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웃들
며칠 남지않은 2007 년도의 달력을 바라보며 나는 이 한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기 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해를 보내고 있다. 결혼해서, 직장과
학교때문에 각각 다른곳에서 살고있는 세딸들, 유난히 딸들에 대한 사랑으로 늘
같이 있고싶고 보고싶어 하는 우리모녀는 엄마가 바쁘게사는 연유로 서로에 대해
늘 목이 마르다. 잘견뎌주는 딸들이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를 매일
필요로 하는 재소자들이나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가슴이 시린
청소년들,절망스런 부모들은 삶의 고통과 절망과 혼란스러움으로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족의 사랑과 푸근함들을 잃어버려 힘들어하는대신 우리딸들은 서로
보고싶어 목말라 하지만 이미 가족의 풍족한 사랑과 푸근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아이들에게 늘 이해를 구한다. 서로 보고싶어 하는 것을 참으며 사는것은 오히려
축복인것이다. 나는 내주위에 사랑하고 살아야할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살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든환경때문에 절망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이민의 삶도 만만치 않은데 남편없이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무거운 짐위에 설상가상으로 사춘기에 들어 자녀들의 방황과
갈등으로 인한 탈선으로인해 사는것이 사는게 아닌것처럼 살아가는 편부모들,
이들에게 나는 내게 기댈수있는 나의 어깨를 잠시 빌려주는 마음으로 그들과
이웃되어 산다. 이들의 삶을보며 나의 어떠한 형편도 조건도 감사하지않으면
죄가될것같은 늘 빚진자된 심정으로 살게된다. 이것이 또한 내삶의 은혜의
자리인것이다. 재소자들에게 한해한해는 매년 무정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외면하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침없이 지나가지만 자신들이 치루어야하는 수감생활은
아직도 까마득하여 나갈날을 헤아리는것이 현실속의 산수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것같은 절망감과 거기에 비례해 철장 바깥속의 세상은 자신들을 따돌리기라도
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마치 두려운 괴물처럼 자기들을

기다리는것 같은 불안감속에서 하루하루는 지내야하는 그들,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의미있게 살고있기에 그러한 염려나 불안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재소자들을
제외한 모든 제소자들은 삶이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는것이다. 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하려고 그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늘 찾아간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긴것도 잃어버린것도 아닌 자신의 정신건강으로 인해
그들을 품을 수없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바람앞에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애처럽게
처절하게 삶과 전쟁을 치루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엄마에게 나는
한사람의 친구처럼 곁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간다. 우리의 삶속에서 나는
어떠한 이웃을 곁에 두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질을 만들어간다고
말할수있다. 내수준과 기호에 맞는 사람들과 즐겁고 편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의 마음과 귀를 나의 어깨를 빌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삶은,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하고 , 내 삶의
존재와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권하고
싶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해는 삶이 힘겨워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삶을 통해 삶과 인간관계가 가르쳐주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담아보면 어떨까? 거기에 비로소 우리가 왜 살아야하는 지에 대한 대답, 즉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