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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만남 8-15-2012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적인 아름다운 삶의 과정이다.
인생의 라이프 싸이클에서, 아름다운 삶의 일상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다.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 날 때 부모를 만난다. 그 가정이 어
떠한 집안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모르지만 여느 아이처럼 방글 방글 웃으
면서 주는 젖을 잘 먹으면서 대체로 무럭무럭 그 집안을 알아가면서 부모와
함께 만남을 즐긴다.
자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다른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학교에서 지식
을 배워가고, 친구들과 노는 법을 배우면서 만남을 즐거워하게 된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청년이 되어 가면서 이성이란 다른 성의 만남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지고, 가슴이 시(詩)로 저려오게 되
는 것이다. 이성의 만남은 자라면서 성숙하여서 결혼으로 이어지며 가정을 이
루게 된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만나는 즐거움
을 부모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슴이 뛰며 보람된 만남은 창조주이신 하
나님과 그가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
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과 과정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또 학생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되어 저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있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는 대체로 고된 인생여정에서 밑바닥의 삶에서
눈물로 지새울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다.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17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자라서 성숙하여지면 항상 기뻐하며, 쉬
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 갈 때에
는 나를 구원하신 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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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 가지의 만남을 노사연이란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 이였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여기 요양원이라는 곳, 인생의 끝자락,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 사랑과 소망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분 중에 한 할머니는 처음에 요양원에 오실

때는 여러 면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불안해하시고 늘 심기가 편찮으셔서 가까
이에서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러든 어느 날에 우연히 조금 큰 인형(아름다운
여자 아이)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달라고 하드니 안고 입 맞추고 그 아이(인형)
와 대화하시기를 시작했다.
그 할머니와 인형아이와의 만남은 할머니의 생활을,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항상
웃으시면서 주무실 때도 같이 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잘 잤냐? 우리
아가야 아픈 데는 없냐? 피곤하면 재워 줄께! 배고프지 않느냐?.............”
끝없이 대화하시면서 하루를 아이와 함께 기쁨으로 보내신다. 우리가 아이를
잠깐이라도 달라고 하면 할머니의 어린 딸아이를 아프지 않게 잘 안고 다루어
야 한다고 성심으로 부탁하신다.
만남의 사연은 할머니께서 북 쪽에서 이남으로 오실 때에 여러 가지의 형편에
서 어린 딸과 헤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어서 그 사랑하는 딸과 헤어졌는데, 많
은 세월을 사시면서 무의식속으로 깊이 들어 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
으로 이민을 오시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치매(Dementia)라는 80 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 이상을 침범하는 치매병과 만남이 되신 것이다. 사랑하는
딸과 헤어짐의 안타까움이 무의식에서 헤엄쳐 나올 때에 아름다운 인형이 자
기의 사랑하는 딸로 착각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착각이라고 부
른다.
아름다운 착각과 함께 사랑의 가족 같은 공동체인 우리 요양원에서는 만족스
럽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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