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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Lifestyle

팜트리 농장의 백광현씨가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팜트리(Canary Island Date Palm)를 손보고 있
다. 이 팜트리는 필랜의 기후에 적응하여 영하의 
날씨에도 잘 자란다. <관련기사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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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 건강하고 달걀도 맛있어요"
필랜 예산농장 자연방사 양계

“닭을 자연방사했더니 새의 본능을 되찾는 것 같습니

다. 밤에 잘 때 모두 대추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니다. 만

들어준 횃대보다 대추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5에이커 농장에서 20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필랜의 

예산농장 이영철대표는 신기한 현상이라고 말문을 텄다. 

대추나무의 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망을 씌운 곳이 자연

스럽게 닭장이 됐다. 닭들은 이 닭장을 드나들며 농장

의 800여 그루 매실나무 밑 거름을 후벼파서 벌레를 잡

아 먹는다. 닭들은 온 농장을 돌아 다니며 흙 목욕도 마

음대로 한다. 

“저녁 때가 되면 모두 닭장으로 들어 옵니다. 크게 관

리할 것이 없어요. 알도 꼭 정해진 곳에선만 낳습니다. 

개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만 하면 됩니

다. 제가 풍산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 전 열

린 문으로 들어가 12마리를 물어 죽인 적

이 있습니다."

닭들이 농장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이영철씨가 모이를 들고 나가자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9자연이 가득한 집

이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은 맛과 영

양이 다르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나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닭들이 파란색 계란을 이

틀만에 한 번씩 낳는데, 맛이 아주 고

소합니다.”

암수 비율을 맞춰 수탉은 12마리

다. 유정란이라서 부화기에 넣으면 

60~70%가 부화된다. 

“양계를 하여 매실 나무 밑의 잡초

를 안매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모이

를 들고 나가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옵니다.” 

매실은 냉해를 입어 흉작이지만 닭

들에게 매실 밭은 천연의 놀이터다. 그

는 앞으로 닭을 500마리까지 늘릴 계

획이다.          연락: (562)556-4402

닭들은 밤에 대추나무에 높이 올라가 잠을 잔다.
<사진=예산농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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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오개닉 대세⋯마리화나 CBD 오일 제품 부상 

내추럴 푸드 엑스포(Natural Products Expo West)가 3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애나

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3500여 회사가 참가하고 8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

갔다. 첫 참가회사가 600 개를 넘을 정도로 성대한 행사였다. 

이번 엑스포의 트렌드는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물성 제품의 부각이다. 고기나 유

제품으로 만든 제품보다는 식물성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전시됐다. 특히 약초와 미네랄

로 만들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용품, 한약재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와 관련

하여 중국 회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둘째, 내추럴 오개닉 제품이다. 오개닉 식품에 대한 

수요가 대세다. 그러나 USDA 통계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개닉 인증

을 받은 농가는 미 전체농가의 1% 미만이다. 향후 시장성이 크다. 셋째, 식품의 다변화다.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월남의 포 누들, 타이 살사 등이 대표적이

다. 넷째, 마리화나 제품의 등장이다. 환각작용이 없는 CBD 오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이 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오일의 효능이 뛰어나 음식과 식품 분야에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섯째, 친환경 제품이다. 식품 재료의 친환경 제품은 물론 쓰레기

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다. 엑스포의 다양한 표정을 앵글에 담았다.

                                                                                              <글·사진: Jae Lee> 

내추럴 푸드 엑스포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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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푸드 엑스포

Wow! 동성제약에서 출시한 천연소재로 만든 요실금 패드 홍보 부스

잠시 발걸음 멈추고! 손님을 끄는데는 역시 음악이 최고.  



12 자연이 가득한 집

April 2018     Vol.16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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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Bibimbab? CJ의 ‘비비고’ 부스

내추럴 푸드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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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정원에 눈부신 자연의 빛

여름에 즐길 꽃은 이달에 심자

남가주 정원은 4월에 만개한다. 동네

를 한바퀴 돌아보면 집집마다 다른 종

류의 봄꽃들이 만개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연중 항상 아

름다운 꽃을 볼 수 있지만 특히 4월은 

연중 가장 많은 꽃이 만개하는 달이다.

지난 달에 꽃을 심지 못하고 시간을 

놓쳤다면 이달에 심도록 한다. 여름 꽃

을 위해서는 꽃씨를 뿌려도 좋고 너서

리에서 여름 꽃 모종을 사다 심어도 좋

다. 지금 꽃씨를 뿌리면 밤공기와 흙의 

온도가 따뜻해서 빨리 싹이 트고 한낮

의 열기는 아직 새싹을 타게할 만큼 뜨

겁지 않아 안전한 시기다.

가을까지 피어있는 여름 꽃으로는 

애저레이텀(ageratum), 아네모네, 살

비아(보라색과 빨간색), 코스모스, 캘

리포니아 라벤더, 금잔화, 글로리오사 

데이지(gloriosa daisy), 활련, 페투니

아, 백일홍, 맨드라미 등이 있다. 코스

모스 중에서 ‘sonata'는 꽃의 크기도 크

고 색상도 선명해 아름다우며 개화 기

간도 길다.

한여름에 햇빛이 너무 뜨거운 정원

에는 맨드라미와 코스모스, 붉은 살비

아, 백일홍이 좋고 그늘이 많은 정원이

면 임페이션스, 베고니아, 물망초, 수

국, 코랄벨즈 등이 좋다.

4월의 정원

애저레이텀

소나타 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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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는 여름 꽃 해바라기(sunflower)

근년들어 고급주택의 정원이나 꽃가게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 해바라기다.

한인들은 워낙 해바라기를 좋아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돌보는 손길이 없는 시골길에 외롭게 피다가 외롭게 지던 꽃이 

해바라기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다르다. 미국인들도 해바라기를 무척 좋아한다. 뜨거운 여름 햇빛을 안고 있는 해바라기

는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노란색에 늠름하게 선 자태가 매우 품위 있어보인다.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빈센트 밴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나서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원예전

문가들은 미국에서 해바라기가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츠에서 열린 빈센트 

밴 고호의 전시회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다. 전시회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손님들이 해바라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영아 <언론인·조경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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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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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10여 년째 텃밭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작물의 사

진을 찍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여 책을 펴냈다. 저자가 ‘자연이 가득한 집’ 독자들을 위하여 책에 

수록한 사진을 직접 제공했다.

텃밭 야채, 풀과 함께 키우자

채소를 기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풀을 무작

정 뽑아낸다. 진정한 고수란 채소와 풀

이 공존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기르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요사이는 풀 약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뿌

려 풀을 고사시키고 채소만 자라게 관리하는 곳

이 대부분이다. 사실 여름에 풀을 뽑거나 베어낼 

때 흐르는 땀과 감겨드는 풀 그리고 날아다니는 

벌레까지 있다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그러나 

풀이 채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쉽게 뽑아

내서는 안된다.

윤구병 선생은 “잡초는 없다”라고 말했고, 에머

슨은 “잡초는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다”라고 했다. 나도 잡초라는 명칭보다 풀, 또는 야생초라는 

이름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풀을 두고 “고랑에 김을 매고 돌아보니 처음 맨 곳에 다시 풀이 자라고 있다”고 말하

는데 그만큼 풀의 성장은 빠르다.  

무서운 번식력

밭을 마련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채소를 길러 본 경험

이 있다면 누구나 풀의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에 감탄

을 금치 못할 것이다. 풀 중에 잘 자라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면 벌써 채소로 길렀을 것이다. 풀이 

채소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기르지 않아

도 해마다 엄청나게 나서 나물로 이용하는 비름은 땅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최병성 목사는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

에서 정말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한 환삼덩굴

이 다람쥐와 새들에게 씨앗을 먹여 겨울을 나게 한다고 

썼다. 

환삼덩굴은 엄청나게 쏟아내는 씨앗의 숫자도 놀랍지

만 봄에 다른 씨앗이 깨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싹을 틔운

다. 처음에는 코스모스와 비슷한 것같아 혹시나 싶어 그

냥 지켜보았지만 요사이는 환삼 새싹만 보아도 무서운 생

각이 든다. 줄기가 어찌나 까칠한지 맨손으로는 덩굴과 

잎을 잡지도 못한다. 뿌리는 또 얼마나 깊게 땅을 파고 드

는지 맨손으로 잡아 당겨도 잘 뽑히지 않는다.

