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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은 참으로 비통하고 잔인하였기에, 언제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도 모르게 허
망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새 계절은 치유와 희망의 신록으로 갈아입은 5월이 되었
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짓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
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밀양아리랑의 가락처럼, 꽃은 사랑이고 행복입니
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재잘거림에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꽃 대신 우리 아이들 바
라보기를 꽃 본 듯이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내며 행복해 합니다.  
말씀[言]의 절[寺]인, 시(詩) 속에 숨은 아이들. 꽃 시 몇 편 나눕니다.      

꽃 본 듯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읽고부터는 들에 핀 작은 꽃들이 더 아름다웠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시 덕분에 보이기 시작했답니

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세히 바라봅니다.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며.

풀 꽃 

-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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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이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두들도 이렇게 이름처럼 산다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름다

움’을 일러 정명(正名, 이름을 바르게 함)이라 합니다. 공자를 이를 ‘군군신신

(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라며 가르쳤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세상 사람들, 모두 주어진 이

름답게 직분에 충실하며 산다면 우리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요. 

    꽃씨 같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름을 불러 줄 때 그 아이는 세

상의 꽃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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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자리에 앉은 아이도 있습니다. 하도 낮아서 하도 작아서 보이지도 들리지

도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보이면 말고’라는 식으로 보이는 꽃 만 바라보

았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숨은 듯 있는 꽃도 있고, 다른 아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꽃도 있답니다. 세 잎 클로버 더미 속에서 네 잎 클로버를 찾듯, 무릎

을 꿇고 고개 숙여봅시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만나 봅시다.   

꽃을 보려면 
- 박두순

채송화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지하철 역에서 시를 만났습니다. 시 속의 꽃이 말을 걷냈습니다. 저에게 말이죠.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아라.’ ‘꽃의 말’을 전합니다. 

꽃의 말  - 황금찬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아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



Cool! 교육 통신 (2014-12호) - 행신중 수석교사 황보근영 드림

- 4 -

어릴 적 불러보든 동요를 흥얼거립니다.  

    “ 꽃과 같이 곱게 / 나비 같이 춤추며 / 아름답게 크는 우리 / 

    무럭 무럭 자라서 / 이 동산을 꾸미면 / 웃음의 꽃 피어나리.”

    그렇게 노래 부르며 커왔는데, 언제 웃음의 꽃이 필련지??? 그냥 커왔지 제대로 

자라지는 못해서일까요? 세상 모든 꽃씨들이 다 피어난다면 얼마나 찬란한 세상

이 될까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이름답게 꽃 피운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피어나는 웃음의 꽃을 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