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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매거진 온라인 독자 2000여 명

<자연이 가득한 집> 매거진의 온라인 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www.koreanvalley.net)를 통해 매거진을 구독하는 사람이 월 평균 500~600

여 명 입니다. 지난 9월에는 858명, 2,706 페이지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블로그를 통해 매거진을 보는 사람도 월 평균 500여 명 입니다.

이밖에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등 온라인에서만 월 평균 2000여 명이 <자연> 매거

진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4월호부터는 매거진을 eBook(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필랜 빅토빌을 대표하는 ‘전원생활 전문’ 월간지로서 새로운 뉴스를 발굴하고 고품격의 매

거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연이 가득한 집> 발행인 이재호 

Publisher’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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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Lifestyle

봄 풀이 돋아난 필랜의 한 주택에서 닭들이 한가하게 풀밭을 노닌다. 

낮에는 놀다가 해가 지면 모두 닭장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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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겨울비가 많이 

내렸다. 지난 달 레이크 엘시노 

야산에는 파피꽃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1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남

쪽으로 가다가 테미큘라 못미쳐 레이크에서 내린다. 차를 세우기 힘들정

도로 많은 상춘객들이 들판을 메웠다. 15번 프리웨이는 극심한 교통체증

을 겪었다. 남가주 원예동호회 회원 8명도 샌디에이고 다육이 농장 견학

가는 길에 파피꽃 구경에 나섰다.  

화보로 보는 파피꽃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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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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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밸리 액티브 시니어들 

"유튜브로 다육이 강좌…온라인 세상 열려"

취미로 시작한 다육이 사업으로 키워

뉴스 웹 운영·일간지는 전자신문으로 

빅토밸리 지역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시니어들 대부분이 이메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앞서가는 이들은 웹사이트를 운영
하고 유튜브 강의를 올린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을 엿본다.

* 유튜브로 강의하는 아델라 김(64)

씨.

아델라 농장을 운영하는 아델라 김씨

는 취미로 다육이를 키우다가 파머스 

마켓으로 진출하고 내친김에 유튜브 

강의까지 시작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독자 30명, 

조회수 544뷰이지만 유튜브를 보고 농

장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분이 좋아요. 온라인 세상이 열리니

까 지역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유튜브

에서 ‘아델라농장’을 치면 검색이 가능

하다)

엄마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딸이 적극

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는 60대 유튜

버(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다. 

다육이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지

만 농장에서는 다육이를 품종별로 키

우고, 농장과 파머스 마켓에서 다육이 

판매하랴 유튜브 강의 찍으랴 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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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과 미국에서 화원을 경영한 경

험이 있다. 그는 다육이가 키우기도 쉽

고 꽃도 예쁘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너

무 좋아해서 올 여름에는 파머스 마켓

의 부스를 따로 빌려서 다육이 체험학

습을 할 계획이다. 가을에는 성당 바자

회 겸 다육이 체험학습을 한다. 

“돈 욕심 낼 필요는 없지만 용돈은 벌

어야죠. 내가 즐거우면 돈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는 매주 화요일 오전11

시 농장에서 다육이 수업을 하고, 목요

일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파머스 

마켓에 나온다. 유튜브로 사업의 시너

지를 얻고 있다. 

문의: (760)684-2024

*뉴스 웹사이트(www.se-

nior6040.com) 운영하는 최형권

(66)씨. 

최형권씨는 시니어를 위한 뉴스 웹사

이트를 운영한다. 6040이 무슨 뜻이냐

고 물었더니 60세 이후 40년을 더 살아

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빅토빌로 

은퇴 후 집에서 소일거리로 웹사이트

를 시작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무언

가 하고 싶어서 사이트를 열었다. 

인터넷에서 뉴스, 유튜브, 신문 기사

를 모두 훑어보고 업데이트 한다. 매일 

8시간~10시간을 작업한다. 

"내가 필요해서 뉴스 모으기를 했더

니 콘텐츠가 쌓이면서 저절로 웹사이

트가 됐습니다. 하다보니 여기저기서 

기사를 올려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아직 수입은 없지만 놀면 뭐하나 하

는 생각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다보니 쿨리TV와

도 연락이 닿아서 지역 시니어들을 위

한 봉사를 기획하고 있다. 

연락: (818)575-0301

# 전자신문 보고 유튜브로 주문받는 

마리아 농원 김경필(71)씨. 

김경필씨의 농장은 루선밸리에 있다. 

신문이 직접 배달이 되지않아서 그는 

전자신문으로 신문을 구독한다고 말했

다. 광고비는 스퀘어를 통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 한다. 모든 통신은 이메일

을 이용한다. 

시니어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생산

하는 유기농 대추와 곶감을 전국으로 

배달할 정도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밝

다. 

“외국인들은 유튜브를 보고 이메일로 

주문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20%를 차

지합니다.”(유튜브에서 Mary’s Jujube 

Farm을 치면 검색이 가능하다). 

그는 현재 농장 웹사이트를 준비 중

에 있다.

연락: (213)604-6717 

빅토밸리 액티브 시니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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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내손으로 쓴 유기농 텃밭일지 [15]

‘텃밭백과’를 지은 박원만은 1962년 경남 울주군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1남1녀를 둔 평

범한 가장으로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10여 년째 텃밭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작물의 사진을 찍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여 책을 펴냈다. 저자가 ‘자연이 가득

한 집’ 독자들을 위하여 책에 수록한 사진을 직접 제공했다.

(지역에 따라 재배시기가 10일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음)

종자 준비

우엉씨앗은 주변

의 종묘상이나, 인

터넷 매장에서 손쉽

게 구할 수 있다. 뿌

리의 모양에 따라 장

근종, 중근종, 단근

종이 있다고 하지만 

종묘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장근종이

재배시기

우엉은 비교적 최근에 식용으로 재배를 시작한 채소다. 일본에서

는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재배해왔다. 아무런 보온 없이 월동이 되

므로 이듬해 봄에도 수확이 가능하다. 씨앗이 싹트려면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류 : 국화과 

원산지 : 유럽에서 서아시아

재배지역 : 한국(전국), 일본, 중국

특징 : 뿌리가 깊게 자람  

          여러해살이풀

          유럽, 시베리아, 중국에 자생

역사 : 최근에 식용으로 재배시작

우엉 씨앗

우엉

다. 다른 종류의 채소에 비해서 씨앗이 조금 큼지막해서 다루기가 수월하

다. 그러나 묵은 종자는 발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채종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밭 준비 및 심기

우엉은 흙이 부드럽고 깊은 곳에 재배해야 나중에 캐낼 때 수월하다. 자신

의 밭 중에 제일 파내기 쉬우면서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심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잎줄기가 다자라면 60-70cm 정도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변

에 다른 채소를 가꾸도록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맞는 곳에 1m2 당 4kg 정도의 퇴비와 깻묵 4컵(800g) 

정도를 넣고 되도록 깊게 일구어 둔다. 두둑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물 빠지는 고랑은 만들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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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싹트는 우엉, 5월 초

5월 말의 우엉

7월 말

씨앗은 사방 30cm에 5-6개의 씨앗을 넣

는다. 씨앗을 넣고 흙덮기는 아주 얇게 해주

는 것이 좋다. 빛을 받아야 싹이 잘 트는 특

성이 있으므로 씨앗을 얕게 묻는다.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하루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

았다 파종하면 싹이 트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주의사항   우엉은 연작을 싫어하므로 한번 

심은 곳은 4-5년 뒤에 다시 심는 정도의 주

의가 필요하다. 싹트는 온도는 기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지역에 따라 4월 말이

나, 5월 초 중순에 파종한다. 일찍 심으면 싹

이 트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자라는 모습

우엉은 저온에서도 잘 견디지만 싹이 트려

면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 봄에 일찍 파

종하면 싹이 돋아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

된다. 자라는 온도는 25℃ 정도가 적당하다

고 하는데 다른 채소에 비해서 여름에도 잘 

자라는 편이다.

솎아주기

한곳에 여러 개의 씨앗을 넣는 것은 우엉

의 발아율이 낮기 때문이다. 묵은 종자를 심

으면 발아가 잘 안 되므로 씨앗을 넉넉하게 

넣어 준다. 그러면 떡잎이 발생할 때부터 상

황을 보면서 솎아주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곳에 한 포기의 우엉이 자라는 환경으로 

만든다.

주의사항  보통의 채소는 큰 것을 남겨두고 

작은 것을 솎아낸다. 그러나 우엉은 싹트는 

시기가 비슷하고 자라는 정도가 비슷한 것

을 남겨두고 성장이 빠르거나, 더딘 포기를 

솎아주어야 한다.

수확

7월 이후에 캐서 수확하면 된다. 그런데 생

각보다는 수확이 어렵다. 한 포기를 캐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줄 단위로 캐야 한다. 

