은 선원의 경력 
여부보다는 가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실제 어로 장소를 잘 찾는 자격이 우선시되
었다. 

어부가 어로 장소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때’이다. 물때는 바다 
환경에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지식이다. 과거에는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어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로 장소의 경우 일부는 해마다 어획하는 장소가 된다. 어부도 하
루에 두 번 바뀌는 밀물과 썰물을 인지하고 보름 물때의 조금과 사리를 구분한다. 어
부는 배가 나가기 전에 썰물이 되면 배를 미리 바다 쪽으로 꺼내놓는다. 보름 물때의 
웨살은 배의 출항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어로 장소에서 조업을 할 때 조류에 따라 
그물을 놓는 것이 쉽지 않고, 그물을 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획
에 어려움이 있다.

 지형의 특징과 거리 기준은 어종을 통해서 파악했다. 예를 들면 자리는 여를 기준 



- 118 -

삼아 그물을 놓는 것으로 그물이 여 위로 올라가서는 자리를 어획하기 어렵다. 특히 
자리가 오고 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어종과 지형의 위치를 눈에 다 보이듯 그림
을 그린다. 어부가 바다밭을 나누고 인지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터득한다. 대체적으로 
어부는 바다밭을 ‘갯가, 걸바당, 펄바당’으로 나눈다. 다만 개별적인 각각 어부들의 표
현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함덕리 김○흥 씨는 ‘디, 바
위, 펄바당’ 방식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한편 어로공동체 구성원 간 어로 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업 의례의 양상도 
민속지식의 산물이다. 후릿그물을 이용한 멸치 어로와 같이 어부공동체인 ‘그물계’가 
조직된 경우 생업공동체 의례에 참여과정에서 민속지식은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물코’란 일명 ‘멜굿’이라 하는 굿으로서 해안마을 중 모래사장이 있는 마을에서 멸치
잡이의 풍어를 비는 굿이다. 

함덕리는 멸치 어로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 ‘멜코사’ 또는 ‘멜굿’이
라 불리는 공동체 생업의례를 거행하였다. 함덕리 멸치 어로공동체는 대풍제인 ‘멜굿’
을 윤달이 드는 해에 백중절기가 넘어서 3일 동안 치렀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돼지 2마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한 마리는 그대로 제단에 올리고 한 마리는 삶아서 
다른 제물들과 같이 썼다. ‘멜굿’의 첫째 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과 ‘해용왕맞이 
해용궁 참봉맞이’를 하였다. ‘도릿개’와 ‘관콧’에서 노는 ‘참봉’(도깨비)를 모셔오고, 
‘셋사시미’, ‘멜굿여’, ‘모살’에서 노는 ‘참봉’(도깨비)들을 모셔온다. 마지막으로 ‘모끝 
돼지통’(함덕과 북촌 경계)에 가서 ‘다리여’에서 놀던 참봉들을 모셔다가 ‘중특굴’(지금 
함덕해수욕장 서우제단 자리)에 웅장한 제단을 차린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참봉놀이’
라 해서 도깨비로 변장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어울려 마당놀이 한판이 벌어진다. ‘멜
굿’이라는 대풍어제는 ‘풍어 기원 및 폐제’라는 ‘맞임굿’으로 끝낸다.196) 

현재 멸치 어로는 전해지고 있으나 개별어로로 전환되었다. 다른 어로 행위와 마찬가
지로 선장이 선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후릿그물 어업이 사라지고 그물계도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멸치 어로의 작업 방식이 전환되면서 어로공동체의 생업문화가 바뀐 
사례이다. 나아가 생업활동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민속문화와 민속지식이 단절되는 계
기가 되었다. 

196) 故김○석(남, 미확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2년 필자 면담 조사 및 김○석 씨가 정리해둔 
자료를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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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어로 활동의 환경변화는 생태환경과 사회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다 생태계는 일정한 장소에서 생물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순환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바다 생태계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어종의 이동이나 바다의 갯녹
음, 특정 자원의 멸종 등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민들
의 생업대상 자원의 감소 및 고갈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어민들은 생태환경과 사회여건에 따라 생업자원의 대상이 바뀌거나 동일한 생업자원
이라 하더라도 어로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생업대상 자원의 감소, 생업주체인 해녀
와 어부의 감소, 어로 도구와 기술의 개발, 어획물의 유통 환경의 상황, 소비 성향은 
어로 문화 형성의 영향을 미친다.  

어민들은 생업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인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해 민속지식을 재구성한다. 민속지식은 생업활동의 지속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
다. 

1) 생태환경의 변화

마을 어장은 갯녹음 현상과 기후변화, 바다오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불
가피하다.197) 이로 인해 암반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해조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
나 이는 단순히 해조류의 특정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복과 소라 등의 패류는 해

197) 갯녹음은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
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기존 제주 바다
에 적응하였던 자리돔, 방어 등이 북상하여 서식한다. 최근에는 육지의 오염물이 빗물 등으로 바
다에까지 유입되면서 바다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조천읍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전 
해안에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산물의 서식을 방해한다. 어민들에게 생업자원의 감소는 
경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된 생업민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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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패류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다의 환
경변화와 생물은 상호작용하므로 바다생태계가 위협받는 셈이다. 

도내 적조현상 플랑크톤 탓198)

최근 본도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현상은 불볕더위로 수온이 오르면서 편조류 녹조류 등 플랑
크톤의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주연안 어류 40%는 아열대종199)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잡은 자망어업 
어획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가 28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의 1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농어업 기후변화 피해, 총체적 대응을200)

어업은 고수온으로 어족자원 고갈에다 중국 저염분수 제주 유입, 토종어종인 방어, 자리돔, 
한치 등의 남해와 동해로의 이동과 아열대 어종 증가로 어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지 오래다.

위의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 바다의 고수온 현상은 1990년부터 이미 제기되었다. 이
후 오늘날까지 바다의 수온 상승을 주시하고 있으며 고수온 현상으로 아열대 어종 증
가, 어족자원의 고갈과 일부 어종의 북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강한 태풍과 같이 일시적인 기후 현상도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1986년 
제주시수협과 성산, 한림수협의 일부 공동어장에서 자라고 있는 톳이 원인 모르게 검
게 변하면서 죽었다. 이는 톳 발아기인 지난 8월과 10월 사이에 있었던 집중폭우와 태
풍으로 톳 뿌리가 탈락된 탓으로 원인이 밝혀졌다.201)  

해녀공동체는 수온 상승을 체감한다. 고무 잠수복의 최대 장점은 추위를 방지하여 장
시간 물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 수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온도에 민감
한 해녀들이 얇은 고무 잠수복을 선호한다. 해녀들이 처음 착용하였던 고무 잠수복의 
두께는 6mm였다. 그러나 현재는 해녀들은 거의 3~4mm로 얇은 고무 잠수복을 입는 

198) 한라일보, 1990년 8월 8일자.
199) 제주일보, 2010년 10월 6일자.
200) 한라일보, 2022년 7월 19일자.
201) ｢톳 죽은 원인은 태풍으로 뿌리 탈락 때문｣, 제주신문, 1986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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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202) 
제주도 바다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감태와 같은 해조류는 점점 사라지고 아열대에 서

식하는 산호초와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의 중요한 먹이이
다. 감태는 직접적인 판매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복과 소라의 생장을 위해서 필요
한 자원이다. 톳, 우뭇가사리, 모자반의 경우도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는 해조류이다.  
어민들은 어로 자원의 감소 및 고갈의 문제, 어종의 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였다.

한편 해산물 양식이라는 현대적인 생태환경의 조성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미역이 
현대적인 해산물 양식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과거에 제주에서 미역은 최
고의 환금작물이었다. 제주도에는 ‘ 나민 도세기 잡앙 잔치곡 아들 나민 발질로 조
롬팍 찬다.’는 속담이 있다. 해안마을에서 성장한 여자 아이는 대개 물질을 배워 일찍
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해녀가 미역 채취로 인한 수입은 2~3년 모아
서 밭을 구입했다고 할 정도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해녀의 경제활동이 해안마
을의 경제적인 성장에 영향이 미쳤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해녀공동체는 미역의 환금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역 채취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음력 3월 미역 해경(解警)은 일정 기간 미역의 채취를 금지하던 것이 해제되
는 날로 해녀들은 빠짐없이 물에 들었다. 물질을 곧 시작한 애기 해녀(초보 해녀)부터 
고령의 해녀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물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해녀까지 모두 참석
하였다. 이를 ‘고망녜’(‘구멍潛女’)203)라고 일렀다.

제주도 해녀공동체의 물질 목적은 미역을 채취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립수산진흥원은 1960년대 미역 양식을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1970년대 미
역 양식은 동해안에서 완도 등의 서남해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양식 미역의 생산이 급
증하면서 미역 시장을 거의 차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주 해녀공동체의 미역채취 작
업은 시들해졌다. 

20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라잠수복’ 운영 대표 이성인 씨와 성산읍 온평리 해녀 김명자 씨의 
대화 내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온도에 민감한 선배 해녀들이 기존
보다 고무잠수복을 얇게 하는 것에서 바다 수온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KBS제주 개국 
72주년 다큐멘터리, ｢제주 기후위기 보고서 ‘민둥바당’｣(2022. 11. 23.)   

203) 김영돈은 ‘고망녜’는 집구멍에 일 년 내내 숨어서 밭일쯤 치르다가 느닷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潛女‘라는 애교어린 표현이라고 하였다. (김영돈,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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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환경의 변화

제주도 어민들은 전업 어업인보다는 반농반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농업
은 생존을 위한 필수 생업이었다. 이와 견주어 어로 활동은 어로 기술이 발달하고 유
통구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해녀의 물질 
환경과 어부의 어로 환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해녀 ‘물질’의 환경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전환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
년대에는 전통방식의 농어업에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받아들여 전환되는 시기였다. 
생산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시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요구되었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해녀의 물질환경에도 영향을 미쳤
다. 해녀의 물질 환경에 영향을 준 사회적 변화의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
다.

