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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미끄러지거나 희망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미역국 먹었어”라고 말

한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물질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오늘날 미역은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일날이면 으레 미역국을 먹고, 출산

한 산모의 산후조리에도 미역국을 끓여 먹는 전통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다. 특

히 출산 후 산모가 먹는 미역은 넓고 길수록 좋으며, 또 그것을 살 때 값을 깎아서도 안 

되고 미역을 꺾어서 들고 가서도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있다. 깎고 꺾거나 하면 아기를 

매우 힘들게 낳고 태어난 아이의 운명이 깎이거나 꺾이거나 하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

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기 위하여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이용

하였다. 오늘날은 플라스틱 바가지, 도자기, 스테인리스 그릇이 넘쳐나지만 그 당시엔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많이 이용하였다. 박으로 만든 바가지는 같은 음식이라도 플라

스틱 바가지보다 정이 듬뿍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따스해진다. 옛날에 시골집은 대

부분 초가지붕이었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지붕 위의 짙푸른 박 덩굴과 주렁주렁 열린 

박을 보면서 자랐다.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을 따서 푹 삶은 다음 

속을 파내어 나물로 무쳐 먹었다. 그릇이 적던 시절에 속을 파낸 바가지는 잘 말려서 그

릇으로 이용하였다. 어머니는 쌀을 씻을 때나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도 바가지를 이

용하였다. 바가지에 물을 담고 미역을 넣은 후 풀어지면 깨끗이 씻은 다음 미역국을 끓

이시곤 하였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박완서 선생의 자전적 소설 『해산 바가지』는 감동이 넘치는 소

설이다. 박 선생이 일흔다섯 되던 해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망령이 난 시어머니는 종일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아들 내외

가 자는 방문에 구멍을 내어 들여다보셨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세월이 길어질수록 박완서 선생은 

신경안정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다. 결국 박완서 선생이 

몸져눕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자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양로원과 정신과 

치료를 겸하는 수용기관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의탁시키라고 권한다. 

어느 날, 박완서 선생은 남편이 수소문해서 알아본 노인 수용기관을 답사하러 가게 

된다. 무덥던 날, 내외는 시골길을 걸어가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러 음료수를 마시

면서 근처에 있는 초가지붕을 바라보게 된다. 그 지붕 위에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



228—

만하고 잘 생긴 박’ 서너 덩이가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박완서 선생은 실로 오래간

만에 기쁨,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여오는 걸 느꼈다. 바로 해산(解

産) 바가지라는 단어 때문이다.     

박완서 선생은 외아들에게 시집가서 연거푸 딸을 넷이나 낳고 아들까지 낳았다. 시어

머니는 태어나는 아이마다 해산 바가지를 성심껏 준비하였다고 한다. 박완서 선생이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부터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

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었

지만 박 선생의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네 명의 딸들은 물론이고, 아들을 귀한 손님 모시

듯 아끼고 사랑하며 기르셨다고 한다. 결국 박완서 선생은 초가지붕 위의 보름달처럼 

풍만한 박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의탁하려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

다. 집에 돌아와 3년간 더 시어머니를 모신 뒤 시어머니는 자식들 옆에서 평화로운 얼

굴로 임종을 맞게 된다. 강인숙 문학평론가는 『해산 바가지』라는 소설이 우리가 생명을 

맞아들이는 자세와 생명을 보내드리는 온당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평론하였다. 

미역국과 바가지에서 풍기는 향기는 고향의 따스함과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

다. 나는 미역국을 좋아한다. 바가지에 담긴 미역국은 더욱 더 좋아한다. 어릴 적 고향

의 초가지붕이 연상되고, 어머니의 사랑이 흐르는 강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기 때문

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는 축복의 의미에서 미역국과 바가지를 

좋아한다. 나의 아내는 두 아이를 낳을 때 무척이나 힘들게 낳았다. 병원의 분만실 앞

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사흘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다른 임산부는 바로바로 아

기를 분만하고 나오는데 우리 부부는 나흘째 되는 날 첫 아기를 보게 되었다. 아마도 우

리 어머니도 나를 많이 힘들게 낳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말

씀을 묻지 못했다. 어머니가 피안의 세계로 가신 지 십여 년이 넘어서야 어머니의 산고

(産苦)를 깨닫게 된 나의 불효를 후회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낳아주신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말고 효(孝)를 실천하려는 풍습과 

전통으로 미역국을 먹는다. 박완서 선생의 『해산 바가지』에서 생명을 귀하게 맞이하고 

보내드리는 의미를 음미하며 오늘 아침은 바가지에 담은 미역국을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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