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상의 식대로 표현한다면 말그대로 무척 팔자가 센사람일것이다. 그것도 그냥
센것이 아니라 “억수로”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아니면 어떻게 영화나
소설속에서나 있을까 말까한 상황속의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명씩 만나 그들의
뜨거운 눈물과 회한과 절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일까? 어제도
찢어지는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떠올리며 문득 화장대 앞에 비친 내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때는
피상담자의 기가막힌 사연을 듣고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 이라는
생각으로 몇날며칠을 치를 떨고 있는 나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가 막지난 아들이 사귀어 데리고 들어온 철없이 담배만 피워대는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게되고 그 철없는 며느리를 한국에 있는 집까지 팔아
간호대학까지 보내 버젓한 자격증을 갖춘 간호원을 만들어놓은후 아이를 낳고
살던중 불시의 사고로 혼수상태로 빠져있다 죽은 아들, 그아들을 시아버지가
간호하고 돌보는 몇달동안 며느리는 550 만불 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시아버지
모르게 챙기고는 이미 전부터 만나던 남자와 아이를 낳고 살고,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주마저 못보게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시아버지를 만들어놓은 그 상황이
분하고 분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는 생각으로만 살게 되었다며 하소연하는
70 이 넘으신 할아버님의 인생의 스토리는 기가 막혔다. 또다른 이야기는 주위에서
순하고 순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던 좋은 남편,좋은 아빠로 살던중 도박과 함께
바람이난 아내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집안살림과 사업확장 그리고 아들과 딸을
챙기며 살림까지 도맡아하며 노력하던중 너무나 뻔뻔하게 나가는 아내의 막말과
막된행동에 엉겹결에 집어던진 것에 맞아 피가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아내를 계획살해하려고한 혐의로 뒤집어 씌움을 당해 미국이라는 풍토도 언어도
익수하지 않은곳에서 비정한 아버지, 남편으로 신세가 바뀌어 비참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치루어야하는 30 대후반의 남자재소자의 기가 막힌 옥살이 사연의
시작이 나를 상실케한다. 정말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 세상속에서 살아간다라는게
비감스럽다. 또다른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로 붙잡혀 사춘기가 막지난 청년이 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해 지금 37 세가

되었다. 몸도 성치 않은 이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옥바라지를 해오며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기 보다는 그 아들에게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살게 하고픈 바램으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또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머니와 그아들을 나는 종종 자주 만난다. 비단 이것뿐아니다 ,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가 숨이 턱에 차오르는듯한 그런 아픔을 가진 인생들이다. 내가 듣고
감당할수있는 이야기들이 도저히 아니기에 이런 인생들을 만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늘 구하며 살아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삶인것
같다. 내가 그들에게 명쾌하게 단번에 해답과 해결을 줄수있는 문제들이 더더구나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에게 나의 귀를 귀울여주고 그들의 눈물에 내아픈
진실한 마음과 눈물로 반응해주고 그리고 내가 해줄수 있는 작을 일들을 함께
해주며 잠시 내 어깨를 빌려줄수 있는것 뿐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줄뿐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들을 볼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런삶을 주심에 감사할뿐이다. 바로 이 “억수로 드센 팔자”일수도 있는
이 삷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쁠수 있는것은 바로 내게 이땅에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
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