첫째, 해녀의 잠수복이 ‘속곳’에서 고무 잠수복으로 바뀌었다. 제주도 해녀의 잠수복
은 무명천을 재료로 만든 옷으로 ‘속곳’, ‘소중이’, ‘소중기’, ‘물옷’ 등으로 불렀다. 해녀
복은 크게 ‘속곳’과 ‘물적삼’, ‘까부리’로 구성되었다. ‘속곳’은 원피스형 옷으로 옆으로 
매듭이 있어 품을 조절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어깨끈을 달아매어 옷을 입고 벗기 편
하게 만들어졌다. ‘속곳’ 위에는 ‘물적삼’이라고 하여 저고리 형태의 옷을 위에 걸친다. 
머리에는 ‘까부리’, ‘물수건’이라고 하는 귀를 덮는 모자를 제작하여 썼다. 물에 들어가
면 바로 젖고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무척 취약하였다. 해녀들은 이를 대비해서 물질을 
갈 때는 ‘속곳’을 한두 벌 여유있게 챙기고 불턱에서 갈아입으면서 물질을 하였다. 

제주도 해녀들은 1970년 전후로 고무 잠수복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가
족이나 친척 가운데 고무 잠수복을 고향에 보내주는 일이 더러 있었다. 

[사례 40]

일본 오레비덜 사난 이젠 고무옷을,“누님 경 얼게 닥닥 털지 마랑 고무옷 

입엉 헙서.”고무옷을 헤다 준 거라. 헤다 주난 입젠 허난 막 우리덜 고무옷 

입엉 저 뻰뻰헌 연철 차곡 헹 누게 죽일 일 잇수겐 막 못 입게 헤낫주게. 연

철을 보민 겁 낭. 이제난 그냥 무시거 헌 디. 라앚일 셍각허멍. 경 헹 이 연

철 창 사람 죽일 일 잇수겐. 경 헹 허멍 막 못 입게. 경 헤신디 이젠 딴 을

에서도  입어가난 다 입게 뒛주. 그떼 고무옷 잘도 빗나낫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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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생들 사니까 이젠 고무옷을, “누님 그렇게 춥게 닥닥 떨지 말고 고

무옷 입어서 하세요.”고무옷을 해서 준 거야. 해서 주니까 입으려고 하니까 

마구 우리들 고무옷 입어서 저 무거운 연철 차고 해서 누구 죽일 일 있냐고 

마구 못 입게 했었지. 연철을 보면 겁 나서. 이제니까 그냥 무시거 한데. 가라

앉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연철 차서 사람 죽일 일 있냐고. 그렇게 해

서 하면서 마구 못 입게. 그렇게 했는데 이젠 단 마을에서도 차차차차 입어가

니까 다 입게 됐지. 그때 고무옷 아주 비쌌어.)

위의 사례는 조천읍 함덕리 해녀 김○희 씨가 고무 잠수복과 관련하여 제보한 
내용이다. 김씨가 고무 잠수복을 받았으며, 2022년 기준 50년 전 일이다.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이 보내준 고무 잠수복은 연철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다. 당시 김
씨뿐만 아니라 해녀들은 연철을 허리에 달아맬 경우 그 무게로 가라앉아서 목숨
이 위험할 거라는 두려움에 고무 잠수복 입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다가 다른 마을
에서도 고무 잠수복을 입기 시작하는 생업공동체 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도 함
덕리에서도 고무 잠수복을 입었다. 당시 고무 잠수복의 값은 비싼 편이었다.  

제주도 해녀공동체는 고무 잠수복을 가리켜 ‘고무옷’이라 불렀다. 잠수복의 재
질이 합성고무(neoprene)의 일종인 탓이다. 고무 잠수복의 최대 장점은 추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과거 해녀들은 추운 겨울에도 해삼이나 미역 등의 물
질을 쉬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고통이 심하였다. 속곳을 입고 물질
을 하였던 해녀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입술이 파래지고 덜덜 떨거나 밖으로 
기어나오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차가운 물속에서 물건에 욕심을 내
다 몸이 얼어 오그라져 죽는 일도 있었다. 

해녀공동체가 전통방식의 해녀복에서 새로운 고무 잠수복을 도입하는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해녀가 물에 들기 위한 복장은 ‘속곳’을 입고 머리수건을 
쓴 뒤 허리에 ‘빗창’을 차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은 일체형 옷을 
입고 물 아래로 내려가기 수월하도록 허리에 연철을 달아매었다. 이는 합성고무 
재질로 부력이 생기는 것에 대응하여 취하는 방법이다. 

204) 김○희(여, 1938년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2. 3. 20.,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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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협 해녀, 스폰지 잠수복으로 바꾸기로205)

제주어협 산지어촌계에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해녀들의 잠수복을 스폰지 잠수복(시

가 개당 2만 3000원)으로 대체한다. 26일 양치용 산지어촌계장은 총 171명의 해녀 

가운데 80명이 현재 스폰지 잠수복을 착용하여 최고 9m 깊이에서 작업하던 것이 

15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작업능률은 해녀 한 사람이 종전 해녀의 10명분을 해낼 

수 있으며, 수중작업시간도 종전에는 최고 1분이 고작이던 것이 2분 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 산지어촌계는 1971년에 이미 고무 잠수복을 입은 해녀가 공동체의 50% 가
까이 되고 있다. 고무 잠수복의 착용으로 해녀는 수중 잠수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수
중작업시간도 두 배 가량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작업능률은 종전보다 10배 정도로 높다
고 평가하고 있다. 

해녀가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물질 활동에 전환점이 되었다. 고무 잠
수복의 기능은 추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녀는 계절에 따른 자원을 채
취하기 위해 겨울에도 물질 작업을 이어갔다. 해녀는 천으로 만든 ‘속곳’을 입을 
때는 물에 드는 순간 젖어서 몸에 달라붙기 때문에 추위를 쉽게 느꼈다. 해녀들
은 언몸을 녹이기 위해 밖으로 나와 불턱에서 옷을 갈아입고 불을 쬐는 등 시간 
소비가 많았다. 고무 잠수복 착용 이후 해녀는 한번 물에 들면 4~5시간씩 물질
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녀들은 고무 잠수복 도입과 관련하여 공동체 구성원 내 새로운 갈등
과 문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무 잠수복은 개별적으로 마련하였다. 고무 잠수복
을 구입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
이는 데에는 개별적인 격차가 있었다.  

 잠수복 入漁紛爭 – 歸德 10명 外 백 여명 못 갖춰206)

현재 이 마을 10여명 해녀가 잠수복을 착용하고 나머지 1백여 명이 잠수복이 없

는 채 조업을 하고 있다.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보온 등 제반여건이 재래방법보다 

약 배(倍)가량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수확물도 불착용 해녀들에 비해 1

205) 제주신문, 1971년 4월 28자.
206) 제주신문, 1972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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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도 많은 양. 여기 잠수복 없는 1백여 해녀들이 불만이 있다. 첫 발단은 지난 

3월 8일 이들 잠수복 없는 해녀들이 道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잠수복 착용을 못하

게 해달라’는 진정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당국은 조업방법 개선으로 수확량이 많은 

게 무엇이 나쁜가 진단을 하면서도 과도기의 이런 현상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었

다.(이하 생략)

1972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해녀공동체가 고무 잠수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갈등 사례이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해녀가 고무 잠수복을 착용으로써 어획량이 증가
하였다는 것이다. 고무 잠수복은 장시간 동안 물질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어획량이 많
아졌기 때문이다. 

해녀공동체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바다밭에서 생업활동을 벌인다. 해녀는 일정한 구역
에서 개인의 물질 기량을 발휘하여 자원을 채취한다. 그러나 해녀들이 고무 잠수복의 
착용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물질 조건의 형평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
식은 동일한 생업현장에서 물질하는 해녀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형평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녀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 즉 호흡의 차이, 물질 작업에 참여횟
수, 해녀 개인의 ‘머정’에 따른 차이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머정’은 해녀 개인의 운이
나 재수와 같은 것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해녀공동체
는 자연적인 조건의 차이는 인정하나, 인위적인 조건은 공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 
제시한 해녀의 사례를 통해 해녀는 물질하기에 좋은 신체적 조건과 ‘머정’은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 41]

숨에 맞추앙 내려가주. 숨에 맞추앙 려강 숨 진 사름은 하영 강 물 알에 

강 헤오곡, 숨 른 사름은 가당 보민 숨 르민 구젱기가 하영 잇어도 하나

벳기 못 앗앙 올라오는 거. 또 줏엉은 숨 뽓당 숨 창 못 헤여. 

타고난 운명이라. 숨 진 사름 잇곡 숨 른 사름 잇곡. 숨 른 사름은 지픈 

디 못 허주게. 서너니번 허우여사 물 알에 갈 거난. 오리발 안 신은 뗀 그냥 

서너니번 허울령 가민 숨 른 사름은 강 들어강 보민 그거 하나벳기 못 앗앙 

와. 또 나왕 또 숨비엉 강 앗앙 왓아주. 게난 숨 진 사름은 상군이주.

난 숨이, 나도 경 르진 안 헤도 지픈 디도 허긴 허는디 머정이 엇엉 셍복

은 못 떼 낫어. 어떵 허당 하나 봐지민 이멘이 헌 거.207)

207) 이○자(여,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22. 10. 9.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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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에 맞추어서 내려가지. 숨에 맞추어서 내려가서 숨 긴 사람은 많이 가서 

물 아래 가서 해오고, 숨 짧은 사람은 가다가 보면 숨 짧으면 소라가 많이 있

어도 하나밖에 못 가져서 올라오는 거. 또 주워서는 숨 짧아서 숨 차서 못 해.

타고난 운명이야. 숨 긴 사람 있고 숨 짧은 사람 있고. 숨 짧은 사람으느 깊

은 데 못 하지. 세네번 헤엄쳐야 물 아래 갈 거니까. 오리발 안 신을 때는 그

냥 세네번 헤엄쳐 가면 숨 짧은 사람은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거 하나밖에 못 

가져서 와. 또 나와서 또 숨을 참고 들어가서 가져서 와야지. 그러니까 숨 긴 

사람은 상군이지.

