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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가족 낚시의 경우 
조과보다는 짧게 낚시를 즐긴 뒤 주변 관광지 등을 둘러보며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가족과 함께 하는 

겨울낚시

Let 's go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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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비수기인 겨울이 오히려 가족 낚시의 계절로 자

리 잡고 있다. 겨울 얼음낚시 축제가 가족 낚시 문화

를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들의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제대로 된 조과를 기대

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 있다면 이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이 낚시를 즐기기 알맞은 전남 

보성군의 득량만바다낚시공원을 다녀왔다. 2016년 

12월 문을 연 이 낚시공원은 해안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바다 위에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

았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던지면 더 큰 물고기가 잡

힐 것 같은 생각은 낚시인 공통의 마음이다. 낚시공

원은 이런 욕구를 반영해 해안에서 170ｍ 떨어진 바

다 위에 지어졌다. 데크와 테이블 등 편리하게 낚시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득량만바다낚시공원에 들어서면 좌우 날개로 나누

어져 있다. 가운데는 화장실과 각종 편의시설, 전망

대가 자리 잡고 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입구를 들어

서니 이미 여러 명이 낚시에 흠뻑 빠져 있다. 낚시공

원에서는 원투(遠投)낚시만 할 수 있다. 원투낚시는 

1 하늘에서 바라본 
득량만바다낚시공원
2 튼튼한 원투낚싯대 
3, 4 원투낚시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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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줄에 무거운 추를 달아 멀리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다. 낚싯대가 튼튼하다. 가벼운 미끼를 던

져야 하는 루어낚싯대나 플라이낚싯대에 비해 무

겁고 두껍다. 

둘러보니 가족 단위 낚시인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전북 남원에서 온 박정기 씨 가족이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한 지역 낚시인이 갑자기 소

리를 지른다. “감성돔이다.” 전문 갯바위 낚시꾼들

이나 잡을 법한 감성돔이 낚시공원에서 나온 것이

다. 깜짝 놀라 봤더니 정말 작은 감성돔 한 마리가 

걸려 나왔다. 감성돔은 바다 낚시인들이 잡을 수 있

는 가장 고급 어종 가운데 하나로, 회로 먹었을 때 

맛이 좋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물고기다. 사실 

가족 단위 낚시인들이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어종이

라 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이 감성돔이 곧잘 나

오는 포인트라는 것이다. 

중학생 딸, 조카 등과 함께 낚시공원을 찾은 박씨 

부부는 서둘러 낚시채비를 갖춘 뒤 낚시공원 왼쪽 

날개 쪽에 자리를 잡고 공략을 시작했다. 10여 분 만

에 입질을 받는가 싶었는데 낚싯대를 들어보니 미

끼만 빼먹고 도망을 갔다.

박씨가 30여 분 낚시 삼매경에 빠져 있는 동안 딸과 

조카는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보였다.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이쯤 되면 나와주어야 낚시하는 재미가 

있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 박씨는 마음이 조급했

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낚시가 잘 안 

되니 말이다. 물때도 좋았는데 이날은 의외로 조류

가 강했다. 박씨는 “조류가 너무 강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 듯하다”고 말했다.

낚시가 재미 없어지려는 찰나 낚싯대가 휘청하며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득달같이 달려들

어 낚아챘다. 그는 “이건 돔 같은 고급 어종이 아니

고 잡어 같다”고 말했다. 낚시 경력이 많은 그의 느

낌대로 걸려 나온 고기는 망둥이 한 마리였다. 그래

도 최소 30cm는 돼 보였다. 박씨는 저만치 멀리 떨

어져 있던 아이들을 불렀다. 딸과 조카는 환호성을 

지르며 와서 기념 촬영을 했다. SNS에 올리기 위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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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비록 잡는 게 어렵긴 했지만, 가뭄에 단비

처럼 지루한 기다림 속에 나와준 고기가 너무나 고

마웠다. 가족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혼자 거

센 파도를 헤치며 험준한 갯바위를 오르내리는 낚

시를 했다면 쏠쏠한 조과를 봤겠지만, 이번은 가족

과 함께하는 낚시가 아닌가. 그는 “한 마리를 잡더

라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과 조카도 환호성을 몇 번 지르더니 결국 

차로 돌아가 버렸고 박씨 부부는 이 정도에서 만족

해야만 했다. ‘넣으면 잡히는’ 그런 식의 낚시란 없

다. 박씨 가족은 서둘러 녹차 밭으로 유명한 보성

읍 봉산리의 대한다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계절 푸

르른 녹차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말을 즐겼

다. 그들은 이어 웅치면 대산리의 제암산 자연휴양

림을 찾아 산책과 녹차 족욕을 하는 등 바쁜 일정

을 소화했다. 주말마다 낚시를 위해 가족과의 시

간을 희생시켰던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행

복했다”고 말했다.

박씨 일행을 따라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낚시공

원을 다시 찾았더니 짧아진 겨울 해가 서쪽 바다

로 지고 있었다. 낚시공원의 오른쪽 날개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온 김상철 씨 부부가 낚시에 빠

져 있었다. 3주째 주말마다 이곳을 찾고 있다고 했

다. 김씨의 부인은 원투낚싯대를 들고 멀리 캐스팅

을 했다. 여성의 캐스팅으로 보기에 놀랄 만큼 힘

찬 모습이다. 감탄사를 냈더니 김씨는 “아내가 더 

잘 잡는다”고 귀띔한다. 김씨 부부는 신혼이라 데

이트 삼아 자주 찾는다고 한다.  

 1 박씨 가족이 망둥이를 잡고 
기뻐하고 있다. 

 2 녹차밭에서의 즐거운 시간   
3 제암산휴양림에서 족욕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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