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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와 가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 영 근

나는 10대 후반에 손에 사마귀가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어떤 어른으로부터 타성

집 남새밭에서 가지를 몰래 따서 사마귀 부위를 문지르면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속설을 들었

다. 민간요법인지 모르겠다. 타성받이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미신같기도 하다. 우리 동네, 특

히 울담[상촌]은 타성은 단 한 집밖에 없는 고씨 집성마을이었다. 그 집은 심씨댁이었다. 그 

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 집과 이웃하고 있었다. 아들 3형제에 나와 동갑내기 딸이 있

었고 술도가를 하는 소실댁 자녀들도 더러 드나들었다. 그댁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동갑으로 

양가가 친하게 지내었으며 막내아들은 형님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에 같이 근무한 

일도 있다.  

심씨가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뒤에는 대밭이 있었으며 그 뒤에 남새밭이 있었다.  하루

는 점심을 먹은 다음, 심씨 남새밭을 침범하였다. 남새밭은 가시로 촘촘히 울타리를 하여  여

간 모험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속설을 믿고 가시에 찔

리는 줄도 모르고 남새밭에 뛰어 들어 가지를 하나 따서 반쯤 베어 먹다가 손등의 사마귀를 

문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심씨댁 고명딸이 남새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질겁

을 하며 가시에 찔리는 줄도 모르고 밖으로 뛰쳐 나왔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손등의 사마귀는 

씻은 듯이 가셔졌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의료시설이 없어 미신 같은 민간요법을 믿는 일

이 많았다.

심씨댁 고명딸은 나의 어렸을 때 다정한 동무였다. 이름은 행수였다. 반주깨미[소꼽장난]도 

같이 살며 애기부부 행세도 많이 하였다. 오죽하였으면 동네사람들이 커서 신랑각시가 되라

고 하였을까. 밥만 먹으면 서로 불러 내어 어린 시절을 다정하게 보내었다. 그러다가 내가 한 

삼년 지우니라는 곳에 살다가 돌아오니 행수는 제법 성숙해 있었다. 우리 집에 조카를 업고 

놀러 와도 전처럼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살기가 그리 어렵

지 않았는데 학교를 다녔다는 기억이 없다. 우리 동네에서 같은 해 초등학교를 간 사람은 나

를 포함하여 셋밖에 없었다. 여자들은 2, 3년 선배들은 더러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우리 또래

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그만큼 초등학교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나이를 차차 먹어 가니 길에서 마주치면 내외를 한다고 특히 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녔

다. 요즘 같으면 말도 서로 놓고 팔짱도 끼련마는 당시는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유교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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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매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행수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외지에 나가 있는 동

안 시집을 갔다. 나는 그 사이 군에 입대하였고 한번은 휴가차 집에 오니 행수는 아들을 업고 

우리집에 놀러 와 있었다. 내가 대문 안에 들어서니 행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얼굴을 붉

힌 채 종종 걸음을 쳤다. 요새 무슨 내외가 있느냐는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 한 채.

타성바지 남새밭에 들어가 가지를 따 먹다가 어렸을 때 소꼽친구였던 행수와 부딪혀서 무

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로 나를 애먹이던 사마귀를 없앨 수 있었으니 하늘이 두 사람

의 어렸을 때의 인연을 생각하여 사마귀를 없애 주지 않았는지? 50년 전의 옛 일, 행수도 이

제 70고개를 훨씬 넘은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나이가 드니 어렸을 때 동무들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심정은 아니리라(2008.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