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마개구리의 저녁산보 

문영철 

 

어느 늪가에서 있은 일입니다. 

방금 올챙이로부터 꼬리를 마무리고 제 모양으로 된 꼬마개구리가 땅우에 툭 

뛰여올랐습니다. 꼬마개구리는 지평선에 내려앉은 저녁해를 아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좀더 빨리 물속에서 나왔더라면…) 

땅우에 오르면 실컷 뛰놀리라 생각했던 꼬마개구리는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이때 황새 한마리가 꼬마개구리를 보자 좋은 먹이감이 생겼다고 껑충껑충 

뛰여나왔습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든 꼬마개구리는 얼른 물속에 뛰여들었습니다. 

닭쫓던 개신세가 된 황새는 물속만 멍청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것 참, 꽤 맛있겠는걸. 뼈도 만문하고…) 

황새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어떻게 하면 꼬마개구리를 잡아먹을수 있을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수를 궁리해낸듯 늪가운데서 눈만 내민 

꼬마개구리한테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뛰긴 왜 뛰는거냐? 난 너하고 저녁산보를 함께 하고싶어서 오댔다. 이렇게 

좋은 저녁에 물속에만 들어가있다니…》 

그러나 꼬마개구리는 두눈만 껌벅일뿐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황새는 당장 달려가 꼬마개구리를 덥석 물고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눅잦히며 

지껄였습니다. 

《하긴 너희 개구리들이 저녁산보의 진미를 알수 없지. 그저 먹고 자고 울고… 그런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이런 황홀한 저녁에 거닐며 자연을 감상하는것이상 

좋은게 없단다. 너는 령리하게 생긴걸 보아 개구리들중에서 첫 산보자로 될수 

있을것 같은데…》 

황새의 이 마지막말이 꼬마개구리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꼬마개구리는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더니 황새한테 물었습니다. 

《저… 저녁진지는 잡숫고 산보하시는지?》 

《저녁진지?!》 

꼬마개구리의 엉뚱한 물음에 황새는 잠시 얼떠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츰 

꼬마개구리의 묻는 속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것 참, 정말 령리한 놈인걸.) 

황새는 배가 몹시 고팠지만 한껏 불구어보이며 긴 목으로 트림까지 했습니다. 

《아, 먹지 않구. 난 방금 물닭네 생일잔치에 가서 배가 터질 지경으로 먹었단다. 

배가 고파서야 산보가 다 뭐겠니.》 

그러자 꼬마개구리는 마음을 놓고 물속에서 헤여나왔습니다. 트림까지 하는 

황새가 자기같은것은 잡아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이제 내가 황새하고 저녁산보를 한 다음 그 감상을 형님들에게 자랑해야지.) 

꼬마개구리는 황새와 저녁산보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마개구리는 모둠발로 통통 뛰고 황새는 긴 다리로 스적스적 걷는통에 

서로 걸음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꼬마개구리가 몇발자국 앞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아이쿠!》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꼬마개구리가 방금 밟았던 돌덩어리를 힘껏 쪼은 황새가 부리를 

싸쥐고 맴돌아치는것이였습니다. 

사실인즉 우정 걸음을 늦추었던 황새가 뒤에서 꼬마개구리를 겨냥하고 힘껏 

부리로 쪼은것이 그가 냉큼 뜀박질로 옮기는 바람에 돌덩이를 쪼았던것입니다. 

《개골개골… 이놈아!》 

그제야 황새의 속심을 알아챈 꼬마개구리는 얼른 물속으로 다시 뛰여들어가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물닭네 생일잔치에 가 배불리 먹고온 놈이 돌멩이까지 삼키려고 해? 

식충이같은 놈…》 

그후부터 개구리네들은 절대로 황새가 청해도 저녁산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