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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梅花) 예찬 이야기

매화예찬 하나 : 매화꽃ㆍ벚꽃ㆍ살구꽃

매화꽃을 벚꽃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벚꽃

은 1～2cm의 꽃자루에 달려있어 작은 바람에도 하늘하늘 흔들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

다만 매화꽃은 꽃자루 없이 줄기가지에 바로 붙어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화

꽃은 살구꽃과 많이 닮아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화꽃은 만개해

도 꽃받침이 꽃잎에 붙어있지만, 살구꽃의 꽃받침은 뒤로 젖혀 있어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이들 중 매화꽃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납니다. 그래서 선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

나 봅니다. 이들 덕분에 봄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우리 학교 교정에서 만난 매화와

벚꽃 그리고 이웃에서 찍은 살구꽃 사진으로 구분해봅니다.

매화꽃 살구꽃 벚꽃

꽃받침이 젖혀지지 않았다. 꽃받침이 뒤로 젖혀있다. 꽃자루가 있다. 

매화예찬 둘 : 퇴계 선생님의 유언 - “매화분에 물을 주거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남녘에 핀 매화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올해도 역시 못 갔습니다.

봄 같지 않은 봄 날씨에 그나마 이제는 우리 마을 주변에서도 매화꽃을 볼 수 있어서 다행

입니다. 매화[봄]는 난초[여름], 국화[가을], 대나무[겨울]와 더불어 선비들에게서 사랑과 흠

모의 대상이며 계절의 주인공이 되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입니다. 또한 소나무 대나무와

더불어 추운 겨울에도 고고한 절개를 잃지 않아 세한삼우(歲寒三友)라는 이름을 얻어 군자

(君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이황 퇴계 선생님은 도산서당 옆에 화단을 만들고 이들은 심어 놓고 절우사

  청춘은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올해는 봄 꽃이 일찍 피고, 빨리 지기도 하
네요. 그런데 왜 우리 학교 교정의 매화꽃은 피지 않을까 마음 조였는데 주말에 
제 힘을 다 내어 드디어 꽃을 피웠네요. ‘살아 있었구나!’‘꽃 피웠구나!’어
찌나 반가운지. 어디 멀리 가지 않고도 교정에서 만난 매화를 보고 기뻐하며 예
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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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友社)라 이름 하였답니다. 절우(節友)란 '절개를 지키는 친구'란 뜻이죠. 그리워함은 마

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속 그리움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퇴계 선생님의 매화 인연은 각별합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속에도 주인공은 매화였답니다. 종심(從心)의 연세에 종가 제사에 참석하셨다가 감기를 드

셨습니다. 병이 깊어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침실 문갑 위에 놓인 매화분을 보시곤, ‘매

형(梅兄, 매화의 높임말)에게 불결하면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셨습니다. 다음날에 조카를 불러 장례를 간소히 치르도록 명하시며, 비석을 세우

지 말고 다만 조그마한 돌로 쓰되, 그 앞면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라 새기도록 하셨습니

다.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길, ‘매화분에 물을 주거라’고 하셨다. 저녁

에 선생은 누우신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고 부축하여 몸을 일으켜드리자 앉아서 돌아가셨습

니다. 병이 중하여 고통이 따르고 당신 생명도 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화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나 봅니다. 그리고 죽음에도 결코 지지 않으려는 선비의 절개를 보이려 선생

님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매화예찬 셋 : 한향(寒香) - ‘梅一生寒不賣香 (매일생한불매향)’

예전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행복 중 하나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담소 나누며 맛있는 밥

한술 입에 넣는 즐거움도 있지만, 매화꽃 한 번 바라보는 즐거움도 큽니다. 교직원 식당 벽

에 걸린 작은 족자에 홍매화(紅梅花)는 일년 내내 시들지 않고 피어있습니다. 단아하고도

아름다운 매화분이 모진 풍상 속에서도 그 본질을 지키고 있는 수석(壽石)과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제로 쓰인 ‘한향(寒香)’을 보아 그림 속에 시가 있는 화중유시(畵中有詩)입니

다. 조선의 문인 신흠(申欽)의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 매화가 지닌 인고의 품격과 고매한 절

개를 그렸나 봅니다. 이에 신흠의 시를 붙이며 매화를 예찬합니다.

桐千年老恒藏曲. 동천년노 항장곡
 오동은 천년을 묵어도 제 가락을 간직하고,
 梅一生寒不賣香. 매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추워도 자기 향을 팔지 않는다.

月到千虧餘本質. 월도천휴 여본질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치 않고,

柳經百別又新枝. 유경백별 우신지
 버들은 백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戊子秋節 金俊泰 (무자년 가을에 김준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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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예찬 넷 : “봄은 지금 여기에 있었네.”

