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화2020년 3월 12일 목요일8

사월 참회-고사리 반근

김영숙

사월 들판에서 고사리를 꺾는

것은

미안한 사람 불러 사과하는 것

이다

수백 번 허리를 꺾어 절을 하는

것이다

손끝에서 똑똑똑 온종일 꺾인

것은

푸른 나의 오만이다 종주먹 꼭

쥐고선

비벼도 흔적이 남는 고사리밥 같

은 것

참선에 든 할미꽃 그 옆에서

사월의 내 참회는 손부리가 까

맣다

봄 하루 노동의 댓가 자존심이

반근이다

참회(懺悔)는 자신이 범한 죄나 과

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다. 참

(懺) 은 산스크리트의 크샤마

(kama) 가 원뜻으로 인(忍) 을

의미한다. 실수를 뉘우치는 회

(悔) 와는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점차로 참 과 회 가 동일시되어

서 참회 라는 말이 쓰였다. 참회록

은 자서전의 일종으로 자신이 지난

날에 저지른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인 참회록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장

지퍼 루소, 레프 톨스토이의 것이

있다. 이 3개를 묶어 3대 참회록(또

는 고백록)이라고 알려져 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

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

까.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하기 닷

새 전에 참회록 이란 시를 썼다.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

움, 반성과 성찰 등이 주제로 시를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슬퍼진다.

윤동주는 1월 29일에 창씨개명 계

를 신고했다. 그런데 이 1942년 1

월 29일 이란 날짜는 반드시 그의

시 참회록 이 쓰인 1942년 1월 24

일 이란 날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가 창씨개명 계를 신고한

날은 참회록 을 쓴지 닷새만이다.

그 시기와 작품의 제목과 내용, 그

리고 상황을 볼 때, 그가 참회록을

씀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각오를 일

단 정리한 뒤에 연전에다 창씨개명

계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걸 위

해선 자신의 손으로 창씨개명 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

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쓰인 것이 참회록 이다. 시인의 사

월 참회는 고사리 반근이다. 고사리

반근이 그리 하찮은가? 수백 번 허

리를 꺾어 수확하는 고사리 반근이

야말로 바로 시인에게는 사월에 머

리 숙이는 최상의 예절이다.

(김관후 작가 칼럼니스트)

(50)책 읽는 도시 제주 … 주요 독서지표 평균 상회

2019제주독서문화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보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지역의 연간 독서율, 독서량 등

주요 독서지표 5대 항목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

인 6000명과 초(4학년 이상) 중 고등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년 10

월 1~2019년 9월 30일) 성인의 종이

책 연간 독서율은 52.1%였다. 연간 독

서율은 교과서, 학습도서, 만화 등을

제외하고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독서량은 6.1

권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7.8%포인

트, 2.2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은 일반도서

권수를 일컫는다. 초 중 고교 학생의

경우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90.7%, 독

서량 32.4권으로 2017년과 비교해 독

서율은 1.0%포인트 감소했으나 독서

량은 3.8권 증가했다.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6.5%, 학

생은 37.2%로 2017년보다 각각 2.4

%포인트, 7.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

년도에 처음 조사한 오디오북 독서율

은 성인 3.5%, 학생은 평균 18.7%

(초등학생 30.9%, 중학생 11.6%, 고

등학생 13.9%)였다.

이 조사에서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

로 제일 많이 꼽은 것은 성인의 경우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29.1%)이었다. 2017년까지 가장 많

은 사람들이 꼽았던 시간이 없어서

를 밀어낸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줬다. 이

에비해 학생의 주된 독서 장애 요인

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학교나 학

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광역 지자체별 주요 독서지표를 보

면 연간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

디오북 합산)은 전체 평균 55.7%였

는데 제주는 63.5%였고, 연간 독서

량은 전체 7.5권인데 제주는 그보다

많은 9.4권이었다. 제주는 평일 독서

시간 36.6분(전체 33.1분), 공공도서

관 이용률 25.8%(전체 23.9%),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5.1%(전체 3.0%)

도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주요 독서지표 5대 항목이 모두 평

균 이상인 지자체는 제주, 서울, 인천

등 3곳이다. 2017년 조사에서는 5대

항목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지자체

가 서울 뿐이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인혁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제주도

립 제주교향악단(사진)이 2020교향

악축제로 향한다. 서울예술의전당 주

최로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

행되는 2020교향악축제에 출연해 4

월 10일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교향악축제는 1989년 서울예술의전

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

됐다. 국내 대표 교향악단들의 무대가

펼쳐지는 자리로 제주교향악단은 제

주시립교향악단 시절부터 교향악축제

에 꾸준히 참여하며 제주 교향악의 존

재를 알려왔다. 지난해에는 4월 2일

교향악축제 개막 연주를 맡아 베토벤

의 교향곡 5번 을 등을 들려줬다.

제주교향악단은 이번에 슈타미츠

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7번 과 베토

벤의 교향곡 제9번 을 교향악축제

프로그램으로 선곡했다. 협연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인 클라리네티스

트 채재일이 맡는다.

예고된 일정대로 교향악축제가 열

린다면 제주교향악단은 서울에서

2020년 첫 연주를 벌이게 된다. 제주

교향악단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

파로 2월 7일 제150회 정기연주회, 3

월 5일 제151회 정기연주회를 잇따

라 취소했다. 진선희기자

제주4 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후원으로 제21회 전국청소년

4 3문예공모에 나선다.

공모 분야는 시 산문 만화 등 3개

부문이다. 올해는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접수 마감일을 5월

22일로 정했다. 작품 접수는 우편이

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해외 거주 교

포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중등과정

대안학교 포함)도 응모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발표되고 수상

작은 별도 작품집으로 묶인다. 4 3

평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재)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2020 신규 미디어강좌 공모사업 을

벌인다.

이 사업은 미디어분야의 전문성과

교육경험을 갖춘 강사의 참신한 아이

디어 공모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양

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마을 라디오

제작 등 6개의 신규강좌를 개설 지원

했다. 2년 이상의 관련교육이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는 이달 16~31일 이루어진다. 영상문

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35-0613.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7월에 펼치는

첫 합동공연인 오페라 주 조역 10명

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104명(중복지

원 제외하면 8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공연은 제주교향악단, 제

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

단, 도립무용단이 참여해 만들어진

다. 제주도와 도립예술단은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한 유명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와 팔리아

치 를 공연 작품으로 정하고 무대에

오를 주 조역을 공모했다.

그 결과 85명(제주 8명)이 지원서

를 냈고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거쳐

31명(제주 4명)이 2차 오디션 진출

자로 뽑혔다. 2차 오디션은 당초 이

달 12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일반 청

중이 관람 가능한 공개 전형으로 시

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SNS 중계로 대

체됐다.

오디션 실황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2020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을

입력하면 AJP_Art of Jeju Pro-

vincial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날 낮 오후 1시30분부터 종료 시

까지 4시간 가량 중계가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심사

의 공정을 기하고 젊은 성악가들의

수준급 기량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주 조역이

정해지고 본격 연습이 시작된 뒤에

는 5월 16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작

발표회와 프리뷰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번 오디션과 관련 참

가자들에게 입도 후 이동 동선 최소

화와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고 했

다. 오디션 장소도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해 입장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

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