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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포구에서 유통되던 상품은 다양했다. 미곡 등 곡물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공급되었으며, 도기·토기·철

물 등의 수공업 제품, 전라도의 면포,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어염 등의 해산물, 심지어는 함경도 원산에서 나는 북어까

지 강경포구로 유입되어 유통되었다. 이렇듯 강경포구는 금

강 유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국으로 반출하는 핵심 시장

이었으며, 동시에 전국 각지의 상품이 반입되어 금강 수로를 

통해 다시 금강 주변 지역으로 분배되는 전국 포구 시장권의 

중심 시장이었다. 

그러나 1911년 호남선 철도의 대전∼강경 구간이 개통되

고, 이듬해 군산선(익산∼군산)이 개통됨으로써 하항으로서 

갖는 강경포구의 상업 기능은 차츰 호남선에 넘어가게 되었

다. 또한,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됨에 따라 강경포구는 충남 서

남부의 상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논산천 하구이자 금강의 

주요하항 이었던 강경포구는 현재 극히 제한된 지방의 소시

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돌아서는 길에 조선시대 삼남지방 제일의 다리인 미내다

리를 살펴보았다. 

미내다리는 1973년 12월 24일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1호

로 지정되었는데 미내다리의 명칭은 강경천을 미내라고 부

른데서 연유하며, 조암교라고도 부른다. 

미내다리는 처음에 지금처럼 무지개 모양의 홍예교가 아

닌 평교(平橋)였다고 한다. 은진미교비(恩津渼橋碑)에 따르

면 조선시대인 1731년(영조 7)에 강경촌(江景村)에 살던 석설

산(石雪山) 송만운(宋萬雲)이 주동이 되어 황산사람 유부업 

등 3명과 여산의 강명달, 강지평이 재물을 모아 1년 만에 전

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현재의 다리를 축조하였다고 하는데 

당시는 3남 제일의 대교였다.

다리의 석재는 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30m, 폭 2.8m, 높

이 4.5m이다. 3개의 홍예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홍예가 크고 

남북 쪽이 약간 작다. 받침을 긴 장대석(長臺石)으로 쌓아 올

리고 그 위에 홍예석을 돌려 만든 형식이다. 가운데 홍예의 

정상부 종석(宗石)은 다리 난간 밖으로 돌출시켜 호랑이 머

리를 선각(線刻)하였고, 북쪽 홍예의 정상부 종석 돌에는 용

머리를 새겼다. 난간석에는 화문(花紋)을 새긴 듯하나 지금

은 마멸되어 식별하기 어렵다. 남쪽의 홍예 정상부에는 조각

이 없다. 홍예와 홍예 사이의 간지에는 양쪽의 보이는 면으

로 가로 35cm, 세로 150cm 정도의 장대석을 잘 조화시켜 쌓

았으며, 다리 윗면에는 턱진 장대석을 난간 밖으로 돌출시켜 

턱에 보도와의 경계석을 끼우도록 하였다. 

강경의 미내다리까지 답사를 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

왔다. 

답사 후 집에서 GPS 좌표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 그려본

바 논산천의 발원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713.5

고지의 북쪽 사면으로 북위 36°01′51″, 동경 127°22′46″(GRS80

좌표계)로 확정하였다.

학             명 : Acheilognathus lanceolatus Temminck et Schlegel 

지역 방언 : 납생이. 쓴붕어. 납조래기. 납작붕어 등  

분             류 : 잉어목 납자루아과

자생 수역 : 우리나라 한강. 금강. 낙동강 등 서해.남해 방향 하천

주 서식장소 : 하천의 중류 유속이 있는 곳 

번  식  기 : 4~6월  

크             기 : 10cm 내외

자루는 물건을 주워 담아 옮기는데 매우 편리한 우리네 생

활용품입니다. 여기에 물건이 가득 채워질수록 풍족하고 마

음의 여유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여러 수역에

서 자연이 주는 넉넉함을 자루채로 전해주는 전령사가 있으

니 바로 아름다운 몸 빛깔을 자랑하는 물고기, 납자루 친구

들입니다.    

 그 이름도 정겨운 납자루는 우리나라 민물 수역에 사는 

많은 어류 중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그 이름이 잘 알

려진 우리 토종 물고기입니다. 서, 남해로 흐르는 여러 지방 

하천의 유속이 있는 수역에 자생하며 근래에는 토종 물고기

를 찾는 사육 매니아가 많아져 관상어로도 많이 기르는 어

종입니다.

 수조에서 기르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이를 주는 사람

도 알아보고 다른 토종 어종에 비해 적응력이 강해 잘 살고 

생태 특성을 알고 사육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실내에서 

번식도 곧잘 시킬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매운탕이나 찜으

로 인간의 혀끝을 감미롭게 하는 일반 붕어와는 달리 그 맛

이 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쓴붕어라는 사투리로도 불리는 

이 친구는 사람들이 잘 안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덕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즘 월척 붕어, 잉어 등 큰 물고기를 낚는 데 납

자루를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꾼들이 있어 또 다른 천적으로 

부상하고 있어 몸을 납작 숙이고 숨어 있어야 할 판입니다.  

