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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의 사계

매화나 벚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기품을 풍기는 배꽃, 매년 4월 중순 무렵이면 나주는 온통 새하얀 배꽃으로 장관을 연출한다. 예로부터 꽃

중의 제일은 배꽃이라 했다. 특히 달밤의 배꽃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오래전부터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고려시대 문신 이조년의 시를 보

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화(�� )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냐만은..." 천상의 누

군가가 허공에 뿌린듯 새하얀 축복의 세례. 나주의 봄은 배꽃 덕분에 가장 화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된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취할 새도 잠

시, 농부들의 손놀림은 이제부터 바빠진다. 나주배가 잘 자라기 위한 양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맘때. 이를 양분 전환기라고 하는데 이

때의 노력이 이후 수확기 배 크기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배밭의 여름은 땅심과 하늘의 기운을 듬뿍받고 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기이다. 이때에 햇빛과 비의 양에 따라 배의 맛과 품질이 결정되는데 유난

히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주배. 특히 배나무의 생육이 가장 활발해지는 여름철엔 일조량이 많을 수록, 사이사이 비가 많이 내릴수록 배의 맛과

품질은 더욱 좋아진다. 나주는 강수량이 많고, 성숙기인 한여름은 일조량이 많아 나주배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고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한여름 태풍의 위협에서 잘 버텨준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농부들이 그간의 수고를 잊고 가슴벅찬 뿌듯함을

느낄때도 바로 이맘때, 하지만 일년 중 소비가 가장 많은 추석을 코앞에 둔터라 어느 때보다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각 농가에서 실어온 배가 컨

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면 선과장에선 꼭지를 잘라내고 무게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분류된 배들은 전국 각지의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데 귀한

선물용 또는 제수용으로 큰 인기를 모으는 명절의 대표 과일이다.

텅빈듯 고즈넉한 들녘, 한해의 결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텅빈채로 휴면기에 들어가는 겨울이 왔다. 나무의 성장은 정지되고 뿌리만이 미미한 활동

을 한다. 하지만 이 시기 뿌리에 보온을 잘해줘야 이듬해 봄에 꽃도 잘피고 나무도 잘 자라게 된다. 배수가 나빠 땅이 얼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 자

칫 뿌리마저 얼어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된다. 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듬해를 준비하는 나주배, 내년에도 풍작을

기원하며 땅심을 회복하고 기운을 추스리는 겨울 나주배는 보이지 않은 운동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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