난 숨이, 나도 그렇게 짧진 안 해도 깊은 데도 하긴 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생복은 못 뗐어. 어떻게 하다가 하나 보면 이만큼(작은) 한 거.)

위의 내용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이○자 씨가 제보하였다. 숨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은 물 아래로 내려갈 때 당연히 차이가 있으나 이는 타고난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
이다. 그러니 숨이 짧은 사람은 물건을 많이 하기 어렵다. 또한 해녀는 숨이 길어야 물
질에 유리하지만 또한 ‘머정’이 따라야 큰 전복과 좋은 물건을 어획할 수 있다고 믿었
다. 

해녀공동체는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구와 기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녀들은 생업공동체 내의 갈등 속에서 고무 잠수복을 
수용하였다. 이후 1980년 중후반에 해녀들이 오리발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지
금의 해녀복을 갖춘 것이다. 해녀복이 완전히 교체되면서 물질 환경과 문화가 달
라진 셈이다. 

새로운 물질 환경은 추위를 예방하고 장시간 물질로 어획량이 증가하는 이점
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도 따랐다. 해녀는 해녀복의 교체로 물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경제적인 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명 ‘잠수병’이라는 직업병에 
시달린다. 제주도 내 해녀 가운데 97%(1998년 기준)에 달하는 해녀들이 각종 
약물을 상습 복용한다는 것이다.208) 잠수압이 높은 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두통 발생 방지 등 컨디션 조절을 위한 뇌선을 주로 복용하였다. 최근에 해녀들
은 종합감기약 위주로 복용하고 있다.

해녀는 물질 행위시 높은 수압으로 두통이나 속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208) ｢해녀 97%가 약물복용 악순화｣, 제민일보, 1992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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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해녀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개인의 차가 있다. 해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선’ 이라는 두통, 치통, 신경통 약을 복용하였다. 지금도 종합감기약과 
같은 약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 해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최근 해녀는 물질 환경과 문화가 바뀌면서 오랜 시간동안 물질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오히려 바다생태환경의 변화로 생업자원의 물질이 가능하나 자원의 감소
와 고갈로 물질의 시간과 횟수를 통제받는 입장이다.  

해녀가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불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과거 해녀들은  
물질 도구를 챙길 때 미리 마련해 둔 땔감을 준비하였다. 불턱은 해녀가 물질을 하다
가 나와서 젖은 ‘속곳’을 갈아입고 불을 피우며 언 몸을 녹이는 장소였다. 이 과정에서 
해녀들은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일과 관련된 
담소를 나누었다. 

어촌계는 1985년부터 ‘잠수회’ 단위로 ‘잠수탈의장’ 시설을 갖추었다. 제주도의 관광
객이 증가하면서 해녀들은 노천 탈의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위생적으로도 
샤워 시설을 필요로 하였다.209) 해녀공동체는 탈의장을 이용하면서 ‘불턱’의 기능은 완
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해녀는 해녀탈의장에 개인 물질 도구를 보관해두었다. 해녀들은 물에 들기 전 탈
의장에서 해녀복을 갈아입고 함께 이동하여 물에 든다. 물질 작업이 끝난 뒤에는 탈의
장으로 이동하여 개인 물질 도구를 정리하고 몸을 씻어서 마무리한다. 해녀공동체의 
간단한 회의나 행사 준비 등도 탈의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종종 한다. 탈의장은 현대식 
시설로 일반적인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나 그 기능은 과거의 불턱 기능을 이어
가고 있는 셈이다. 

둘째, 해녀공동체의 고령화와 실질적으로 물질하는 해녀의 감소 추세이다. 해녀는 물
질 행위를 행하는 생업주체이며, 생업주체의 환경변화는 생업활동과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아래의 표는 1970년대 이후 제주도 연령별·시기별 해녀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제시하였다. 

209) 1984년 12월 해녀는 제주도지사와의 간담에서 탈의 시설을 갖추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잠수탈의장은 15~20평 규모로 도비 15%, 시·군비 15%, 수협20%를 보조금으로 하고 융자 30%, 
자부담 20%로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1915~2015),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2017, 28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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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1980 2000 2010 2020
해녀수(명) 14,143 7,804 5,789 4,995 3,613

연령
구성
비율
(%)

30세 미만 31.3 9.8 0.1
(3) - 0.1

(4)

30~49세 54.9 60.7 22.1
(1,282)

2.5
(125)

2.1
(77)

50~59세 13.8 29.8 77.8
(4,504)

97.5
(4,870)

8.6
(309)

60~69세 - - - - 30.2
(1,091)

70세 이상 - - - - 59
(2,132)

[표 Ⅴ-1] 연령별·시기별 해녀 현황210)

위의 표는 제주도 해녀 현황을 10년 단위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녀의 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해녀의 수 14,143명에서 1980년대 7,804명으로 급감하
였다. 1970년대와 견주어 1980년대 해녀의 수는 50% 가까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2000년대 이후 해녀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1970~1980년대는 30~49세가 전 연령의 5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나 2020년 기준 70세 이상의 해녀가 59%, 60세 이상은 89.2%로 해녀의 고
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제주도 농업 사회에 감귤 작물이 보급된 시기로 농업 전역에 보급되는 
시기이며, 감귤은 새로운 환금작물로 정착되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감귤 작물로 수입
이 안정화되면서 해녀공동체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해녀 전체의 수
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현재 3,437명으로 약 176명이 감소한 셈이다. 해녀 감소
의 폭이 다소 좁아지고 있으나 감소 추세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의 주된 
감소 요인은 고령의 해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해녀의 수보다 실질적으로 물질 활동에 참여하는 해녀의 수는 더 적다
고 할 수 있다. 고령의 해녀는 신체적인 여건상 물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생업활동을 한다. 해조류 채취 등의 공동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로 소라, 성게 등의 헛물에 중심으로 작업을 한다.  

210) 위의 해녀 현황은 2022년 해양수산현황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녀의 수 감소 추이를 알 수 있
도록 간편하게 재구성하였다. 해녀의 현황 파악은 10년 단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1990년도의 해녀 현황은 본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이 글에서도 제외하였다. (제주특별자
치도, 2022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2, 118쪽.)



- 129 -

한편 어부의 어로 환경의 큰 변화는 떼배와 전마선의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의 변
화이다. 동력선은 어로 도구와 기술의 도입, 저장시설, 판로 개척이다. 도구와 기술의 
현대화, 저장시설, 판로의 확보는 어선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일정한 어
로 시간 안에 어획량이 증가하였고, 저장시설과 수협의 판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리 어로는 사둘을 이용한 어로 방식에서 들망 어법으로 바뀌었다. 들망 어업은 
본선을 중심으로 보조선 두 척이 각각 양쪽으로 그물을 끌어가면서 마름모꼴 형
태로 펼쳤다가 자리가 들면 그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자리 어로는 사둘을 이용한 
‘거리는’ 방식에서 보조선을 이용하여 ‘그물을 펼쳐서 뜨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이
때부터 자리는 사둘이 아닌 들망 어로 방식을 통해 자리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
었다. 자리 어로는 현재까지 들망 어업의 방식으로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리 
어로에 반드시 쓰이는 도구 가운데 수경이 있다. 자리 조업에 쓰이는 수경은 마
름모꼴 형태의 나무 재질 틀에 유리를 박아 자리가 올라왔는지 직접 눈으로  확
인한다. 그러나 최근 어부들은 ‘sona’를 어선에 장착하여 자리가 한 곳으로 모이
는지 여부를 색깔로 확인하는 장비이다.  

조천읍의 자리 어로는 거의 사라졌다. 북촌리의 경우 마을에서 소비될 만큼 단
기간 어획한다. 현재 제주 도내에서 자리 어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서귀포
시 대정읍 하모리와 서귀포시 보목동이다. 모슬포의 자리 어로는 4~6월까지 최
대 성어기에는 가파도와 모슬포를 중심으로 자리 조업을 하고 7, 8월에는 서귀
포시 성산읍 방향으로 출어를 가고 9월에는 제주시 구좌, 조천, 애월 지역에서 
마무리한다. 자리 조업 시기는 4월부터 9월 정도까지 음식으로 쓰이는 재료로 
어획으로 한다. 

어부의 환경은 판로 체계가 갖추어지고 여러 어종을 취급한다. 어부는 대량어
획할 수 있는 갈치, 조기, 한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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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인식의 유연성

어민들은 바다생태환경에서 취사선택하여 생업자원으로 인지한다. 자원의 선택 기준
은 수산물의 유통이 원활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환금작물의 여부이다. 어민들은 유
통과 소비 환경에 따라 환금작물을 달리 인식할 수 있다. 즉, 어민들은 생업환경의 변
화에 따라 생업자원의 대상을 바꾸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어획되는 수산물 가운데 우뭇가사리, 톳, 돔 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
이 여럿 있다. 이처럼 수출 대상 품목은 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외 수출은 외교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산물의 
유통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톳은 거의 대
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톳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
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리 해녀공동체는 이례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톳밧’을 
일시적으로 개방한 바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은 유통과 소비가 전제될 때 환금작물로 
거듭날 수 있다. 