풀의 대표격인 강아지풀과 피를 봐도 무서운 생각이 

든다. 씨앗이 덜 여물어도 땅에만 닿았다 하면 여지없이 

발아하는 것들이라 밭에 나는 것들은 씨앗이 달린 이삭

째 모두 꺾어 멀리 냇가에 버린다. 다음해 봄이 걱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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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름 환삼덩굴

강아지풀 돌피

쇠별꽃 좀명아주

텃밭백과

때문이다. 

쇠별꽃은 이름은 아주 어여쁘지만 

이 풀을 아는 사람은 모두 치를 떤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피어나고 겨울에

도 땅에 붙어 성장을 하다 이른 봄에 

온 땅을 뒤덮는 풀이다. 봄부터 피는 꽂

은 금세 씨앗이 되어 또다시 어린 새

싹을 수도 없이 키워낸다. 이 풀은 지

상부의 줄기를 모두 잘라내어도 뿌리

에서 다시 새싹이 자라난다. 줄기를 당

기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잘 끊어지

지 않는다.

명아주도 강인함에 있어서는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풀이면서도 줄기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만큼 강하다. 명아

주는 늦여름에 싹을 틔워도 반드시 씨

앗을 퍼뜨리고 생을 마감한다. 엄청나

게 달리는 명아주의 씨앗을 보면 온몸

으로 전율이 번진다. 조금만 건드려도 

쏟아지는 명아주 씨앗은 다음해 엄청

나게 새싹을 키운다.

이들 씨앗은 보통 곡식이 보여주는 

씨앗 양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다. 사

람이 접근해 조금만 건드려도 아직 여

물지 않는 씨앗이 바닥에 떨어져 이듬

해 봄까지 기다렸다가 자란다.   

눈부신 성장력

풀이 무서운 것은 엄청난 번식력과 함께 빠

른 성장력 때문이다. 봄에 자라는 작은 풀은 비

를 몇 번 맞고 나면 채소를 가릴 정도로 엄청나

게 키가 자란다.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채소가 

지게 된다. 가만히 두면 밭이 모두 풀로 뒤덮

여 버린다. 채소를 조금이라도 수확하려면 채

소와 경쟁을 벌이는 옆의 풀은 정리해 준다. 채

소 파종 후 한두 번 정도 풀을 정리해 주면 채

소가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 풀을 억제한다. 

채소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채소가 풀

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자란다. 감자밭 사진을 

보면 20일 만에 자라난 풀을 볼 수 있다. 잎이 

몇 개 나온 강아지풀은 20일 만에 이삭을 늘

어뜨린다. 감자 사이에 자리잡은 명아주는 훌

쩍 자라 감자밭의 주인노릇을 한다. 풀들은 날

씨만 적당하면 성장속도를 엄청나게 높여 씨

앗을 남긴다.   

질긴 뿌리

채소를 기르면 아주 심고 난 후 보통은 물을 

주고 그늘도 만들어 뿌리가 잘 뻗어 이식몸살

을 적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잘못 관리하

면 햇볕에 모두 타죽고 만다. 그런데 풀들은 뽑

아내어 아무데나 던져두어도 자리를 잡고 자

손을 남긴다. 엄청난 뿌리의 힘이 있기에 가능

하다. 웬만큼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 엄청난 회복력이다. 이 질긴 뿌리

를 뽑으려다 주변의 채소까지 같이 뽑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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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생긴다.

그런데 풀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농사법

도 있다. <신비한 밭에 서서>의 저자 가와구치 

요시카즈는 이렇게 뻗은 뿌리가 땅을 파고 들

어 미생물을 자라게 만들고, 토양에 양분을 주

어 기름지게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괭이나 삽으로 땅을 파헤치면 고작 

30cm 정도를 경운하는데 풀뿌리는 2m 까지 

땅속으로 뻗는다고 한다. 그래서 풀을 뽑아내

지 않고 농작물 주변의 풀만 밑동을 낫으로 베

어내어 그 자리에 놓아주는 농법을 주장한다.

아래로 뻗어나는 뿌리만으로는 생명을 남기

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강아지풀, 피, 닭의장

풀(달개비) 등은 마디마다 뿌리를 만들어 생존

을 위한 투쟁을 한다. 이들 풀은 줄기가 잘려

도 마디가 땅에 닿으면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쇠별꽃은 뜯어진 줄기

의 마디에서 새로운 뿌리가 생겨  많은 줄기

를 키워낸다. 

강인한 생명력

풀은 뽑아서 햇볕에 노출 시켜도 잘 죽지 않

는다.  다 말라 죽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끈질기

질경이 뿌리

강아지풀 마디에서 돋아나는 뿌리

별꽃 뿌리 엄청 뻗은 뿌리

닭의장풀 마디에서 돋아나는 뿌리 마디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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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백과

게 목숨을 부지하다 비가오고나면 어느덧 옮겨 심은 듯이 자리잡

는다. 특히, 피, 쇠비름, 닭의장풀은 뽑아서 던져 놓으면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강인한 풀일수록 씨앗은 작고 

처음 돋아나는 새싹은 한없이 연약하게 보인다. 망초, 왕고들빼기, 

자리공, 지칭개 등의 풀은 정리하기 좋게 자라지만 닭의장풀과 쇠

비름은 손이 많이 간다.

뿌리가 뽑힌 풀들이 죽은 듯이 땅에 붙어 있다가 장마철이 되면 

뿌리를 뻗고 새로운 줄기를 키워 자손을 남긴다. 사진은 뿌리를 

뽑아 내버려둔 풀의 모습을 보여준다. 들깨를 심으려 정리를 해둔 

풀들이 장마철이 되면서 새로운 뿌리를 뻗어 자라기 시작한다. 장

마 전에는 곧 햇볕에 타 죽어 버릴 것만 같던 풀이 비를 몇 번 맞

고 이렇게 생기를 되찾는다. 가만히 두면 줄기를 더 많이 뻗고 더 

일찍 많은 씨앗을 남긴다. 보이는 대로 한 번씩 뒤집어 주어 뿌리

가 잘 뻗어나지 못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상하게 생긴 풀, 새삼

세상에 이런 종류의 풀도 있다니! 나는 새삼을 보고 아주 놀랐

다. 씨앗이 싹을 틔우자마자 가는 줄기를 움직여 다른 풀을 감아 

생명을 유지하는 풀이 새삼이다. 조건이 잘 맞는 풀을 만나서 번

식을 하면 엄청난 씨앗을 다시 땅에 흩어 놓는다. 다른 식물의 줄

기를 감으면서 영양을 취하여 살아가는 기생풀인 새삼은 다루기

가 매우 어렵다. 새삼줄기가 감고 있는 풀을 모두 제거해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기르는 작물에 감긴 줄기는 하나씩 손톱으로 긁

어내어야 한다. 정 안되면 작물과 새삼을 모두 베어 한꺼번에 제

거하기도 한다.

새삼을 보면서 식물도 거의 동물수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물론 움직이는 식물도 있지만 새삼은 보통 밭에서 볼 

수 있는 종류와는 확연히 다른 민첩함이 있었다.

새삼이 막 싹을 틔워서 줄기를 뻗고 있을 때 줄기를 만지면 줄

기 전체가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움직인다. 새삼으로서는 생명

을 걸고 줄기를 뻗는 것이다. 줄기가 재빨리 다른 식물을 감아 영

양을 취하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는다. 

새삼이 많이 나는 곳에 다른 풀이 없게 만들어 두고 관찰하면 

말라 죽은 새삼의 줄기를 볼 수 있다. 새삼은 씨앗이 발아하자마

자 줄기를 바로 뻗는 독특한 식물이다. 

새삼 역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무섭다. 

