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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恨)이 서린 ‘연분홍 사랑’의 진달래꽃

두견새의 한 맺힌 피가 땅에 토해져 연분홍 진달래꽃이 되었다는 두견화가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시(詩)로 유명하다.



진달래꽃
김소월(金素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寧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Azalea

Translated by S.M. Hong

When you take your leave

Weary of seeing me,

Gently and silently I'll bid you go.

 
Upon the Yagsan hill of Yeongbyeon

I'll break off an armful of azalea flowers,

And strew them over your path.

 
Step by step, forwarding…

Strewed the flowers for you,

Tread them softly with a light step

 
When you take your leave

Weary of seeing me,

I'll never weep for you though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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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꽃, 두견화로 알려진 진달래꽃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진달래가 질 무렵 잎이 돋아난 후 핀다. 꽃은 산철쭉이 더 탐스럽지만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했고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렸다. 

진달래꽃은 3∼4월경 새잎이 돋아나기 전 연분홍색으로 핀다. 특히 한국의 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기에 잘 알려져 있다. 진달래꽃은 참꽃 또는 두견화로도 불린다.

◉ 우리 민족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진달래는 서양에서 'korean rhododendron'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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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틋한 사랑’의 의미가 담긴 진달래꽃

진달래의 꽃말은 “신념, 애틋한 사랑, 사랑의 기쁨”

나무꾼과 선녀의 사랑하는 딸, ‘달래’를 껴안고 죽은 자리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연분홍 꽃

<진달래 설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상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선녀가 꽃을 심던 중 실수로 벼

랑에 떨어져 다리를 다친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무꾼이 선녀를 발견하여 집으로 업고 가
서 선녀를 간호한다. 선녀는 나무꾼의 정성에 감동하여 나무꾼과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후 ‘나무꾼과 선녀’는 예쁜 딸을 한명 얻고 이름을 ‘달래’라 불렀다.
그러나 선녀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천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나무꾼은 선녀를 그리워하며 슬픈 세월을 살면서도 ‘달래’를 예쁘게 키웠다. 세월이 흐른 뒤 

나무꾼의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고, 그 사또는 ‘달래’를 첩으로 요구한다. 사또의 청을 
거절하자, 사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래’를 죽인다.

나무꾼은 죽을 ‘달래’를 부둥켜안고 울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그러자 ‘달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붉은 꽃송이가 함박눈 내리듯이 내려, 나무꾼의 시
체를 덮어서 꽃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그 후 나무꾼의 무덤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붉은 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무꾼의 성(姓)인 '진'자와 '달래'의 이름을 따서 진달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진달래=<진>+<달래>, “참, 진짜 달래”라는 어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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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새 울 때 피는 꽃이라 하여 두견화

왕권을 빼앗긴 두우의 아바타, 두견새가 한 맺힌 울음으로 토해낸 피가 서린 붉은 꽃

<두견화 설화>
중국 촉나라에 이름이 두우, 황제의 호를 망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물놀이를 하

던 중 물에 떠내려 온 ‘별령’이라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망제는 그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생
각하고 데려와 별령에게 집을 주고 장가를 보내고 정승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별령은 배은망덕하게도 망제의 선한 마음과 어린 나이를 빌미로 문무대신을 매수하
여 심복으로 만들고 정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별령에게는 절세미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망제에게 바친다. 이에 망제는 기뻐하며 국
사는 별령에게 맡기고 주색잡기에 빠진다. 결국 별령은 대신들과 공모하여 망제를 해외로 내
쫒고 자신이 왕이 된다.

하루아침에 왕위를 빼앗긴 망제는 분한마음에 죽고 만다. 후세 사람들은 망제의 죽은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두견새가 한 맺힌 울음으로 피를 토하고 그 피를 다시 마시고 
적셔 울고 그 한이 서린 땅에 스며들어 진달래꽃이 붉어졌다고 한다.

두견새는 겉모습은 뻐꾸기와 비슷한 매우 흔한 새로 부엉이과의 소쩍새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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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을 좋아하지만, 깊은 그늘 속 음지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꽃

철쭉꽃은 진달래꽃이 질 무렵, 잎이 먼저 혹은 동시에 돋아날 때 핀다.

