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201508  201508  151

Festival

‘하늘엔 별빛, 땅에는 반딧불’ 환상의 여름밤
무주반딧불축제의 밤을 수놓을 반딧불이의 신비
5천여만 년 전 지구에 출현…국내 유일 발광곤충 
글 임형두 기자 · 사진 무주군청  

파괴 속에 심산유곡의 무주는 반딧불이에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천국인 셈.

반딧불이는 과연 어떤 생명체일까. 산업화·도시화 이전의 농경시대에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건만 불과 몇 십 년 사이 주

변에서 급속히 사라져 이제는 특별한 진객이 돼 버렸다.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반딧불이연구소의 김하곤 

박사가 들려준 반딧불이의 세계는 신비하기 그지없다. 

무주에 주로 사는 반딧불이종인 애반딧불이는 성충이 돼도 길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알로 태어나 유충, 번데기 과정을 거

쳐 성충까지 사는 일생 역시 1년가량. 얼핏 보면 미물 중의 미물같다. 하지만 반딧불이가 지구에 출현한 건 짧게 잡아도 5천

만 년 전이다. 현생인류의 기원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고작 20만 년 전이고, 유인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700만 년에 

불과한 인간은 그 까마득한 후배인 셈이다. 현재는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지만 긴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족탈불급이다. 

그렇다면 생명력은 어떠할까. 과학문명이 기승을 부리고 자연환경이 급속히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반딧불이의 생존 의지는 

매우 강하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서식이 가능하며 또 실제로 살고 있다. 

반딧불이는 국내 유일의 발광곤충이다. 배 밑바닥 끝부분에 발광기를 달고서 노란색이나 황록색의 불빛을 발산한다. 고요한 

밤중에 보면 하늘의 별이 잠시 내려와 반짝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빛을 내는 것은 짝짓기가 주목적이나 적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고 동료에게 위험을 알리는 통신수단 구실도 한다. 새가 소리로 말하고 꽃이 향기로 신호를 보낸다면 반딧불이는 빛

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셈. 이런 그들에게 인공조명은 최대의 위협이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이 살고 후손을 퍼뜨리는 과정이 신비로움 그 자체다. 물론 수명과 생태는 같

은 반딧불이어도 종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애반딧불이의 경우 봄의 끝자락에 번데기에서 성충이 돼 짝짓기한 다음 그 2~3

“두 개의 작은 별이 망망한 하늘에 떠 있네/ 저 두 별은 저 머나먼 세상으로 나와 함께 가리”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한 가수 하인트예 시몬스를 기억하는가? 청량하고 앳된 목소리로 ‘두 개의 작은 별’(Zwei 

Kleine Sterne)을 불렀던 네덜란드 출신의 소년. 12살로 데뷔한 시몬스는 이듬해인 1968년 이 노래로 일약 세계적 스타덤

에 올랐다.

이 노래는 곧바로 머나먼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 건너온다. 바로 그해에 포크 듀오 ‘트윈폴리오’를 결성한 가수 송창식, 윤형

주. 이들은 ‘두 개의 작은 별’의 번안곡 등이 히트하면서 이른바 7080시대를 선도한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슬 내릴 때까

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의 잔치일까, 잃어버린 전설의 환생일까. 반딧불이가 노니는 야밤 풍경은 황홀함을 넘어 사뭇 몽환적

이기까지 하다. 풀섶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은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별빛처럼 신비하고 청초하다. 명멸의 깜박거림이 주는 

기묘한 착시현상이랄까.

청정자연의 고장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반딧불 축제의 계절이 왔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주제의 올해 행사 기

간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아흐레 동안 이어지는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생명의 고마운 가치를 새삼 깨

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다. 축제를 계기로 반딧불이의 신비한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

아는 바처럼 국내에 몇 안 되는 천연기념물 곤충 중 하나가 바로 반딧불이다.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사는 ‘무주 일원의 반딧

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는 1982년 11월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됐다. 날로 심해지는 인간중심주의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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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뒤에 알을 낳는다. 그 수가 무려 200~300개. 한 알의 크기가 0.5㎜가량이어서 육안으론 구별조차 힘들다.

알은 섭씨 25도가량의 온도에서 20~30일 만에 부화해 애벌레 상태의 유충이 된다. 이 애벌레는 이듬해 4월까지 250여 일 동안 

물속에 살면서 변태 과정을 거친다. 껍질을 벗고 또 벗기를 무려 여덟 차례. 낡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는 ‘작은 죽

음’과 ‘작은 탄생’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 올라 번데기가 되어 성충이 되는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반딧불이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이 또한 수수께끼 같다. 수중생활을 하는 애벌레 때 주로 먹는 건 다슬기, 물달팽이, 고동 같은 

조개류. 다시 말해 반딧불이는 육식곤충인 셈이다. 날카로운 턱으로 먹잇감을 문 뒤 턱의 작은 홈으로 강력한 소화마취제를 주입

해 상대를 액체상태로 만들어 빨아 먹는다. 반면에 성충 상태에선 짝짓기하고 죽기까지 2주 동안 그저 이슬만 먹고 견딘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주인공인 반딧불이는 노래와 시의 소재가 될 만큼 인간들에게 정서곤충 구실을 했다. 개똥벌레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동심과 그리움의 상징이었던 것. 환경 오염과 파괴 정도를 가늠케 해주는 환경지표곤충 역할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지구촌에 사는 반딧불이 종류는 모두 2천여 종을 헤아린다. 이중 한반도에 서식하는 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

이 등 고작 세 종밖에 안 된다. 그만큼 자연이 그 질서와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상생을 되새기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다. 축제의 부제 ‘빛으로 울리는 무주 연가’가 일러

주듯이 잠시나마 생명의 원천인 자연 속으로 돌아가 신비한 반딧불이의 세계도 만나보고 각종 공연행사 등도 한껏 즐겨볼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다.