영양 많은 식물에 붙어 금세 줄기를 온통 휘감으며 희고 작은 꽃

을 피워 열매를 맺는다. <토종약초 장수법> 1권에는 새삼의 씨앗

이 한약재로 사용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새삼의 씨앗을 모아 술

에 담아 두었다 3개월 후부터 음용하면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고 한다. 

잘린 마디에서 새롭게 자라는 쇠별꽃

뽑아놓은 까마중이 자라는 모습

뽑아둔 풀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

새삼싹이 자라는 모습

취나무 줄기를 감고 있는 새삼

둥근 열매뭉치를 남기는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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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연 이야기’ 연잎 밥  

갓 지은 맛있는 밥이 필요할 때

오래전부터 일본을 드나

들었다. 오십 번은 넘은 듯

하다. 혼슈의 북쪽 아오모

리부터 남쪽 끝 섬 오키나

와까지. 비슷한 것 같으면

서 다르고 다르지만 들여

다보면 결국 비슷한 우리

나라와 일본이다. 친근한 

이웃으로 때론 으르렁거리

는 앙숙으로 살아야 하는 

두 나라의 설정은 나쁘지 

않다. 가족과 친구들끼리

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던가. 만만하지 않은 이

웃을 곁에 두고 산다는 것

은 축복이라 생각한다. 서

로 거울의 역할이 되어 보

완하고 고쳐야 할 점을 보

게 된다는 이유다. 

 쌀로 만든 최고의 음식은 밥이라지 않던가. 

 진짜 맛있는 밥을 먹을 땐 반찬도 생각나지 않는 법.

‘연 이야기’ 연잎 밥은 반찬을 잊게 만든다. 좋은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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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토에 다녀왔다. 도시의 분

주한 일상은 우리와 다를 게 없다. 출

근 시간대 편의점에서 아침을 대신하

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편

의점 앞에 세운 차 속에서 홀로 도시락

을 먹는다. 젊은 직장인 아가씨와 머리 

희끗한 중년 신사가 왜 옹색한 아침을 

먹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안다. 그들

은 ‘혼밥’족이다. 나도 그들 사이에 끼

어 일시적 혼밥을 먹었다. 

진열대에서 고를 아침 메뉴는 넘치

고 넘쳤다. 종류만 많았다면 감동은 없

었겠지만, 웬만한 전문 음식점 수준을 

넘는 내용의 품격과 정갈함에 놀랐다. 

고시 히까리 쌀의 반질한 윤기가 눈에 

띄는 벤또(도시락)를 골랐다. 몇 점 되

지 않는 반찬의 색깔과 흰밥의 어울림

은 먹어보지 않아도 맛이 좋아 보였다. 

밥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서툰 일본어

라도 “오이시이! 혼또 오이시이!"를 연

발할 만했다. 어쩌면 밥이 이렇게 맛있

을까. 선배 사진가 강운구의 명언이 떠

오른다. “쌀로 만든 최고의 음식은 밥

이다."

일본에 다녀온 이들은 유난히 맛있

는 밥을 많이 이야기한다. 별 기대 없

이 산 편의점의 밥조차 맛있다. 바로 지

은 듯한 풍미와 밥알이 뭉치지 않고 탱

글탱글한 식감은 각별하다. 똑같은 쌀

인데 일본에서 지은 밥이 더 맛있는 이

유가 뭘까. 밥맛을 내기는 생각보다 쉽

지 않다. 좋은 쌀을 바로 찧어 밥 짓는

게 출발이다. 여기에 물의 양과 불의 세

기를 정성껏 조절해야 맛있는 밥이 된

다. 누가 이를 모를까. 최상의 상태를 

정량화시켜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 핵

심이다. 일본인은 밥 지을 때 저울과 온

도계까지 동원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

려운 일은 쉬워 보이는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다. 밥맛을 내는 일이 여기

에 해당된다. 

큰 솥에 지은 밥의 한가운데가    

‘노른자' 

일본에 드나들며 절집에서 밥 짓는 

승려를 만난 적 있다. 밥 짓는 일이 곧 

도(道)와 통한다는 그의 말은 공허하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먹은 밥은 부드러

움과 쫀쫀함이 다투지 않고 쌀알의 흰

색과 밥 냄새가 겉돌지 않았다. 밥에 이

런 맛이 숨겨져 있는지 처음 알았다. 같

은 쌀이 다른 밥맛을 낸다면 밥 지은 사

람 때문이다. 승려는 밥맛의 비결을 달

걀의 노른자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흰

자에 둘러싸인 노른자는 저절로 안정

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밥 또

한 큰 솥의 중심부분이 노른자라 했다. 

중심 부분까지 열기가 고루 퍼져야 완

결된다. 뜸을 잘 들여 큰 솥 가운데 부

분을 퍼냈다. 가장 맛있다는 밥을 내게 

주었다. 삼십 년 동안 밥만 지으며 터득

한 공력은 놀라웠다. 그 경지는 밥 이

상의 맛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다. 

이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기

억이 없다. 밥 심으로 산다는 우리는 의

외로 밥맛에 둔감하다. 음식점에서 내

주는 엉망인 밥을 별 투정 없이 먹고 

있지 않은가. 어딜 가나 같은 지경이니 

포기의 심정으로 사는 것일지도 모른

다. 집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잘 보관된 벼를 바로 찧어주는 정미소

의 쌀이 집 주위에 없다. 알량한 3인분 

전기밥솥엔 노른 자위가 들어설 여유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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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누구도 불 지펴 밥하지 않으

며 두터운 가마솥을 걸쳐놓을 부엌

도 없다. 맛있는 밥은 전설 속의 이야

기처럼 허공에 떠돌고 있을 뿐이다. 

마누라한데 매 맞을 소리일 것이

다. 솔직히 말하자면 밥 공장에서 지

은 ‘햇반'이 마누라 밥보다 더 맛있

다. 그 대신 음식 맛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나마 못 얻어먹을 위험을 차

단하기 위해서다. 

서방의 비겁한 속내를 마누라도 알

고 있을 것이다. 공장에서 지은 밥은 맛

의 조건을 집보다 더 정확하게 지킨다. 

좋은 쌀을 바로 도정해 대량으로 밥을 

짓는다. 유해성 논란은 나의 관심 밖이

다. 맛있는 밥의 기대만으로 선호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밥맛을 지키는 노력은 더 발전

시켜야 한다. 우리는 밥 말고 다른 것

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한국인

이다. 

경남 함양의 밥 잘하는 집 실력

으로 지은 밥 

맛있는 밥이 간절한 사람은 넘치고 

넘친다. 집에서 여유롭게 밥 먹지 못하

는 사람이란 얼마나 많은가. 바쁜 일과

와 여건은 끼니조차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게 한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

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을 확률이 높다. 역

과 기차 안에서 파는 도시락을 먹어본 

이들의 불만을 아시는지. 값에 비해 조

악하기 짝이 없는 내용과 맛에 분노마

저 치밀 지경이다. 제대로 된 도시

락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기차 동네

의 무신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 열 받은 사업가가 있

었다.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벤또

에서 맛 본 밥의 기억이 강렬했기 때

문이다. 한 끼의 식사가 감동으로 바

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밥만 있다면 반찬이 별 필요 없었던 자

신의 체험을 떠올렸다. 맛있는 밥, 밥

을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지 모른다. 전국을 누벼 경상남도 함양

의 밥 잘하는 집을 찾아냈다. 국산 곡물

만을 사용하는 고집과 커다란 솥을 갖

춘 곳이다. 

다음으로 벤또와 다른 우리만의 특

색이 필요했다. 혼합 곡으로 지은 밥을 

연잎에 싸 도시락으로 만들기로 했다. 

연잎 밥은 조선시대 임금들의 야참거

리였다고 한다. 연잎에는 독특한 향과 

kyungp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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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성분이 담겨있다. 집 밖에서 먹어

야 하는 도시락의 용도에 부합한다. 많

은 반찬도 필요 없다. 밥맛으로 먹는 도

시락인 덕분이다. 조영주 대표의 '연 이

야기'의 연잎 밥 도시락은 이렇게 탄생

했다. 연잎 밥은 서울 서촌과 광명시 광

명동굴에 있는 도시락 카페에서 즐길 

수 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주문하면 

따끈하게 포장된 밥이 배달된다. 