나의 경우는 가을에 몇 포기 캐다가 포기하

고 말았다. 우엉 뿌리가 깊이 들어가므로 조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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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파내는 정도로는 뿌리를 캐내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파내다가 잘라버리고 말았다. 

작은 포기는 땅을 30cm 정도 파내고 위를 

잡아당기면 된다. 보통은 아래 뿌리는 끊어

져 버리고 만다. 조금 큰 뿌리는 주변을 조금 

더 많이 파내고 당기거나, 삽날을 깊숙이 넣

어 잘라 내야 한다.

밭에서 직접 캐낸 우엉의 겉껍질을 칼로 벗

겨내고 생으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주의사항   곧게 뻗은 우엉은 자라면서 돌

이나 딱딱한 부위를 만나지 않은 것이고, 뿌

리가 여러 줄기로 갈라진 것은 자라면서 돌

을 만난 경우다.

병충해

우엉에는 주의해야할 병충해가 있지만 텃

밭에서 소규모로 기르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기 성장에는 진딧물이 많이 

괴롭힌다. 잎 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 진딧물

을 보면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어느

새 진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깨끗한 잎을 

보여 준다. 그리고 장마철의 고온 다습할 때 

잎이 조금 짓물러지는 흔적이 보이지만 날씨

가 서늘해지면 괜찮아진다.

우엉 잎이 진딧물에 약한 것을 이용하여 밭

의 주변에 진딧물 유인용으로 재배하는 경우

를 들은 적이 있다. 6월 중순에는 정말 많은 

진딧물이 우엉 잎에 붙어 있다.  진딧물이 좋

아하는 식물인 양배추, 지칭개, 우엉 등의 식

물을 밭에 잘 배치해 놓으면 채소에 영향을 

덜 끼친다고 한다.

웃거름주기 및 관리요령

우엉은 웃거름 주기가 어려운 작물이다. 잎

이 우거져서 자라기 때문에 포기 밑동을 파

내고 웃거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름

장마가 끝나면 퇴비와 깻묵을 뿌려주는 정도

로 만족해야 한다.  

잎이 우거지는 시기가 지나면 풀에 대한 걱

우엉 캐기

수확한 우엉

우엉 잎의 진딧물, 6월 말

사라진 진딧물,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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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장마철에 병든 잎

우엉밭의 풀, 7월 초

정이 없는 채소다. 우엉 포기 밑에는 심한 

그늘이 들어 풀이 나지 못한다. 큰 종류의 

풀인 피, 까마중 등이 조금 나는 정도이다. 

이들 풀은 키가 우엉보다 커지는 시기에 눈

에 잘 띠므로 정리하기가 수월하다.

씨받기

우엉의 씨앗은 월동한 우엉에서 얻을 수 

있다. 월동 후 봄이 되면 우엉의 줄기가 많

이 성장하고(약 2m) 그 끝에서 엉겅퀴 꽃망

울과 비슷한 모양의 꽃망울이 생기면서 6

월에 꽃이 핀다. 꽃이 지면서 씨앗 꼬투리를 

키우고 7월 말 이후에 씨앗이 여물면서 꼬

투리가 말라간다. 

이 꼬투리를 따서 잘 말려 비비면 씨앗이 

얻어진다. 

주의사항   우엉의 씨앗 꼬투리는 거칠어 

어디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바늘같이 

생긴 뾰죽한 침이 많아 맨손으로 만지면 손

을 찌른다. 반드시 코팅장갑을 끼고 만지도

록 한다. 

kyungp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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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100달러 처방약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메디케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포-서비스(Fee for 

Service; FF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메

디케어 어드벤티지 (Medicare Advan-

tage; 우월보험)방식입니다. 이 중 하나

를 선택하셔야지 둘 다 선택 할 수는 없

습니다. 피-포-서비스는 정부에서 메디

케어를 집행하는 방식이고 "오리지날 메

디케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메디케

어 어드벤티지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정

부의 메디케어 운영 경비를 넘겨받아 정

부 대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비

하여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HMO라고 부르는 방식

이 여기에 속합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신 분으로서 피-

포-서비스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꼭 가입 하셔

야 합니다. 이 파트- D는 정부에서 주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사야하

는데 일반적으로 월 35불에서 거의 100

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처방

약 보험을 선택 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전

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 파트- D는 정

부에서 강요를 하지않으니까 선택사항

이라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을 않으면 처방약이 필요 할때 처방

약 보험이 없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해서 현금으로 처방약을 사야 합니다. 더

불어 처방약 보험 미가입 벌금이 발생하

여 남은 평생을 그 벌금을 내야합니다. 

많은 건강한 시니어들께서 "내가 건강해

서 약을 안쓰는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

하고 되 물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처방약 보험을 안쓰면 정부 예산

을 절약해 주잖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

다. 어떤 자랑스러운 시니어들은 "내 딸

이 약사인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처음 메디케어를 받았을 때 

사실 정부에서는 처방약 보험을 사도록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

는데는 이유가 있으므로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만약 이때 처방약 보험을 가입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방약 보험이나 어

드벤티지보험을 가입할때 그동안 가입

하지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남은 

평생 동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

가 10년동안 처방약 보험을 들지 않았으

면 매월 약 32불의 벌금을 남은 평생 내

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어

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보험

료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어드벤티지 보

험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

험회사에서 대신 내 드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들은 어드

벤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포-서

비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

들은 이 선택이 더 편리 할 때도 많습니

다. 다만 유사시에 파트 A 공제금(de-

ductible), 파트 A 및 B동시 분담금 (co-

pay) 및 파트 D동시 분담금을 지불 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냥 감당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

충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미

국 주류 사회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보충 보

험을 둘 다 준비하여 두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충 보험이 없이 오리지날 메

디케어만 가지고 대책없이 있다가 별안

간 큰 수술 치료를 받고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현금과 집까지 날리고 파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귀하가 보충보험

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충보험은 처방약

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방약

은 (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보험이 없

으면 월 30,000불이나 지불해야  하는것

도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으로 사더라도 

월 8,000불을 지불해야 하지만 Out of 

Pocket 보호조항에 따라서 경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보충보험을 선택 하

시더라도 귀하가 추가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 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의 목록은 포뮬러리(Formu-

lary)라고 부릅니다.  포물러리를 제작할

때,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모든 증상에 

대하여 일반 약품(Generic)이든 유명 상

표(Brand) 약품이든 최소한 두 가지 이

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는 약이 (예를 들어서 metformin 

같은 약) 이 회사에는 있고 저 회사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

약 보험의 약품에는 층 (tier) 구조를 씁

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Tier 1은 저가의  일반 약품, Tier2은 고

가의  일반 약품, Tier 3은 저가의  유명 

상표약, 그리고 Tier 4은 고가의  유명 상

표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tier에 따라

서 또는 각 회사에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

는 약이 없을 수도 있고 동시 분담금이 

틀리므로 처방약 보험을 선택 할 때는 신

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게

신 처방약 플랜을 평가 해 보시려면 전화

를 주십시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

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대표 리차드 

김, 213-738-5100

메디케어 피-포-서비스 (Fee-for-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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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 정원수 봄철 가지 잘라주기

내손으로 만드는 원예 아트

보통 과일나무 전정은 11월에서 꽃이 피기전2월까지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른봄 정원수의 경우는 때에 따라서 연중 

필요한 관리를 위해 움이 트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다

과수, 채소, 정원의 꽃나무들도 가지를 잘라주어야 통풍도 잘

되어 병충해도 적고 수광량(햇볕을 받는 양)이 많아져서 탐스

런 꽃이 핀다. 열매도 적당한 양이 달려 크고 색상도 선명하고 

달고 맛있는 과일이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가위를 들고 전정을 하려면 어떤 가지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 망설여지게된다. 이번호에는 전정의 기본원리를 

알아본다.

전지전정을 하는 이유

1. 통풍이 잘되어 충과 병의 발생을 예방한다.

2. 햇볕을 받는 양을 고루 많이 받게해서 식물을 

튼튼하게 기른다.

3. 필요없는 가지, 서로 싸우는 가지들을 잘라주

어 나무모양을 예쁘게 한다

4. 가지를 잘라주므로 과일의 해걸이를 방지할 

수 있다.

5. 과일의 맛과 향 당도를 높이며 큰 과일을 수확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6. 수형을 유지하여 식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7. 외관상 예쁜 자태를 깨끗하게 시원하게 감상

할 수 있어좋다.  

원예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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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중남미에서 20년간 접목 선인장 재배

현재 Cyma Orchid Corp.에서 디자인 담당

남가주 원예동호회 만들어 7년째 강의

문의: (310)251-2534

한다. 역지도 제거한다. 