어민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환금작물을 우선 생업대상 자원으로 삼는다. 자원의 어
획 시기가 경합될 경우 환금작물을 우선 선택한다. 우뭇가사리와 성게의 가격을 비교
하면서 선택한다. 그러나 어민들이 인식하는 환금작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역이 환금작물일 때는 미역채취기에 누구나 참여하였다면, 헛물에는 거의 들지 않았
다. 바다밭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미역 주변에 소라가 분포하더라도 가정에서 소비할 
정도만 채취할 뿐 본격적인 채취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미역이 환금작물인 시기
에는 먹을 거 외에는 소라를 치우고 미역채취를 할 정도였다. 1970년대 이후 제주산 
미역은 도외로 유통이 차단되면서 도내에서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는 경향
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해녀들은 미역을 바다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소라 채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 

제주도 미역은 1970년대까지 환금가치가 높아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어
촌 출신의 성인 여성은 도시생활을 하더라도 미역 해경 때가 돌아오면 미역채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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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해녀는 한두 해의 미역 물질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결혼 자금으로 쓰거나 
밭을 구입하는 등 집안 살림을 안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최고의 환금작물인 미역의 위상은 양식 미역이 보급되면서 위기를 맞
았다. 1970년대는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서 미역 양식이 성공하면서 부산 등 육지 지
방의 어촌으로 양식산업이 확산되었다. 양식 미역은 일반 소비자에게 맛과 질을 인정 
받아 미역 시장을 빠르게 차지할 수 있었다. 제주산 자연 돌미역은 양식 미역과 견주
어 시장 상품 가치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 이후로 해녀들은 미역을 생업자원으로 인
식하지 않는다. 

어민들은 마을 어장의 자원 가운데 환금작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 미
역이 제외되면서 해녀는 해조류 가운데 톳과 우뭇가사리를 채취한다. 또한 전복, 소라, 
성게와 같은 자원이 환금가치가 높아지면서 종패를 뿌리거나 양식하는 등 적극적인 생
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녀들이 성게를 자연 양식하는 방식이 주목되었다.  

한편 자원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지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양상에도 다양해졌다. 예부
터 자원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식용이다.211)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
조류와 어패류 음식을 즐겨 먹었다. 미역은 전국적으로 소비되었던 대표적인 해조류이
다. 톳은 제주도의 구황음식인 톳밥의 재료로 쓰였다. 모자반은 ‘국’이라 하여 돼지고
기 육수에 모자반을 넣은 국을 끓여 큰일 때 공동체가 나눠 먹는 음식이었다. 우뭇가
사리와 청각도 일상음식으로 즐겼다. 전복과 소라, 성게, 해삼도 해안마을 가정에서는 
음식으로 소비되었다. 자리는 제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었던 어종이다. 자리젓과 멜
젓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젓갈이다. 이처럼 어민들이 어획한 자원은 일반적으로 식용으
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어획한 해조류와 어패류는 식용과 거름, 공예, 생활용품, 화학원
료, 미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수산물 제조
와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등 수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211) 식용의 역사는 사냥 및 채집의 시대부터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조개무지 등에서 전복과 조
개, 물고기 등을 먹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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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어로 자원의 용도

과거 제주 사람들은 어로 자원을 식용과 밭의 거름으로 이용하는 데 머물렀으나, 일
제강점기 수산자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면서 어민들의 생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계
기가 되었다. 

2) 자원 채취 방식의 전환

어민들은 생태환경과 사회환경의 여건에 따라 자원의 채취 방식을 선택적으로 결정
한다. 어로 도구와 기술은 자원의 생태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톳과 미역은 ‘게호미’로 
베어내고, 우뭇가사리는 손으로 뜯는다. 파래는 전복껍데기로 긁어내기도 하였다. 자원
의 서식 양태에 따라 채취 방식을 달리 취하고 있다.

또한 어민들은 환금작물의 경우 생업자원의 감소와 고갈 현상의 발생도 인지한다. 어
민들은 환금작물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해녀의 
경우 갯닦기와 자연 양식(養殖)212)에서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도에서 갯닦기는 생업자원을 보호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다. 
제주도 사례에서는 ‘톳’을 대상으로 갯닦이를 실시한다. 

또 다른 적극적인 방법은 양식이다. 해녀는 소라나 성게가 해조류를 먹이로 삼기 때
212) 양식업은 해조류와 어패류 등을 인공적으로 길러내는 산업이다. 제주도에서 주로 전복과 광어, 

돔류 등을 양식한다. 이 글은 해녀와 어부가 바다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생업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 육상에서의 양식은 제외하기로 한다.

용도 구분 자원(해조류 및 어패류) 비고

식용
미역, 우뭇가사리, 톳, 참(참모자반), 가시리, 파래 등
자리, 멸치, 갈치, 옥돔,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등
전복, 조개, 소라, 보말, 성게, 군벗, 군소 등

도내, 국내, 수출

거름
·망(모자반), 듬북, 노랑쟁이, 실겡이
멸치, 고등어

도내

공예(단추) 소라껍데기 도내, 수출
화학원료
(요오드)

감태 수출

기타
석회가루, 
물질도구, 
조리도구

진주

소라껍데기
전복껍데기
상어기름
전복·홍합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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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우뭇가사리의 서식 군락지로 옮겨와서 이듬해 채취하였다. 또한 전복은 종패를 
뿌려 공동양식장을 운영하여 공동채취 대상으로 삼았다. 

생업주체의 환경도 주요 고려 요인이다. 생업주체인 해녀의 수가 감소하고 자원의 채
취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생업활동을 지속한다. 해녀는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작업 과정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로의 환경에 따라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하
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해녀 감소는 물질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해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해녀공동체는 해조류의 경우 대개 공동채취의 대상으
로 삼는데, 해녀의 수가 감소하여 해조류의 채취 방식을 달리 취하고 있다. 해녀공동체
는 톳과 우뭇가사리를 공동채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우뭇가사리는 공동채취에
서 개별채취로 바뀌기도 한다. 이 톳 채취는 썰물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베는 방식이
나 지금은 물이 든 상태에서 자맥질하여 채취한다. 이는 채취한 톳을 갯가로 옮기는 
일이 버겁기 때문이다. 

 둘째, 자원의 생태적 특징을 인지하여 자연 양식을 시도한다. 해녀공동체는 자연 양
식이라는 이중의 노동을 한다. 최근 해녀는 바다의 오염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계
의 변화를 체감한다. 바다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이 
밀접히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해녀공동체는 최근 
깊은 바다의 미역과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갈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이로 인해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전복과 소라, 성게 등의 상품의 가치가 떨어
지고 있다. 해녀공동체는 7월이 되면 ‘먼바당’에서 성게를 채취하여 갯가에 우뭇가사리 
군락지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성게가 우뭇가사리를 먹이로 삼아 잘 여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일종의 자연 양식인 셈이다. 자연 양식한 성게는 이듬해 채취한다. 

바다의 생태환경 변화는 단순히 자원의 감소와 고갈로 끝나지 않는다. 바다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민들의 생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민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민속지식을 활용하여 어로 방식의 변화를 취
하기도 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생업 활동의 변화는 결국 공동체를 해체하
거나 어로 민속문화를 약화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상군 해녀가 갯가 물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체 내 갈등이 종종 발생
한다. 해녀공동체 사회에서는 통념상 고령의 해녀가 물질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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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습이 전해진다. 고령의 해녀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갯가에서의 물질활동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었다.213) 그러나 현재 깊은 바다의 자원 가운데 해녀의 주요 생업 
대상이 고갈되고 있다. 또한 해녀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깊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
녀의 수의 감소 등으로 위험을 감수한 깊은 바다의 물질을 꺼린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령의 해녀는 해녀공동체의 오랜 관습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며 미묘한 갈등을 드러난
다.

넷째, 수산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생업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어장 운영은 동일한 자원에 대하여 연단위 기준에서 장기
간의 어획 활동을 제한한다. 이는 각 자원이 금채 기간을 두는 제도로 운영된다. 또한 
어촌계마다 물때에 따라 물질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웨살에는 조류
가 급하기 때문에 물질을 꺼리지만 자원에 따라 웨살을 이용하기도 한다. 

어부가 어획하는 어류는 먹을거리 외 양식장의 사료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어부는 경제적 환산 가치가 높은 어로 대상을 선정하고 어선과 선원을 꾸려 생업의 목
적을 달성한다. 동력선 출현 이후 떼배나 전마선을 이용하던 시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시설 장비와 연료비, 인건비 등 생산을 위한 출어 자체에 발생되는 
비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획량뿐만 아니라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
라서 어부들은 생산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어선은 3톤, 6톤 등을 소유한다. 과거
에는 자리와 멸치 등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어획한 뒤 소비 목적 외 남은 양을 거름으
로 이용하였다. 지금은 자리와 멸치를 식용으로 활용한다. 자리는 자리회, 물회, 구이, 
조림, 젓갈 등 제주 사람들의 고유한 음식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 멸치는 일부 ‘멜
젓’으로 담아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부가 어획 목적부터 사료를 쓰기 위해 전갱이
나, 고등어 등을 정치망으로 대량 어획한다. 이렇게 어획된 수산물은 양식장의 사료로 
쓰기 위해 사료공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213) 조천읍 함덕리와 신흥리 사례에서 나이 든 해녀는 젊은 해녀들이 갯 물질하는 것을 꾸짖었다
는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해녀공동체는 고령의 해녀를 위해 갯 물질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관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해녀공동체는 고령의 해녀
가 활동할 수 있는 생업 공간을 별도 확보해주었다. 이를 ‘할망바당’이라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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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업환경의 특수성 반영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활동은 기본적으로 동태적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어민들이 바다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조류의 흐름에 따른 
밀물과 썰물의 변화를 주지하여야 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를 익혀야 한다. 바다는 계절
에 따라 물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밀물과 
썰물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본적인 물때 주기뿐만 아
니라 그들이 생업활동을 벌이는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조류의 흐름을 인지한다. 자리 
어로의 경우 특정 여에서의 물 흐름이 바뀌는 것이 대표적이다. 

바다는 바람의 영향도 피할 수 없다. 계절풍에 따라 해녀의 물질 장소가 정해진다. 
해녀공동체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과 일치하게 물질을 시작한다. 해녀는 밀물과 썰물
의 흐름 방향에 순응하여 방향을 일치하듯, 바람의 경우도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물질의 이동 방향이 결정된다. 이는 물과 바람의 자연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은 에너
지의 소모를 훨씬 크게 하고 자칫 어로 작업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부의 경우도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거스를 수 없다. 특히 그물을 이용하는 
어로 방식에는 바람의 물의 흐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어획 자체를 그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물을 망가뜨리는 등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어부들은 조류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그물을 내리지만 보통 바람이 지나간 뒷자리에 그물을 놓는다. 

