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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View: 

◇ 매실 꽃과 열매 Flower & Fruit of Chinese plum ◇

매화의 꽃말은 고결, 인내, 충실이며 순결, 고고, 절개 등의 의미 

매화는 춥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不賣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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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藝術)은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기에 향기도 없다.

인간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나무가 매화이고 매실은 인내와 성실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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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는 4계절 항상 내일을 준비하기에 부지런하고 강인하다.

꽃잎은 5개의 안정적인 정방형으로 수술을 꽃잎 밖으로 내보이며 꿀벌을 유혹한다.

청순한 봄 처녀의 젖꼭지처럼 충만한 매화의 꽃망울

톡톡 튀는 팝콘처럼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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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매는 꽃잎이 겹쳐있어 백매보다 탐스럽고 정열적이다.

홍매는 백매가 시들어 갈 무렵 뒤늦게 피며 꽃잎이 겹쳐져있어 탐스런 느낌을 준다. 

백매보다 늦게 피어 오랫동안 지속하기에 매화의 아름다움을 계속 음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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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가든’의 매실농장

내 인생이 응축된 곳이‘경암농원’이다. 경암농원은 "생각하고, 기운을 얻고 즐겨보자"는 의미에서 세 곳으로 

나누어 이기락(理氣樂)으로 부른다. 농장 가운데 락(樂)에 해당하는 매실농장은 충주시 동량면 황전에 있다. 

스스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서둘지 않고는  그 꽃을 보기 힘들다. 매화꽃 어우러진 동산을 마주할 때 감

흥은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시크릿 가든’이다.



- 6 -

○ 매화는 진달래와 어울릴 때 그 기품(氣品)이 더 우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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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진달래, 매화가 함께 어우러지면 안성맞춤 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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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향이 매향을 감싸니 두견화도 외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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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가든’에서 매향과 함께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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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가 만개하면 캔버스에 흰 물감을 뿌려놓은 듯, 한 폭의 동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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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松林) 우거진 진달래 언덕의 매화는 천하일품

농장개척 초기에 그늘을 제공해주던 2그루 소나무는 부부송(夫婦松)이 되어 농장을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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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송(夫婦松) 언덕 위 매화는 해마다 피어 나를 부른다.

매실이 자라서 진달래를 덮고 부부송은 세월을 더해 소나무 위 상단부분이 일심동체 1그루로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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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꽃이 맺은 인고의 열매 매실(梅實)

매실 꽃이 지면 곧바로 매실이 열린다.

매실은 처음에는 어린 복숭아처럼 열리고, 익으면 살구처럼 변하여 황매(黃梅)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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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렁주렁 달린 매실이 오뉴월 햇빛에 익어간다.

매실은 보아주는 이 없어도 홀로 자라 시금털털하게 익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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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털털한 맛 때문에 새들은 매실에 관심 없다.

용자(勇者)가 미인(美人)을 얻듯 매실은 결연한 투지로 투쟁하며 익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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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黃) 매실이 익으면 살구와 흡사하게 황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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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수확은 가슴 뿌듯한 풍요와 심장 뛰는 희열(喜悅)을 선물

농장의 연중 최대행사는 매실수확이다. 매실이 산속에서 익어가기에 황매(黃梅)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대개 장마철이 오기 전 6월 첫 주말에 매실수확이 이뤄지며 이때는 친지들
을 불러 모아 한바탕 매실축제를 벌인다. 

산속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에 일일이 한 알씩 손으로 따야하고 무거운 매실자루를 옮기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땀 흘린 대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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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을 수확할 땐 ‘오디’도 함께 익어 더 바쁘지만 흥이 절로난다.

뽕나무(silk tree) 열매가‘오디’.

매실을 수확할 땐 ‘오디’도 함께 익기에 늘 바쁘다. 뽕나무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
다. 오디 채취는 뽕나무 밑에 깨끗한 깔판을 준비하고 나무에 올라가 흔들어 털어야 한다. 

오디가 채집되면 현장에서 즉시 가공작업을 해야 한다. 오디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액체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디를 담을 용기에 준비하여 채집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맛
깔 나는 음료수로 복용할 수 있다. 오디가 당뇨에 좋다하니 그저 지나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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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실은 수확이후에 할일이 더 많고 세심한 수작업을 요구한다.

 

산에서 힘들게 수확하고 어깨 짐으로 날라 온 후에는 즉시 선별작업을 해야 한다. 자연농법
에 의한 무농약 열매이기에 약간의 시간만 흘러도 짓무르기 시작한다. 판매의 어려움도 이점 
에 있다. 

무공해 무농약 매실의 장점만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우리 매실을 인정한다. 축제에 참석 못
한 친지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요구하고 박스로 포장하여 선물한다.

우리 농장의 실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택배로 보내고 즉시 가공할 것을 부탁한다. 이 경우 
선별작업 후 포장과 택배우송이 많은 시간이 요하여 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돌린다.

매실을 수확할 땐 가까운 친지들이 모이기에 ‘시크릿 가든’이 모처럼 인파로 북적인다. 분주
한 가운데 산속에서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식사는 반찬이 없어도 꿀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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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가공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인내의 혜택은 반드시 돌아온다. 

매실수확도 힘들지만 가공은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요구한다. 매실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현장에서 항아리에 설탕과 함께 버무린 후 땅에 묻는다. 다행히 농장에 깨끗한 지하수가 있어 
작업이 가능하지만 적합한 장소에 땅을 파서 묻고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매실은 인간에게 
인내(忍耐)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항상 맛있는 매실주와 질 좋은 엑기스를 선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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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창한 숲속의 ‘자연농법’ 매실농장은 덤으로 신선한 산야초를 선사한다. 

매실나무 아래 인진쑥, 고사리. 취나물은 최고 인기의 자연산 산야초

자연농법은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천혜의 농법이지만, 성공에는 최소한 5∼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잘 선택하여 식재해도 주변의 식물이 햇빛을 가리거나 넝쿨
을 휘감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는 고라니와 멧돼지와 같은 들짐승이 파헤쳐 도라
지나 더덕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인간세상도 이와 같은 이치로 경쟁하며 생존한다.

하지만 매실농장에는 각종 꽃나무와 조경수 외에도 가시오가피, 감, 개암, 꾸지뽕, 고로쇠,  
느릅, 두릅, 밤, 벚, 보리수, 산복숭아, 산수유, 아카시아, 옻, 은행,  자두, 호두 등 유실수와 
몸에 좋은 약재를 얻을 수 있는 진귀한 나무들이 경쟁적으로 자라고 있다.

이밖에도 철따라 피고 지는 고사리, 더덕, 도라지, 둥굴레, 산마, 산딸기, 인진쑥, 잔대, 홑
잎, 취나물 등은 명물이다. 농장이 늘 유혹하며 부르기에 일상이 항상 분주하고 풍요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