연잎 도시락은 아무리 급해도 천천

히 먹어야 한다. 꼼꼼하게 싼 연잎을 풀

어야 밥이 나온다. 연과 밥이 섞여 풍기

는 화합의 향은 각별하다. 두터운 연잎

에 찹쌀, 흑미, 쥐눈이 콩이 섞인 밥의 

모습은 평소 보던 찰밥과 다르다. 여느 

흰밥에서 느껴보지 못한 풍미를 가진 

밥이 되는 셈이다. 

뭔가 대단한 것을 먹고 있다는 시각

과 후각의 교차로 충족된다. 여러 종류

의 곡물이 내는 낯선 식감의 차이를 느

껴보는 일도 괜찮다. 상자에 일습이 다 

들어 있는 도시락이니 따로 젓가락이

나 국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연잎 밥

과 단출한 반찬 몇 개, 국은 종이로 만

든 상자에 담겼다. 맛을 담는 포장이니 

시각적 충족도 빼놓을 수 없다. 연잎 밥

과유기적 고리로 연결된 색채와 농도

로 꼴을 갖추었다고나 할까.

'연 이야기'의 연잎 밥이 간절할 때

가 많다. 미리 공기에 퍼 담아 보온시

킨 밥을 내주는 식당의 무성의를 참지 

못해서다. 바로 밥을 지어주는 식당이 

있기는 하다. 

그런 곳은 밥을 상술의 하나로 내세

우기 일쑤다. 형식화된 즉석 밥에서는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음식 

맛이 별로인 경우를 많이 봤다. 밥과 음

식이 다 맛있는 집은 이제 찾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검증된 연잎 밥이 

낫다. 연잎 도식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

는 빈도가 늘었다. 

밥이 맛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

음을 실감한다. 밥, 밥이 문제다. 수천

년을 먹어온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평을 자주 듣는다. 달라져도 너무 달

라진 쌀의 품종과 전기밥솥으로 대치

된 조리법 탓일 게다. 그렇다고 가마솥 

걸어놓고 밥만 해 먹을 수도 없는 노릇

이다. 밥맛을 아는 이들의 간절한 그리

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윤광준은 사진가이자 오디오 평론

가, 생활명품 전문가다. 글과 사진, 

음악과 여행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문화인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

진 독보적 심미안은 ‘생활명품’이라

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윤광준의 신 생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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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시스템(SOLAR PV SYSTEM)

지구 미래환경 지킬 에너지 자원

근래 들어 지구의 평균온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관련 학자들에

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일이 되었으며, 급격한 지구 생태계의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여러 요인 중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정부의 여러 

대책 중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로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의 활

용에 대한 투자,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확대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가 가

장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2006년부터 각종 온난화가스 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

하여 여러 법규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은 2030년 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전력 소비량

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과 원자력 신규설비의 금지,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

한 발전(여기에는 높은 전력요금 상승을 동반하게 됨) 비중을 늘

려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

니아는 204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

는 법안까지 현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지열, 조력,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지구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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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양광에너지는 지구 전체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양의 

약 1만 배 이상으로써 비용 대비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에너지

원으로 알려져 있다. 즉 태양광에너지야말로 인류의 현재 그

리고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 자산이라 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으

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SOLAR PV SYSTEM)의 검토 요소

미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남부캘리포니아는 태양광설

비에 최적화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누구나 태양광발

전설비가 필요하거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유틸리티회

사로부터 각 가구별, 업체별로 부과되는 전력사용 요금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숨겨진 요금의 종류도 꽤 있어서, 태양광설비

를 하기 전에 각각의 요금부과 체계와 전력사용 패턴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태양광설

비를 했을 경우 오히려 설치 이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

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를 고려하기 위한 요소로는 가정용의 경우 

현재의 누진요금제(Tier)가 시간대별 요금부과(Time of Use)

체계로 바뀌면서 예상되는 전력사용구조, 각각의 Rate이 설비 

후에 미치는 제반 영향 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상업용의 

경우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하게 되는데 특히 GS-2 이상의 

요금체계에서는 Rate의 변경 가능성 여부, Demand Charge

의 시간대별 추이, 계절별 누진 요금체계 등을 분석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력요금을 줄일 수 있는 냉정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허위 및 과장광고

가파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설비는 분명 

필요하고,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뿐더

러 지출되는 비용 또한 설치 전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나 업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다. 앞서 설명한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

비가 가정이나 업체에 무조건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

명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일부 한인 업체들이 한국어 광고 

매체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관계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하

는 것으로써 속히 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1. 무료설치 혹은 설치비 무료

무료로 태양광설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일반 업체들이 나

서지 않고 정부가 각 가정이나 업체에 그냥 설치를 해주면 될 

일이다. 어떤 비용을 청구하던 결코 무료는 없음을 명심하여

야 한다. 특히 리스 프로그램의 경우 숨겨진 약정을 제대로 설

명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피해는 그대로 고객이 떠안아야 될 

것이다.

2. 유틸리티 리베이트

더 이상의 리베이트는 없다고 알면 된다. 특히 설비 사이즈

를 크게 하여 전기 생산을 많이 하면 생산된 전기가 비싸게 팔

려 유틸리티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과잉설비를 

부추기는 일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 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극히 적으며($0.026/kWh), 

이는 내가 생산하는 비용의 1/4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요금 또한 그대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고객 유치 소개비 지급

다른 고객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은 소개받은 고

객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더 받아내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내 

주위의 지인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인 지 깊이 숙고할 일이다.

4. 추가 유지비용

수명이 10년 미만인 설비를 설치하고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

아 입는 피해가 의외로 많기에 최소 25년 이상의 워렌티가 있

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유니텍은...
유니텍이 고객으로부터 의뢰 받아 분석한 자료의 통계에 의

하면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고객의 37%는 시스템을 설치

할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상업용 건물의 경우 약 

45% 정도는 비용 절감은 물론 투자가치가 아주 높아 재테

크의 중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니텍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시스템의 설치 필요성 유

무를 먼저 판단한 다음, 정밀한 편익분석, 시스템의 적정한 

규격, 최상의 부품 그리고 고객에게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상업용 빌딩에도 시

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리스된 건물을 사용

하는 업체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213)596-0201

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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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의 부동산 읽기

한국 정서가 느껴지는 필랜(Phelan)

광고를 보고 문의전화가 왔다. 텍사

스번호다. 우와! 내 광고가 텍사스까지 

가나? 그게 아니고 엘에이 친척을 방문

한 분이다. “필랜이 어디 쯤이에요, 라

스베가스 가는 중간 쯤인가요? 이사 올 

예정인데 공기 좋은데서 살며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야채 키워서 엘에

이에 팔고싶은데. 하지만 큰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한 10만달러 정도에서 

찾고싶은데”

필랜은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동북쪽

으로 약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샌버

나디노 카운티에 있다. Angeles Na-

tional Forest 산자락에 있어 겨울에는 

눈도 볼 수 있고 해발 3000-4000ft이

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고 4계절이 있

다. 근처 라이트우드(Wrightwood)의 

소나무숲과 스키장은 보너스로 누린

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 

보통 집들의 땅크기가 2.5에이커정

도고 5에이커나 10에이커 이상되는 곳

들도 있다. 너무 커서 관리못한다구? 

걱정마시라. 5000- 7000sqft 대지의 

단지내 집들도 있다. 이 곳 한국농원들

은 매실, 대추, 도라지, 각종 한국나물, 

쪽파, 곶감 등을 생산한다.

물은 지역의 수도회사로 부터 공급

받는다. 하수시설은 정화조(septic)

다. Natural Gas가 들어오는 곳도 있

지만 대부분 프로페인 개스(Propane 

Gas)를 쓴다.큰 탱크(Propane Tank)

에 일년에 한 두차례정도 개스를 리필

하므로 큰 불편은 없다. 집집마다 Fire 

Place가 있어 난방에 도움이 된다. 다

른 지역들에선 Fire Place는 그저 장식

용이지만 이 곳에선 필수 생활용이다. 

한국시골의 연기냄새를 기억하는가?

