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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사람들 이야기



1
김   덕   래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원에서 어촌계에 대한 사진집을 만들고 있어 도움을 얻고

자 찾아왔습니다. 어촌계 활동 사진 이외에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장님은 

어촌계 일반적인 상황과 현재 어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 어업 활동 내용 위주로 말

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태어나셨죠. 또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사신 거죠.

어업이 본업이 되다.

어업 활동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나요.

처음 어업을 시작한 곳은 삼목항 쪽이 아닌가요. 삼목항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사실 서울에서 공부했으면 그런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계장님에 대한 신문 기사(한국수산경제, 2021. 6. 21)를 봤는데, 

부친으로부터 통발어선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업권의 종류가 여러가지인가 봐요. 그리고 어업권은 누구에게 사는 건가요.

아무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서해 쪽에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동해안 배가 서해에서 조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어선도 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는 거죠.

복합어업이나 복합자망은 어떤 어업인가요.



통발어업으로 주로 무엇을 잡나요. 

통발 어업은 어떻게 하나요. 매번 통발을 걷는 것은 아니죠.

통발을 놓는 위치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낙지, 돌게, 소라 통발이 따로 있는 거죠

통발로 잡은 낙지하고 뻘에서 잡은 낙지하고 차이가 있나요.



 뻘에서 잡은 낙지하고 통발로 잡은 낙지의 가격 차이가 있나요.

잡은 것은 어떤 식으로 판매하나요.

요새는 판매하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꽃게는 어디에서 잡나요.

매번 다르겠지만, 수확량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나 돼요. 



조업은 한 달에 며칠이나 나가요.

바다 일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안전하고,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특별한 의례, 고사도 지내나요.





운서어촌계의 부활

운서어촌계는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삼목 일대가 예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촌계도 굴곡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어장은 어느 쪽에 있나요. 

계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여기도 가입하려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죠.

어촌계장 하면서 완화시킨 건가요

어촌계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연령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또 외지에서 온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계원은 가구당 한 명이죠

어촌계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곳 어촌계의 어획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은 작업해서 수수료 가지고 어촌계 도움을 

주는데 어선어업 하시는 분은 따로 어촌계에 도움 주는 건 없나요. 

가입비 낸 거는 안 돌려주는 거죠.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삼목항은 어떤 곳인가요.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나요

여러가지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며, 풍어를 기원합니다.



2
장   지   선



송산어촌계 총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총대는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건가요?

송산어촌계의 어장 면적은 얼마나 되고, 주로 무엇을 어획하나요?

요즘 어장 작업 상황은 어떤가요. 

어촌계가 공동 작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촌계의 역할이나 구성 조직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면허어장이 5개인 송산어촌계



계원과 조업 활동

어촌계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촌 계원들의 연령 분포는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촌계원의 한달 조업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공동 작업 수확물은 수매를 하는 건가요.

조업 환경은 어떤가요?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는 송산어촌계

개별적으로 작업할 때도 1인 어획량을 제한하나요?

종패 뿌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건립되면서 어촌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송산어촌계는 다른 어촌계에서 하는 어촌체험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백   진   영



어촌계 일을 시작하다.

어촌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그래도 이곳은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포내어촌계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포내어촌계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무장 일도 같이 한 건가요.





어촌계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포내어촌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포내어촌계도 어장을 여러 개 운영할 텐데, 어장은 몇 개나 되나요.

포내어촌계에서 주로 수확하는 수산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장마다 나오는 것이 다른 가요.



계원이 되는 조건은 따로 있겠죠?

귀농보다 귀어가 좋다는 어촌계 활동



외부에서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분들이 있나요.

한 가구당 수입이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어촌계는 공동작업을 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어장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번 작업할 때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작업 도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더 나은 어촌계를 위한 변화

어촌계 수입이 따로 있나요.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어촌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여자 계장이 있는 어촌계가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어촌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촌체험프로그램인데, 포내는 몇 종

류나 운영하고 있나요.

어촌계 활동의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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