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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달팽이]

[감자와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찹쌀떡이 앉
아 있었다. 찹쌀떡을 본 감자는 부러운 듯 고구마에
게 말했다.
감자 “
: 야∼ 찹쌀떡이다. 정말 이쁘지 않니?”
고구마 “
: 이쁘긴 뭐가 이뻐!”
감자 “
: 저 봐∼.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고구마도 실은 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의 수다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쑥스러워
그만 자리를 피하려 일어섰다.
그런데 그때 찹쌀떡에 묻어 있던 하얀 가루가 떨어지
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고구마가 말했다.
“거 봐∼! 화장발이지∼!”

[인공미인]
전통시장에서 3마리를 5,000원에 파는 닭과 5마리
를 2만5,000원에 파는 광어를 발견한 초등학생이 엄
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저렇게 싼 거야?”
“닭은 주사약으로 빨리 자라게 하는‘약닭’이라 그
렇고, 광어회는 자연산이 아닌 양식이라 그렇단다.”
시장에서 나온 아이는 길을 지나는 예쁜 얼굴의 어떤
누나를 보며 엄마에게 또 물었다.
“저 누나는 왜 저렇게 예쁜 거야?”
“자연산이 아니라 약을 투여한 양식이라서 그렇단다.”
“그럼, 가격이 아주 싸겠군!”

토끼와 거북이가 언덕까지 달리기 경주를 했다.
물론 토끼가 보란 듯이 먼저 날듯이 달려가다 거북
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선 것을 확인하고 자만심
에 잠시 낮잠을 잔다는 것이 아주 많이 자버리는 바람
에 분패하고 말았다.
그 후 토끼는 잠 못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피나는 노
력과 연습을 한 후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했다. 하
지만 또 다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이번엔 다리에
쥐가 나서 거북이의 승리.
두 번째 실패에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
벅터벅 길을 걷고있는데 달팽이가 나타나 깐족거렸다.
“토끼야, 너 또 졌다며?”
달팽이의 깐족거림에 열 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
뒷발로 달팽이를‘뻥~!’찼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날, 토끼가 곤히 낮잠을 자
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1년전 그 달
팽이가 온몸에 땀 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
는 게 아닌가?
얼굴이 벌개진 달팽이가 토끼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나 찼냐?”

[미국 다녀온 개구리]
미국 여행을 다녀온 개구리가 여행할 때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로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때 소 한 마리가 개구리 앞에 나타났다.
“소야,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오우! 샐러드!”
이번엔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야,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오우! 스테이크!”
영어 실력을 자랑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
가 더욱 폴짝거리며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데, 개구리
앞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다.
“뱀아,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
개구리가 재빠르게 한발 뒤로 물러서며 기어들어가
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따, 성님! 왜 그런다요?”

[기도의 응답]
교회 신도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신도가 말했다.
“지난 일요일에 교회 아래에서 돈이 잔뜩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어.”
“그래, 그걸 주인에게 돌려줬니?”
지갑을 주운 신도가 다른 신도의 눈길을 피해 하늘
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직. 이 지갑이 악마의 유혹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말이야.”

[늙은 게 더 좋아]
중년 여성과 사랑에 빠진 부자 노인이 의사에게 물
었다.
“내 나이를 열 살 줄여 60살이라고 말하면 혼사가 성
사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아니오! 오히려 본래 나이에 10살을 더 보태 80살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