진달래는 산의 북향에서 핀다는 속설이 있다. 햇빛을 좋아하는 진달래이기는 하지만 깊은 
그늘 속에서도 햇빛이 조금이도 비치면 그 빛을 찾아 깊은 음지에서도 생존력이 강하다. 특히 
소나무와는 궁합이 잘 맞아서 이른 봄 소나무 아래 진달래꽃은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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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는 잎 없이 꽃이 먼저피고, 철쭉은 진달래가 질 때 핀다.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다하여 ‘참꽃’이라하며, 철쭉꽃은 먹을 수 없다하여‘개꽃’

꽃만 보고 진달래꽃과 철쭉꽃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진달래꽃은 잎이 돋아나기 전에 피
고 철쭉꽃은 진달래꽃이 질 무렵 잎이 돋아나며 핀다. 보다 세밀히 관찰하면 철쭉꽃에는 진달
래꽃에는 없는 반점이 모여 있다. 

철쭉은 진달래꽃이 질 무렵 잎이 먼저 돋아 나며 꽃이 핀다. (But 철쭉=산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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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와 철쭉의 구별

- 꽃만 보고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

산철쭉은 물가에 피어나는 진달래를 닮은 꽃이라 하여‘물달래’또는‘수달래’라고도 부르며, 

주왕산 계곡의 산철쭉은 수단화(壽斷花)라고 부른다.

- 진달래는 단종이지만, ‘철쭉’은 꽃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

꽃 특성

진

달

래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하며 먹을 수 있다.
꽃은 4월초에 잎보다 먼저 피고 가지 끝 부분의 곁눈
에서 1개씩 나오지만 2∼5개가 모여 달리기도 한다. 
꽃 가운데 검은 반점이 없다.
수술이 10개인 진달래과의 낙엽 관목이다. 수술대 밑 
부분에 흰색 털이 있으며, 암술은 1개이고 수술보다 
훨씬 길다.

철

쭉

산철쭉보다 조금 늦게 꽃이 피며, 주걱모양의 잎이 5
장씩 모여 난다.
진달래과의 낙엽 관목이며, 잎이 꽃보다 먼저 돋거나 
잎과 동시에 꽃이 핀다.
꽃은 연분홍색이며 3~7개씩으로 붉고 짙은 산철쭉과
는 다르다.
화관 위쪽에 적갈색 반점이 있으며,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기에 ‘개꽃’이라 한다.

산

철

쭉

4월말에 꽃이 피는 진달래과의 낙엽활엽관목이다.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피며, 잎은 가는 선형이며 수
술이 10개이다.
가지 끝에 2~3개의 진한 분홍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
부리가 5개로 갈라진다.
상부의 꽃잎 안쪽에는 진홍색 반점이 있다.
진달래보다 잎사귀가 더 좁고 길며, 철쭉보다 잎이 뾰
족하다.

◉ 일반적으로 ‘철쭉’이라 불리는 꽃은 ‘산철쭉’ 혹은 ‘물철쭉’을 말한다. 철쭉은 꽃의 색깔

에 따라 백철쭉, 홍철쭉, 황철쭉 등으로 다양하며 철쭉의 일종인 ‘영산홍’도 있다. 

진달래 철쭉 산철쭉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잎이 먼저 피며, 꽃받침이 있고 꽃잎에 ‘반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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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꽃으로 담근 술, <두견주>

진달래꽃은 술을 담그거나 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두보의 시에도 등장하는 ‘두견주’는 고혈압, 관절염,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꽃술에는 독(毒)이 있다하여 꽃술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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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전의 진달래

진달래 필 무렵에 소쩍새가 찾아와 ‘솟쩍’하고 울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솟적다’
라고 울면 “솥이 작으니 큰 솥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내년에는 풍년(豐年)이 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농장의 진달래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한여름에도 풀, 잡목과의 외로운 투쟁을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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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등산 철쭉

꽃과 잎이 크고 도톰하며 두텁다. 이 철쭉은 천등산 아래 백운마을에 자생하는 꽃나무로 우
리 정원에서 잘 자라고 있다. 정원에서 옅은 연분홍 꽃을 해마다 피우는 이 철쭉을 나는 특별
히 좋아한다. 꽃이 지고나면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며 여름을 알린다.