6. 하수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가지를 말하며 역지와 같이 전체

의 수형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원칙들을 숙지하고 전지 전정을 하면 이론을 이해하게 되

고 탐스런 꽃과 과일을 얻을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자태의 정원수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다. 모든 채소 과수 화목류 정원수에 이르기 

까지 적용해서 실습하면 취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8. 과일의 결과부위를 낮추어 노동력을 높이게되며 

꽃이 피는 화목류들은 낮게 자라면서 더 많은꽃들을 

피울 수 있어 좋다.                                                                  

전지전정을 어떵게 하나?

1. 죽은가지와 마른잎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정원수의 경우 몇십 년을 털어내지 않

고 겉만 기계로 자른 나무들이 많다. 입구에 담장용으

로 심어진 벤자민 고무나무, 뉴지니아, 할톤, 향나무, 

유파인 등의 죽은잎과 마른 가지를 털어낸다. 통풍과 

햇볕이 전혀 들지않아 안쪽 가지와 잎이 모두 죽어있

는 경우가 많다. 겉만 살아있고 안은 쓰레기로 채워

지면 병충해의 온실이 되기도 한다.

2. 서로 교차하는 교차지중에 하나를 잘라준다. 두 

가지 중 각도가 너무 수직으로 가거나 아래로 각도

가 쳐져있는 가지, 안쪽으로 향한 가지를 잘라주어

야 한다.

3. 도장지: 웃자란 가지, 1-2년 밖에 되지않은 가

지가 일직선으로 자라면서 나무 모양 전체를 해치

고 곧게 위로 솟구치는 가지. 갑자기 자란 가지 등

을 잘라 준다. 

4. 평행지 : 위 아래 또는 양 옆으로 두가지가 평행

으로 뻗어나가면서 잔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되며 결국은 가지들이 많이 죽게되고 과일의 경우 결

과도 좋지않다. 두가지 중 하나를 잘라주어야 한다.

5. 역지 : 모든 가지는 주관을 중심으로 밖으로 향해 

뻗어있지만 거꾸로 역으로 안쪽으로 향한 가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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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아트

하이데저트 지역 단독주택 거래 현황
단독주택 거래 건수는 528채로 19% 감소, 주택 거래 평균가격은 25만

달러로 3.7% 증가했다. 스퀘어피트 당 중간가격은 144달러로 3.4% 증

가했다. 리스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갭은 100%를 나타냈다. (2018년 12

월 기준 통계) 

                                                자료=High Desert Association of Realtors.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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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에서 키울 수 있는 ‘고향의 꽃’
 고영아 <언론인·조경전문가> 

4월의 정원

개나리(forsythia)

개나리, 라일락, 접시꽃, 맨드라미, 

백일홍, 나팔꽃...

어려서 보고 자란 꽃을 어른이 되어 

만났을 때는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탄성을 지르게 된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자라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

고 젊은 시절의 어머니 생각, 때로는 지

금은 소식조차 모르는 학창 시절의 친

구를 생각하기도 한다.

수학여행 때 기차역 근처에서 본 끝

없이 멀리 하늘거리던 코스모스, 작은 

앞마당 한쪽 구석에 펴있던 봉선화와 

맨드라미, 나팔꽃, 백일홍, 옆집 담장이 

너머 보이던 키 큰 접시꽃, 가을이면 덕

수궁 국화 전시회에서 본 다양한 모양

의 국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두

고 온 조국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들의 

꽃’이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우리

들의 꽃’을 소개한다. 혹시 너서리에 가

서 꽃을 찾고 싶을 때를 위해 ‘우리들

의 꽃’의 영어 이름도 함께 밝혀둔다. 

단, 같은 이름에도 약간씩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고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너서리

에 가서 맨드라미인 셀로시아(celosia) 

혹은 칵스컴(cockscomb을 찾으면 보

통 두가지 다른 종류를 보여준다. 셀로

시아 혹은 칵스컴이라는 이름을 가진 

4월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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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두가지를 모두 보고나서 그중에서 

‘어렸을 때 고향에서 본 그 맨드라미’

를 사면 된다.

<남가주에서 키울 수 있는 우리들

의 꽃>

개나리(forsythia), 코스모스(cos-

mos), 맨드라미(celosia), 봉선화(im-

patiens balsamina-balsam), 백일홍

(zinnia),  철쭉(azalea), 접시꽃(holly-

hock) 나팔꽃(morning glory - 다년초

와 1년초가 있는데 한국에서 보던 것은 

1년초다), 분꽃(mirabilis jalapa 혹은 

four o'clock), 국화(chrysanthemum), 

채송화(portulaca), 한련(nasturtium), 

금잔화(calendula, marigold), 제비꽃

(반지꽃, 오랑캐꽃-viola), 라일락(li-

lac), 달리아(dahlia)

*분꽃은 어디에서나 쉽게 씨를 구할 

수 있다. 씨를 몇 개 얻어 뿌려두면 싹

이 트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꽃이 피고

나면 해질녘에서부터 한밤중까지 은은

한 향기를 널리 퍼뜨린다.

*채송화

채송화(Moss-rose Purslane, Por-

tulaca grandiflora)

채송화는 봉선화, 과꽃, 맨드라미 등

과 함께 한국의 전래식물중 하나다. 원

산지는 아르헨티나, 남부 브라질, 우루

과이 등이지만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

라에 귀화한 식물이다.

영어의 일반명인 모스로즈는 채송화

가 이끼처럼 땅에 붙어 옆으로 퍼지면

서 꽃은 장미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

는 데서 왔다. 채송화는 꽃 하나를 두고 

보자면 하루를 살고 지는 꽃이다. 아침

에 봉오리였다가 낮이면 피고 수술과 

암술이 만나 수분을 하고 저녁 때가 되

면 진다.  무리지어 심어진 채송화 꽃은 

코스모스(Forest and Kim Starr)

접시꽃(hollyhock) 채송화(Top Tropicals Nursery)

맨드라미(Forest and Kim Starr)

한련(Top Tropicals Nursery)

햇빛을 받아 활짝 피었을 때는 빛을 반

사해 마치 색색의  보석을 흩뿌려놓은 

듯하다. 원래는 홑꽃이지만 개량된 겹

꽃이 많고 개량종은 꽃의 크기도 좀 더 

크고 꽃의 빛깔도 더 선명하다.

다육질의 몸체 내에 수분을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물은 흙이 건조해진 후

에 주도록 한다. 다습보다는 오히려 건

조를 좋아하는 호건성 식물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1년생 초화류이므로 

매년 씨를 뿌려 번식시킨다.

*백일홍과 맨드라미는 우리들에게 

시골 집 작은 마당을 연상시키는 ‘옛날’

의 꽃이다. 어딘지 모르게 시골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더 정감이 가는 

꽃이다. 이들 두 꽃에 대한 이런 느낌은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간 가드너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화

훼업자들이 꽃의 크기가 더 크고 빛깔

이 더 선명하고 밝으며 더 아름다운 꽃

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지만 백일홍

과 맨드라미는 그냥 ‘재래종’ 꽃이라는 

느낌이다.  맨드라미는 말렸다가 겨울

철 부케로 사용해도 좋다. 

개나리(forsyt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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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항아리 김성일의 도예 칼럼  

지난 3월초 내가 몸담고 있는 가톨

릭 미술가협회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

었다.

남자 작가 한 분이 참석할 수가 없다

며 카톡으로 소식을 보내왔다.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아직 입원 중

이신데 노환이라 회복은 기대하기 힘

들지만 조용히 행복해 하시네요.

"가만히 있지말고 햇살이 모든 사물

에 쏟아지니 그걸 그리거라. 시간 아까

우니 낭비하지 말아라"라고 곁에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 하셨단다.

그리고 엿새 후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작가를 생각하니 내 가슴이 먹먹

해 진다. 먹먹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려

고 앞산을 보다가 마당에 줄서있는 항

아리를 보았다. 문득 20년 전에 돌아가

신 어머니가 생각 났다.

“도자기 하는 집에 항아리 하나 없구

나” 하시며 은근히 항아리 하나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 작은 항아리 하

나를 대강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애지중지 하시며 된장도 담

그시고 오이지도 담그셨다. 대문 앞에

는 작품으로 만든 솟대가 있었다. 아랫

부분에는 호숫가를 연상하는 물 담는 

곳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매일 맑은 물

을 부어 놓으셨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는 심장마

비로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러고나니 뒷마당에 있는 항아리는 

제멋대로 굴러 다니고 앞마당의 솟대

에도 이끼긴 물이 말라붙어 흉물스러

웠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자식  잘되라

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처럼 매일 맑

은 물을 부어 놓으셨다는 것과 된장찌

개와 오이지에 어머니의  사랑이 듬쁙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떠나시기 며칠 전에 어머니는 내게 

말씀 하셨다. ” 넌 아주 성공한 훌륭한 

작가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다”라고 

별볼일 없는 도예가인  나를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작가라 하셨다.

