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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에는 비둘기가 산다

충북본부는 설을 맞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살림살이가 고
단해진 관내 불우 시설들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금요일 오전에는 멀리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평화복지선교회’ 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19명의 성인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
인 주거시설로 청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여를 달려가야
하는 거리에 있다.
행정적으로 보면 ‘진천’은 충청북도 서북부에 있으며 6만여 주
오전 10시 무렵 큰 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얼마를 더 들어가

민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내륙 지역이다. ‘진천’ 이라는 지명

서야 ‘평화복지선교회’ 간판을 찾을 수 있었다. 정문에는 시설

은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금물노군(今勿奴郡)’, 통일

장인 백영호 원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이 마중을 나와

신라시대 흑양군(黑壤郡), 고려시대 진주(鎭州)를 거쳐 조선

있었다. 밖은 아직 추웠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당황

태종 13년(1413년)에 얻어진 이름이다. 지리적으로 진천군

스러움도 다가왔다. 그들의 몸은 방문객들을 향했지만, 시선

은 차령산맥에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어

보면 마치 자연 성곽 도시처럼 보인다. 평안하고 안락한 느낌

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모두 기뻐 보였다.

이 드는 지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거진천(生居鎭川)’ 이
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

심동수 사무국장은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 방문객이 많지

미일 것이다. 이곳 ‘생거진천’ 에 ‘평화복지선교회’ 가 있고 19

않고 불러주는 곳도 없어 일년 내내 시설 안에서만 지내야 하

명의 중증 지체장애인이 있다.

는 형편이며 사회의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한 곳’ 이라고 설
명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 기관, 단체가 불우시

2월의 햇살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포옹으

설을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곤 한다. 이들의 따뜻한 마

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본부장의 모습에서 그들을 이해하

음이 전해진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다.

려는 진심과 고단 삶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불우시설에 대한 사회의 손길에도 편리를 향한 우리들의 욕심

창 밖 마당에 내려앉은 한 무리 비둘기가 날지 않고 햇볕을

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즐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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