필랜을 은퇴후 살 곳으로만 생각하

면 착각이다. 15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온타리오나 코로나로 출근하는 사람들

도 많다. 30-40분 거리다. 인구구성이 

연령별로는 40-50대, 학생별로는 중학

생이 많다. 

학군은 Snowline School District로 

Serrano High는 많이 알려진 고등학

교다. 집값은 10만달러대부터 50-60

만달러까지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요즘이지만 이

곳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서둘러서 

찾아보길 권한다.

        글: 조앤 김 (213)39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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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10가지. 

1.감사함을 실천하라. 2. 명상을 

하라. 3.일기를 써라. 4.매주 최소 

몇번은 운동을 하라. 5.세상에 대

해 학습하라. 6.균형잡힌 식사를 

하라. 7.여행을 하라. 8.더 많이 자

라. 9.디지털 디톡스를 하라. 10.거

절하는 법을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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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는 역이민 동포들, 

현지인과 갈등 해결이 숙제

국경을 넘는 새처럼 인간도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다.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 또는 공

부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민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역이민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최근에 많아졌다. 이들

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자리 잡고 산다. 미국 뉴욕에서 돌아온 사람만 3만명에 이르고, 이 중 상

당수가 농촌에 있다니 놀랍다.

 경북 예천 회룡포 부근에서 구기자와 도라지 농사를 짓는 이승희 선생은 자동차 회사에서 직장생활

을 한 후 미국에 이민했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인이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았고 자녀 둘도 장성해 치과의사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 이민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그러나 홀로 계신 부친의 건강을 돌보느라 돌아오게 됐다. 나는 그분에게 물 건너온 대단한 효자라고 

칭찬하지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시골에 혼자 계신 분이라 당연히 모셔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경북 예천 회룡포 부근에서 구기자와 도라지 농사를 짓는 이

승희 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한 후 미국에 이민했

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인이다. [사진 김성주]

남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조성된 

독일마을의 아름다운 모습.                     [사진 남해군 제공]

역이민 동포 상당수가 시골살이 

현재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고 싶거나 아직 살아 계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아니면 집안

의 자산관리와 문중 업무를 이어받아야 하는 등의 일로 온다. 자

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민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

면 이중 국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양국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

므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다. 집안의 종손이면 문중 

일을 이어받아야 하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승희 선생은 은퇴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니 정말 좋단다.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고 농업기술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 보니 해 볼 만하단다. 아직 구기자가 큰돈

이 되지 않지만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니 성취감이 무

척 크단다. 지금은 예천군 귀농인 협회장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40년을 넘게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

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씨에게 귀농·귀촌은 손쉬울 것처럼 

보였지만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금전적인 문제보다 지역 사람

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한

다.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 서로 돕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을 나

눌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누기는커녕 손해를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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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는 통에 처음에는 미국 사람보다 

더 삭막하다고 느꼈단다. 고향으로 돌

아왔는데도 외지인 소리를 듣고 심지

어는 외국인으로도 불린단다.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차이로 서로 난처해진 

해프닝도 간혹 있었다고 토로한다. 그

는 귀농·귀촌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

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은퇴

자라 시골살이가 한결 편안하지만 힘

들다고 느낄 때가 간혹 올 때가 있다. 

바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다.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도 마찬가지

이다. 간호사 나서 광부로 독일에 파견

됐다가 수십 년 후 돌아온 그들이야말

로 이민자가 집단으로 귀농·귀촌한 첫 

사례다. 하지만 근 10년간 지역 사회

와 갈등이 있어 마음고생이 심했다. 독

일 생활에서 밴 합리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매우 깐깐하고 꽉 막

힌 사람으로 비치게 해 대화가 쉽지 않

았다. 독일 마을 주민에게는 그냥 설렁

설렁 대충대충 넘어가고 인맥이 우선

되는 한국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

 

같은 한국인끼리도 소통이 쉽지 않

고 가치관이 충돌하니 외국인의 사정

은 더 심각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은 희한할 정도로 한국인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큰 문제가 없다

고 한다. 그러나 지금 농업 인력을 떠받

들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

리핀, 네팔 등지에서 온 아시아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현

실이다. 

 역이민 동포·외국인의 연착륙 묘

안은?

가끔 다문화 축제를 가 보면 분명히 

나라별로 특색이 있고 성격이 다를 텐

데 동남아 사람으로 묶여 한 부스를 형

성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은 엄

연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같은 문화권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을 한데 모아 비

슷한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다. 제

일 심각한 것은 탈북민을 바라보는 차

별의 시선이다. 어쩌면 우리는 남을 이

해하지 않으면서 나만 봐달라고 하는

지 모른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 철

새는 무서운 조류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고 감시하던 우

리가 이제는 겨울 철새를 보내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고

국에서 다시 살아 보겠다고 돌아온 우

리 민족, 우리 동포를 그냥 철새로만 바

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돌

아오는 동포와 외국인이 지금 농촌과 

어촌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들을 경제

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적 존재로도 바라보며 흡수하고 융합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을 잘 

흡수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농 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인구는 이제 5%에 불과

하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

업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그 

5%가 사라지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상

상할 수 없다. 철새와 텃새가 서로 잘 

섞이는 것처럼 농어촌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철새들이 겨울 동안 잘 지내라고 모

이를 뿌려주고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이들을 배려해야 한

다. 올봄에 나올 이승희 선생의 구기자

를 기대하며 새봄을 맞아 모든 귀농·귀

촌인의 건승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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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가 살아있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이 보약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잡지, 주간 세계소식(Weekly 

World News) 1995년 1월17일자에서는 특효식품

과 만병통치약으로 꿀에 대한 과학자들의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주간지에서는 심장병, 콜레

스테롤, 관절염, 탈모, 치통, 감기, 독감, 불임증, 위

장 장애, 면역체계, 피로, 호흡장애, 피부감염, 암, 난

청 및 장수 등에 도움이 되는 ‘천연꿀’에 대해서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약과 같이 질 좋

은 ‘토종꿀’ 혹은 ‘천연꿀’을 구입할 수 있을까? 첫째, 

생산지가 사시사철 꽃이 피고 화밀이 풍부한 곳이라

야 한다. 그러나 남미나 아프리카는 적합한 생산지가 

못된다. 그 이유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일 수 있기 때

문에 수분 함량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래 지속되는 지역이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

역에서는 양질의 ‘천연꿀’을 채취하기가 불가능하다.

[4] 천연꿀 구입 방법



35자연이 가득한 집

천연꿀

애리조나.캘리포니아가 양봉 최적

지

이곳 미국에서도 중부 지역이나 동

부 지역은 한국 기후와 비슷하여 벌 

먹이인 옥수수 열매에서 추출한 당분

(corn syrup)이나 설탕물로 겨울에 양

봉업을 하는 양봉업자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캐나다 역시 겨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양질의 ‘천연꿀’을 채취하

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항상 따뜻하고 더운 기후이며 

강우량이 매우 적다. 사계절 꽃이 피는 

화밀이 풍부한 지역으로 양봉업자들에

게는 지상낙원이다. 이곳에서 채취하

는 ‘천연꿀’의 수분 함량은 15.5~16.5%

이다. USDA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수

분함량 21%에 훨씬 못미치는 최상의 

천연꿀이며 효소(enzyme)가 풍부한 

순수한 천연꿀이다. 

종류도 다양한데, Cactus(캑터스), 

Cattclaw(캣크로우), Mesquite(메스키

트), Sage(세이지) honey 등 대부분 건

조한 사막지역에서 나는 토종꿀과 유

사한 최상의 질 좋은 꿀이다. 

그 밖에 알팔파, 클로버 등의 꿀은 동

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

되는 꿀이다. 특히 애리조나 주와 캘리

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천연

꿀은 타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미

롭고 보약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천연꿀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양봉업을 하는 양심적인 달인

을 만나야 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소량

을 생산해도 결코 벌의 먹이로 설탕물

이나 옥수수 당분을 사용하지 않고, 용

기에 담을 때도 결코 강하게 가열하지 

않고 효소가 살아있게 하는 진실한 양

봉업자를 만나야 한다.  