     <도예가 김성일.예술사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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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이 입는 파격적인 디자인 ‘테오’ 안경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스스로 너무 상업적이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는 브랜드가 있다. 자신만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 벨기에 안

경 브랜드 ‘테오’다. 그러한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테오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테

오가 닿고자 추구하는 지점이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가는 셈이다. 

마흔이 넘으면 신체적 노화가 찾아온다. 첫 번째 증상은 대개 시력 저하다. 하루

가 다르게 침침하고 흐릿해지는 눈을 예전의 상태로 돌릴 방법은 없다. 누구나 노

화의 한탄은 깊어만 간다.

책을 읽기 위해 맞춘 안경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컴퓨터 화면도 보지 못했다. 

눈 찌푸리고 째려봐도 잔글씨는 가물가물하기만 하다. 짜증을 내며 반복할 수 없

는 일. 결국 읽기용과 컴퓨터용으로 각각 구분해 안경을 갖추게 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깥을 돌아다니기 위해선 먼 거리가 잘 보이는 안경

이 또 필요했다.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물건은 자꾸 새끼를 쳐 그 수를 늘려갔

다. 늘 읽고 보아야 작업거리가 생기는 직업을 가진 내 일상은 노황와 함께 번잡

함으로 가득해졌다. 책상과 테이블 곳곳에 손에 쉽게 잡히도록 놓아둔 안경은 무

려 열 개를 넘겼다.

신생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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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서글픔을 선택하는 즐거움

으로

기왕 안경을 써야 한다면 즐겁게 선

택하고자 했다. 온갖 형태와 색깔의 안

경을 갖추어 그 세계를 즐기면 된다. 그

저 그런 안경은 사절이다. 노화의 서글

픔은 얼굴에 덧댄 개성의 호사로 맞서

볼 참이다. 이렇게 수를 늘린 안경은 내 

의지의 흔적이기도 하다. 여느 물건들

이 그렇듯 안경의 세계 또한 만만치 않

았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

수록 그 폭과 깊이가 엄청났다.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다. 지금까지 알던 안경

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 

독일 광학산업의 중심지였던 예나의 

칼 자이스 광학박물관에서 본 전시품

의 상당수는 ‘안경’이었다. 안경의 역사

가 곧 광학의 역사였다. 인간에게 절실

했던 시력 보완을 위해 광학이 발전된 

사실을 수긍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안경의 재질과 

형태가 눈에 띈다. 외눈 안경에서 지금

의 패션 안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버

릴 게 하나도 없다. 단순하게 보이는 안

경에 담긴 기나긴 역사를 들여다보았

다. 안경은 불편을 극복하는 물건에서 

아름답고 싶은 욕망의 대리물이 되었

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경잡이의 관심은 어딜가나 새로운 

제품에 머무르게 마련이다. 일본과 프

랑스, 독일을 드나들 때마다 안경점을 

찾아갔다. 쇼윈도에 진열된 안경은 왜 

이리 멋지게 보이는지. 보석처럼 투명

한 광채와 선명한 색채로 빛나는 안경

은 자체로 아름답다. 인간이 쓰고 걸치

는 물건에는 기대하는 꿈이 깃들어 있

다.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망으로 키워진 관심이 어디로 향할

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파리 마레 지구에 프랑스 안경 하우

스 브랜드인 ‘안네 발렌틴’ 매장이 있

다. 들어가 본 안경점 가운데 가장 인

상에 남는 곳이다. 안경점 쇼윈도엔 정

작 안경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맞

춤 정장을 취급하는 고급 패션 스토어 

분위기랄까, 테이블에 앉아 안내한 직

원에게 일대일 상담과 추천을 받아 자

신만의 안경을 선택하는 식이다. 검정 

벨벳 천으로 감싼 트레이에 안경을 담

아 보여주는 직원에게서 안경을 대하

는 태도를 읽는다. 안경의 재료인 셀룰

로이드와 금속은 표면처리와 굵기, 색

채를 달리해 천변만화의 표정을 짓는

다. 안경을 쓰고 벗으며 벌이는 거래의 

과정이 이토록 즐거운지 몰랐다.

안경을 시력보완의 수단으로만 생각

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다. 그 때 안경은 

렌즈를 고정시킬 틀에 불과하다. 안경

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안경은 

인상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란 점

이 중요하다. 타고난 얼굴은 바꾸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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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준은 사진가이자 오디오 평론가, 생

활명품 전문가다. 글과 사진, 음악과 여

행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문화인으로, 세

계 곳곳을 누비며 다진 독보적 심미안은 

‘생활명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한다. 의지로 얼굴의 변화를 이끄는 가

장 쉬운 방법은 안경을 쓰는 것이다. 안

경은 적어도 얼굴 면적의 1/4을 차지

한다. 안경을 만드는 업체라면 이 부분

을 놓칠 리 없다. 쓸 만한 안경을 만드

는 브랜드의 대부분은 ‘안경’이라는 표

현 대신 ‘아이 웨어’라는 말을 쓴다. 얼

굴에 걸치는 옷이 안경이라는데 그럴

싸하지 않은가.

대칭 구조 깬 창의적 디자인 ‘테오'

생각을 바꾸면 할 일이 많아진다. 기

능적인 면을 넘어, 안경을 감각되고 개

성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 이전에 없던 재질과 형태, 색채

가 돋보이는 새로운 디자인의 안경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개성적인 하우

스 브랜드 안경의 전성시대가 된 느낌

이다. 낯선 신예들은 파격적이고 신선

하다. 최근 서북구의 몇 나라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모두 디자인 강국이다.

이 나라들의 안경은 하나같이 독특

하다. 첨단 소재를 활용해 이전의 안경

이 갖지 못한 형태를 보여준다. 가는 철

사만으로 디자인한 제품도 있다. 가늘

면서 필요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을 

확보한 덕에 가능해진 일이다. 다리와 

본체의 구분이 없는 맞춤식 철판 안경

도 나온다. 도대체 가능할 것 같지 않

은 얇은 철판과 철사가 경첩을 대신하

는 안경도 있다. 가볍고 질긴 금속소재

인 티타늄을 성형시켜 현란한 색채를 

입힌 개성파도 등장했다. 안경의 춘추

전국 시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

는 중이다.

1밀리미터의 크기 차이가 얼굴을 죄

고 1그램의 무게 차이가 두통으로 번

지는 민감한 물건이 바로 안경이다. 제 

얼굴에 꼭 맞는 안경을 만났을 때의 기

쁨은 크다. 안경을 맞추는 것은 사람 만

나는 것과 비슷하다. 겪어봐야만 알게 

되는 진가는 시간을 통해 선명해진다. 

덥석 사들인다고 해서 제 것이 되지 못

한다는 말이다.

저만의 안경은 따로 있다. 우연한 조

우는 쉽지 않다. 필연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관심을 갖고 흐름을 파악하거나 

안목을 키워 좋은 안경을 제 손에 넣는 

일이다. 많이 팔리는 물건과 좋은 안경

은 따로 있다.

세상의 좋은 것은 제 발로 다가와 안

기는 법이 없다. 발품 팔아 돌아다니고 

지갑을 열어 사들이고 써 봐야만 제 것

이 되는 고약한 특성이 있다. 안경이 주

는 호사도 거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

다. 노화의 서글픔을 선택하는 즐거움

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 손으로 선택한 

안경에서 '스몰 럭셔리'의 충족감을 키

우는 게 더욱 중요하다. 삶의 풍요란 양

이 아니라 내용의 충실함에서 온다.

유난을 떨어 쓸만한 안경을 찾아

냈다. 벨기에의 하우스 브랜드 테오

(theo)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파격

의 형태와 강렬한 색채를 입힌 안경으

로 이름 높다. 곡선으로 휘어진 브릿지

를 한쪽은 직선으로 깎아 대칭구조를 

깬 창의적 디자인이 한 예다. 다양한 모

델은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형태로 마

감된다. 비교를 거부하는 듯한 독선적 

행보는 안경에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음

을 보여준다.

테오의 빈티지 컬렉션을 샀다. 렌즈

가 작은 둥근 테다. 가벼운 티타늄 재

질에 보라색과 검정색이 섞인 투 톤 컬

러의 배합이 좋았다. 귀에 닿는 부분은 

금속의 차가움을 녹일 검정 플라스틱

으로 덧댔다. 어느 부분 하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넓적한 귀걸이가 안경

의 하중을 분산시켜 콧등이 필요 이상 

눌리는 피곤함도 없다. 아저씨가 튀어 

보이려 일부러 보라색 안경으로 쓰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토록 멋진 안경을 

내 얼굴이 소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니까.

