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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 영 근

독문학자이자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은 ‘창(窓)’이라는 수필에서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는 태양이라고 하였다.창을 통하여 광명을 찾듯이 우리는 길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를 경험한다. 어릴 때 사립문을 나서면 아래 동네와 위 동네를 가는 길이 우리 집 앞에 나 있

었다.주말이면 고성 방면의 진주 마산 유학생들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기차를 타러 반성역으

로 걸음을 재촉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고성에는 기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

수십 리를 걸어와서 기차를 이용하였다. 앞에는 들판으로 벋어 나간 논길이 있었고 소를 몰

고 잔데이(작당산성)로 올라가면 성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새터로 가는 길을 따라가

면 큰 저수지가 있고 한골 재 너머 산길을 올라가면 고성 땅으로 접어든다.자동차 다니는 한

길[신작로]을 따라 가수개를 거쳐 논길을 지나 고개를 넘어 한참 걸으면 나의 모교인 이반성

초등학교가 나온다.

어렸을 때 내가 걷던 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한 여름철 논길을 따라가면 논

두렁에 콩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다. 논길 옆 도랑에는 밤이면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잡

는 풍경도 예사로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나락이 한창 자랄 때면 한 밤중에 간조기

한 손과 밥을 지어 나를 데리고 논두렁에서 농신제를 지내곤 하셨다. 그해 농사가 잘 되라는

뜻으로 농신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는 것이다. 논길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가면 웅덩이를 만

난다. 가물 때에는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었다. 나도 형들을 따라 물을 푼 기억

이 있다. 그러던 웅덩이도 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으로 변하였다. 농촌의 낭만이 서려 있던 논

길도 지금은 농로로 바뀌어 트럭터가 오고간다.

산길을 따라가면 특히 가을철이면 빨갛게 물든 망개며 굴밤[도토리]이며 뽈똥이며 온갖 산

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뽈똥[보리수나무]은 내가 예닐곱살 때 시사를 지내러 발치산

선산으로 오를 때, 익을 대로 익은 뽈똥을 따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 다년생 나무에 열리는

붉게 익은 뽈똥 열매를 입에 넣으면 시금털털한 액이 온 입안을 상큼하게 적셨다. 고려가요

의 <동동>에 나오는 ‘ ’이 이 뽈똥을 가리키는지, 표준말은 ‘보리수나무’이다.성안에는 돌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따 먹으면 어찌 그리 떫었던지.작년 시제 때 올라가보니 옛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름 모를 무덤 한 쌍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 준 그 많은 길들은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으로 갈 때 걷던 발산재 너머 그 길은 수풀로 뒤덮여 있으며 그 대신 진주-

마산간 사차선 산업도로가 선산 중허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다. 옛날 걸어 다니던 길들은 모



2부 칼럼 119

두 묻혀 버리고 논길은 농로로, 한길은 산업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산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예전에 없던 ‘임도(林道)’가 새로 생

겨 산불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자동차로 목재를 운반하기도 하는 세상으로 변모하

였다. ‘임도’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없다.이에 대응됨직한 ‘숲길’은 있어도 지칭개념이 다르다.

‘숲길’은 숲속에 난 길을 가리키는데 모두 산책로로 바뀌고 있으니 이 또한 조만간 폐어가 되

지 않을까.내 어렸을 적의 산은 삶의 터전이었다.나무꾼들은 지게를 지고 산길을 따라 나무

를 한 짐 해 와서 땔나무를 마련하거나 5일 장에 지고 가서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봄철이

면 아낙네들은 깊은 산중에 가서 현입(홋닢, 화살나무)을 훑거나 산나물을 뜯어 춘궁기를 넘

겼다.험한 산중을 헤매면서채취하던 산먹을거리를 지금은 양식장에서 조달한다.

옛날의 산길은 등산로로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작년 준봉[고경명 선조의 장남] 묘소에

가서 어렸을 때 다니던 산길을 찾으니 역시 자취도 없어지고 그 대신 등산로가 나 있었다.길

은 길이로되 내 어렸을 적의 산길은 등산로라는 용도가 다른 길로 변하여 있었다. 옛날 길은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 길은 건강의 터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산길이든 등산로든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산길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지금은 등산로를 통하여건강을 누리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