벌 먹이로 설탕물•당분 사용하지 

말아야

셋째, 마켓이나 무공해 식품점에서 

구입할 때, 반드시 용기에 표시되어 있

는 것을 검토하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에는 ‘Raw’, ‘Unheated’, ‘Un-

processed’라는 단어가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구입해야만 효소가 파괴되

지 않은 ‘순수한 꿀’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꿀, 특

히 대형 마켓에서 시판되는 시럽처럼 

묽게 보이면서 냄새가 특이한, 가격이 

매우 저렴한 꿀은 보편적으로 대규모

로 생산되는 회사의 제품인데, 그러한 

꿀은 여러 지역에서 구입한 서로 다른 

꿀들을 한데 섞어서 용기에 담았거나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으로 효소를 파괴시켜 다시 응고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보약이나 효능이 

탁월한 최상의 천연꿀과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 구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해

야 한다.

필자는 약 24년 동안 천연꿀 판매업

에 종사하여 특히 양질의 꿀을 구입하

기 위해 미국내 많은 지역을 답사하였

고, 많은 양봉업자들이 매년 갖는 모임

에도 참석하여 정보를 얻었다. 한국인

으로서는 유일하게 CSBA(캘리포니아 

주 양봉협회. 123년된 협회), AHPA(미 

벌꿀생산협회)에 가입된 정규회원으

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천연꿀에 

대한 연구와 그 밖에 벌통(Bee Hive)

에서 생산되는 우리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인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프로폴

리스(Propolis), 꽃가루(Bee Pollen), 

로얄젤리(Fresh Royal Jelly), 벌집꿀

(Honeycorn) 등이 연구 대상이다. 깊

이 연구하고 조사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과분한 친절과 배려와 

솜씨를 흠뻑 느끼게 된다. <끝>

Moses Ryu (인디언 허니 팜 대표). 

(213)76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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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선납 구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상품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J 보너스 카드 제공

전자신문 무료 구독

여성중앙 무료 증정

가이드북 시리즈 무료 증정

상쾌한 아침

중앙일보와 함께 여십시요!

1년 선납: $200 (월 구독료x10개월. 2개월 구독 할인 혜택 적용)

구독문의: (213) 503-3491필랜(집코드 92371) 지역 매일 아침 직접 배달합니다. 

배달사고: (213) 36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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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살초

당뇨에 좋은 약초 [3] 

Gymnema sylvestre
Gymnema sylvestre is regarded 

as one of the plants with potent 

anti diabetic properties. This 

plant is also used for controlling 

obesity in the form of Gymnema 

tea. The active compound of the 

plant is a group of acids termed 

as gymnemic acid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re could be a 

possible link between obesity, 

Gymnemic acids and diabetes. 

The plant is native to central 

and western India, tropical Afri-

ca and Australia. 

G. sylvestre (Asclepiadaceae), a 

vulnerable spe-

cies is a slow 

growing, peren-

nial, medicinal 

woody climber 

found in cen-

tral and penin-

sular India. It is 

a potent antidiabetic plant and 

used in folk, ayurvedic and ho-

meopathic systems of medicine. 

It is also used in the treatment 

of asthma, eye complaints, in-

flammations, family planning 

and snakebite. In addition, it 

possesses antimicrobial, antihy-

percholesterolemic, hepatopro-

tective and sweet suppressing 

activities. It also acts as feeding 

deterrents to caterpillar, Pro-

denia eridania; prevent dental 

caries caused by Streptococcus 

mutansand in skin cosmetics. 

<NIH>

당살초

짐네마 실베스터
당을 억제한다 하여 ‘당

살초'라는 이름이 붙었

다. 짐네마 식물에 함유

된 짐네마산이 당뇨를 치

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

다. 차로 복용하면 다이

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인도 중서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

지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

르베다 의학에서도 당뇨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기

록되어 있다. 당뇨 이외

에 천식, 안과질환, 염증 

질환에도 사용된다. 

<미 국립보건원>

중앙일보를 선납 구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상품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J 보너스 카드 제공

전자신문 무료 구독

여성중앙 무료 증정

가이드북 시리즈 무료 증정

상쾌한 아침

중앙일보와 함께 여십시요!

1년 선납: $200 (월 구독료x10개월. 2개월 구독 할인 혜택 적용)

구독문의: (213) 503-3491필랜(집코드 92371) 지역 매일 아침 직접 배달합니다. 

배달사고: (213) 36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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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파도가 간지럼 태우는 천혜의 휴양지

남가주 으뜸가는 ‘샌디에고의 보석’  
             라호야 비치(La Jolla Beach)     

글·사진 = 나종성<언론인, 여행 칼럼니스트>  

4월,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이다. 

지난달 남가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 내려 메말랐던 대지를 흠뻑 적셔 주었다. 덕분에 가뭄도 해

소되었고 산과 들은 야생화가 만발하기 시작했다. 멀리는 데스밸리나 가까운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에도 야생화가 피었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이미 소개한 바 있어 이번 호에는 모처럼 바다 구경이나 떠날까 한다. 3월호에 소개

했던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를 이번 달에 다녀 와도 확실한 봄 기운을 느길 수 있겠다.   이곳을 다녀 오

는 길에 빼놓으면 섭섭할 명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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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디에고 다운타운에서 북쪽 

12마일 거리에 있는 라호

야 비치(La Jolla Beach)가 

바로 그곳이다. 발보아 파크를 돌아 보

고 LA로 돌아 오는 5번 프리웨이 길가

에 있어 꼭 들러 보기를 권한다. 

라호야 비치는 ‘샌디에고의 보석’이

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을 만치 아름다

운 해변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침식

된 절벽들이 병풍처럼 늘어 선 다양한 

지형의 해변과 뛰어난 자연 경관, 태평

양의 낙조가 장관을 이뤄 남가주 비치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 꼽힌다.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들의 서식지

로 코앞에서 하품하며 뒹구는 이들의 

표정을 살필 수 있고 머리위로 날고 있

는 갈매기와 페리칸들을 가까이서 만

날 수 있는 곳이다.

남가주 으뜸가는 ‘샌디에고의 보석’  
             라호야 비치(La Jolla Beach)     

샌디에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라 호야 비치 전경. 수정같이 맑은 잔잔한 바다에 사람과 바다 사자, 갈매기와 페리칸 등이 어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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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된 절벽과 동굴, 바위
가 병품처럼 늘어서 있어 
다양한 지형과 경관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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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역시 다 돌아보고 즐

기려면 하루가 짧지만 해안가 

근처 카페나 식당, 커피샵을 들

러도 좋고 비치를 거닐어도 좋

다. 호텔도 많고 레스토랑과 부

티크 샵도 많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고루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태평양 천혜의 휴양지로 각

광받고 있는 라호야 비치는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넓

은 잔디 광장도 있고 파도가 들

이 치는 동굴도 있다. 동굴 바로 

옆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조개나 

소라, 조약돌 같은 것을 찾아보

는 것도 즐겁다. 하지만 이것들

은 즉석에서 즐겨야 할 뿐 가져

올 수는 없다. 물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개도 출입이 안된다.      

바위 끝에는 바다 사
자들이 중간엔 페리
칸과 갈매기들이 각
각 터를 잡고 있다.

라호야 비치는 파도가 잔잔해 수영과 스
킨스쿠버와 카약, 스쿠버 다이빙, 스코클
링 등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다.

추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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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야 비치는 파도가 잔잔해 수영은 물론 스킨스쿠버와 카약, 스쿠버 

다이빙, 스코클링 등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어린 자녀들과 동

반하면 자연 공부가 저절로 되는 곳이다.

입장료는 역시 무료로 음료나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도 되고 근처에는 

패스트 푸드점도 있다. 주차는 동전을 넣는 곳과 유로 주차장, 길가 무료 

주차장 등 많이 있다.

비치 바로 위에는 무척 넓은 잔디밭이 있고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겸 휴식처도 있다.

