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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살이 야금야금 산야를 색칠하

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벚나무 잎이 노

리끼리하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개옻나

무며 붉나무가 다투어 온몸을 불태우고

있다

아침에산에오르다소나무숲길양지

바른곳에무더기로피어있는며느리밥

풀꽃을발견하고털썩쪼그리고앉았다

아침마다 다니는 산행길인데 왜 그동안

눈에띄지않았을까

꽃대가너무작고길가에피어있어하

마터면 밟고 지나갈 뻔하지 않았는가

가까이서 들여다 보니 꽃이 앙증맞도록

아름답다 초롱꽃처럼걀쭉하게붉은꽃

잎은연지바른젊은여인이살며시입을

벌린 듯하고 그 안에 하얀 밥알처럼 생

긴것이두개들어있다

아 슬픈미소같은꽃 이게바로며느

리밥풀꽃이구나 나는 두 개의 밥알 같

은 것을 짯짯이 들여다보고서야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숲속 외딴 곳에

처연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며느리밥풀꽃은 슬픈 전설을 간직하

고 있다 옛날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

리가 밥을 하다가 뜸이 들었나 보려고

밥알을 조금 입에 넣고 있는데 표독스

러운시어머니가이를보았다 시어머니

는혼자밥을먹는다면서몽둥이로며느

리를 때렸고 며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

채죽었다

마을사람들이불쌍히여겨뒷산양지

바른곳에묻어주었는데이듬해이름모

를 풀이 나왔으며 가을에 꽃이 피었다

꽃모양이꼭맞아죽은며느리의입술처

럼 붉고 그 안에 하얀 밥알을 물고 있는

것같았다

이 며느리밥풀꽃은 현삼과 새애기풀

로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꽃이 피며

꽃며느리밥풀꽃 알며느리밥풀꽃 애기

며느리밥풀꽃 새며느리밥풀꽃 등 여러

가지이름으로불린다

며느리밥풀꽃과 비슷한 풀로 며느리

밑씻개가 있다 생오지 우리 집 언덕과

마당 귀퉁이에 지천으로 자라는 1년생

덩굴식물로 12m 길이의줄기와잎에

갈고리같은가시가달려까끌까끌하다

78월에흰색에연한붉은꽃이핀다

이 풀 역시 며느리의 설움을 안고 있

다며느리와시어머니가밭에김을매다

가대변을보는데 시어머니는부드러운

깻잎으로 밑을 닦고 며느리한테는 가시

가달린풀잎을뜯어주었다고한다

며느리가 껄끄러운 잎으로 밑을 닦았

으니얼마나따끔따끔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 일본에서는 이

풀을 의붓자식엉덩이씻개라고한단다

냉대하증이나 자궁탈수 옴 질 세정제

로도쓰인다

비슷한 풀로 며느리배꼽풀이 있는데

꽃과열매색깔이다르다 며느리밑씻개

꽃이 연한 붉은색인데 비해 며느리배꼽

꽃은초록빛을띤흰색이며하늘빛열매

는아기배꼽처럼앙증맞다

나는시골에와서살면서부터풀과나

무 새와 곤충 이름과 그 생태를 하나씩

알아갈때마다마음속으로쾌재를부르

곤한다 마치책한권을읽고나서지적

인 감흥을 흠뻑 일으켰을 때와 같은 기

분이다

꽃마다 슬픈 사연과 스토리를 간직하

고 있음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 밥풀다

작은꽃을통해인생을생각하고우주를

본다

세상에는꽃같은인생이있고인생같

은꽃이있다 소나무숲길에숨은듯피

어있는며느리밥풀꽃을보면서 가난한

시절을 살다 간 며느리의 슬픈 삶처럼

간절하게피워낸꽃의생명을느낄수있

다아무도눈여겨보지않은산속한갓진

곳에 지극정성으로 핀 꽃을 보면서 세

상에 허튼 인생이 없듯이 허투루 핀 꽃

은없다는것을느낀다

올벼쌀나올때쯤피어서서리를맞으

면 이내 시들고 마는 짧지만 아름답고

눈부신 존재 며느리밥풀꽃 이 꽃 앞에

무릎을꿇고싶다 나는며느리밥풀꽃과

며느리밑씻개를 볼 때마다 옛날 며느리

들의고통스러운삶을떠올린다 오죽했

으면시집살이를벙어리삼년귀머거리

삼년에 땡초보다더맵다고했을까

그래서 며느리 설움 관한 속담도 많

다 딸은 가을볕에 내보내고 며느리는

봄볕에내보낸다굿하고싶어도며느리

맏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 안 한다

며느리가미우면발뒷축이달걀같다고

나무란다등

지금은며느리전성시대가되었다 오

히려시어머니가며느리눈치를보며사

는 세상이다 얼마 전 노인학대 72%가

자녀와며느리라는보도를보았다 우리

나라 노인 7명 중에서 한 명이 자식 특

히며느리에게정서적신체적경제적학

대를받고있다니 이제는시어머니밥풀

꽃이 피고 시어머니밑씻개풀이 생겨날

지도모른다 소설가

가을의전설 며느리밥풀꽃

�����

광주의녹지비율이전국하위권에머

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광주 도심 내 토지 표면이 도로

포장이나건물등으로뒤덮이면서빗물

등이땅속으로스며들지않는불투수층

(不透水層)의 비율마저 높은 것으로 드

러나녹지공간확보등대책마련이요구

된다는지적이다

환경부는 23일 2013년까지 구축한

토지피복 지도(Land Cover Map)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평

균 녹지비율은 572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녹지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강원도