 

철쭉꽃이 지고 잎이 돋아나면 ‘산철쭉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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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꽃 감상

꽃이 귀하던 시절! 진달래꽃이 동산에 피어나면 어린이들은 꽃향기에 취해 진달래꽃을 따서 
먹거나 꺾어서 소주병에 담가놓고 감상하기도 있다. 어른들은 ‘참꽃’ 뒤에는 문둥병자가 있으
니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오늘날 ‘자연보호’의 의미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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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순하지만 강인한 꽃 ◇

진달래꽃은 연약하게 하늘하늘 꽃을 피우지만, 꽃이 질 땐 강인한 꽃잎을 드러낸다. 문학작
품에서는 종종 봄 처녀의 젖꼭지에 비유되기도 한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나며 연약한 
날개를 흔들며 세상에 나오듯 진달래꽃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며 피어나 꽃술을 드러낸다.

봄 처녀의 수줍은 봄바람에 비유되지만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선녀와 나무꾼’ 같은 애
달픈 사랑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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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활짝 드러내지만 속마음은 잎이 핀 후에 … ◇ 

진달래꽃의 사랑은 한꺼번에 용솟음치는 열정의 사랑이 아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애닯
은 사랑’의 대명사다. 봄 처녀의 욕망도 사랑을 알게 될 즈음에는 허망하다. 봄 처녀의 상기된 
볼에 빠져드는 숫총각은 젊음을 잃고 방황하다가 단풍지는 가을에 하늘 쳐다보며 인생을 노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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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향기에 꿈과 사랑을 싣고 … ◇

그윽한 솔 내음과 어우러진 진달래 향기는 말없는 사랑의 향기로 뒤범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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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삼매경 ◇

진달래꽃 향기에 취하여 꽃잎을 하나씩 따서 꽃술을 제거하고 두견주를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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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사는 철쭉, 정원에서 함께하는 철쭉꽃

산에 자라는 진달래와 철쭉을 정원에 피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음은 꽃에 대한 욕망이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은‘소유와 자유’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다. 

행복의 소유에는 보이지 않는 투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진달래꽃이 질 때 연달아 핀다하여 ‘연달래’를 흔히 ‘철쭉꽃’이라 부른다. 

두견새 떠나도 애뜻한 사랑을 전해주며 남은 정(情)을 철쭉에게 일러주는 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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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향을 만끽하는 진달래

솔향 그윽한 언덕에 꽃봉오리 피우며 만물을 부르는 진달래꽃이 모나리자 미소보다 신비롭
다. 때마침 피어난 매화가 달콤한 향기로 벌나비를 부르니 잠자던 초목도 깨어난다. 솔향 매
향 어우러진 황전 언덕에 질달래꽃, 황진이 사랑 덧없음을 알린다. 

대지의 왕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못다한 사랑이 가슴에 한을 맺고 대지를 적셨다. 아라
비아 황량한 사막에 핏빛으로 피어난 꽃이 진달래꽃이고 그 꽃이 대지의 왕 호루스가 되었다. 
그러나 중동에는 진달래가 없다. 어쨌든 진달래는 못 다한 사랑의 상징이다.

- 진달래 피는 언덕 -

황전언덕 연분홍 진달래

싱그런 젖가슴 드러내고 입술 모아 손짓하며

 매화 향 찾아 연분홍 달래 꽃을 살포시 피운다.

임 찾아오려거든 가지나 말지 학 머물던 학골 연못

못 다한 사랑 두견이 피토하며 옛 임을 부르니

정주고 말없이 떠난 재두루미 꽃구름 타고 날아든다.

황금두꺼비 잠깨어 엄마 찾는 언덕

천등산 소쩍새 그리워 솔향 매향 토해내니

시샘하듯 황전의 진달래 꽃 이불 걷어차고 

흥겨워 춤추며 두견에게 봄소식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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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다한 사랑이 해마다 언덕에서 핏빛으로 붉게 피어 오르는 꽃이 진달래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