어부들은 반복되는 어로 경험을 통하여 바다의 지형을 눈에 그리듯 익혀둔다. 바다는 
크고 작은 암반들이 발달하였고, 특정한 장소에서는 모래와 펄이 분포한다. 어민들은 
대개 어획되는 어종을 토대로 바다의 지형을 익혔다. 이는 어종의 생태습성도 함께 인
지한 상태에서 종합하여 지형과 어종의 서식처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다에서의 생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생업환경에 대한 체득과 인
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체득과 인지는 민속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민속지식은 축적되어 점점 더 진화된 상태로 어민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녀들은 각 개인의 호흡의 길이와 물질 기량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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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해녀들은 상군과 중군, 하군으로 구분하고 활동 범위를 암묵적으로 제한한다. 상군, 
중군, 하군은 개인의 물질 기량에 따른 구분이며 이는 신체적 조건이 우선 바탕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바다의 자원이 공유자원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만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해녀들은 생업자원을 무리하게 탐하는 것을 ‘물욕심’이라 이르며 
경고한다. 이는 해녀의 물질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통제되는 셈이다. 

2) 생업 목적의 효율성 강화 

어민들의 어로 활동 목적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어민들은 어획 대상
의 자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원의 생태성을 파악한다. 어민들은 자원의 종류, 서식환
경, 지형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어로 도구와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어로 행
위는 살아있는 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수산자원 가운데 환금작물을 우선 생업대상으로 삼는다. 과거 1970년대 이
전 제주도에서 해녀의 환금작물이 미역이었다면 오늘날은 소라와 전복, 톳과 우뭇가사
리 등 여러 해산물을 경제작물로 인지한다. 전라남도 완도군 등 육지 지방에서 양식 
미역이 시장에 보급되면서 제주에서 생산된 미역은 유통이 축소되었다. 해녀는 제주 
미역의 판로가 단절된 이후로는 환금작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바다생태환경의 변화로 
해조류가 감소하거나 고갈되는 현상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역도 사정은 마
찬가지이다. 

어민들은 생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역과 같이 생업환경의 변화에 기존의 자원
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생업 대상을 바꾸는 태도를 취한다. 현재 해녀는 미역을 소량으
로 채취하여 가정에서 음식으로 즐기거나 이웃이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정도이다. 그 외 미역은 아깝더라도 바다에서 베어내어 그대로 물에 흘려버린다. 해녀
가 해조류를 채취하고도 갯가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생업은 경제활동
이다. 어민들은 제한된 어로 환경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
다. 생업자원의 상품 가치 여부에 따라 어민들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은 생업자원이 환금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로 방식을 바꾼다. 대표적
으로 해녀가 감소함에 따라 썰물일 때 채취하는 톳을 물이 잠긴 상태에서 자맥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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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는 방식으로 바꾼 사례이다. 조천읍 해안마을에서도 최근에 톳 채취 방식이 전
환되었다. 해녀회원이 꾸준히 감소하여 톳 채취 작업의 역할 분담이 어려워졌다. 기존
에는 썰물에 톳을 채취하고 일부 해녀는 톳을 갯가 밖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물에 잠긴 톳을 자맥질하여 채취한 뒤 톳을 포대에 담아 물에 띄워 최대한 갯가 근처
까지 밀어낸다. 해녀는 우선 노동력이 부족하여 톳 채취와 운반 체계를 구분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견주어 고령의 해녀가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고된 노
동에 대해 일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현재까지 톳을 생업자원으로 인식한다. 톳 채취 여건이 변화하더라
도 생업자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속지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민속지식을 재구성하였다. 

어민들이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대상을 어획하는 경우에도 어획물의 양은 제각각
이다. 이는 어민들이 민속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생태성과 특정 어장의 환경에 대하여 인지한다. 어종의 정착성 또는 회유성 등
의 서식 형태, 어종의 산란기, 생장 주기 가운데 적절한 어획 시기, 수온이나 계절에 
따른 이동, 먹이 관계를 물때와 지형, 바람, 계절 등 여러 변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야 한다. 즉, 어로 기술은 고정된 방법이 될 수 
없다. 어민들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민속지식을 발휘하여 동일한 도구
를 이용하더라도 어로 기술을 변형하여 적용한다. 

3) 생업공동체의 민속지식 전략 
 

어민들은 생태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속지식을 응용하거나 개발하면서 
물질과 어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어민들이 생업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민속지
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인식된다.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행
위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바다생태환경에 대해 인지하는 민속지
식이 다르다. 

해녀와 어부의 바다밭 구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해녀와 어부는 생업대상과 주요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구분의 방식은 그들의 
생업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표출하는 것이다. 해녀는 바다밭을 ‘갯’과 ‘먼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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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한다. 해녀는 주로 ‘갯’에서 물질하고 먼바다는 상군 해녀를 중심으로 활동
하기 때문이다. 이와 견주어 어부는 해안선에서 해녀보다 훨씬 먼 곳까지 나가 어로 
행위를 한다. 어부는 해녀보다 수평적 기준의 바다 구분을 면밀히 한다. 어부는 어획되
는 물고기의 생태적 특성을 통해 바다밭을 인지한다. ‘갯’과 ‘걸바다’, ‘걸’, ‘펄바다’
로 크게 나눈다. 해녀는 물질 대상의 ‘장소성’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발달하였다. 
수평적 공간에 대한 인지는 어부와 견주어 단순한 편이다.  
어민들은 환경에 따라 어로 민속 지식을 생성, 변화, 소멸, 재생성하면서 지역의 고유
하고 특수한 어로 민속문화를 형성한다. 

어민들은 오래 전부터 생업활동에 있어서 민속지식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최근 유
네스코는 전통사회 농경어로에 대한 지식을 주목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였다. 

물질과 어로의 민속지식은 최근 10여 년 사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해녀와 어부는 
그들의 되풀이되는 물질과 어로 활동의 지속적인 과정에서 민속지식을 터득하고 축적
하였다. 이러한 민속지식은 고착화되지 않고 변화하는 생업환경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변형되고 진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2016년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되었
다.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①전통적 공연·
예술, ②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구
전전통 및 표현, ⑤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폭넓
게 제시된 셈이다.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오래전부터 생업현장에서 살아움직이고 있었으
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이 주목 받으면서 관련 전문기관과 개별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여에 걸쳐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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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어로 관련 전통지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을 재선
정하여 심화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조사연구 보고서가 2022년 12월에 총 세 
권이 발간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로와 관련된 보고서는 두 권이다. 하나는 물때지식
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조류 채취와 전통 어촌공동체이다. ‘물때’는 어민들이 어로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민속지식이다. 해조류 채취에 관한 연구 또한 여러 지역의 어
로 민속지식을 밝히는 연구성과이다. 생업민속지식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
한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생업공동체의 민속지식은 지역의 자연환경
과 상호작용하며 전승되며, 이는 지역의 민속문화로 거듭나는 바탕이 되며 나아가 지
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유산의 성격을 갖는다. 

제주에서는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에 관한 민속지식이 발휘되어 형성된 생업민
속문화가 지역의 축제로 재창출되고 있다. 이는 어로 민속지식과 민속문화가 생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민속문화로 확장되는 발판이 된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유산으로 공유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표 Ⅴ-3] 제주도 물질과 어로 민속 관련 축제

제주도 물질과 어로 민속 관련 축제는 제주도 주요 어종을 콘텐츠화 하였다. 특히 
테우, 원담, 바릇잡이, 덕자리와 같은 축제는 독특한 민속지식을 이용한 어로 방식을 
그대로 축제이름으로 표출하고 있다. 생업민속지식과 생업민속문화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목리의 자리돔은 오래 전부터 제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겨 
먹었던 수산물이다. 과거에는 어촌마다 자리 어로가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보목동과 대

지역구분 축제명 축제일

제주시

제주시 이호동 테우 축제 2022.7.29.-31
금능원담축제 2022.7.30.-31
제주해녀축제 2022.9.24.-25.

횃불 바릇잡이(김녕어촌계) 2022.10.

한림수협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2022.10.7.-10

우도 소라 축제 2022. 4.

서귀포시

보목동 자리돔축제 2022.05.

최남단 방어축제(모슬포 방어 축제) 2022.11.26.~12.25.

영락리 덕자리 축제 2022.06.
서귀포 은갈치 축제 2022.9.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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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모슬포 지역 위주로 전승되고 있다.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는 ‘자리돔 축제’를 주최
하여 자리 어로와 관련된 민속문화를 사실상 전승하는 셈이다. 그 외 소라, 방어, 은갈
치 등은 지역의 특산물로 어민들이 생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업대상 자원
이다. 축제는 각 수산물의 주요 성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어로 민속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수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는 매개체로 인식
하기 때문이다. 

제주해녀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녀
문화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9
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고, 제주해녀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행사를 운영하고 있다.214)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의 지정은 제
주도 해녀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해녀는 제주도 어촌 생업의 독특하고 상
징적인 생업주체이며, 이는 이들의 전통적인 물질 방식과 공동체 문화 등에서 비롯되
었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 어촌 연구성과가 해녀 위주로 집적된 이유와 일맥상통하다
고 이해할 수 있다. 

어민들의 어로행위와 관련된 민속문화는 생업 의례와 노동요가 주목된다.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생업 의례와 노동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의례와 노동요는 문화재로도 지정
되어 전승되고 있다. 어업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어민들 사이에 중요하게 여기며 거행
하는 의례는 영등굿이다. 영등굿은 음력 2월 제주도에서 영등신에게 해녀와 어부의 해
상 안전과 해산물 채취의 풍요를 기원한다. 어민들은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를 시작
으로 도내 어촌 마을 곳곳에서 영등굿을 벌이며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는 매해 2월14
일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영등신은 2월 15일 우도로 거쳐 나가게 된다. 