신생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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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은퇴 후 12만 시간 또는 16

만 시간에 달하는 긴 은퇴기간을 그냥 

숨만 쉬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어딘가

에서는 재미를 느끼고 즐기면서 보낼 

거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따라서 은퇴

를 준비함에 앞서 지출을 줄이면서 즐

겁게 지낼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취미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해 보고 싶었

던 것, 과거에 했지만 오랫동안 손을 대

지 않았던 것, 생경한 외국어에의 도전, 

노후에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요

리를 배우는 것, 드럼이나 색소폰 등의 

악기를 배워보는 것, 조깅, 달리기, 등

산 등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본인의 취

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

발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

어 갈수록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지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참 바

쁘고 시간적으로 쫓기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같이 즐겨달라고 조를 수도 

없으니 가능하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4]

이명섭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각 지자체

에서 저비용으로 지낼 수 있는 은퇴생

활을 위해 각자의 취미 개발을 도와주

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

는 만큼, 관심만 갖는다면 취미 개발에 

큰 어려움은 없다. 

여기에서는 작물재배를 취미로 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 취미는 은퇴 예

정자뿐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권하

고 싶다. 만약 20, 30대부터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텃밭이나 베란다에서의 

작물재배를 취미로 한다면, 은퇴 후에

는 시골로 가서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도시의 지인들과 나눠 먹을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도시 텃밭

은 먹거리 불안도 해소하고 취미활동

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다. 

선진국에서도 도시 텃밭을 오래전부

터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숙박을 하

면서 텃밭을 가꾸는 곳’으로 현재 약 

100만 개가 있고, 영국의 Allotment는 

약 30만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

한 일본의 시민농원, 뉴욕의 옥상 텃밭, 

몬트리올의 도시 텃밭 등도 좋은 사례

로 들 수 있다. 

section 8 부부관계를 재정립해야

대부분의 남편들은 은퇴를 하면 그

동안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와 여행도 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오순도순한 노후를 기대한다. 

아내 역시 그런 날을 기다려왔을 것이

라며 부푼 꿈을 그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내는 남편 

없이 즐기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과거

처럼 “당신 없이 못살아”가 아니라 때

로는 “당신 때문에 못살아”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내는 나름대로 혼

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

했고 이에 익숙해져 있는데 남편이 은

퇴하고 집에 있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패턴으로 바꿔야만 하

다. 남편도 은퇴 이후의 생활에 적응하

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마저도 이런 변

화에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까

지와는 달리 은퇴 이후 부부관계를 새

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의 준비를 

저자 이명섭은 1952년생으로 문화공보부장관 비서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문화관, 공보처장관 비서관,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보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보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참사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

사 역임 후 퇴직했다.(2010년). 이후 경기도 여주에서 150평의 텃밭을 가꾸

는 텃밭지기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은퇴후 40년, 넌 뭐하고 살래?" <<나

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이 책은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사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귀담아 들어야 할 요긴한 정보

가 많다. 저자의 허락을 얻어 책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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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저자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누레

오치바”라는 말이 유행어로 된 적이 

있다. 우리말로 “젖은 낙엽”이라는 의

미인데 은퇴한 남편을 비유해서 쓰였

던 말이다. 젖은 낙엽은 구두 밑바닥이

나 바짓단에 붙으면 털어도 잘 털어지

지 않고, 도로에 붙으면 빗자루로 쓸어

도 쓸리지 않는 것처럼 은퇴 후의 남

편은 아내의 뒤에 붙어 따라다녀 아내

가 떼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

미로 쓰인 것이다. 또한 Retired Hus-

band Syndroms(은퇴 남편 증후군)이

라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졌다. 은퇴

한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과 같이 집에 

있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남편의 옷

만 만져도 두드러기가 돋기도 하며, 불

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증상으로 상당수의 일

본 여성들이 이런 증상을 보여 이런 용

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

런 용어가 많이 만들어진 것은 1945년

생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

를 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 1957년생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게 되는 지금부터가 이

런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2010년 이혼한 서울시민 중 황혼이

혼이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것

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

은 1990년 38.3%에서 2010년 25%로 

줄어들었지만 ‘20년 이상’인 부부는 같

은 기간 6.6%에서 27.3%로 증가했다. 

물론 이 숫자 전부가 은퇴자들의 이혼

은 아니지만, 황혼이혼의 패턴이 이미 

과거와는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다. 

일본의 경우, 2007년도에 이혼한 부

인에게도 남편 연금 중 최대 50%를 가

졀갈 수 있도록 한 ‘연금분할제도’가 만

들어지면서 황혼이혼이 더욱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

내들이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할 수 있

다면 황혼이혼을 불사하는 경향이 더

욱 많아질 지도 모른다. 

은퇴 후 부부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집안일을 돕고 자

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

하지 못했던 24시간을 집안에서 함께 

보내는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서로

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은퇴 후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가정한

다면 더더욱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한

정되기 때문에 서로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의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위를 침해당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 자

제심을 갖고 부부관계를 비교적 원만

하게 가져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되면 남편이 집안에 계속 있게 됨으로

써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부부

가 각자의 독자공간을 확보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텃밭을 한다면 텃밭

이 부부 상호간의 공간을 충분히 제

공해주는 역할을 해 준다. 부부가 같

이 텃밭으로 나가면 서로간의 독자적

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에 부부간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조

건을 제공하는 셈이다. 만약 부인이 텃

밭으로 나가기를 꺼린다면 남편 혼자

서 텃밭으로 출근하면 부인에게는 이

전과 같은 생활패턴을 유지시켜 줄 수

도 있다. 

다만, 부부가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

를 갖는다면 서로 대화의 소재가 많아

져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다면 부부가 같이 텃밭

을 가꾸는 편이 좋다. 

텃밭을 부부가 함께 가꾸면 어쩔 수 

없이 같이 궁리하고 의견도 나누고 호

흡을 같이 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밖에 없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질 않

아 큰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이는 협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오히려 부

부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의 부부관계는 대부분의 경

우, 협조관계라기보다는 각자의 영역

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서로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

다고 한다면 자녀교육 문제, 집을 사고

팔거나 친인척 관리 등 일부분에 국한

된 것이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서로 

상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경

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텃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작물을 심을 때 서로가 심고 싶은 작물

이 다를 수 있다. 텃밭의 면적은 정해

져 있는데 서로 심고 싶은 작물을 고집

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일정 부

분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게 된다. 아마

도 부부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텃

밭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은퇴 후에는 부부간에 서로의 독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는 것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가 없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했던 부분간에 의견을 조율

하고 협의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그런 관계를 텃밭을 통

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Part 2 

노후생활의 해결책, 시골 텃밭

section 1 은퇴 후에도 현직과 같

은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텃밭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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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을 가꾸는 것이야 말로 은퇴자

들이 현직에서 있을 때와 같은 삶의 패

턴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 특히 시골

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텃밭

을 가꾸면 생활비 부담도 줄고 건강도 

지키고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요즘 들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

으면서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시중에 많

이 나와 있지만 은퇴자들이 무작정 따

라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거나 관심을 가

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농사로 억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도 

올리지 못하는 억대의 수입을 농사 초

보자가 올린다는 것은 어쩌면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발견

하기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은

퇴자들은 대규모 투자나 수익을 노리

기보다는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시간

을 보내기에도 유용하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소규모 텃밭을 먼저 가꾸

어 보기를 권한다. 

사람의 일상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생산활동,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유지활동,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즐겁게 활용하

는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텃밭이야말로 이 모든 활동을 완벽

하게 충족시켜 주는 곳이다. 

첫째, 텃밭이라는 곳은 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나오는 야채, 마늘,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의 작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기초 생활비의 일

정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은퇴 이후 

큰 돈을 벌 수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새

로운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평범한 직

장인이 은퇴를 한 후에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란 없다. 따라서 은퇴

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

고 큰돈을 벌 수는 없지만 작은 돈을 절

약할 수 있는  텃밭을 선택한다면 은퇴 

후 경제적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텃밭이 

건강을 지키는 유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

도되듯이 텃밭에 나가 움직이는 노동

의 강도는 건강을 지키거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데에 충분한 강도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암 투

병을 하거나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사

람들이 텃밭을 통해 충분한 운동을 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많이 알려

지고 있다. 

더구나 텃밭은 살아있는 다양한 생

명체를 키움으로써 작물의 성장에 집

중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념에

서 벗어나게 해 준다. 예전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과

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현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텃밭

을 하게 되면 그런 과거를 회상할 시간

적 여유가 없이 작물 성장에만 몰두하

게 되나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곳이다. 

세 번째로, 텃밭은 생산, 유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작물을 키우고 남는 

시간에는 작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

거나 작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블로그에 글을 남길 수도 있다. 사

진작가처럼 일출사진을 찍기 위해 멀

리까지 가지 않아도 텃밭의 작물을 모

델로 한 사진을 찍는다면 훌륭한 사진

작품을 남기는 취미활동이 될 수 있다. 

