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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산책

보고 싶은 얼굴 

           이 상 구(시인)

 

빈 들녘에서

자지러지게 임을 부르고 있는

크낙새의 목 타는 가슴

파아란 하늘 아래

하얀 자갈밭 시냇물 가

흐드러지게 핀 철 이른 국화

신부의 화관처럼

아름다웠던 인연을 잊지 못하고

그리움만 남겨 놓고 떠난

땀방울 젖은

7월의 야속한 얼굴

크낙새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목이 탄다. 철 이른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

리움만 남겨놓고 떠난 야속한 얼굴을 이 계절에 보고 싶다. 소재로 선택한 크낙새나 국

화, 그리고 야속한 얼굴을 결합하여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되었다.

임을 부르는 애달픔과 꽃을 피우고 싶은 애절함, 그리고 인연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

는 야속함을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내고 있다. 화자는 커다란 울림으로 보고 싶은 얼굴

을 우리 가슴에 큰 울림으로 스며들게 한다.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옆을 떠나 멀리 사라지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떨치기 어렵

다. 그리움을 남겨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야속하기만 할 뿐이다. 보고 

싶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뿌리치지 못하는 간절함을 되새길 뿐이다.(윤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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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편

                                                                       조흥제(수필가) 

추석을 맞아 교회에서 송편을 팔아 1㎏을 12,000원에 사왔다. 접시에 담아 밥상에 

꺼내 놓으니 알록달록하니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예쁘다. 맛도 좋지만 그 전에 집에

서 만들어 먹던 솔잎 향기가 안 난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추석때면 송편을 집에서 만들었다. 집 사람도 농촌 출신

이어서 고부간에는 추석과 설에는 음식을 손수 장만했다. 우리가 4대 봉사하는 큰 집

이어서 제수도 장만할 겸 송편과 만두도 직접 빚은 것이다.

장승배기 영도시장에서는 추석때 솔잎도 팔았다. 되에 담아서 팔았는데 3되 정도 사

왔다. 쌀을 한 말 정도 물에 불려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 와 팥과 밤과 깨로 속을 

장만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 손가락 세 개로 꼭 눌러 오목한 자국을 냈다. 그걸 

시루에다 솔잎 한 켜 깔고 송편 한 켜 놓고 또 솔 잎 놓기를 반복하여 연탄 아궁이에 쪄

내면 솔잎 향기가 솔솔 나는 송편이 나왔다. 시골에서는 추석 때면 아낙네들이 다래끼

를 허리에 차고 산에 가서 솔잎을 따다 사용했다.

80년대에 나는 등산을 많이 다녔다. 그 중에서도 관악산에는 매주 가다시피 했다. 

어느 해 추석에는 솔잎을 손수 구하고 싶었다. 서울대 방면에는 사람이 많아 창피할 

것 같아 사람이 덜 다니는 사당역으로 해서 낙성대 능선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 소

나무도 많고 사람도 덜 다녀서 남자가 솔잎 딴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 같아 그 곳

을 택했다. 내가 관악산에 많이 가는 코스는 서울대 옆으로 해서 참샘을 지나 능선에 

붙어 깔딱 고개로 올라 가는 코스였다. 그 코스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닌다. 그 다음은 

서울대 뒤 능선으로 오르는 코스인데 서울대가 들어서고 정상에 기상탑이 들어선 후 

등산객의 출입을 막았다. 서울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관악산 등산로의 정 코스가 그 코

스였고 험했다. 거기에 바위 타는 클라이밍 코스도 있었다. 30m 정도 되는 조그만 바

위다. 서울에서 바위 타기 좋은 곳은 도봉산의 선인봉, 북한산의 인수봉으로 150m, 

200m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직벽이어서 많이 이용했다. 그 다음이 사당동 코스다. 

사당역이 생기기 전에는 낙성대 뒤 까치산 고개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 가면 바로 관악

산에 붙을 수 있어 장승배기에서 버스 타고 얼마 안 가면 되어 그 코스를 많이 이용했

다. 마당바위를 지나 능선에 서면 서울의 서남부가 어느 코스보다 잘 보여 많이 다녔

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거리는 서울대 방면보다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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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사람이 적을 오후 3시경 까치 고개에서 내려 능선으로 붙었다. 한데 무심

히 지날 때는 그렇게 많던 소나무가 막상 솔잎을 따려고 하니 높아서 딸 수가 없다. 잔

솔이 많아서 솔잎을 따려니 했던 상상은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집에서는 송편을 빚

어 놓고 내가 솔잎을 따 오면 찌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체면이 말이 아

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나무에 올라 가서 따려고 했더니 나무에 올라 갈 수도 없다. 

어렸을 때는 나무를 잘 타서 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었다. 집 뒤에 밤나무 3 그루가 있

었는데 여름에는 밤 나무에 올라 가서 살다시피 해서였다. 그 때만 생각하고 나무에 

올라가려니 40대 후반의 뚱뚱한 몸을 나무는 받아 주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절실히 

느꼈다. 보는 것과 해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여 필

요한만큼 구하기는 했다. 그 해 송편은 유난히 맛이 있었다. 내가 힘을 들여서 한 것은 

맛이 있는 법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었을까. 삼국시대부터다. 농경사회

에서 달의 변화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 선조

들이 자연스럽게 달 모양을 본뜬 송편을 빚어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솔잎에 쪄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솔잎을 사용했다.

송편은 지역마다 특색 있다. 북쪽은 크게 만들고, 서울, 경기는 작고 앙증맞은 크기

로 만든다. 강원도에서는 도토리, 감자를 이용하여 만든다. 도토리 송편은 멥쌀가루에 

도토리 가루를 섞어 반죽하는데 도토리는 배가 부글거리거나 잦은 설사와 소변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감자 녹말가루로 만든 감자 송편은 감자녹말이 위에 막을 만

들어 위장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좋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푸른 모시 잎으로 색을 내어 

차례 상에 올리는데 모시 잎 송편의 쌉쌀한 맛이 별미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 평안도 해안 지방에서는 조가비 모양으로 빚어 참깨를 볶아 찧고 

설탕과 간장으로 버무려 소를 넣어 만들어 먹는데, 이는 해안가 지방에서 조개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충청도에서는 호박을 썰어 말린 호박가루를 멥쌀

가루에 섞어 만든 호박 송편을 만들어 먹었는데 색깔이 곱고 단맛이 나며,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다. 한방에서 가을 보약이라 불린 호박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할 뿐 아니라 

이뇨작용을 도와 붓기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송편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

료로 만들어 먹었다.

우리는 팥이나 풋콩, 생활이 좀 나아져서는 참깨를 볶아 넣었다. 교회에서 사온 송편

은 색깔이 다양하고 모양은 예쁘지만 솔잎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엄격하게 말하면 송

편이 아니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송편에서 풍기던 향긋한 솔

내음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