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안하신지요? 햅쌀을 나눠먹는 이웃들에게 감사와 안부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올 해 벼 품종은 '칠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추청'이었는데, 올 해부터 벼품종을 바꿨습니다. 수량과 밥맛이 추청

보다 낫다고 하는데, 진짜 밥맛이 어떤지는 직접 드셔보셔야 아시겠지요? 좋은 밥맛을 위해서 매년 일부러 거름도 적

게 넣고 있는데, 부디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고 죄송한 공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백미를 쌀눈이 보이는 7분도로 정미할 예정이었는데, 정미소의 실

수로 예상보다 조금 더 깎여서 일반적인 백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는 예전과 같습니다.)

올 한 해 논농사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4월에는 소금물 비중으로 가려낸 튼실한 볍씨를, 뜨거운 물에 소독하고, 찬물에서 싹을 틔워 모판에 뿌렸습니다. 볍

씨를 고르는 일부터 모를 키우는 일까지는 제가 다녔던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신세

를 졌습니다. 

5월, 논에다 유박으로 거름을 내고, 경운기 로타리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두텁게 논둑을 쌓아올리고, 골고루 물을 

대기 위해 높은 부분의 흙을 퍼날랐습니다. 물댄 논을 가는 일은 여름이네 논 근처에 사시면서 털보가 혼자서 

경운기로 논 일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채승병아저씨께서 올해도 트랙터로 갈아주셨습니다. 

6월, 올해도 어김없이 홍동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백여명이 한꺼번에 논에 들어와 길다랗게 한 줄로 서서 손모

내기를 했습니다. 

7월, 우렁이를 넣어서 풀을 잡았습니다. 손김도 조금 맸습니다. 

8월, 큰비바람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논둑에 자란 풀을 두어번 베 주었습니다.

9월에는 비가 적게 오고, 볕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결실을 잘 맺었습니다. 

10월, 풀무전공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추수를 했습니다. 나락은 햇빛과 바람으로 말렸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해도 여러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

니다. 여름이네 농사일기 블로그 sonong.tistory.com에 가시면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사진으로 정리해서 올

려두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홍순관님이 부르신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http://

sonong.tistory.com/156

사진 한 장과 글 한페이지를 덧붙입니다. 덧붙이는 글은 쌀개방소식을 듣고나서 풀무학교 전공부 후배들이 쓴 

글입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도 이들과 매한가지랍니다. 한 톨도 빠짐없이요. 이들의 바람대로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사를 앞으로도 계속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쌀개방 걱정없이, 방사능 걱정없이...

부족한 농부가 나누는 쌀입니다만 아무쪼록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2014년 입동지나고 최문철, 수영, 여름, 여울이네 드림.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학생들의 입장>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농사를 짓는 농민과 쌀을 주

식으로 삼는 시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쌀을 상품으로만 여기며, 고령화

된 농촌에 남은 농민의 삶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쌀시장의 전면 개방은 농부들과 초국적 농기업과의 경쟁을 부추긴다. 무한경쟁 속에서 농부들은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사 기술을 기계화하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는다. 마침내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



면, 농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농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잊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듣고 난 이후의 우리 풀무 전공부 학생들의 심경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며 소규모

로 농사를 지어 우리가 먹을 쌀과 채소들을 자급한다. 또 우리가 정성스레 키운 것들을 판매하면서 농부로서의 삶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우리는 농사를 배우고 농적 삶을 고민하는 학생들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식량안보’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 식량안보는 방식이야 어찌됐든 충분한 식량만 확보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자기 이익에 맞게 유전자 조작을 한 종자를 심어서 생산된 

쌀, 엄청난 농약과 화학비료로 땅을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쌀, 한정된 자원인 석유를 쓰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바다를 건너온 쌀도 먹을 수만 있다면 식량이 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핸드폰과 자동차, 통신장비를 전 세계에 많이 

팔 수만 있다면 쌀은 수입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쌀개방이 모든 이의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량주권은 다음과 같다.

식량주권은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권이고

둘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셋째,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매일 먹을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이고

다섯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권리이며

여섯째,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곱째,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종자로 길러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여덟째,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계무역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역 먹거리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

람들의 먹거리를 통제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가축이 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한다.(우리는 유전자조작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소농의 권리를 주장한다. 소농에겐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농사

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쌀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식량뿐만이 아니라

논에 깃들어 사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삶터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나. 논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 이들의 집인 논을 지키게 해 달라.

하나. 논이 주는 아름다움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나. 우리에게는 미래세대에게 비옥하고 생산적인 농지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 우리는 논에서 일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기후에 맞는 쌀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로서 자립하고 싶다.

하나. 우리는 벼농사와 함께 전해지는 마을공동체 문화와 소중한 전통적 기술을 지키고 싶다.

우리는 소농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젊은 세대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한

다.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사를 지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_풀무전공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예이, 전수주, 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