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말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나 그것의 엄숙하고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는 간파하지는 못하는것같다.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동물이기에 같이 살아간다라는 수동적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모두는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지며 살아야한다라는 능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다.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비윤리가 난무하는.., 이모든것에 대해 우리각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위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나가서는 각자가
할수있는 최선의 일들을 나름대로 해나갈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불어사는 세상에
한사람이 되는것이다. 그저 나하나만 배불리고 내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라는 의식들이 없을때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절망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피해갈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50 개주중에 커네티것은
가장 부자중 한주이다. 그중 한가정, 아버지가 의사이고 딸둘와 아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다. 아침일찍 몰래 침입한 20 대 와 40 대
두남자가 아버지와 엄마 작은 딸을 인질로 붙잡아놓고는 17 살의 큰딸을
거래은행으로 끌고가 강제로 15,000 불을 인출하게 했다. 이때 딸은 인출종이에
도와달라는 글과 함께 은행원에게 제출해 돈을 찾아갔고 은행원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경찰이 집에 출동했지만 이미 엄마와 딸은 성폭행을 당한후 삼모녀는 죽음을
당했고 아버지는 간신히 살아나 중태가 된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것일것이다. 평화스럽고 부유한 한가정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붕괴된것이다. 소설이나 영화도 이정도면 소름이 끼치기에 충분하다. 살아남은
이아빠는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게될까? 그충격은 아마 목숨이
붙어있는한은 그의 삶을 찌르고 할퀴며 이렇게 함께 가야할것이다. 퇴근길에 있는
내게 전화로 이 엽기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알리는 남편이 “그 두사람이
한사람은 9 년 다른한사람은 15 년을 감옥에서 살다나온 출감자래” 라는 이 마지막
소리가 내가슴을 꽉조이며 아득해지게 만든다. 순간 내머리속에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내가 만나는 수감중에 있는 재소자들이
다른한쪽은 이 사건속의 출감자들이⋯. 이들은 같은 수감생활을 했지만 이
두부류가 만들어내는 삶의 내용들이 극에서 극인것이다. 내가 만나는 많은

수감자들,,그곳에서 변화받아 어떠한 방법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자그맣게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내가 매년 데리고가는 수백명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지않고 그들앞에 다드러내 고백하며 “내가 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됐는지..” 그 죄의 댓가를 이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불해야하는지,
교도소 안의 삶이 영화가 아니라 비참한 현실인것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상세히 알게해주고싶어 열띤 간증을 하며 “절대 너희들은 우리와같은
잘못된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라는걸..실수를 통해서 배울수있는것도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에는 너무 끔찍한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수감생활의 비참함을
부르짖으며 아이들에게 하소연하는 변화받은 재소자들⋯ 많은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재소자들의 진심어린 노력들
⋯ 반면에 출감직후 끔찍한 재범으로 한가정을 몰살시킨 두 출감자 ..너무나 극적인
대조이다. 이들의 차이는 다름아닌 더불어사는 세상속에서 엄숙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과의 관계성속에서 찾고 발견한자로서 삶의 긍정적이고 바른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변화된 재소자이며 다른 둘은 그 만남과 기회를 갖지 못한것일것이다.
나, 나, 나만 잘살면 된다며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자들에대한 엄숙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말이다 상처와 고통속에서
소외당한 한인사회속의 많은 가정과 청소년들, 그들에대한 진지하고 성숙한
책임의식이 없는한 우리는 또한 그댓가를 우리자신이 우리자녀가 받고
살아가야한다는것에 눈을 떳으면 좋겠다. 보살핌을 받지못한 일그러진 심령을 가진
소외된자들이 우리자녀들에게 타락한 문화를 가르치고 마약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차마 입에담지못할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라는것은 절대 비약만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