로 8451%였으며 도시지역인 7대 특

광역시중에서는울산이 6977%로가장

높았다

전남은 5593%로전국 10위에머물렀

으며 광주는 4179%로 최하위권인 15

위였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3641%

3020%로녹지비율이가장낮았다

녹지비율은행정구역면적대비총녹

지면적(산림지역초지)으로 논이나 밭

등농경지는포함되지않는다청정지역

으로알려진전남의녹지비율이낮은것

도논과밭이많기때문이다

광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인 무등산

등이둘러싸고있음에도도심내녹지지

역이워낙적어녹지비율이전국최하위

수준을면치못했다

반면우리나라의대표공업지역인울

산의녹지비율이높은것은행정구역내

에 가지산과 신불산 등 산림이 많기도

하지만태화강주변에조성한수변공원

과신시가지인삼산동주변의넓은녹지

공간조성이한몫을했다는게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녹지비율이 높을수

록불투수층은낮은것으로분석됐다

전국평균불투수층비율은1392%였

으며 서울이 5722%로가장높았다 이

어부산 2568%광주 2453%순이었다

도시지역중녹지확보정책에공을들인

울산은 1156%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전남은 487%로전국 14위

였다

이준희 환경부 정보화 담당 과장은

불투수층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빗물

이땅속으로스며들지않아물순환구조

에악영향을미친다면서 집중호우시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의 수질 저

하등의우려가있다고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토지피

복 지도를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

(egismegokr)에서공개하고있다토

지피복지도는 국토의 표면현황을 물리

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해

동질의특성을지닌구역을색깔로구분

해표현한전자지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녹지비율 42% 전국 최하위

전남논밭많아 56% 그쳐

17개광역단체평균 572%

환경부토지피복지도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에균형있는재원배

분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

(새정치동구1사진)시의원은23일열

린광주시의회예산결산특위에서 최근

3년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무상교육과급식 교과서 지원등 교육

복지지원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 교사학생의 다양한 학

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

원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며 각 사업

의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복지지원 재원 증가

는전국적으로비슷한추세이기는하지

만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이감소하면

서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

련및봉사활동 직업교육등세부예산

도함께감소하고있다면서 서울시교

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

학교육 수련 및봉사활동 직업교육 등

사업들이증감차이는있지만균형을맞

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

그는 또 예산 편성결산시 최근 3

4년동안재정배분이어떻게되고어떤

정책분야에주로투입되는지분석이돼

야다음년도예산을편성할수있는법

이라며 예산은 수치지만 정책이 숨어

있고 교육감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

드러난다고설명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주전남 시도 문화재단의 자체 기

금적립이턱없이부족해지역문화발전

과독립적운영이라는고유역할에집중

하지못하고자치단체와정치권에종속

돼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의당정진후의원이광주와전남을비

롯한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을대상으로 2014년도상반기기금적립

현황을조사한결과광주문화재단의기

금 적립률은 1728%에 불과했으며 전

남은 6728%인것으로나타났다

광주문화재단은 목표 적립금 500억

원중 86억4100만원밖에적립되지않았

으며 전남은 목표 적립금 200억원 중

134억5600만원이 적립됐다 광주의 경

우전국 13개문화재단중충남문화재단

(25%) 경남문화예술진흥원(1666%)

과함께최하위를기록했다

특히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올해자체자금비율은광주가 221%(전

체예산 169억2200만원중 3억7400만원)

에 불과했으며 전남도 1371%(169억

8400만원중 23억3000만원)에그쳤다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않다보니문

화재단대다수가사업비와운영비를지

원하는정부와자치단체의눈치를볼수

밖에없으며정부와지자체의위탁사업

을떠안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와 광주

시로부터 총 133억4800만원에 달하는

30개의위탁사업떠맡았다

전남문화재단도 문체부와 광주시에

서 총 136억4700만원에 달하는 17개 사

업을위탁받아운영하고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주전남문화재단적립금턱없이부족

광주 173% 전남 673%

지역문화발전제역할못해

박근혜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뉴욕유엔사무총장관

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 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환담하

고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반기문총장김용총재와환담

시교육청정책사업

재원균형배분필요

임택광주시의원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