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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산책

호박꽃

박흥순(시인)

나는 황금빛 웃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말벌들이 내 품에서 뒹구는 것을 보았는가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지 않았던가

당신!

침을 가진, 독을 가진 그 누군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봄 햇살처럼 품어 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한 생을 황금빛으로 웃다 간다

호박꽃은 예쁘지 않은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이 꽃만큼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꽃이 어디 있겠는가. 말벌처럼 침을 가진, 독을 가진 그 누군

가를 품어준 적이 있었던가, 다가오기도 전에 도망갔을 그 무시무시한 상대가 품에

서 뒹구는 꽃이 호박꽃이다. 어설픈 꽃으로 무시 받고 살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큰 소리쳐볼 만할 텐데 그저 피식 웃는 것이 다다. 

황금빛 웃음으로 아침을 맞고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간다. 뭐라 하던 한 생을 

황금빛으로 웃다간다고 얼굴 한 번 구기지 않고 사는 꽃이다. 드러내지 않고 누리고 

사는 격이 높은 꽃이 아닐까, 노란색에 수수한 호박꽃의 꽃말은 해독, 포용, 사랑의 

용기라고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무던한 꽃이 또 

있을까. (윤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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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납골당

조 흥 제(수필가)

유망 직종은 돈을 잘 벌고 오랫동안 지속될 업종을 말한다. 창업자들은 나름대로 

전망이 있는 직종을 택하여 사업을 여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가 지지부진하

거나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업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망이 밝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입해 보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뛰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손자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대학교는 수의과(獸醫科)를 지망할 

예정이라고 저희 아빠가 얘기한다. 수의과는 6년 과정이고 경쟁도 세다고 한다. 동

물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도 잘 번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한다. 수의

과면 개나 고양이밖에 더 있냐, 그것을 공부하는데 6년씩이나 걸리냐고 했더니 소

도 있다고 한다. 여러 동물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단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 밖에 없는 손자가 

개나 고양이의 병을 고쳐 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돈을 잘 벌지라도 바람직한 직

종은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 장관, 작가 등 펜대를 

놀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고작 동물들의 배를 가르는 직업

을 갖는다니 어찌 찜찜하지 않을 수 있나. 하지만 힘없는 할아버지가 제 엄마-아빠

가 좋다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말릴 수도 없으니 속상하다.

지금 우리 안방에서 하는 짓이라곤 아양을 떠는 것밖에 없으면서 귀공자 취급을 

받는 조막만 한 개가 5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3~4 가구에 한 마리씩 기르는 

비율이다. 문제는 애완견이 언제까지 귀공자 대접을 받느냐이다. 개나 고양이가 대

우를 받으려면 살기가 계속 좋아져야 한다.

우리 안방에 애완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그전에는 보리 고

개라고 하여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 먹일 것이 어디 있나. 그래서 대문 옆에 큰 

개를 몸보신을 위하여 길렀다. 그러다 돼지고기, 쇠고기가 많아지자 개고기 수요는 

적어 거리에 보신탕 간판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 후는 

개소주라고 조그만 비닐봉지에 넣는 보약으로 탈바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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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대한 글을 처음 본 것은 박지원(朴趾源·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

日記)에서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사촌 형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북경(燕京)가는

데 동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행문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열하일기 중 일부분을  

‘일신수필’이라 하여 우리나라 수필의 원조로 꼽힌다. 박지원 일행이 만주의 어느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인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개짓는 소리가 났

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할아버지는 품속에 있던 조막만 한 강아지를 꺼내 놓으면서

“손님께서는 괴이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늙은이 둘이 심심하여 개를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개가 어디서 난 것이오.”

하고 물으니

“월남에서 들여온 것입니다요.”

했다. 서양 풍속을 많이 받았던 동남아에선 그때도 애완견을 길렀던 가 보다.

거리에 가다 보면 개를 창가에 두고, 병도 고쳐 주는 동물 병원이 가끔 있다. 개

의 수명은 17~8세가 천명(天命)이라고 한다. 개뿐 아니라 고양이도 치료해 줄 것

이다. 사람에게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동물 보험제도는  없다. 그래서 치료비가 

사람보다도 비싸다. 개를 여러 마리 기르는 집도 있다. 어느 처녀가 시집은 안 가고 

애완견을 다섯 마리나 길렀다. 어머니가 야단치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다’고 방송기자와 대담하면서 말했다. 

애완동물을 기르다 병이 나면 동물병원에 데려 가고 죽으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

서 우는 정성이면 개 묘지가 있을 수 있고, 개  납골당도 있을 수 있다. 사진과 함께 

유골함을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다. 아직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안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인터넷에 들어가 ‘개 납골당’이라고 쳐 보니 수십 군데가 나온

다. 개를 땅에 파묻는 것은 쓰레기 처리법에 의해서 불법이란다. 그래서 개 장례와 

화장과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우리 손자가 수의과에 가도 괜찮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