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이마, 등에 땀이 쭉 배는군! 물을 한 솥 붓고 푹 고

우니 하얀 국물이 울어난다. 아직 산후부기가 덜 빠진 

산모는 살아보겠다고 비릿한 국물을 훌훌 마신다. 허참, 

그 때 낳은 큰 딸내미가 벌써 오십 줄에 들었으니 내가  

늙을 만도 하다.

가물치Channa argus 는 가물치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두 콧구멍이 양 눈알사이에 아주 작게 열렸다. 그래서  

그렇듯 보잘 것 없다거나 속이 좁을 때 ‘소갈머리 좁기가 

가물치 콧구멍’ 이라거나 “저 놈의 속은 가물치 콧구멍처

럼 좁아서 원” 이라 하고, 어떤 일이 무척 생소할 때 “생긴 

것이 가물치 콧구멍처럼 생겼네.” 따위로 비꼰다. 

그리고 가물치의 옛말은 ‘가모티’이고, 몸이 검기 때문에 

‘흑어(黑魚)’, ‘흑례(黑鱧)’라 한다. 또‘검다’의 작은말인 

‘감다’에 비늘 없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접미사‘-치’가 붙어서 

가물치가 되었다 한다. 

그리고 가물치의 머리가 뱀을 닮았다하여 ‘snake head’라 

하고, 뱀이 변하여 가물치가 되었다는 중국전설도 있다한다.  

가물치는 검은빛을 띤 푸른 갈색으로 등 쪽은 짙고, 배 쪽은 

회백색이거나 황색이다. 몸은 길면서 가는 편이고, 길이가 

80㎝ 정도 되는 놈도 있다한다.

머리는 비교적 크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돌출하였고, 머리 부분은 등배 쪽으로  

납작(종편,縱扁)하며, 꼬리 쪽은 옆으로 납작(측편,側扁)

하다. 옆줄(측선,側線)의 위와 아래에 각각 13개 정도의 

흑갈색의 마름모꼴 무늬(반문,斑紋)가 있고, 머리의 양

쪽에는 두 줄의 검은빛세로띠가 있다. 입이 크고, 이빨이  

날카로우며, 지느러미에는 가시가 없다. 

가물치는 보통 때는 아가미로 숨 쉬지만 물이 마르면  

아가미가까이에 붙어있는 1쌍의 부호흡기(副呼吸器, 

accessory respiratory organ)로 공기호흡을 한다. 옛

사람들이 “가물치가 나무위에서 누워 잠잔다.”고 했는데  

어린 것들은 꼼지락꼼지락 꿈틀거리며 기어나가 물 밖에

서도 며칠을 너끈히 견딘다. 또 산소가 부족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에서도 아무 탈 없이 사니 무척 검질긴 생명력을 

지녔다. 

‘가물치’를 글감으로 정하고 나니 불현듯 옛일 하나가 지진해일(쓰나미)처럼 

세차게 밀려온다. 겨울이었다. 산후보혈(産後補血)에 좋다는 

팔뚝만한 가물치 한 마리를 서울 경동시장어물점에서 샀다. 

또한 5-8월이면 이들은 물풀을 뜯어 모아서 지름이 1m나  

되는, 물에 둥둥 뜨는 야트막한 산란둥지(spawning 

nests)를 만들고, 거기에다 한꺼번에 7,000여 개나 되는 

알을 낳아 암수어미들이 어린새끼물고기가 집을 떠날 때

까지 보호한다. 그러고 나면 이윽고 암수 모두 지친 탓에 

시나브로 그만 탈기(脫氣)하여 스러지고 만다. 

어릴 때는 물벼룩 등 동물성플랑크톤을 주로 먹지만  

자란고기(성어,成魚)가 되면 잔고기는 물론이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허기지면 친구나 제 새끼까지 마구잡이로 먹어

치운다고 하니 육식동물들에서 흔히 보는 동족포식(同族

捕食,cannibalism)이다. 고얀 놈들이로군.  

그리고 강이나 호수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는 최상위(정

점)포식자(apex predator)라 만일에 한 번 퍼졌다하면 

난리가 난다. 가물치는 원래 우리나라·중국·러시아의  

터줏고기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1923년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물치를 일부러 일본으로 들여갔

으니 일본본토의 모든 평야지대에서 그 억센 ‘가무루치

(kamuruchi)’가 분탕질하여 일본을 평정하고 말았다는 

말씀. 다른 말로 아주 공격적인 종(invasive species)이라 

일본의 토종어류를 싹쓸이했으니 지금은 ‘죽일 놈’ 취급을 

받을 수밖에. 그런데 그것들이 미국으로도 흘러들어가  

그곳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어디 그 뿐일라고. 우리 ‘잉어’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판을 치고,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캐나다 밴쿠버 쪽 

해변에 우리 ‘미더덕 ’이 바다를 집어삼킬 듯 도도히 퍼져가고 

있다 한다. 게다가 ‘갈대’ 가 미국5대호까지 거침없이 퍼

져나가는 모습을 두고 이 지역 언론은 “아시아가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 라고 썼다한다. 심지어 ‘칡’ 도 한 몫 거들어

눈엣가시가 되었다고 하고.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에 10년이 넘은 귀화식물만 해도 

250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외 생태교란 종인 동물도  

부지기수다. 유입종이 말썽을 부리지 않는 나라가 없으므로 

괜히 피해망상증(被害妄想症)에 젖을 일이 아니라는 것. 

동식물은 국경이 없으니 뿌리내려 정붙이고 살면 거기가  

제 고향이다, 그렇잖은가? 권오길 교수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

가물치

집에 와 훨훨 타오르는 연탄불에 큰 솥을 걸고, 바닥에 참기름을 한 벌 

듬뿍 두르고는 녀석을 집어넣고 솥뚜껑을 후딱 덮는다. 두 눈을 꼭 감고, 

이를 사리물고는 젖 먹은 힘까지 다해 뚜껑을 꽉~~~누른다. 

녀석이 얼마나 심이 센지 솥이 덜거덩 덜컥댄다. 

아뿔싸, 솥바닥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러다가 잠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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