텃밭은 일터이기도 하지만 작물재배

를 취미로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도 있다. 작물재배뿐만 아니라 작물재

배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익히는 것도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 된

다. 작물은 땅에만 심으면 자라는 것으

로 생각하겠지만 그 땅마저도 그냥 두

면 작물이 제대로 못자란다. 흔히들 얘

기하는 ‘땅 힘’이 있어야 작물이 쉽게 

자란다. 땅 힘이 있는 그런 땅을 만들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봐

야 하고 자료에 나온 이론을 실천에 옮

겨봐야 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텃밭을 가꾸는 

70세의 은퇴한 일본 지인의 텃밭을 방

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은 텃밭을 비울 

수가 없어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딸

이 한 번 오시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한 

번도 못가봤다고 한다. 요코하마는 동

경 인근에 있는 항구도시로 겨울이 되

어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가 있기 때문에 텃밭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다. 50평 정도의 자신의 텃밭을 자

랑스럽게 보여주면서 그곳이 자신의 

취미활동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방문

할 당시에는 텃밭에 대해 그렇게 큰 관

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유심

히 본 것은 아니지만 딸기 밑 부분에 짚

단을 깔아 놓고 열매를 맺고 있는 딸기

를 무슨 보물단지 다루듯이 소중히 하

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땅을 살

리는 데 유용한 ‘퇴비’를 만든다고 텃밭 

한켠에 나무박스를 만들어 두고 잡초

와 미생물을 섞어주고 중간 중간 흙과 

설탕도 뿌려 준다고도 했다. 퇴비 상장

를 열어 보여주는데 냄새가 나쁘지 않

았다. 나무박스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쓴다고 하면서 텃밭에 나오면 작물재

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다고 했다. 당시에는 솔직히 그 말에 

공감이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재미

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은퇴 후에 텃밭을 직접 해보

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게 되

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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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조 A199 / 아트생활문화복합공간 DIY 07> 쉽게 따라하는~ 그림을 못그려도 되는데로 해보는 일러스트 

내 맘대로 팝일러스트 초상화 그리기

<재료>아크릴 물감, 젯소, 캔버스, 붓, 4B연필, 블랙 마커, 지우개, 물통 등

편편한 일상를 새롭게 다듬어주는 팝일러스트 초상화
밋밋한 내얼굴이 개성 가득한 동화속 주인공으로 변신!

팝아트 초상화의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릴리먼로의 얼굴을 

원색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앤디워홀이 떠오를것이다. 이번 팝아

트 초상화는 쉽게 따라할수있는 기초 팝아트 초상화를 다룬다. 또

한 프리스타일로 표현하는 팝일러스트도 소개하려 한다. 작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어설퍼도 똑같이 닯지 않

아도 그려서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빛을 발할것

이다. Let’s TRY! POPArt! POP Illustration Potrait!!

07

레베카 신<사진/글 제공>

현재 필렌 아트생활문화복합공간<아포리조 A199>운영중
실용북아티스 & 광고,잡지 편집, 그래픽 디자이너
2008~2013한국 인사동 쌈지길 북아트 공방
2011~2015 파주 헤이리 예술인마을 북아트 공방

이민 생활 7년차로 한적하고 조용한 필렌에서 
핸드메이드 작업공방을 운영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교훈”을 실천한다. 일상에 필요한 만들기 클래스와 
라이프 에 필요한 오픈강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각자의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배우며, 풍요로운 삶의 진리를
향유한다. Tel.323.774.4726 
www.ithinkso.g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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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ING 1 사진을 보며 얼굴의 큰 형태와 윤곽부터 크게 잡아 줍니다. 2 스케치할때 최대한 손

에 힘을 빼고 옅게 그립니다. 3 연필선을 따라서 마커로 실선을 그려주고 연필선은 지웁니다. 4 납작붓

에 물을 적게 적시고 물감을 골고루 붓에 묻힙니다. TIP 물이 너무 많아 수채화처럼 묽지 않게 합니다. 

아크릴은 유화처럼 되직한 느낌으로 칠해 줍니다. 5 물감이 손에 묻지 않도록 캔버스 중심인 얼굴에서 

바깥쪽 순서로 칠해 줍니다. TIP  아크릴물감은 빨리 마르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6 얼굴-머

리-옷-바탕순으로 채색이 끝난후, 얼룩 얼룩한 부분이 있으면 마른뒤에 다시 꼼꼼히 채색합니다. 

▼ RETOUCH 1 전체 칼라링이 끝났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 줍니다. 2 머리결을 좀더 생동감있게 

표현 하기 위해 머리결 쉐도우 부분을 강조해서 색칠 해 줍니다. 이때 얇은선과 굵은선을 적당히 조절

해서 머리결을 완성 합니다. 3  얼굴선과 이목구비 라인을 얇고 굵은선으로 적절하게 완성 합니다.

밋밋한 라인보다 훨씬 살아있고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4  눈동자와 입술 라인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봅니다.  멋진 팝아트 초상화가 완성 되었습니다.

기초 팝아트 초상화에 도전해 보세요!
빨강,파랑,노랑 3원색을 이용한 쉬~~~운 초상화 그리기

생활문화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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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그리기에도 공식이 있다! 쉽~게 그리는 귀찮니즘을 위한 초상화 스케치 그림은 재능을 타고 나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연습을 따라갈수 있는건 없습니다. 

연습이 귀찮다면, 원본사진과 캔버스에 사각 그리드를 같은 간격으로 그려주고, 각각의 사각형에 있는 그림을 라인으로 그려 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어느정도 비슷하게 스케치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캔버스위에 프리하게 스케치 해 보세요.  

▼ FREE SKETCH & COLORING  1  팝일러스트 초상화는 그린이에 따라서 스케치와 칼

라링과 레이아웃 디자인이 모두 틀릴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초

상화를 소유할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어설픈듯 하지만, 있을건 다있고, 그릴건 다 그린 동화

같은 초상화 일러스트. 보는이들도 행복해지는, 벽면 한켠에 소박하게 장식될 웃음 이야기.

개성이 돋보이는 팝일러스트 초상화
스타일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나만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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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	 사이트가	250곳이나	있는콜로라도에	있는	메사	버디	국립공원(Mesa	Verde	National	Park)	캠핑장의	석양.
<사진=나종성>

공원 입구에서 4마일 안쪽으로 들어간다. 공원을 돌아 

보기에 아주 편한 위치다. 캠프 사이트가 250개나 되고  

15개의 Full Hook-Up RV사이트가 있다. 시설이 잘 되어있다. 사이트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여

름방학 시즌에는 예약하는게 안전하다. 아침 저녁으로 사슴이 바로 옆까지 나오는데 화장실도 깨끗

한 수세식이고 샤워 시설과 코인 런드리, 매점이 방문객 센터 옆에 있다. 주유소도 있는데 다른 주유

소는 공원 밖으로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시즌에는 야외극장에서 매일 저녁 8시30분부터 캠프파

이어 프로그램도 있다. 

 •Morefield 캠핑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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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년전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깍아지른 절벽 틈에 만든 인디언 주거지

콜로라도 ‘Mesa Verde’

글·사진 = 나종성<언론인, 여행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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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 지른듯한 수직의 벼랑 바위틈에 지

은 집. 인디언들이 절벽 벼랑에 집을 짖

고 부락을 형성해서 살았던 유적지로 유

명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콜로라도에 

있는 메사 버디 국립공원(Mesa Verde 

National Park)이다. 메사는 스페인어로 

탁자 또는 테이블 같이 위는 평평하고 

가장자리는 가파른 사면이나 벼랑으로 

된 지형을 말한다.  

추천 여행

바위 틈새에 있는 벼랑 주거지. 가장 큰 곳은 방만 
150개에 23개의 키바가 있다

해발 7000~7500피트 높이 깎아 지른 바위 절벽에 인디언 유적지인 메사 버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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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가가이에서 본 벼랑 주거지. 방은 물론 골목길 같은 곳도 보이고 넓은 공터도 있다.

사슴들이	반겨주는	캠핑장의	석양

 메사 버디는 서기 550년경 푸에블

로 인디언의 선조인 아나사지 인디언

이 옥수수 농사와 사냥을 주로 하며 살

던 유적지다. 1200년경 바위 벼랑으로 

내려가서 움푹 파진 알코브(Alcove)에 

집을 지어 오늘의 대형 유적지가 생기

게 됐다고 한다. 그 동안 숨겨져 있다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888년 어

느 카우 보이가 이곳을 발견하고 여기

서 파낸 유물을 팔기 시작해서 부터라

고. 1906년 유적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

원으로 지정했다.  

 메사 버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

엇뉘엇 저물어 가는 저녁 언저리. 공원 

게이트를 지키는 레인저는 이미 퇴근했

고 방문자센터 캠핑 스테이션만 열려 

있다. 이곳에서 사용료를 내고 막바로 

캠핑장으로 직행하니 여기저기에 저녁 

만찬을 즐기러 나온 사슴들이 두리번 

반긴다. 콜로라도엔 사슴들이 참 많다.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선물센터 겸 그로서리 스토

어에서 파는 애플파이에 커피 한잔 곁

들이니 천하가 모두 내것 같고 뭔가 조

짐이 좋은 느낌이 든다.