꽤 오래전입니다. 아니, 생각하기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2001년 5월 6일입니다. 날

짜를 그렇게 정확히 아는 연유는 어린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맞아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데리고 떠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다산초당과 백련사, 그리고

해남의 대흥사와 일지암에 들렀다가 순천 선암사 절 아래 마을에서 하룻밤자고 이른 아침

선암사를 거쳐 송광사에 들렀습니다.

저로서는 위대하신 우리 스승의 현장을 찾는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그와 교유했던 혜장스님, 초의스님.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지눌스님

등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굳게 세우신 위대한 사상가들의 현장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어린

딸아이를 길동무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송광사 종고루를 지나 눈앞에 식수대가 있기에 물 한 모금

으로 목을 축입니다. 그 때 승보각 뒷벽에 써 붙여 놓은 시 한 수를 눈에 들어 왔습니다.

송광사 승보각 벽에서- 캠코더 영상장면 캡쳐

바람은� 자도� /� 꽃은� 떨어지고

새소리에� /� 산은� 더욱� 그윽하다.

새벽은� 흰� 구름과� /� 더불어� 밝아오고

달은� 물속에서� /� 흘러간다.
- 서산대사

風靜花猶落 (풍정 화유락)

鳥鳴山更幽 (조명 산갱유)

天共白雲曉 (천공 백운효)

水和明月流 (수화 명월류)

�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 봄은� 안보여

� 짚신이� 다� 닳도록� /� 온산을� 헤메었네.

� 봄� 찾는� 일� 그만두고� /� 집으로� 돌아오니

� 울타리의� 매화나무에� /� 꽃� 한송이� 피어있네.
- 경허

盡日尋春不見春(진일심춘 불견춘)

芒鞋踏破隴頭雲(망혜답파 농두운)

歸來偶過梅花下(귀래우과 매화하)

春在枝頭已十方(춘재지두 이시방)

읽어 보고 읽어 보고 또 읽어보니 다산을 찾아, 의천을 찾아, 지눌을 찾아 먼 길을 온 나를

비웃으며 날 더러 되돌아가라는 듯하다.

“우리들 삶에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하러 돌아다닙니까?”

“지금 나 살고 있는 이 곳, 지금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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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예찬 다섯 : 고향 집 창가에 핀 매화

좋아하던 한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눈이 따라가면 남녘 고향의 노모가

보이며 그리움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오늘도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드셨는지? 편찮으신데 없이 잘 계시는지? 가까이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한

불효의 슬픔으로 눈물짓곤 합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어서 전화 한통이라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를 받으실 어머

니도, 고향집도, 창가의 매화나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리움

과 회한의 눈물뿐입니다.

이 시는 중국 당(唐)의 시인이자 화가이며 ‘시불(詩佛)*’이라 널리 알려

진 왕유(王維)의 ‘잡영’시입니다. 어머니는 고향입니다.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시를 감상합니다.

* 중국 3대 시인 : 시성(詩聖) 두보, 시선(詩仙) 이백, 시불(詩佛) 왕유

* 한매(寒梅) : ‘매화꽃이 피었는지’ 묻고 있지만, 사실 비단커튼 방의 안주인인 왕유

‘자신의 아내는 잘 있는지‘ 은유적으로 물은 것.

매화 아닌 매화 : 황매화 이야기

우리 학교 뜰 곳곳에 노란색 풀꽃이 피어있습니다. 명찰을 보

니 일러 ‘황매화’네요. 하지만 매화꽃은 아니랍니다. 색깔은 다르

지만 다섯 꽃잎이 매화꽃을 닮았다하여 황매화라 부른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애출장화, 체당화, 금완, 수중화, 죽도화로도 불리

고, 겹꽃이 피는 황매화는 죽도화(겹황매화, 죽단화)라 한답니다.

전설이 있더군요.

http://dongnae.tistory.com/m/post/477(가시나무가 꽃으로 변한

황매화) 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한 문장으

로 표현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면, 가시나무의 가시도 꽃이 된다

네.”

꽃 피는 사월, 바쁜 가운데에서 잠시 일 손을 놓고 우리

주변에 피었을 꽃을 벗 삼는 주말 휴일 되길 바랍니다.

雜詠(잡영) - 王維(왕유)
君自故鄕來(군자고향래) 그대 내 고향에서 왔다하니

應知故鄕事(응지고향사) 고향 소식 잘 알고 있겠구먼.

來日綺窓前(래일기창전) 올 적에 우리 집 비단처진 창 앞에

寒梅著花未(한매저화미) 한겨울 이겨낸 매화꽃이 피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