 4-6월이 되면 납자루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아

름다운 혼인색을 띠는 데 특히 뒷지느러미의 끝 부분이 빨

간색으로 변해 마치 예쁜 리본을 단 것처럼 보입니다. 암컷

도 산란관(알 낳는 대롱)이 점차 길어지게 되는 데 이 시기에

는 암, 수 모두 말조개, 대칭이, 작은말조개 등 담수 이매패를 

찾아 나서고 적당한 조개를 선점한 수컷이 주변을 맴돌며 암

컷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서로 눈이 맞아 짝짓기를 하게 되는 

데 수초 등에 알을 그냥 낳는 붕어 등과는 완전 다른 번식 생

태를 가진 이들은 암컷이 산란관을 민물조개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출수공에 넣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뒤따라와 순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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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정하여 수정을 시킵니다. 조개 안에 찰싹 달라붙게 되

는 알은 부화하고도 한 동안은 안전한 조개의 체내에 머물다 

출수공으로 하나씩 빠져나오는 신비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

요. 이는 납자루 종류 물고기의 공통된 특이한 산란형태입

니다. 즉, 납자루 외에도 각시붕어, 흰줄납줄개, 떡납줄갱이, 

묵납자루, 칼납자루, 줄납자루 등이 조개를 인큐베이터로 활

용하여 2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은 알의 숫자가 다른 물고기처럼 많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인 산란 번식 방식을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아오고 있습니다.  

 납자루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처럼 이 물고기의 

공생하는 말조개 : 조개 사이로 수컷이 암컷을 초대하고 있다. 
                             조개도 이 시기에 유생을 뿜어 납자루가 새끼 
                             조개를 멀리 뿌리게 하여 공생을 한다. 

어린 치어 : 갓 조개를 탈출하여 세상 구경을 하기 시작한 납자루의 
                  어린 물고기들.

납자루 수컷 : 혼인색으로 치장하여 짝짓기 준비를 마친 수컷이 
                      뒷지느러미의 빨간 리본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암컷 납자루 : 무리를 지어 있는 요조숙녀 납자루. 각자 배지느러미 
뒤쪽으로 산란관을 달고 있다.

위에서 본 납자루 : 붕어. 잉어 보다 훨씬 납작하여 납자루라는 
                               이름이 잘 연상된다. 

납자루 떼 : 오래 된 영화의 제목처럼 떼를 지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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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옆으로 심하게 납작합니다. 입수염이 한 쌍 입가에 달려

있어 비슷하게 생긴 납지리와 가시납지리 등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3급수에도 잘 사는 각시붕어나 큰납지리와

는 달리 비교적 맑은 2급수 수역에서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서 헤엄치며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 이름을 가지고 오래 전에 서세원씨가 제작한 ‘납자루

떼’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납자루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지요. 

 그 후에도 우리 물고기 이름을 가진 영화나 문학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은어, 쏘가리, 연어, 가시고기 등의 소

설, 시, 연극 그리고 저 유명한 강제규 감독의 영화 쉬리 등 손

꼽아 보니 제법 되는군요. 우리 물고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

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급적 그 속에 해당 물고기를 등장시

키거나, 적어도 예의상 간략하게나마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류를 연구하는 본 어사(魚士)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성어는 다자라면 몸길이가 10cm 내외 

정도로 크게 됩니다. 납자루 서식처 복원시는 여울을 형성해

주고 반드시 민물조개가 살 수 있는 모래펄 층을 조성해주어

야 합니다. 맑은 하천을 자연의 자루로 채워주는 납자루 떼처

럼 필자도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 회원님들과 강가에 한 떼로 

모여 곡차라도 한잔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얼굴

이 납자루 볼처럼 붉어질 날을 고대해 봅니다. 

다음 카페 <한국생태환경연구원>에 가입하면 수시로 하천

에서 행하는 탐어 활동과 수생태 특강에 대한 안내를 전체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필자와 더불어 생태전문가, 해

설사 등이 동참하여 전국을 단체로 여행하며 일반 회원들에

게 자연의 상식을 몸소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

고 있으며 생태문학 스토리힐링을 추가하여 재미나고 유쾌

한 이야기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자로 생태여행 

및 특강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은 다음 번호로 신청하시면 

매 회 문자로 관련 행사를 통보해드립니다.  

010-3274-7282 이학영 박사. 

꿔다 논 보리자루처럼 
살기는 싫다고 
쉴 틈 없이 
꼬리 자루 흔들어 
강물 파도 일구는 
납자루떼 있다네 

벗이여 
우리도 납자루떼로 만나
한잔 술에 그들처럼
눈이며 뺨이며 
붉어도 보고
우정의 자루도 채워보세나

납자루 벗이여 

상감 이학영 / 시인

서식처 논산천 : 납자루가 잘 살고 있는 하천으로 담수 조개도 역시 
                          많이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