조천읍의 어촌인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모두 영등굿을 소중히 여기
고 매해마다 어촌계가 주최가 되어 치른다.215) 해녀공동체는 영등굿에 쓰이는 해산물
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히 물에 든다. 제주에는 ‘해신제 물에 든다.’, ‘포제 물에 든다.’
는 말이 전승되는데 이는 해신제나 포제 등의 의례에 쓰이는 제물과 음식 재료를 마련
214) 월간인물(http://www.monthlypeople.com), 2022년 9월 25일자.
215) 영등굿은 대개 매해 어촌계가 주최가 되어 거행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은 격년제로 하거나 

수협에서 여러 어촌계를 대표하여 일괄 풍어제로 대신하기도 한다. 어민들에게 영등굿은 매우 중
요한 의례로 인지하여 반드시 영등굿을 치른 뒤 활발한 어로 활동을 한다. 이는 위험한 상황을 예
측하기 어려운 ‘바다’라는 생업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신이 나를 보호한다는 위안을 
삼아 물질과 어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141 -

하기 위해 특별히 물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해녀는 미역과 성게, 문어 등을 채취하여 
제물로도 올리고, 밥과 국, 반찬을 마련하여 공동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영등굿은 생업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이장과 주민 등 마을공동체도 함께 참여하는 
마을굿이다. 즉, 해녀와 어부의 지속적인 생업활동은 생업민속문화가 되는 배경이 되
며, 마을공동체의 민속문화로 전승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
산으로 지정되어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제주에서는 생업수호신에게 집안의 풍요를 비는 의례인 맹감제(맹감코사)가 있다. 
생업은 사는 위치에 따라 갈리고 모시는 신도 달라진다. 산간지역에서는 산신맹감을, 
중산간 농업지역에서는 제석(혹은 세경맹감)을, 밭농사(특히 감귤)지역에서는 드르맹
감을, 바닷가 어업지역에서는 용왕맹감을 모시기도 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생업수호신
과 가옥수호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새해맞이를 시작하였다. 밥 먹고 사는 일과 가
족과 화합하고 사는 일이 중요함을 일깨운다.216) 어업 분야를 제외한 생업 의례는 거
의 사라졌다. 어업 분야는 시대가 바뀌어 어로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바
다’라는 생업공간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이다. 따라서 해녀와 어부는 여전히 
생업의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제주에는 어로공동체가 힘든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불렀던 어업노동요가 전승되고 
있다. 후릿그물이 발달하였던 제주에서는 ‘멸치 후리는 노래’가 전승된다. 후릿그물 어
로는 어로공동체가 멸치 떼를 그물로 두른 후 모래밭으로 그물을 끌어당기는 집단 작
업이다. 이때 공동체 집단은 멸치 후리는 과정과 작업 실태, 만선을 맞이한 기쁨 등을 
노래도 드러낸다. 이 ‘멸치 후리는 노래’는 1986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후릿그물 어로는 어촌 마을 가운데 모래밭이 발달한 제주
시 이호와 삼양, 조천읍 함덕, 애월읍 곽지, 한림읍 협재, 대정읍 하모, 안덕면 화순, 
표선면 표선, 성산읍 신양, 구좌읍 세화와 김녕 등지에서 전승되다가 1960년대 무렵 
자취를 감추었다. 멸치 후리는 작업은 사라졌지만 노래는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217) 

어로 민속과 관련된 민속문화는 새롭게 주목되는 사항들이 더러 있다. 현승환은 문화
는 크게 물질문화, 기술문화, 가치문화로 삼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218)고 제시하였

216) 허남춘, ｢문전본풀이｣,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514쪽.
217) 국립민속박물관, <제주 멸치 후리는 노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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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의하면 무엇을 이용하고 활용하며 삶을 영위하였는지의 물질적인 측면과 제
한된 자연환경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하며 살았는가의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
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가치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해명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어로 민속
문화는 어민들의 어로의 도구와 기술, 어로 방식, 변화하는 생업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다양한 적응 전략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해녀의 물질도구와 해녀복, 해녀의 물질 기술, 해녀공동체의 민속지식 등은 모두 어
로 민속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부의 어로 도구와 어로 대상에 따라 다
르게 적용하는 어로 도구와 기술, 민속지식을 활용한 어로 방식 등도 각각 제주도의 
소중한 어로 민속문화이다. 

218) 현승환, ｢탐라문화의 성격과 발전 방향｣, 耽羅文化 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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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도 어민들의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에 관하여 다루었다. 특히 해녀의 
물질과 어부의 어로 활동을 지속하는 데 토대가 되는 민속지식에 주목하였다. 어민들
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어로 활동을 벌이는 생업주체이다. 생업
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이들의 어로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연구자들은 어민들의 생업민속 연구에서 민속지식에 주목하고 있다. 어로 민속
지식은 원시 어로 행위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동물뼈로 만든 빗창과 그물추 등의 원시 어로 도구를 통해 반추할 수 있다. 어로 
도구는 자원의 생태성에 대한 인지와 민속지식을 기반으로 고안된 물질문화이기 때문
이다. 

어민들은 어로 활동 과정에서 바다생태환경과 생업자원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이
해하고자 하였다. 어민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닷속까지 파악해야 하고 물때
와 바람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였다. 이처럼 어로 활동은 복잡한 민속지
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속지식은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특수한 생업환경
으로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촘촘하게 형성되고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로 민속지
식은 어로 행위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익히고 터득하는 경험 지
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어로 활동을 되풀이하면 할수록 정교하게 인지하였다. 따라서 
민속지식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가 거듭되면서 축적되고 이용하는 전승 지식이다. 
어민들은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속지식을 재구성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
력하였다. 즉, 민속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유효한 지식으로 변화
하고 적응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민속지식은 생성, 변화, 소멸, 재생성 되는 순환체계를 
이루며 어로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업민속지식은 최근에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 측면에서 중요
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속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민속
지식에 대한 연구성과가 차곡히 쌓이면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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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6장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우선 제주도 어촌의 생업환경과 공동체적 
기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글의 논의 전개를 위해 해녀와 어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어
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는 생업전략과 민속지식의 기술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글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어민들은 본질적으로 어로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로 활동은 그들의 생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 생업민속 분야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어민들의 어로 활동 자체를 주목한 연구는 거
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두 가지의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제주도 어촌 생업 연구는 해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주도는 전 해안마을에
는 해녀와 어부가 고루 분포하나 어부의 생업활동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해녀와 어부
는 바다를 생업공간으로 삼지만, 각각의 어로 활동을 하는 독립된 생업주체이다. 해녀
와 어부는 각각의 어로 대상이 다르다. 이러한 배경은 어로 장소와 어로 방식, 바다밭
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드러냈다. 어민들은 자원의 생태성 인지를 바탕으로 자연현
상의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어로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와 어부를 고루 
다루어야 제주도 어촌 생업민속에 대하여 온전히 밝힐 수 있다. 

둘째, 어민들의 어로 활동과 민속지식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어민들의 생업민속에 관하나 연구를 진일보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민속학계에서는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어
민들의 민속지식 가운데 물때, 바람, 가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바
다의 특수한 환경에서 인지하는 물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제
주지역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민속지식은 일정한 장소에서 형성되고 전승
되는 특수한 것으로 제주지역의 민속지식이 연구되어야 한국 어촌 생업민속 연구의 특
징을 밝히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글의 논의 전개를 위하여 해녀와 어부의 구체적인 어로 활동을 각각 다루었다. 사례
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자리 어로의 경우 현재까지 전승 양
상이 뚜렷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사례를 함께 다루었다. 

제2장은 제주도 어촌의 생업환경과 공동체적 기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주요 
조사 사례 대상지인 조천읍 지역의 지리적 공간과 어촌 배경, 일상생활과 생업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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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보았다.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조천읍의 해안
마을은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5곳이다. 이들 마을에서는 과거와 견주
어 어민들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녀와 어부의 어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
도 내에서 해녀와 어부의 어로 대상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해녀는 미역을 중심으
로 채취하다가 오늘날은 톳과 우뭇가사리, 소라, 전복, 성게, 해삼 등을 생업 대상으로 
삼는다. 과거 어부는 일반적으로 자리와 옥돔, 갈치 등을 어획하였으나 그 어획량은 많
지 않았다. 조천읍 함덕리의 경우 모래밭이 발달하여 멸치 어로가 성행하였다. 함덕리
에서의 멸치 어로는 후릿그물 어법으로 이루어져 어부공동체인 ‘그물계’가 조직되었다. 
멸치 어로가 전개되는 동안 그물계는 상존하였으며, 이들은 ‘멸치코사’ 또는 ‘멸치굿’이
라 이르는 생업의례도 거행하였다. 어부의 어로 활동과 어로민속문화가 밀접히 상호작
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어촌의 생업환경 양상도 살펴보았다. 어촌의 생업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며 생활하
였다. 과거에는 자급자족의 체계에서 생존을 위한 농업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민
들은 농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생업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생
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업 환경은 어로 도구와 기술이 부족하고 유통체계가 
미비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현저히 낮았다.

어민들은 생업공동체를 조직하여 생업전략을 구상하였다. 해녀는 일찍부터 ‘잠수회’
를 조직하여 물질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잠수회는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채취하
여 공동분배하였다. 공동분배의 범위는 생업공동체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공동체까지 범
위가 확대되었다. 조천읍 지역에서는 신흥리 톳 채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해녀들은 마을에 희사금을 마련하는 경우나 공동체 의례가 있을 경우 등 필요
에 따라 해산물을 채취하여 해산물이나 판매금을 기부한다. 이는 생업공동체와 마을공
동체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업공동체는 대부분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구성원이 중첩된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장은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이 작
용하여 특별한 경우 마을공동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부는 기본적으로 개별 중심의 어로 활동을 벌이나 멸치 어로는 어로공동체를 구성
하여 어로 작업을 하였다. 당시 멸치 어로는 다수의 인력과 그물 장만을 위한 ‘그물계’
를 조직하여 후릿그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함덕리 멸치 어장에서 생업활동을 벌인 
그물계 조직은 8개이다. 이를 일러 ‘팔선진계’ 또는 ‘팔선진조합’이라고 하였다. 그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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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순차적으로 어로 활동을 벌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멜코사’ 또는 ‘멜굿’이라 불리
는 생업의례는 3년마다 거행하였다. 

