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사랑
사람은 성격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한두가지 자기자신에게 특별한것에
대한 까다로운부분이 있는것같다. 나는 음식은 비교적 가리지 않고 다잘먹는것에
반해 내가 입는옷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있다. 대부분 빅세일일때
장만해서 입는 옷들이긴하지만 심플하고 단색이어야하며 세련미가 있어보이는
내게 가장 잘어울리는 옷을 선호한다. 이것이 갗주어지고 난후면 가장중요한것은
입고 나서 편안한가이다. 아무리조건이 다갖추어져도 내가 착용후 편안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내옷은 아니다라는 판명이 나는것이다. 이렇게 옷의 편안함은 내옷이
되느냐 안되는냐의 최종 심사기준일정도로 가장 내겐 중요한 조건인것이다.
편안함은 곧 고마움이 되는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청소년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한인가정들의 부부들의 삶을 볼때 참 마음이
춥고 시립다라는 마음이 든다. 부부라는 관계가 저렇게 만들어져 살때 저들의
마음의 행복의 자리는 과연 있을까? 부부라는 이름만있지 관계성이없는 , 서로의
어려운마음을 보듬어주는 마음보다는,서로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불쌍히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함께 긴세월을 함께 해준 고마움에 마음이 찡하고
애틋해 살뜰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서로의 눈빛과 말소리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수있게하는 깊은 우정같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말하기전에 상대의
얼굴표정과 뒷모습과 어깨만을 보고도 상대의 하루를 , 기분을 읽는 서로에대한
민감한 배려보다는 서로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남보다 더남같이 살며
이해보다는 풀어야할 오해가 산처럼 쌓여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풀어가야할지
몰라 혼란스레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름만이 부부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것같아 무언가 꽉막힌 답답함과 슬픔을 느끼는것을
보게된다. 그날도 연로하신 분의 전화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딸과 사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관계는 최악의 이혼직전의 답답한
상황인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들으며 또한번 나의 결혼생활, 자녀 그리고 그것이
있게한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존재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25년을 함께살아온 나의 남편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까지 이르자 가슴밑바닦에서부터 고마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남편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단어는 다름아닌 바로 고마움이었다. 가슴떨리는, 가슴을
두근거리게하는 사랑이 아닌 25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남편의 여러가지가로 인해 나는 남편에게 “고마운 사랑”이라는 표현외에 더
적절한것이 없는것같았다. 나는 더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왜 사랑이면 사랑이지
고마운 사랑일까?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할것같다 그리고 반드시 그사랑앞에
고마운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여할 이유가 내자신을 정직하게들여다볼때 너무나
많이 있음에 나는 더더욱 그 “고마운⋯” 이란단어가 남편앞에 이렇게
어울릴수있을까에 스스로 감탄해하며 따듯한 생각속에 잠기며 감동에 빠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앞에서는 가장 공정한것같이 굴면서 남편앞에서는 마치
철없는아이가 아빠에게 어리광 피듯이 무경우로 떼쓰는 나를, 바같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상한 손길로 빨래나 떨어진 단추도 차분히 달아주지 못했던
나를, 혼자 벌어서는 살기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정말 우직한 소처럼 성실히 평생을
일하며 불평하나없이 딸셋과 큰딸(바로 철없는 나)을 뒷바라지하며, 가정에서
주부로서 푸근한 역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근히 이것저것 까다롭고 깐깐한 나를
마치 철없는 큰딸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아빠마냥 그렇게 너털웃음으로 웃으며
받아주고 품어주고있는 남편은 나에게 더없는 고마운 사람인것이다. 우리가정이
이렇게 존재할수 있었던 이유중 가장큰이유는 바로 나의 부족함을 귀엽게 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존중해주었던 남편의 고마운
마음 때문인것이다. 이런 우리부부도 25년을 살면서 정말 가끔하는 부부
싸움중엔 잠깐이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소중함 고마움 이런것들을 마치 전혀
없었던처럼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같이한 어려웠던, 행복했던 그시간들로인해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편한사람이 되어있는가이다. 잘맞는 옷처럼 그래서 마치
입지않은것처럼 그렇게 편한 ⋯그래서 고마운 사람인것이다. 그래서
내사람인것이다. 주위에 적지않은 많은 가정이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은 우리모두가 아는것일것이다. 이혼후 새로운
출발에 어떤 기대가 있어 그러는것이아니고 지금현재의 갈등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런 궁여지책의 마음으로 그런다는것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어렵고 힘들었던,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한때는 서로에 대한 애틋하고 따뜻한
,그래서 내사람이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붙여주었던 그사람이 바로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자,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작은 장점하나를 먼저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주는 그 작고 겸손한 마음이 내안에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있다면 나와함께 해준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되지않을까? 아픔과 갈등을 가진
한인가정의 부부들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움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길 두손모아 기도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