해발	7000~7500피트에	있는	유적

들

 메사 버디 유적지는 Chapin Mesa

와 Wetherill Mesa 두개의 코스가 있다. 

일단 꼬부랑 능선길을 타고 Far View 

Lodge에 가면 갈랫길이 나온다. 먼저 

유명한 Balcony House가 있는Chapin 

Mesa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곳곳에 뷰

포인트가 있어 들러보기 바쁘다.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차

이는 대략 해발 2,134m(7,000피트)에서 

2,286m(7,500피트). 공원의 크기는 동

서로 19km, 남북으로 21km가 된다. 방

문객 센터를 지나 6~7마일 쯤 가면 챠

핀 메사 박물관과 스푸르스 트리 하우

스(Sprus Tree House)라고 부르는 벼

랑 주택 유적이 있다. 스프루스 트리 하

우스(Sprus Tree House)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 하는 곳이란다. 복원시

켜 놓은 종교 의식을 위한 지하 건물  키

바(Kiva)도 있어서 관광객이 들어가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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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여행

이유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인디언 주거지

에 경이감을 느낀다. 그 옛날 살았던 인디언들이 생

활하는 모습과 거친 숨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 하

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솟는다. 생활은 바위 벼랑 중간에서 하

고 메사 위에서 농사와 사냥을 했다는데… 바위를 오

르내리는 일이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힘들 것 같이 보

이기 때문이다.    

 옛날 이곳 인디언들은 구덩이를 파서 바닥으로 하

고 나무기둥으로 네 귀퉁이에 비슷하게 세워 지붕을 

만든 집(Pit House)에서 살았다고 한다. 알코브는 겨

울철 암석이 얼었다가 녹았다 할때 부서지거나 암석 

절벽이 부식되어 움푹 파인 곳이다. 이런 자연 현상

이 지붕도 만들어 주고 넓은 공간까지 만들어 줘 비, 

바람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런 벼랑에서 산다는 것은 

크게 불편할텐데 왜 이런곳을 거주지로 잡았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라고 한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위한 

것 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일이 돌아보기엔 체력 소모가 심하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멀리서 감탄만 하다 발길을 

돌리는 곳도 부지기다. 여기를 모두 둘러 보려면 최

소 3일은 잡아야 한다. 여러가지 트레일 코스와 레인

저가 인도하는 유료 투어 코스도 있고 사진작가들 만

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 망원경을 꼭 가지고 

가라고 권한다.

◀레인저가 가이드하는 
유료 투어를 기다리는 관
광객들.

캠핑장에 나와 한가롭게 사람 구경하고 있는 사슴과 겁도없이 길가 풀 속에서 얼쩡거리는 
야생 칠면조. 

차핀 메사에 있는 박물관. 겉에서 보기 보다는 유물들이 알차게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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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면,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www.so-

cialsecurity.gov/ myaccount에서 자

신의 사회보장 내역서에 접속하여 자

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앞으로 받을 추

정 연금, 신체장애, 유족 연금을 확인하

십시오. 매년 번 소득이 정확한지 그리

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기록이 정확한 것이 왜 

중요한가?

귀하와 가족이 받는 사회보장 연금 

액수는 기록에 나타난 귀하의 소득 기

록에 달려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기

록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 만큼 사

회보장 연금이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는가?

사회보장 기록에서 빠진 소득이 올 

해 것이라던가 작년 것이면 걱정할 필

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최근 것

이기 때문에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명세서에 기록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소득이 기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나 

사회보장 번호로 귀하의 소득을 보고.

• 직장에서 부정확

하게 소득을 보고.

• 결혼했거나, 이혼

했거나, 이름을 변경

했으나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음.

• 남의 사회보장 번

호를 이용하여 소득을 

보고.

소득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이 기록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

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

을 증명할 서류를 찾는 일입니다. 증명 

서류로:

• W-2 양식 (급여와 세금 명세서);

• 세금 보고서;

• 체크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 본인 자신의 급여 기록; 또는

•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그밖에 다

른 문서. 

본인의 소득을 보여주는 문서를 찾

을 수 없으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

집하여 적으십시오:

• 일을 한 장소; • 고용주 이름; • 일

을 한 시기; •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

고 • 일을 했을 때 사용한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

사회보장국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

는가?

서류를 수집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한 다음,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서 기록을 

찾아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빠진 소득

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

라서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

소셜시큐리티 계정 만들고...연금 확인 가능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샤논 양

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고용주들에게 

연락할 수 있고 아니면 귀하가 그들에

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

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

법은 웹사이트입니다: www.socialse-

curity.gov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

•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

어 자신의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연금 내역서를｣) 검토하고, 

소득을 확인하고, 연금 확인 편지를 인

쇄하고, 연금 이체 계좌 정보도 변경하

고,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고, 

SSA-1099/1042S 재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Extra Help 신청;

• 은퇴, 신체장애 및 메디케어 혜택 

신청;

• 출판물 찾기;

•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 

등입니다. 

     문의: 샤논 양 (714)7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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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밸리 한인 목사회(회장 김성일 

목사)가 주관하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

배가 21일 오전 5시30분 빅토밸리 복

음교회에서 열린다. 설교는 빅토빌 예

수마음교회 김성일 목사가 한다. 

문의: (760)220-3263 

빅토빌 나눔병원에서 지난달 18일부

터 진료를 시작했다. 수잔 김 매니저는 

“월, 수, 금 오전 8:30~12:30분까지 진

료한다. 7월부터 닥터가 상주하면 매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과목

은 내과, 노인과. 

예약 전화는 (760)552-4470.

위치: 15095 Amarogsa Rd. Bldg.1 

#102, Victorville

매월 셋째주 목요일 우드그릴에서 

있었던 '사랑방 모임’이 당분간 중단된

다. 2년 반 동안 모임을 이끌어 온 홍

용일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

을 중단하게 되어 아쉽다. 어떤 형태

로든 모임이 곧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문의: (760)985-4725 

나눔병원, 진료 시작 한인목사회, 

21일 부활절 연합예배

사랑방 모임 일시 중단

  필랜․빅토빌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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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랜의 예술사랑에서 13일부터 5월 

5일까지 박혜숙 최영주 2인전을 개최

한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일대표는 “60

대 중반의 개성이 넘치는 두 작가를 모

시고 전시회를 열게 됐다. 봄 나들이 겸

해서 예술사랑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장소: 15551 Cajon Blvd., San Ber-

nardino. 

문의: (909)576-5773

필랜에서 '가주 양봉원' 운영하는 박

민재(사진) 목사가 13일 오전 10시30

분부터 12시30분까지 양봉 세미나를 

개최한다. 

벌의 생리, 양봉의 기초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부터 양봉을 해온 

박목사는 업랜드에 벌통을 두고 직접 

양봉을 한다. 

강의가 끝난 후 점심식사가 있으며, 

직접 채밀한 1.5파운드 꿀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40달러. 

장소: 9922 Phelan Rd., Oak Hills 

문의: (213)948-6857

빅토밸리 한인회(회장 스테파노 김·

사진)는 17일 빅토빌 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범죄예방 세

미나’를 개최한다. 

강의는 셰리프에서 직접하며, 위조

지폐 식별, CCTV 카메라 이용법, 범죄

를 당했을 경우 행동지침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760)810-8888

예술사랑, 13일 2인전 

가주 양봉원, 

13일 양봉 세미나 한인회, 

17일 범죄예방 세미나

  필랜․빅토빌 News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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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디슨	전기(한국어)	

