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줄수없는 아이들
엄마와 딸이 함께 오는 케이스가 오늘 4 번이나 있었다. 2 명의 17 살과
16 살 15 살의 예쁜 아이들⋯그중의 15 살 한아이의 경우가 내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다. “시간을 되돌릴수는 없는거 라는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어릴때 엄마가
내게 해주지 못한 많은것들 때문에 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수없잖아요”
하며 너무도 서럽게 울며 이야기를 하는 그 소녀는 약 1 시간반을 그렇게 울며
이야기를 했다. 마음이 섬세하고 여린 착한마음을 가진 이 예쁜소녀는
초등학교시절 엄마아빠 관계의 어려움과 아픈 상황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의 사랑이 담긴 예쁜
쪽지가 담긴 도시락을 받고 싶었지만 자신을 늘 학교에서 주는 도시락만
먹어야했다. 그 도시락으로 고픈 배를 채우지만 허기지고 빈 마음은 채워지질
않았다. 자신과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쩔수없는 상황인것도 알지만 그러나 늘
마음의 허기짐은 어쩔수없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와 그 마음을 친구들로부터 채우려고 했다. 왠지 부모가 이혼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그아이들과 함께하면 그마음이 채워지는듯한 기분을
느꼈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질의 허기진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는것 만으로도
마음이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아이들이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이제서야 자신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에게 이 소녀는 엄청난
부당함을 느꼈다. 엄마가 해주지 못한것을 친구들에게서 채워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엄마에게 이제껏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봇물이되어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워 이제 더이상 대화를 하고싶지 않아졌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버린것이다. 또다른 한아이는 어려서부터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아빠가
픽업을 해서 가게뒷쪽에 있는 방에서 숙제를 하게하고 거기서 지내게 했다.
어둠컴컴한 가게 뒷 골방에서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지내야했고 중학교초기때까지
그렇게 지내면서 성격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아이가 되어져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다루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시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에는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알고 있다. 작은
행동하나로 아이의 감성을 채울수있는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밝은곳에서 아이들과
뛰놀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갈수있는 어울림들⋯.그러한 시간들을 놓치면
거기에는 슬프고 아픈 댓가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앤드
훼밀리 포커스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다.
기다려줄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놓쳐버려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말이다.이러한 경우들을 만날때마다 부모들과 아이들 양쪽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기다려줄수 없는 존재라는것을 안다면
그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기를 내야한다는것이다.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기위해서 포기해야 하는것
때문에 삶이 조금은 불편해 지는것도 감수해야한다. 그것이 경제적일수도
정신적일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시 언제라도 만회할수있는 기회들이
있는것들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는것들은 다시 언제라도 할수있는것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릴때의 순간순간의 기억들은 그들의 마음에
평생의 행복한 기억으로 인해 삶을 밝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씨앗들이 되기도
하거나, 평생에 분노나 아픔을 만들어내는 상처로 남을수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댓가는 부모나 자녀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의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뒤숭숭할때는 더더욱
그럴것이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자라주어 자신을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인으로 자라나 주는것, 이것 이상 우리의 삶에 보람과
행복으로 돌아오는것이 있을까? 이것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남기고 갈 소중한
자산이 더 있을수 있을까? 아닐것이다. 오늘도 기다려 줄수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놓치며 사는 큰 실수를 범치 말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