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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인연

7호선 전철 수락산역에 내리면 아파트 숲 사이에 쉼터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밥을 씹어 먹어 본
적이 없는 중증장애아들입니다.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무궁화회를 통해 봉사를 가게 된 것이 1999년11월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뒤틀린 몸과 방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겨우 진정하
고 그날은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다음에 또 올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장애가 있어 체격이 작아 아이들 같지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아이들
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워
있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 또한 하지 못하는 아
이의 얼굴에서 너무도 예쁜 미소가 보였습니다. 티 하나 없는 맑은 눈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방은 남자아이들이 있는 민들레 방입니다. 이 방에는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같이 생활합
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칭하십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혼잣말로 그렇게 말씀
을 하십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장애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이들과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중
에 조금은 인지능력이 있어 알아봐 주는 동진이가 있습니다. 동진이 나이는 이제 30살이 돼갑니다만 외모는
고등학생 같아 보입니다. 우리 잘생긴 동진이는 제가 가서 ‘아줌마 왔어’라고 말하면 미소를 지어 줍니다. 또
한 아이는 종진이입니다. 정말 유난히도 하얀 얼굴과 예쁜 미소를 가진 종진이도 나이는 20대지만 초등학교
체격이었습니다.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종진이가 보이지 않아 여쭤보니 지난달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종진이가 알까요? 제가 종진이가 떠난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힘들게 살았지만, 항상 밝고 예쁜 미소를 보여주었
던 종진이가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양
원을 방문하는 토요일 아침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일은 이제는 하지 않는 답니다. 오랜
시간 한 번도 아이들이 저에게 아줌마 오셨냐고 말해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
들도 반겨준다는 것을….
이제는 퇴직하신 요양원 총무국장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지 않고 매번 와주셔서 감사합니
다.’ ‘별말씀을요 와서 하는 일도 변변히 없는데요.’라는 말에 ‘아뇨 이렇게 아이들을 보러 와주시는 것이 감사
합니다.’라고
요양원 소식지에 이런 글을 쓰여 있습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달라
는 삶보다 알아주는 삶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관계가 깊
어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섭섭함을 느끼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넉넉함을 느낍니다. 행복은 ‘알아달라는 삶’
에 없고 ‘알아주는 삶’에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잎 클로버의 뜻 말은 행운입니다.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 세 잎 클로버의 뜻 말은 행
복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 옆에 있는 행복을 지나치지 말라고. 요양원 아이들을 보고 돌아설 때면 왠
지 모를 작은 행복이 느껴진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
에 다시 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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