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머슴아들의 여름나기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낚시나 그물로 잡는 것 이외에도 지금
은 사라졌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랐던 곳은 거류면 은월리 정촌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 앞에는 작은 내가 있었고 맑
은 물이 흐르는 여울에는 피리, 송사리, 붕어 등 온갖 민물고기들이 물 반, 고기 반이
랄 정도로 떼를 지어 놀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
지, 그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고 놀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슴아들은 여름철이 되면 학교 갔다 오기 무섭게 친구들과 냇가로 다람치
기를 했습니다. 빤스를 벗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 목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자
라면서 냇가 마을 머슴아들은 개헤엄과 개구리헤엄은 기본으로 칠 줄 알았고 조금 더 능숙
한 사람은 송장헤엄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편을 갈라 물쌈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심
하게 물쌈을 하다 보면 콧구멍, 귓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입으로 물을 삼키는 일
도 있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면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기도 하였는데 참으로 신
기하였습니다. 물속에는 물새 아닌 물새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구쟁이들은 이 물새를
잡아 저마다 돌 위에 올려놓고 누구의 물새가 제일 빨리 날아가는지 내기를 하기도 하였습
니다. 돌 위에 올려놓은 물새는 몸의 물이 다 마르면 새가 되어 하늘 높이 어디론가 날아갑
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던 곤충이란 녀석이 몸에 물이 마르자마자 어떻게 작은 새가 되어 하
늘을 날아가는지 어린 선생님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이도 시들하
면 우리는 냇바닥에 지천으로 자라는 앵꼴을 뽑아와서는 물속의 고기 잡기를 시작합니다.
앵꼴은 독성이 있어서 고기를 잡는 데는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개구쟁이들은 계속해서
이 풀을 한빨띠이 아듬꼬 와 물이 흐르는 위쪽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풀을 발로 자근
자근는 사람, 힘주어 뜀시로 내리는 사람, 주먹보다 약간 더 큰 돌로 찧는 사람, 저마다 이
렇게 역할을 하다보면 어느 새 물속에서 평화스럽게 놀던 고기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난 거
매이로 아비규환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제일 약한 송사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다음에
는 피리, 붕어. 좀 더 물의 독성 농도가 진해지면 메기도 나옵니다. 메기가 나올 때쯤이면 우
리 개구쟁이들은 ‘메기다’ 하면서 흥분에 휩싸인 가암을 내지릅니다. 이렇게 잡은 메기
는 우리 작은 개구쟁이들의 합동작전으로 얻어진 훌륭한 전리품이라 생각되었기에 참으로
뿌듯하기조차 하였였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우리 개구쟁이들에게는 물속에서만은
온 데 간 데가 없고 신나게 고기를 잡고 놀다보면 긴 여름의 하루 낮도 짧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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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이 되면 또 다른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몹시 더운 여름밤은 매캐한 모캣
불을 피아낳고 삼베옷 입고 덕석이나 평상에 앉아 부채질하며 긍구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 올리기도 하고 반디가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를 놓으면 나도 모르게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어 한순간 어설픈 시인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머슴
아를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던 신비의 빛을 가진 반디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불쌍하고 죄없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강이나 냇가에 가면 그렇게 해서 잡을 만큼의 고기도 없고 그렇게 고기를 잡고
뛰놀 아이들도 없습니다. 또 전에는 그렇게 많았던 앵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언 풀이 도움말>
*피리-피라미/*선머슴아-선머슴(차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아이. )/*머슴
아-머슴애(남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다람치기-달음박질=달리기/*빤스(팬티의 일본영어
식 말)-팬티/*목을 감았다-멱을 감았다, 멱(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물쌈-물똥싸움(손이나 발로 물을 상대편의 몸에 끼얹어 물러나게 하는 아이
들의 놀이. ≒물싸움「2」.)/*물새-게아재비(장구애빗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4cm 정도로 사
마귀와 비슷하게 가늘고 길며, 엷은 누런빛을 띤 갈색이다. 배 끝에서 나온 호흡 기관이 암컷
은 몸의 길이와 같고 수컷은 더욱 길다. )/*앵꼴-여뀌(잎과 줄기는 짓이겨 물에 풀어서 고기를
잡는 데 쓴다. 잎은 매운맛이 남.)/*한빨띠이-한 아름/*아듬꼬-안고/*볿는-밟는/*뜀시로-뛰면
서/*거매이로-것처럼/*가암-고함/*모캣불을 피아낳고-모깃불을 피워놓고/덕석-멍석/*반디(고
성에서 썼던 반디는 표준어임.)-반디=반딧불이/*긍구-권구(眷口)=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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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슴아들의 여름나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선머슴아, 다람치기, 멱’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 집에서 다람치기를 잘 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써 봅시다

2

지금은 왜 모캣불(모깃불)을 볼 수 없는지 그 까닭을 써 봅시다.

3

‘'선머슴아들의 여름나기’를 읽고 퀴즈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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