잔잔한 바다지만 
바위 끝으로 가
면 키를 훌쩍 넘
는 파도 치는 곳
이 있다. 사진 찍
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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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스타일로 꾸민 '액톤 기차역 (Acton rail station)'
액톤은 인구 8000명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LA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47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메트로링크를 이용하면 서부 영화에 나올법한 “서부 스타일 (Western Style)”을 주제로 꾸

민 시골역 ‘액톤'을 방문할 수 있다. 팜데일 역 한 정거장 전에서 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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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커피 등 특수작물 재배…농가소득 다변화

캘리포니아는 세계최고의  무한가능

성을 지닌 자유 민주주의 우수인력 공

화국이다. 약  81% 이상이 고등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중 31%는 학사학위소

지자들일만큼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16세이상 가용 노동 인력중 

6.2%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다

양한 인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태평

양을 안고 있는 아시아와 해양으로 연

결된 미국의 물류관문으로서 캘리포니

아는 50개주 중에서도 단연 기회의 땅

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들

이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고 있는 것 일까? 

첫째, 캘리포니아에는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을 요하는 첨단 산업들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컴퓨터 관련 제품들이

다. 미국내 하드드라이브 최대 생산업

체인 "웨스턴 디지털" 하드웨어 생산 

업체가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제를 이

끄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캘리포니아의 우주항공산업은 

이미 지역내 농업과 영화산업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오래전부터 전세계 우주항공사업 시장

의 약 9%를 책임지고 있다.  

셋째, 캘리포니아의 과수농업 또한 

간과할수 없는 거대한 동력 중 하나로, 

아몬드, 살구, 키위, 올리브, 피스타치

오, 호두 그리고 딸기, 아보카도, 복숭

아등 미 전체에 공급되는 과일의 대부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와 아이오와주 

다음으로 미국 내 축산물 생산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를 이끄는 주

력사업 중 하나는 관광과 영화 산업으

로 이 분야에서만 약 240만명의 서비

스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하이데저트 빅토

밸리는 과연 어떠한 성장동력을 가지

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광활

한 토지와 한인들의 경우를 들어보자. 

한인들에게는 전원생활 도시로 알려지

며 한국에서 볼수 있는 대추나 매실이 

주종을 이루며 많은 주민들이 이곳 하

이데저트로 이주해 왔다. 

그들의 지난 20여 년 간의 노력으로 

필랜이나 루선밸리는 특정 과수들로 

정평이 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주업으로 발전

해 오고 있다. 그 와중에 한편으론 신

선한 다른 시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도라지, 피

스타치오, 석류 등 주류사회에 공급되

는 과실이나 특수 고소득 채소류 등의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커피묘목의 재배와 같

은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커피 재배는 이미 한국

에서도 시도되어 제주도나 강원도지역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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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린하우스를 통해 재배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재배와 제조

기법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고급 취미생활 및 농가사업으로 새

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곳 하이데저트에도 이러한 흐름이 자연

스럽게 유입되어 일부이긴하나 몇몇 도전자들의 과감한 시도로 

고소득 사업으로의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예전, 지역적 특성과 기후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이미 낡은 이

야기이다. 이젠 하고자 하는 뜻과 아이디어 그리고 마케팅 기술

만 있다면 나머지 조건들은 적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첨

단 과학기술의 진보는 극지방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수요를 

창출해 낼만큼 이미 진보해 있다. 하늘만 보며 비를기다리고 봄

이 오기를 기다려 모종하던 예전의 농사방식은 빠르게 진보하

는 수요를 따라갈수 없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집에 앉아서 

철 이른 과일을 맛볼 수있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실에 맞춰서 인간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에 맞춰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게 된 것이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하이데저트 지역 한인들의 새로운 시도에 

큰 박수를 보낸다.

글: 김한수 (빅토밸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UIG 컨설팅대

표) (760)954-5701

로컬에서 재배
되는 커피나무
와 열매.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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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식 이상기후로 매실농사 ‘흉작'’

  필랜․빅토빌 News

냉온탕식의 이상 기후로 매실의 냉해가 심각하다. 사진 왼쪽은 냉해를 입은 매실. 오른쪽은 정상 매실.  

"음식 나누며 이웃사랑 전파”  

복음교회 치매 예방 세미나 성료 

남가주 지역의 냉온탕식의 이상 

기후로 필랜 매실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필랜 지역의 100여 매실 

농장주들은 겨울기온이 이상 온난

화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갑

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콩알만하게 

열렸던 매실이 모두 얼었다고 피해

상황을 토로했다. 

필랜영농조합의 고성구회장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꽃이 일찍 핀 

나무들의 매실은 모두 떨어졌고 전

체적으로 결실상태가 좋지않다”고 

밝혔다. 가주 특수작물영농조합의 

이상영이사도"4월까지 또 추위가 

올 수 있어 올 봄 매실 작황이 안

좋은 상태다. 농사에서 가장 큰 변

수는 기후”라고 말했다. 리틀락에서 

기찻길 매실농원을 운영하는 이춘

영대표도 “매화 꽃이 예년보다 25

일 정도 일찍 피었다. 2월 중순에 만

개해야 될 꽃이 너무 일찍 피는 바

람에 열린 과실이 냉해를 입어 매

실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라고 말했다. 

빅토밸리 복음교회(담임 강성수 목사. 사진)는 지난 17

일 제임스 윤 가정주치의를 초빙하여  '치매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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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랜․빅토빌 News

SB, 개스비 두달새 40센트 올라

갤런당 3달러37센트

밸리하이 기아 확장이전

밸리센터 드라이브 길로

  필랜․빅토빌 News

샌버나디노 지역의 개스 가격이 두달새 무려 40센트가 올랐다.  

밸리하이 기아( Valley Hi Kia.·사진)가 밸리 센터 

드라이브 길로 확장 이전했다. 코스트코 앞, 밸리하이 

토요다 옆이다. 이전 4에이커에서 라 파즈 드라이브와 

밸리센터 드라이브 코너의 8에이커로 이전하여 넓게 

자리잡았다. 넓은 쇼룸을 갖추고 와이파이, 대형TV, 

자판기, 커피, 도넛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고객들

은 테스트 드라이브는 물론 수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인근에 스타벅스, 아이호프, 맥도널드, 코스트코

가 있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주소: 14644 Valley Center Drive, Victorville. 

(855)642-2130  

개스 비가 오름세다. 새해들어 두달새 무려 40

센트가 올랐다. 샌버나디노(San Bernardino: 

SB) 카운티의 평균 개스 가격은 3달러 37센트

로 작년 동기대비 48센트, 지난 달에 비해 20센

트가 올랐다. 가주 평균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

격이지만 전국평균보다 80센트가 비싸다. 개스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빅토

밸리 지역에서 가장 싼 곳은 헤스페리아다. 메

인 스트리트에 있는 개스 스테이션의 가격은 3

달러 3센트인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

에 따라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개스 가격이 메

모리얼 데이까지 갤런 당 평균 4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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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나누며 이웃사랑 전파”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   

형편 어려운 지역주민들 위해

매월 2차례씩 음식나눔 행사

지 역 사 회 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교회의 사

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들을 

도울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

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웃사랑 음식나눔 행사’를 위해 아

침부터 분주한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

의 박상훈 담임목사(사진)를 만났다.  

교회에서는 매달 첫번째와 세번째 

목요일 오전10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음식나눔 행사를 갖는다. 4년 전

부터 시작하여 매월 1회씩 하다가 이달

부터 매월 2회씩으로 늘렸다. 쌀, 고기, 

햄, 야채, 생활용품 등 마켓에서 구입해

야 할 식품을 나눠준다. 

박목사는 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를 이렇게 밝혔다. “지역에 형편이 어

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도우

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시

작하게 됐습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지

역사회가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행사는 외부 지원없이 교회의 선

교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지역

을 넓혀서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을 위

해 인디오 지역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

치고 있다. 

목요일 행사를 할 때마다 70여 명씩 

줄지어 선다. 

“지난 달까지는 12시에 행사를 하다

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바람에 분

배 시간을 10시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기다리지 않도록 번호표를 나눠줘도 

일찍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는 이 음식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져볼 때 그

동안 3000여 명이 이 음식으로 끼니를 

보충했다. 

