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으로 만드는 가정
오늘도 집에 가는 발걸음이 바쁘다. 이미 다 자라준 딸들과 이해심많은 남편으로
인해 저녁 식사준비로 목을 맬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마치 저녁 식사준비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양 특별한 저녁모임이나 행사가 없는 날은 상담일만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가기가 바쁘다. 내게 가족을 섬길 기회를 주는건지
마음이 너그러운 식구들은 내가 9 시전에만 도착하면 식사를 하지않고 기다려준다.
부지런히 옷만 갈아입고 손만 씻은채 반찬과 국, 찌게를 준비하는 나는 누가
쳐들어노는양 수선스럽다. 그리고는 식탁을 다 차린후 가장 중요한 30 초의
시간(이것을 위해 내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분주했던 ),뜨거운 찌게나 , 국,
내가 만든일품요리하나와 밑반찬을 앞에 놓은 식구들의 얼굴표정과 분위기를 꼭
놓치지않는다. 군침을 넘기며 시장기를 쓸어내리며 감동하는 그얼굴, 바로
그얼굴들을 나는 선사받고 싶은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슴으로 받고 싶어하는
식구들의 사랑과 감사의 얼굴인것이다. 동시에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그것을 안다는듯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표정들로 표현하고 있는것을 나는 즐기고 있는것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매일 식탁을 통해 식구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식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먹으며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다. 내가 만든 일품의 된장찌게 ,
미역국,그리고 딸들을 통해 대학친구들 ,교회식구들까지도 소문으로 이미 그맛을
인정받은 돼지 삼겹살을 먹자는 김치찌게등 내게는 손꼽을 만한 정도의
일품요리목록이 있다. 지금 나의 요리솜씨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요리에는 취미도 소질도 정말 없다, 부엌에 있는시간은 억울할정도로 아까와 하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다.
그러나 둘째를 시집보내고 그리고 이제 큰딸도 곧 결혼울 앞두고 막내만 대학에
있는 이미 장성한 딸뜰을 둔 엄마와 아내로서 26 년이란 긴 시간속에서 가정을
일구어오면서 가정은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아니며 가족 한사람한사람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상대의 존재가치와 생명을 만들고

자라게 하며 그것으로 인해 어느것으로도 끊을수없는 끈끈하고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성과 울타리가 만들어지는것이 가정인것이다. 그래서 한사람도 이 가정의
울타리안에서는 낙오될수없고 상처받아 곤고해짐이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부딫힐수 밖에 없는 거센 비바람과 폭풍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함을 얻고
새살을 돋게 하는 생명의치유함이 있는곳이 가정이어야하는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지성소의역활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는 여러가지면에서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정의
식탁이라는 곳은 이러한 사랑을 먹고 먹이는 가장 중요한 곳임을 배웠기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런 식탁을 베풀기위해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이런
사랑을 먹이려는 정성이 바로 오늘의 나의 음식솜씨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하다.
내가 자랄때 늘 할머니와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먹는데 인심난다”그리고
아무리 소원한 사이라도 식사를 함께하면 그거리감이 어느새 좁혀지고 만다는
어른들의 이야기, 심지어는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함께하신것을
보면 함게먹는다 라는의미가 예사롭지는 않다는 의미를 전달 해주는 것 같다 .
이민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축이되어 삶의 형편과 모양새가 본질에서 어긋날수는 없을것같다. 아무리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빠듯할지라도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먹고
먹이는 이시간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것들을
한꺼번에 메우게 하는 묘한 비밀이 있기에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의 손길은 사랑을
준비하는 숭고한 손길인것이다. 어눌한 우리의 언어를 ,어색한 우리의 행동을
능가할수있는 사랑의 진솔한 표현이 바로 엄마의 식탁인것이다. 한번 이번
감사절의 식탁을 풍성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준비해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해보는
시작으로 가정의 식탁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