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모심 사랑의 편지 당선작 (1)
사랑하는 우리 엄마 류여사님께
엄마, 나 셋째딸 소영이.
얼굴 마주 보다가 이렇게 편지로 말을 하려니 너무 쑥스럽네. 홀어머니 외아들인
아빠한테 스무살 때 시집와서 한 성격하는 할머니 모시고 30년 넘게 살면서 엄마가
참 많이 고생하고 산 거 알고 있어요. 거기다 두 분 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7년 동안
아빠 간병하고 2년 동안 할머니 간병하면서 직장 다니고 집안 일 했던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나 같음 그렇게 구박했던 할머니 미워서라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매일 퇴근하고 죽 끓여서 할머니 계신 병원에 갖다드리고 씻겨드리고 오고..
주위에서도 다 대단하다고 했었지. 그러다가 아빠가 큰언니 결혼하고 3일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아빠 돌아가신 다음날 돌아가셔서 두 분 장례 치루고
했던 그 때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었지.
언니들은 결혼하고 멀리 있어 같이 살던 내가 힘이 되어주었어야 했는데 그 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거 같아. 현실을 벗어나고 피하고 싶었어. 엄마가 나를 많이
의지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거 같아.
그 때가 벌써 9년 전이다... 엄마도 벌써 환갑이 되었고, 요즘 들어 계속 아프다고 하고
병원을 가도 잘 낫지도 않아서 마음이 많이 쓰여. 동생이 같이 있긴 하지만 아빠 없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주말부부라서 평일에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보다는 자주 못 봐서 좀 그렇네.
결혼 준비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서로 많이 싸우고 서운함도 많이 쌓이고 엄마가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린 아침에 싸워도 저녁이면 푸는
엄마랑 딸이니까 금방 또 풀리겠지?
내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도 툭툭 던지고 짜증도 많이 내서 미안해. 엄마가 제일
편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좋은 말을 못 했던 거 같아. 엄마 성격이 여려서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안 고쳐지네.
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할께요.
어릴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고, 비오는 날은 항상
학교 밖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엄마가 기억에 많이 남아. 지금도 네 명 딸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힘들어하는데^^
난 다음에 내 딸에게 엄마 같은 엄마는 절대 못 될 것 같아. 엄마의 정성 때문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잘 큰 거겠지?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셋째 딸 소영 올림

지난 모심 사랑의 편지 당선작 (2)
부모님께
엄마, 아빠 큰딸 정현이에요.
오랜만에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제가 엄마,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지도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식이 12월의 추운 겨울날 이였는데, 어느덧 날씨는 제법 따뜻해져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네요.
어렸을 적, 저는 언제나 귀찮게 엄마, 아빠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맘에 들지 않으면
생떼를 쓰던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 치시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느 부모님처럼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크기를 바라셨을 텐데 유난히 길고 지독한
사춘기를 앓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속도 많이 상하셨죠? 그리고 그런 딸이 이제
철이 들어 잘하나 싶더니 되레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니 또 얼마나 놀라셨나요?
아직도 그날의 엄마, 아빠의 놀란 표정이 떠올라요.
하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믿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셨죠.
언제나 저하고 싶은 대로 생떼만 쓰는 딸인데, 그런 딸을 엄마, 아빠는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이젠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결혼했다고 바로 어른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빠와 좋은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시댁어른들께 엄마, 아빠 미안한
마음 들지 않도록 제가 잘할게요.
20여 년 동안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엄마, 아빠께 받은 가르침, 깨달음, 사랑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줄 거에요.
결혼하고 보니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네요. 부모님의 뒷모습. 제가 가서 한번 꼭 안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네요. 하지만 이번 모심 행사를 통해 용기 내어 제
마음을 전해 보아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뻐해 주고, 바른길로 향하게 잡아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항상 바쁜 우리 엄마, 아빠, 모임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늦둥이 아들, 딸
키우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늘 침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위 덕 많이 보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다하려면 수천 마디의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다음 생에도 꼭 저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큰 딸 정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