교회의 자원봉사팀들도 행사를 위해

서 새벽부터 뛴다. 주정부에서 운영하

는 피딩 아메리카에서 물건을 사오는 

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행사 

날에는 수프를 끓이고 빵을 제공한다. 

끼니를 거르고 오는 주민들이 많기에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덥혀주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건네는 것이다. 

교회 주소: 10570 Phelan Rd., 

Oak Hills. (760)587-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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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랜 팜트리 농원

“나무가 날씨 적응...추위에도 끄떡 없어”

  필랜․빅토빌 News

남가주 한파로 농장의 매실나무들이 

맥을 못쓰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 팜

트리는 무사할까라는 의구심으로 '팜

트리 농장'을 들렀다. 그의 농장은 존슨 

길과 던컨로드 인근에 있다. 농장주 백

광현씨는 “팜트리 나무들이 필랜 날씨

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는 끄

떡없다”고 말했다. 

7년 전 400그루의 팜추리 나무을 심

을 때, 필랜지역에서는 첫 시도라서 주

변에서 모두 얼어 죽는다고 말렸다. 식

재한지 첫 해에는 나무들이 추위에 고

생을 했다. 

심은지 몇 년간은 나무 둥지를 소똥

으로 덮어서 냉해를 이겨냈다. 허리 춤

에 오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동안 키가 

두 배는 자랐다. 

팜트리는 2600여 품종이 있는데, 남

가주 가로수에 심어진 키다리 팜트리

는 멕시칸 팬 팜(Mexican Fan Palm)

이다. 백씨의 농장에 있는 나무는 카

나리 팜(Canary Island Date Palm)으

로 가격이 비싼편이다. 조경수로 인기

가 높다. 

그의 10에이커 농장에는 매실나무 

400여 그루도 자라고 있다. 불도저 등 

대형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

은 조경전문가다. 

              문의: (714)797-9000

필랜․빅토빌 News

빅토빌 토이저러스 폐점 

토이저러스가 파산신청에 이

어 미 전국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

정함에 따라 빅토빌에 있는 점포

(12450 Amargosa Rd.)도 폐쇄된

다. 직원들은 지난 14일 점포 폐쇄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9월 파

산보호신청을 하며 미 전국의 800

개 점포 중 184개를 닫기로 결정할 

때 빅토빌 지점은 폐쇄점포 명단

에서 제외됐었다. 전 매장이 폐쇄

됨에 따라 빅토빌 지점을 포함하

여 3만30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

리를 잃게된다.

헤스페리아에 거주하는 한 주민

은 “토이저러스의 재정이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 부활절 잔디와 

계란을 구입하러 왔다가 폐쇄 소식

을 듣고 나니 난감하다. 어머니 손

을 잡고 세살 때부터 이용한 곳이 

없어진다니 서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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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전원생활 가이드’ <자연이 가득한 집>은 세종문고에서 무료로 픽업할 수 있습니다.

  필랜․빅토빌 News

오크 힐스와 필랜에서 최근 대규모 

불법 마리화나 재배지가 적발됐다. 

오크힐스 지역에서는 메사린다 로드 

주택에서 마리화나 1850그루와 20파

운드 이상의 가공제품이 현장에서 적

발됐다. 이곳에서는 라이팅, 에어컨디

셔닝, 팬, 배출기구 등을 전문적으로 갖

추고 재배를 해왔다. 적발된 40대 단기

체류자 2명은 마리화나 불법재배 및 가

공혐으로 체포됐다. 

필랜 지역에서는 스모크 트리 로드

의 주택에서 350그루, 센톨라 로드 주

택에서 5560그루의 마리화나와 가공

품이 적발됐다. 30대와 20대 불법재배

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하이데저트 

교도소에 수감됐다. 

허가 없이 실내외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가주 및 샌버나디노 카

운티의 마리화나 재배법에 위반된다. 

불법이 적발되면 벌금, 기소, 재산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을 빌

려준 소유주도 민사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리화나 불법재배 신고는 샌버나

디노 마약단속반(909-387-8400)으

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NARC-MET@

sbcsd.org로 연락하면 된다. 

익명으로 제보를 할 경우에는 

(800)782-7463, www.wetip.com를 

이용하면 된다.    

오크힐스·필랜 지역

7700여 그루 압수

불법 마리화나 재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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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place
마켓플레이스

Directory

한번 쯤 가 봐야할 캘리포니아 10대 파머스 마켓
-페리광장 파머스마켓(샌프란시스코) -마린 파머스마켓
(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세바스토폴 파머스마켓(소
노마 카운티) -데이비스 파머스마켓(센트럴 밸리) -새크
라멘토 선데이 파머스마켓(새크라멘토) -샌루이스 오비
스포 파머스마켓(샌루이스 오비스포) -샌타모니카 파머
스마켓(샌타모니카) -치노 가족농장 채소가게(샌디에이
고) -샌타바바라 파머스마켓(샌타바바라) -포인트 러예
스 파머스마켓(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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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프라퍼티

필랜 매실농장

필랜 농원 

루선밸리 피스타치오 농장 

핫프라퍼티
광고 문의

애플밸리 단독주택  

<자연이 가득한집>
온라인 서비스

*구조: 방3+화2 리모델주택
*특징: 필랜로드에 위치, 냉장시설
*가격: $45만

*구조: 방2+화1 
*특징: 던컨 포장도로에 위치. 모빌홈
*가격: $18만

*구조: 30에이커 농장+모빌홈
*특징: 장비, 창고, 물권 있음
*가격: $45만

213.503.3491

*구조: 방3 +화2 
*특징: 고급 주거환경과 학군
*가격: $33만 9천 

*벼룩시장
koreanvalley.net>메뉴>벼룩시장

*파머스 마켓
koreanvalley.net>메뉴>파머스마켓

포장도로 필랜로드에 위치한 5에이
커 매실농장. 최고품질 청매실 생산. 
2,177스퀘어 피트 3배드, 2배스. 리
모델링한 주택. 매실 저장용 워크인 
냉장시설, 스토리지 창고, 그린하우
스. 프로페셔널 농사원하는 분.
*문의: (760)954-5701 Hans Kim

건물 1000sft, 대지 2.2 에이커. 매
실 450그루, 도라지밭.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에 각종 야채재배. 넓
은 닭장과 물시설 새로 함. 대지 내
에 특별한 시설들은 보너스. 자동
게이트
*문의:(213)393-3636 레드포인
트 조앤 김

30에이커 농장에 피스타치오 1천
그루 (35년생) + 모빌홈. 고소득 
농사원하는분. 각종 장비 Tractor, 
Backhoe 및 추수장비 ($100,000 
value) 등 포함. 스토리지 컨테이너 
창고,  3그린하우스, 물권포함.
*문의: (760)954-5701 Hans Kim

letsgokv@gmail.com

잘 관리된 수영장과 패티오. 넓은 보
너스룸에 우드스토브가 있어 또 하
나의 패밀리룸으로 쓸 수 있다.물
을 아끼고 관리가 편한 앞뒤마당과 
정돈된 나무들. RV 파킹장. 짜임새 
좋은 넓은 대지. 건물1980sft, 대
지 46,000sft. *문의: (213)393-
3636 레드포인트  조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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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마음
………………

다시 한번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은 선이다 아니다 악이다라고 다투기 시

작했을 때부터 출발했다. 자연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도 아니며 공존공영의 세계도 아닌데, 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 

버린 것이 재앙의 뿌리였다. 

인간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인데 뭔가 하면 기쁨이 늘어날 것처럼 생각했다.

물질에는 본래 가치가 없는데 물질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물질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떠난 인간의 앎이 홀로 하는 씨름이다. 

무지, 무가치, 무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일체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 일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한 그루의 벼가 가르쳐 준 녹색의 철학이다. 땅을 갈지도 않았고 풀도 뽑지 않았다. 그

런데 벼는 놀랍도록 잘 여물었다. 

이 한그루의 벼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볍씨를 뿌리고 보리 짚을 흩어 뿌리면 그것만으로도 쌀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변한다.  

녹색의 인간 혁명은 짚 한 오라기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상

후쿠오카 마사노부, 짚 한 오라기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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