어민들은 바다의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원의 공동채취와 
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어민들은 바다의 생업자원을 유한하다고 여겼다. 특히 
해녀들은 전통 물질방식을 고수하면서 입어 기간, 금채와 허채, 어획 자원의 크기 제
한, 갯닦이 등의 규칙을 준수하였다. 이는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녀공
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적 장치가 결합된 결과이다. 

어민들은 자원의 생태성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어획과 소비를 지향하였다. 어로 활동
은 생업자원의 생태주기에 대한 인지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의 
서식 양태, 자원의 생장 주기, 자원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원의 서식 양태는 일
정한 곳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경우 ‘~밧(밭)’ 또는 ‘~바당(바다)’이라고 명명하였다. 
‘바당’은 원칙적으로 ‘바다’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바당’은 특정 자
원이 밀집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견주어 소라, 전복과 같이 서식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녀들은 이를 통틀어 ‘헛물에’ 든다고 하였다. 이는 해녀
가 물질을 하더라도 그 어획량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 제주도 어민들은 어획한 자원을 다차원에서 접근하여 소비하였다. 자원은 자급
자족과 물물교환의 대상이었으며, 농업의 보조자원인 ‘거름’의 용도로 쓰였다. 해조류 
듬북과 멸치 등은 보리농사에 거름으로 유용하였다. 

제3장은 해녀의 바다밭 지식과 마을어장의 관리를 다루었다. 해녀는 그들의 생업활
동 공간을 마을 어장을 하나의 넓은 ‘바다밭’이라고 인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바다밭
에 위치한 각각의 여와 모래바다와 돌바다 등의 지형적 특징을 익힌다. 다시 해녀는 
그 각각에 여와 모래바다 등 지형별로 서식하는 자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인지하였다.  
이는 ‘해조류+밧’ 또는 ‘해조류+바당’으로 지칭하며 바다밭의 공간을 세분화하여 다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여’에는 어떤 해산물이 많다. ‘○○여’는 밀물
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 그들은 바다밭의 곳곳마다의 환경적 특징도 파악하였다. 

해녀는 동일한 해조류의 경우 서식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
였다. 미역과 우뭇가사리 등 대개의 해조류는 갯가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넓게 분포
한다. 이때 해녀들은 갯가에 분포하는 미역은 ‘메역’, 깊은 바다에서 항상 물에 잠겨
있는 미역은 ‘바당메역’이라고 하였다. 우뭇가사리에 경우도 ‘우미’와 ‘바당우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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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었다. 
해녀들은 해조류의 서식환경에 따라 채취하는 행위를 구분하였다. 갯가에 위치하는 

해조류는 ‘~을 베다.’ 또는 ‘~매다.’라고 하여 해조류의 생태특성 뿐만 아니라 작업방
식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해녀들은 갯가에 분포하는 해조류의 경우 썰물에 채취를 
하였다. 이와 견주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해조류는 ‘문’ 또는 ‘~물에’라고 하였다. 
‘메역 문’, ‘우미 문’과 같이 깊은 바다에 있는 미역과 우뭇가사리를 자맥질하여 채
취한다는 의미이다. 

해조류의 채취 도구와 기술은 자원의 생태성과 매우 밀접하였다. 해조류 가운데 미
역, 톳, 모자반 등은 길게 뻗으면서 생장한다. 이런 해조류는 ‘게호미’(낫)으로 베어
내었다. 우뭇가사리는 길이가 짧고 솜털뭉치처럼 자라서 해녀가 직접 맨손으로 맨다. 
가시리는 얇고 뾰족하게 생긴 모양으로 손가락으로 집어서 뽑고, 파래는 얇은 잎이 붙
어 있어서 거펑(전복껍데기)으로 긁어내었다. 

해녀는 해조류의 서식환경에 따라 품질과 맛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해녀는 갯가보다
는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해조류가 상품 가치가 높고, 미역은 길이가 길고, 두툼하며, 
거무스름해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미역은 생장 속도에 따라 채취 시기를 달리하여 초조곽, 조곽, 만곽으로 구분하였다. 
해녀는 초벌 채취한 이후에 자란 미역은 ‘밀메역’ 또는 ‘보리메역’이라고 하여 밀이나 
보리 수확기와 연관지어 해조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다. 

해녀는 계절과 수온에 따라 추운 겨울에는 전복과 소라는 돌 아래에 서식하고, 해삼
은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는 밖으로 나온다고 인지하였다. 

해녀의 인지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해녀가 얼마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바다밭의 자원을 특성을 인식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녀의 민속지식은 
해녀공동체와 공유하고 전승되면서 바다밭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해녀가 바다밭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평적·수직적 거리 기준과 생업자원에 따라 나뉘
었다. 해녀들은 수평적 거리를 기준으로 ‘디’(갯가)와 ‘먼바당’(먼바다)으로 나누었
다. 해녀는 갯가는 썰물에 드러나는 곳이라고 인식하였고, 먼바다는 갯가로부터 멀리 
나가야 있는 ‘깊은 바다’로 인지하였다. 또한 ‘디’는 해녀가 두 번 정도 헤엄치면 바
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인지하고, ‘먼바당’은 다섯 번 정도 헤엄쳐서 들어가
야 하는 거리라고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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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공동체는 물질 대상을 중심으로 바다밭을 구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
만, ‘해조류+밧’은 해녀가 군락을 이루는 해조류 자원을 중심으로 바다밭을 이해하였
다. 해녀가 생업자원으로 삼는 해조류와 소라, 전복 등의 해산물은 대개 ‘여’ 중심으로 
서식한다. 해녀는 마을 바다밭의 여의 이름과 위치를 거의 알고 있다. 해녀공동체가 서
로 의사소통할 때 작업 공간을 여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해녀의 생업활동은 자체 규칙과 사회적 규약에 의해 환금작물을 중심으로 금채(禁
採)와 허채(許採) 기간을 설정하였다. 금채와 허채의 목적은 물질 대상의 자원을 보호
하여 해녀의 지속적인 생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적절
한 시기에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물질 활동이며, 동시에 해산물
의 상품성을 일정 정도 확보해준다고 볼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 제주도 해녀에게 최고의 환금작물은 미역이었다. 상품 가치가 높은 미
역은 바다밭 가운데 일정 구역의 채취 행위를 금지하였다가 특정한 날에 금지를 해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녀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미역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마을의 공동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마을에 따라 어장의 이용과 해조류의 채취 방식은 다르다. 미역은 조천읍 어촌마을은 
공동어장에서 개별채취 형태를 취하였다. 우뭇가사리와 톳의 경우 함덕리와 북촌리는 
어장을 분할하여 각 잠수회별로 채취하였다. 신흥리는 하나의 해녀공동체만 조직된 마
을로 마을어장은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해조류가 감소하고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북촌리 마을에서는 해조류 채취
권을 매매하였다. 매매대금은 어촌계원 모두에게 공동분배하였으나, 해조류 감소 등으
로 수익금이 높지 않아서 어촌계 운영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생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조류 채취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업환경의 변화는 공동체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해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
되고, 먼바다에 자원이 고갈되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물질에 나서기를 꺼린다. 물질 기
량이 뛰어난 상군해녀도 갯가에서의 물질을 선호한다. 그러나 갯가는 관례상 고령의 
해녀의 물질 작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바다밭이었다. 생업환경의 변화로 해녀공동
체 내부의 관습이 바뀌는 것에 암묵적인 충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녀들은 생업공동체인 잠수회를 통해서 생업활동이 이루어졌다. 마을 어장은 대개 
잠수회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수회는 생업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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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참여한다. 이들은 생업공동체의 의례를 통해서 그들
의 물질 활동에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다. 생업공동체 의례
는 이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다 된다. 해녀는 암묵적으로 혼자 
물에 들지 않는다는 관습이 전해진다. 이는 그들의 생업공간은 항상 위험과 사고가 상
존하기 때문이다. 생업공동체는 물속에서도 서로 살핀다고 할 정도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보호의 의무가 있다.

해녀들은 물질 민속지식을 전수한다. 해녀는 물속에 해산물에 대한 욕심을 부르면 결
국 위험한 사고를 당한다는 사실을 직간접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에 다니는 해녀라는 말이 있듯이 해녀들은 바다를 통해 환금작물을 얻지
만 욕심이 과하면 역으로 해녀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해녀의 민속지식은 어로 민속문화를 형성한다. 불턱과 생업의례가 대표적이다. 불턱
은 상군, 중군, 하군 해녀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이며, 물질 현장과 가까이에서 담
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민속지식이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녀의 공동체 의례는 영등굿 또는 잠수굿에서 씨드림과 씨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는 무사안녕과 풍요의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씨점은 신자리에 좁쌀이나 콩 
등의 잡곡을 뿌려서 한 해 어로의 풍흉을 점치는 행위이다. 이때 해녀들은 그들이 중
요하게 여기는 해산물의 이름을 거명하며 적극적으로 점칠 것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
해 해녀는 한 해 물질 작업을 시작 전에 생업의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담보 
받는다. 씨드림과 씨점은 그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제4장은 어부의 바다지식과 연안어장의 생업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어부는 해녀
와 견주어 바다 지형의 특성에 따라 ‘디’(갯가), ‘걸바당’, ‘펄바당’으로 바다밭을 구
분하였다. 그리고 어종의 생태성을 기반으로 바다밭을 구체화하였다. 자리와 같이 한곳
에 머무는 경우는 ‘자리밧’이라고 인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종은 계절이나 낮과 
밤에 따라 이동하므로 생업자원의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해녀와 어부의 바다밭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해녀와 어부는 육안으로 확인 가
능한 갯가는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로 대상과 어로 장소에 따라 바다
밭을 구분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부들은 어로 활동에서 자원의 생장과 금어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자리는 4월부터 
6월 초까지를 성어기라고 인식하였다. 자리는 6~8월 산란기가 지난 뒤 10월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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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할 수 있으나 처서가 지나면 자리가 고래씨를 먹는다고 하여 어획하기를 꺼려하였다. 
실제로 처서가 넘으면 자리가 위로 올라와서 먹이를 먹으면 거스름해진다. 이런 자리
는 젓갈을 담아도 살이 단단하지 않고 흐트러져버린다고 인지하였다. 

