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기회가 된 행복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오는 차속에서 불현듯 행복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오늘의 행복의 실마리는 딸의 김치에서 시작된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가지런히 김치 하나와 된장국을 차려놓았기에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가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와 동시에 맛또한 기가막힌게 “와 ! 한국에서 먹어보던 깔끔한
김장 김치맛 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시집간지 9 달된 딸아이가 담가서
조금 갔다놓은 김치였다는것이었다. 역시나 하면서 딸에게 맛있게 담갔다고 칭찬을
해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딸아이의 삶이 가슴으로 묻어오기 시작했다.
직장 다니며,취미가 각별한 배구팀으로 뛰면서, 오후에는 또 자신의 취미를
배우느라 롱아이랜드에서 맨하탄으로 분주히 뛰면서도 남편의 저녁식사는 꼭
집에서 웰빙음식으로 깔끔히 요리해주며 살아가는 딸아이다. 요즘 아이들 외식으로
때우는게 다반사인데 반해 영양과 청결함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식을
절대 안하는 딸아이다. 내가 생각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삶의 에저지와 열정이
대단한 아이다. 가슴의 뿌듯함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딸 같은 딸이
없는것 같애. 요즘 아이들이 김치를 담아 먹는다는게 나는 내딸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참 대견해. 그리고 이엄마는 이런 딸이 있어 행복해” 했더니 전화 너머에서
딸의 귀여운 웃음이 넘친다. 그리고 이어서 딸에게”엄마는 너희들 어렸을때 생활이
어렵고 엄마하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것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엄마가 고맙고 미안해” 했더니 “엄마,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강하고 더 잘배우게 됐잖아, 난 그래서 그게 더 고마워”하는 것이었다.
딸아이의 말이 백번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인 엄마이니까 그렇게
깨닫고 말하기가 쉬운것이지 겪은 어린아이들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는데도 딸아이는 대견한말을 내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말이 나는 또 더더욱 고맙고 감격스러워 행복의 지수가 막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삶의 행복은 이렇게 작은것에서 시작되는 평범함에서 부터이다. 그리고

더큰 행복은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서 더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질때인 것이다. 요즘 내가 만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고 특히 물질적으로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마음을 아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나는 그럴때마다 그분들께”부모로서
미안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실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자책이나 괴로워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못해 절약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할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안함, 그리고
자책으로 괴로워하는것으로 끝나면 그 가난은 우리의 삶을 할퀴는 상처만을 내고
갈것이다.그리고 그상처는 우리의 삶을 많이 황페하게 만들어버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건강하고 성실한 삶의 최선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가난은 자녀들에게 돈으로 살수없는 평생의 값진 자산을
만들어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당황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힘찬 격려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진 기회를 맞아(?) 부모님들이 넉넉하고 풍족할때는 자칫 소홀하게 여기게
될수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르칠수있는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절약하고 아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것을 감사할줄 알게하는 그 훌륭한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란후에 오히려 그 어려웠던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삶의 가치있는
깨닫음으로 인해 고마워하는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다 주어진 삶에 대한 부모의 성숙한 관점과 시각에 따라 우리의 모든
상황은 ,심지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일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모 의
성숙함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