800-628-3061 

<건축/전기/핸디맨>

가제트	냉동.	히팅.	전기	

760-240-3975 

AC	DC	만능	전기	토탈서비스	

760-563-8099

상업용	냉장고	전문수리	

760-628-7459 

샤인	페인팅	리모델링	

951-205-8235 

에이스	에어컨디션.	히팅		

760-995-6538 

연일	종합	건축	

760-987-0027 

우리	핸디맨	

213-880-3985 

J.S.	핸디맨							

760-713-9648

참사랑	핸디맨	

909-658-5252 

천사	페인팅	&	핸디맨	

760-217-5775 

JC	퍼시픽	건축		

760-713-1374

<교회/종교단체/성당>

감사한인교회	

760-587-9048 

나눔동산	교회	

760-868-0224 

빅토밸리	복음교회	

213-275-8863 

빅토밸리	소망교회	

760-985-9001 

빅토밸리	필랜	한인교회	

760-868-5946 

빅토빌	예수마음	교회	

760-220-3263 

새벽별	한인교회	 										

626-277-1914 

새생명한인교회	

760-887-4848 

열린문	기도원	

760-249-5858 

엘림	미션센터	

213-507-0658 

주의	사랑	선교교회	

760-868-8583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240-676-0542 

필랜	감리교회	

718-772-2537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760-220-4086 

한인	천주교회	

760-241-2915 

헤스페리아	한인	연합감리교회	

909-802-9372 

<농장>

가나안	농원	

213-610-1913 

강스너서리	율곡매실	

213-393-1060 

기찻길	매실농원	 										

323-819-1803 

로얄	농장	

213-507-3638  

루선	대추	농장	

310-505-9776 

리안	매실농장	

760-946-6311 

마리아	대추	곶감	농장	

213-604-6717 

매실사랑	농원	

714-876-4679 

매향	매실농원	

213-210-1014 

모도	농장	

714-313-5999 

무지개	농장	

213-447-0868 

미주	자연농선교회	

714-334-3597 

베델농장	

213-435-3006 

봄마을	농원	

562-787-4657 

사철농원	

213-200-1944 

산골농장	

213-255-8771 

손농장	 													

760-885-7662 

수퍼	그린	농장	

714-232-2440

아델라	농원	

760-684-2024 

아둘람	농원	

213-381-2007 

안스	팜																

760-881-9222 

애니	피스타치오	팜	

619-405-8683 

엘림	농원	

760-885-2234 

엘미라지	농원	

310-90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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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장	

562-556-4402 

오아시스	농장	

760-628-5252 

와일드	블루	농장	

714-240-1671 

왕매실	농원	

213-265-2924 

우리	대추	농원	 								

213-219-7466 

장스	패밀리	농장	

213-210-8645 

재영이네	도라지농장							

760-569-5288

인디언	허니	팜	 													

213-760-3223  

장스	패밀리	농장	

213-210-8645 

정씨네	청매실	농장	

213-500-3238 

제이씨	트레이딩	 																

212-819-3334 

정스	농장	

714-833-9575 

조수아	팜										

714-335-5611

주주플	농장				

760-998-7378

천스	농장										

213-505-1099

청실홍실	매실농장		

760-912-3410

청정매실	농원	

760-995-5359 

캠브리아	농장	

213-321-6761 

팜추리	농장	

714-797-9000 

페리스	농장	

310-999-2367 

필랜	농원	

213-505-2687 

필랜	사랑	매실	농장	

909-609-4186 

하이데저트	꿀배농장	

760-230-5207 

해밀	농원	

213-820-9881 

헤브론	농원	

626-513-1352 

<단체>

가주	특수작물	영농조합	 							

714-240-1671 

루선밸리	대추	영농조합	 						

213-604-6717 

빅토밸리	한인회	 																			

760-810-8888 

빅토밸리	한인상공회의소			

760-954-5701 

필랜	영농조합	 																								

213-255-8771 

<동물병원>

사마리탄	동물병원	

760-240-6000 

<동호회>

골프	동호회	

760-985-4725 

버디회	

(951)741-3393 

빅토밸리	사랑방모임	

760-985-4725 

상록수	바둑	스포츠클럽	

760-987-6989 

<물가게>

필랜	물가게	

760-885-3109 

<미용실>

리안	미용실	

760-490-1291 

무지개	미용실	

213-500-6523 

영김	헤어스타일리스트	

760-912-7318 

<변호사>	--new

하이데저트	로	펌										

310-953-2777

<병원>	--new

나눔병원																

760-552-4470

크리스	리	시니어	클리닉			

760-927-1879

<보험>

골드웰	보험	

310-795-3983 

샤논	양			

714-709-3622

한현자							

760-780-5990 

<부동산>

김한수	부동산	

760-954-5701 

뉴스타	부동산	(스테파노	김)	

760-810-8888 

럭키	부동산	

760-880-1004 

비스타	부동산	

760-792-6767 

샌드라	영	김	부동산	

714-749-4988 

에덴	부동산									

760-868-1004

Marketplace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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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김	부동산							

213-393-3636

조해나													

760-995-0319

탑	부동산	

714-606-5662 

황신혜	부동산	

213-944-5600 

A-One	Realty	

760-880-1077 

J&T	부동산	

760-912-2288

<분재원/너서리>

김스	분재	

760-949-7500 

문스	분재	

424-777-5067 

High	Desert	Nursery		

909-522-8788 

<솔라	에너지>

ANS	솔라	

760-552-2454 

유니텍	

213-596-0201

<세무사>

최종원	공인세무사											

909-939-4539

<세탁소>

앰버	클리너	

760-241-8751

<식당>

넓은벌	동쪽	

760-389-2200 

도쿄	스시	

760-955-7123   

레드	망고	

760-868-6006

마운틴	탑	카페	

760-249-4811 

사무라이	스시									

760-843-5858

스시	아루	

760-245-1113

웰빙	순두부	

760-241-8888

흥래각	

760-241-7023 

Wood	Grill	Buffet				

760-981-4418

W-spoon	Buffet				

760-241-0900

<은행>

Bank	of	Hope(Rancho)	

909-919-7755 

<아트/공방>

아포리조	A199	공방			

323-774-4726

예술사랑	

909-573-9929 

김원실	아트	스튜디오	

714-329-0764

제이제이	가든	&	아트갤러리	

626-808-6073

<유리>

시윤	유리	

909-342-4159

코너스톤	유리							

760-244-3529

<조경>

백스	조경	

310-933-0005  

<치과>

스마일	치과	

760-243-5437 

장윤호	치과	

760-242-8881 

VIP	치과	

760-952-2102

<코인	런드리>

필랜	코인	런드리	

760-868-8800 

<택시>

필랜	관광택시	

213-447-0868 

<파이프	&	서플라이>

G.A.	Osborne							

760-243-1443 

<펫샵/구르밍	센터>

와우	피시	앤드	펫	

213-268-0559 

해피	강아지	그루밍	

760-784-9090 

<한의원>

태	한의원(콜튼	분원)	

949-812-9457 

명심당	한방	척추병원												

562-87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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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과 태극기 부대 김정빈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아 

한국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수면 위

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언젠가는 논의될수밖에 없는 일이었

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제반문제

와 맞물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첫째, 사면이란 대상자가 형을 인정

할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머지 구속

기간을 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은 아직 재

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며 사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

들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소위 '태극기부대'의 존재다.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이들은 박

근혜 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

고 헌재에서 파면까지 당하자 거리로 

몰려나와 지금까지 2년여동안 줄기차

게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외치고 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태통령이 과

연 이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할때가 많다.

투옥된뒤 아직 한번도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이

다.

전직대통령으로 함께 감옥생활을 했

던 이명박 전대통령은 오히려 보석으

로 석방됐다.

극렬하게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외치

는 태극기부대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박근혜전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등으

로 진작에 보석으로 나올수 있었을지

도 모른다.

60을 훨씬 넘긴 나이에 그것도 여인

의 몸으로 기나긴 수형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받아들여질수 있

다는 것이 상당수 중도층의 민심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의 극렬한 무죄

석방 주장이 오히려 보석이나 사면이 

논의될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보석이나 사

면을 한다면 '태극기 부대'의 압력에 굴

복했다는 주장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

이다.

셋째, 현 태극기부대의 존재를 어떻

게 보아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

다.

현재 태극기부대는 하나의 정치현상

이라기보다 사회현상일수 있다. 태극

기부대는 주지하다시피 보수성향이 강

한 60대 중후반에서 70대이상의 노년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호가 '빨갱이'

란 단어고 또 바로 그 이유때문에 중도

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에서 이 연령층은 일제 식

민통치 시대와 해방을 거쳐 6.25와 산

업화시대, 군부독재시대와 민주화시대

를 정신없이 경험하며 살아온 세대다. 

요동치는 현대사 속에서 대부분 저학

력일수밖에 없었고 대신 온몸으로 가

족을 부양하며 신산스럽게 살아온 세

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어쩌면 이들은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괴리된 상황

이 심화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상황에서 이들 노년층을 위한 

마땅한 광장이 한국사회에서 없었다. 

양로원이나 도심주변 공원에서의 소일

로는 해소되기 힘든 갈증, 태극기집회

는 바로 이러한 노년층에게 하나의 광

장으로 진화한 것일수 있다. 거기에는 

노년층의 무력감 대신 정치적 신념까

지 투사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곤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들을 겨냥한 수많은 극

우 보수 유투버들이 태극기집회를 생

중계하면서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으며 실제로 미주 힌인노인들

중에도 한국의 보수 유투브채널을 보

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헤 전대통령이 설혹 보석이나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오고 이

념대립의 마지막 시대, 그들이 믿었던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치면서 어쩌면 

지금의 태극기부대의 노년들은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아노미를 태극기 집회에서 발산하고 

있다는데서 태극기부대는 한국사회에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극렬하게 무죄석방을 

외치면 외칠수록 사면이나 보석의 가

능성은 점점 멀어져 갈거라는 역설..그

것이 바로 딜레마다.

                      김정빈<전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