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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의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조석으로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

절,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秋分)을 전후하여 추석이 돌아오곤 한다. 추분이 지

나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벼 베기를 위해 논에서 물을 빼내는데, 이를 

‘도구 친다’고 한다. 도구를 치기 전에는 볏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대어 주어

야 한다. 그래야 벼 포기가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성장을 하여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

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볍씨를 여물게 하려면 악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을 완전

히 빼게 되면 벼는 종족보존을 위하여 벼가 영글어 간다. 나는 산이 좋아 매주 산행을 

하면서 많은 소나무를 보게 되는데, 비옥한 토양에 서 있는 소나무의 경우는 솔방울이 

거의 없으나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소나무는 솔방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걸 보면 벼나 소나무의 경우에도 악조건에서 종족보존을 위하여 종자

가 여물어 감을 알 수 있다. 

볏논에서 물을 빼주기 위하여 도구를 치는 날은 일거양득의 날이다. 볍씨가 잘 여물

도록 도구를 치다 보면 동면을 위해 논바닥으로 파고 들어간 살찐 미꾸라지를 잔뜩 잡

을 수 있다. 이 미꾸라지로 국을 끓여 동네잔치를 벌이곤 하였다. 옛날 농촌에서 어렵

게 살다 보면 마을 어른들로부터 많은 덕을 보고 사는데, 그 덕에 보은하는 뜻에서 베

푼 잔치이기에 ‘갚을 턱’ 또는 ‘상치 마당’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상치’는 노인을 숭상

한다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오늘날 미꾸라지 국을 추어탕이라 하는데 가을에 잡은 미

꾸라지로 국을 끓인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추어탕은 미꾸라지의 한자어인 미꾸라지 

추(鰍), 고기 어(魚)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추어탕을 생각하여 요즘에도 가끔 추어탕 집에 들르곤 한다. 

그런데 추어탕 집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맛도 제각각 다르다.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아주머니가 하는 추어탕 집에 가면 미꾸라지를 삶아 으깨어 풋배추, 토란대, 

부추 등을 넣고 끓인 후 파, 마늘, 고추, 방아잎, 산초를 넣어 내어 놓는다.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아주머니가 하는 추어탕 집에 가면 끓이는 방법은 경상도 방식과 같지만, 된

장, 파, 들깨즙을 넣어 농도 있게 끓인 다음 산초를 넣어 매운맛을 낸다. 본토 서울 아주

머니가 하는 추어탕 집에선 사골과 내장을 끓인 국물에 두부, 버섯 등을 넣고, 삶아 놓

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데 추어탕과 구별하여 ‘추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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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은 우수한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풍부하여 초가을에 먹으면 더위로 잃은 원

기를 회복시켜 준다고 한다. 양질의 단백질이 주성분이어서 피부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증 환자에게도 좋다고 한다. 고려 말 송나라 사신 서긍의 『고려

도경(高麗圖經)』에 추어탕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처음 나오며 미꾸라지가 강이

나 논에 흔하므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서민들이 그 이전부터 먹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미꾸라지는 맛이 달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

볏논에서 물을 빼주기 위하여 도구를 치는 날은 일거양득의 날이다. 볍씨가 잘 여물

도록 도구를 치다 보면 동면을 위해 논바닥으로 파고 들어간 살찐 미꾸라지를 잔뜩 

잡을 수 있다. 이 미꾸라지로 국을 끓여 동네잔치를 벌이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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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위에 맞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었다. 또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뱃속

을 따뜻하게 덥혀 주며 원기를 돋우고 숙취해소에 탁월하며 발기불능에도 효과가 있다

고 전하고 있다.   

조석으로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어릴 적 고향에서 도구 치던 날이 생각난다. 

가을이 오면 볍씨가 잘 여물도록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곤 하였다. 이때 부수적으로 미

꾸라지를 잡는다. 도랑 치고 가재를 잡는 격이다. 오늘날엔 논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

어 특별히 도구를 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벼농사에 많은 농약 살포로 

옛날처럼 논에서 미꾸라지 구경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짓는 곳에는 볏논에서 미꾸라지와 우렁이

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벼가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여물어 갈 때 메뚜기도 많

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미꾸라지, 우렁이, 메뚜기는 일부 친

환경으로 벼농사를 짓는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

서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고 오래된 추억 속에서나 찾아야 한다. 조석으로 소슬한 바람

이 불어오니 모든 게 어려웠던 농촌의 고향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미꾸라지 국으로 잔

치를 벌이던 도구 치던 날이 그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