자리의 제철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하여 어민들에 사이에 전수되는 민속지식이
라고 할 수 있다. 민속지식은 이와 같이 어떤 장치를 통해 어종의 생장주기를 이해하
는 것으로 보인다. 

멸치 어로는 4~10월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6~7월에 집중적으로 하였다. 멸치
는 원담에서 ‘족바지(뜰채)’를 이용하여 뜨는 방식이었다.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어획할 수 있었다. 대신 원담의 정비와 수리도 마을공동체가 참여하였다. 이후 멸치어
로는 모래사장이 발달한 어장에서 후릿그물 어업이 이루어졌다. 후릿그물 어업은 그물
계를 조직하여 그물을 마련하고 여럿이 공동작업을 하여 공동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어
부는 일반적으로 개별어로의 방식을 취하나 멸치 어로의 공동체 조직 운영은 특별한 
경우이다.  

제5장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어민들의 생업전략과 민속지식의 기술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어민들은 민속지식을 이용한 전략을 재구성하여 어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
려고 노력한다. 어로활동이 어민들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해녀는 환금작물을 주요 채취 대상으로 삼으며, 필요에 따라 생업자원 대상을 바꾼
다. 제주도 해녀는 미역을 최고의 환금작물로 인식하였으나 1970년대 육지 지방의 양
식 미역이 시장에 보급되면서 지금은 미역을 채취하지 않는다. 현재 해녀는 톳과 우뭇
가사리, 소라와 전복, 성게 등을 생업자원으로 인식한다. 

어부는 과거 ‘자리’와 ‘멜’을 주로 어획하였다. 어부들은 일정한 ‘자리밧’에서 어획하
더라도 민속지식에 따라 어획량이 달랐다. 어부가 자리그물을 펼치는 위치, 시간, 방법 
등을 달리 취하기 때문이다. 과거 멸치 어로는 모래가 넓게 분포한 어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어부들은 어로공동체인 ‘그물계’를 조직하여 ‘후릿그물’ 방식으로 멸치를 
대량 어획하였다. 어부가 개별 중심의 어로 활동을 벌이는 것과 달리 공동체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멜코사’ 또는 ‘멜굿’이라 불리는 생업의례가 있었으나 현
재는 사라졌다. 멜코사는 함덕리의 어장 곳곳에 있는 도깨비신을 모시고 멸치 풍요에 
대한 감사를 신명나게 굿으로 푸는 것이다. 함덕리 후릿그물 멸치 어로 방식은 4.3사
건 이후로 사라졌다.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라진 전통사회의 멸치 어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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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보았다.  
어민들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업전략을 펼치고 민속지식을 재구성하였다. 어민

들의 어로 활동은 생업자원의 고갈과 생업주체의 감소, 유통망과 소비 환경의 변화 등
의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생업자원 인식의 유연함을 드
러내고, 자원을 다원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동원하였다. 또한 자원의 채취 방식을 전
환하였다.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불완전한 바다의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풍부하게 형성되었으며, 
생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생업공동체는 민속지식을 전
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어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어로 민속지식은 생업민속 문화의 형성
과도 밀접하였다. 나아가 민속지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문화유산의 가
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민들의 민속지식은 일정한 생업환경에서 형성되고 전승
되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의 어로 민속지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지역 어민들의 어로 민속지식에 대하여 주목하여 고찰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도 어로 민속지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
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지역의 작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어촌 
생업민속의 특징을 밝히는 데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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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ocuses on knowledge of badabat (‘sea fields’ or fishing 

grounds) and fishery folklore among Jeju Island’s fishers, particularly the 

folk knowledge of haenyeo women divers and fishermen, which is based 

on their fishing activities.

Recentl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folk knowledge in studies of 

fishers’ living folklore. Debates in this area have become more active as 

fishers’ folk knowledge has been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 Folk 

knowledge is that which has been obtained through experience over 

time, accumulating over long periods and being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addition, people in the fisheries have 

sustained their fishing activities by reorganizing their folk knowledge 

following changes in their living environments. This study, therefore, 

exemplifies how their folk knowledge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their 

fishing activities in cyclical systems relating to the generations, change, 

extinction, an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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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fishing activities of haenyeo diving women 

and fishermen in a balanced way. Research on fishermen has rarely 

been undertaken as research on living folk knowledge in the Jeju 

fisheries has focused on haenyeo women divers. Although fishermen and 

haenyeo both take to the sea as a space of work for their livelihoods, 

they are independent subjects who undertake different fishing activities.

The fishing activities of haenyeo and fishermen take place in the 

coastal villages around Jeju Island. This research concerns cases in the 

Jocheon-eup area, Jeju City. With regards to chromis fishing, however, 

the case of Hamo-ri, Daejeong-eup, Seogwipo City, is dealt with as the 

area is well known for the transmission of chromis fishing heritage.

First, this article outlines the living environment and community 

foundation of Jeju fishing villages. The fishing activities and folk 

knowledge of haenyeo and fishermen are then examined separately. 

Lastly, the article addresses their living strategies and techniques of folk 

knowledge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People in the fishing villages on Jeju Island have lived by 

simultaneously fishing and farming. In the past, farming was important 

for survival in a self-sufficient system. In the case of fishing activities, 

people voluntarily established communal organizations for their 

livelihoods. As living strategies, haenyeo organized their own 

communities into jamsuhoe associations, and fishermen established 

private funding groups called gye to purchase nets for anchovies. They 

co-existed through joint work and joint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was expanded to the whole village community, which indicates the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livelihood communities and wider village 

communities.

Jeju fishers considered marine resources common resources. This 

awareness enabled them to undertake communal coll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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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ey believed that the marine 

resources were limited. In particular, the haenyeo have maintained their 

traditional way of diving alongside observing their rules for fishing 

periods, size limitations on the fishery resources that can be harvested, 

seashore cleaning, and more. This is the result of combin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haenyeo communities with institutional 

strategies to guarantee their own fishing activities.

The fishermen recognized the ecological properties of the resources 

and aimed at effective fishing and consumption. Fishing activities were 

undertaken by utilizing fishing tools and skills based on recognition of 

the ecological properties of resources. In the past, the fishing catch was 

used for self-sufficiency and barter, and it was also used as georeum, 

fertilizer for farming.

The folk knowledge and fishing activities of haenyeo and fishermen 

were explored through materials and cases. The haenyeo recognize their 

working area as badabat, sea fields. Haenyeo divide the sea into two on 

a horizontal distance basis: the shallow sea near land and the offshore 

further out to sea. In addition, they consider resource habitats sea 

fields. This could be seen in references to places as the ‘sea mustard 

field’ and the ‘sea mustard sea’, for example.

Compared with haenyeo, fishermen divide the sea in terms of the 

properties of sea terrain: seashore, rocky sea, and muddy sea. They also 

describe sea fields based on the ecological properties of fish species. 

They recognize the places at which fish stay in the same place, making 

the jaribat the chromis fiel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features of the resources as most fish species 

move according to day and night and the season.

Having examined haenyeo and fishermen’s awareness on sea fields, it 

was identified that they can identify areas of the sea field with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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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eyes. However, their method of dividing the sea fields can differ 

according to the fishing object and place.

Haenyeo mainly catch cash crops, and they change the target as 

occasion demands. Jeju haenyeo used to recognize sea mustard as the 

best cash crop, but they don’t catch it anymore as cultivated sea 

mustard from mainland Korea began being supplied to markets from the 

1970s. Currently, Jeju haenyeo consider seaweed, agar, turban shells, 

abalone, and sea urchins the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

Jeju fishermen mostly caught chromis and anchovies in the past. 

Although they fished at the same jaribat, their catch differed depending 

on their folk knowledge. They unfurled the chromis net at a certain 

position, time, and method following their own knowledge. In the past, 

anchovy fishing was active in ‘sandy fields’ at sea. They purchased nets 

by establishing a ‘net gye’, a fishing cooperative for funding, and caught 

a large amount of fish following a dragnet approach. This case shows 

communal features unlike individual fish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y 

used to hold rituals called melkosa or melgut to request a good catch of 

anchovies, but this only remains as oral heritage. Anchovy fishing 

among the disappeared traditional community was analyzed through 

existing materials for this article.

The fishermen established their strategies in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reorganized their own folk knowledge. Their fishing 

activities were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exhaustion and 

reduction of resources in addition to changes in distribution networks 

and consumption habits. Following this, the fishermen reveal flexibility in 

their awareness of resources. They also adapted their fishing methods 

and mobilized means of utilizing resources in a pluralistic way.

The fishermen’s folk knowledge was established more abundantly in 

environments of unstable seas, contributing to accomplishing their 



- 166 -

livelihood purposes. They sustained their fishing activities by strategically 

reorganizing their folk knowledge. The knowledge of fishing fields was 

closely related to the folk culture of livelihood. Furthermore, their folk 

knowledge can be regarded as having cultural heritage value as it has 

been establish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seen above, the haenyeo and fishermen’s folk knowledge has been 

established in their respective livelihood environment and handed down. 

There have rarely been research results on fishing folk knowledge in the 

Jeju region. Therefore,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ishing activities and the folk knowledge of Jeju people in 

the fisheries.

Key words: haenyeo women divers, fishermen, muljil (haenyeo's diving work), 

fishery, fishery folklore, badabat (sea fields), folk knowledge, livelihood, 

livelihoo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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