별빛 총총한 한여름밤의 꿈과 정감이 그리운가? 그건 바로 동심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이자 생명의 근원에 대한 애틋한 

향수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은 별빛의 영롱한 꿈을 잃었다. 그리고 잊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깃불 때문인 것 같다. 바로 코앞에서 휘황찬란하게 야단법석을 떠는 전깃불에 눈이 멀다 보니 바로 머

리 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올려다볼 겨를과 여유가 없다. 그만큼 현대인은 시야가 좁아졌고, 정서가 무뎌졌으며, 상상

력도 빈곤해졌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갇힘의 일상에서 풀림의 일상으로 잠시나마 해방되는 자유와 일탈의 시

간이다. 국내 대표적 청정지역인 무주는 하늘과 땅의 기묘하고 신비한 조화와 일치를 맘껏 향유하기에 딱 좋은 곳! 웅

장한 덕유산 위로 쏟아질 듯 아름답게 빛나는 별빛들은 드넓은 자연의 풀섶에서 가녀린 울음을 울려대는 반딧불이와 

함께 천국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풀벌레들의 노래는 천상의 화음처럼 뭉클하면서도 아늑하게 마음 깊

이 다가올 것이다.

“뽀로, 뽀로, 뽀로로! 뽀로, 뽀로, 뽀로로!”

“호로롱! 호로롱! 호로롱! 호로롱!”

한여름이다. 천지사방이 뜨겁다. 피할까, 맞설까? 피하면 피서(避暑)요, 맞서면 이열치열(以熱治熱)! 세상사가 다 그렇

듯이 받아들이기 나름 아닌가. 

눈을 잠시 돌려보자. 세상은 열정과 아름다움과 신비로 넘쳐난다. 별이 빛나는 야밤이 있고, 생명이 파릇파릇 솟구치는 

한낮이 있다. 바다는 행락인파로 넘쳐나고 계곡 또한 피서객들도 넘실거린다.

여름 한복판인 8월은 이런 대자연의 열창 속에 인간의 축제들도 덩실덩실 춤바람을 일으킨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정남진장흥물축제와 강진청자축제, 봉화은어축제가 거의 동시에 막을 열면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통영한산대첩축

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괴산고추축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월말에 대미를 장식한다. 

바다축제로는 부산바다축제를 선두로 울릉도오징어축제,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이 열리며 포항칠포재즈페

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공연예술축제들도 차례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예천은붕어축제, 영동포도축제, 고창해풍

고추축제, 울릉도오징어축제 등 농수산물축제도 풍성하다. 

▶문의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063-324-2440, www.firefly.or.kr

Fe
st
iv
al

152  201508  201508  153



154  201508  201508  155

정남진장흥물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선정된 장흥물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열린다. 주제는 ‘물과 숲 - 휴(休)’. 장흥읍 탐진강 일원에서 

수상줄다리기, 맨손 물고기잡기, 청소년강변음악축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061-860-0380, www.jhwater.kr 

봉화은어축제

8월 1일부터 8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대에서 펼쳐진다. 문화관광축제 중 우수축제.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날의 추억’을 주제로 은어잡이, 

은어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 

☎ 054-679-6311-5, www.bonghwafestival.com/eunuh 

충주세계무술축제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후원 축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된다. 대표 프로그램은 국제무예연무대회로 4개 

부문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세계택견대회, K1급 실전격투기대회 등 무술의 

진수도 맛볼 수 있다. ☎ 043-850-6720~4, www.martialarts.or.kr 

괴산고추축제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괴산읍 동진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특히 9월에 개최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직전에 열리는 만큼 그 성공 개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한다. 

☎ 043-830-3461~3,  www.festival.goesan.go.kr

강진청자축제

올해로 43회째를 맞았으며 문화관광축제 중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8월 

1일부터 9일까지 강진청자박물관 일원에서 7개 분야 83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는다. 개최지인 대구면은 고려청자촌으로 잘 알려진 

청자문화의 본고장이다. ☎ 061-1688-1305, www.gangjinfes.or.kr 

통영한산대첩축제 

한산대첩 423주년을 기념하는 제54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전군, 출정하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진다. 

‘한산대첩 출정식’이 매일 열리고, 

옛 통제영에 있던 ‘수책’(수문다리)이 가설된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한산대첩 재현과 승전 

축하주막 한마당은 15일 열린다. 

☎ 055-644-5222, www.hansan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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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정남진장흥물축제08
August

▶ 강진청자축제

▶ 봉화은어축제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통영한산대첩축제

▶ 충주세계무술축제

▶ 괴산고추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9월 6일까지

사진 / 정남진 물축제 추진위 제공

사진 / 봉화군청 제공

사진 / 강진군청 제공

사진 / 괴산군청 제공7.31~8.6

주요 축제 일정과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