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천국으로
며칠전 뉴욕주 싱싱교도소로 한재소자를 면회하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교도소내 행사에서 만났던 한 스페니쉬 재소자가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하며 내게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며칠전 내가 면회를 했던 다른 한인 재소자가
석사학위 졸업식에 최우수졸업자 연설을 했단다.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거기
참석한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 한국말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국인 한
재소자를 재외하고는 다른 모든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 이었지만 그의
얼굴표정과 목소리의 감정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수있었기에 거기있는
모든사람을 울리고 급기야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것이었다. 나는 이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회한에 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수없었다. 내가 이글을 쓰면 정녕 이상황을 가슴으로
함께 느끼고 이해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될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쓰지않을수없는 사명을 느낀다. 이 재소자는 정말 앳되고 순박한 나이에 차분한
아름다움이 있는 얼굴을 가진 내 이웃의 흔히 볼수있는 평범한 그런 아이였다. 그런
그가 17밖에 안된 나이에 한인사회를 왈칵 뒤집어놓는 사건에 휘말려 형을 받고
9년을 살고있었다. 부모님들의 정성어린 뒷바라지가 계셔서 내가 자주갈 필요가
없어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다른 재소자들을 통해 항상 좋은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대학을 이어 대학원공부까지 하는 그를 만난 며칠전의 면회때는 부쩍 성숙해진
그의 내면과 타고난 온화하고 과묵하고 부드러운 그의 성품과 태도를 보며 과연
내가 이런 재소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
전도사님이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교도소에 가요” 라는 식상하는 반응으로 인해 실망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것같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내가 보고 감동받는 많은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 포기를 하며 살고있는지도 모른다. 상담중에 지나친 마약복용으로
내앞에서 눈동자가 획획 돌아가는 아이를 보는, 마약복용 후유증으로 나와
이야기하면서도 깜빡 깜빡 기절현상을 보이는 아이를 보는, 희죽희죽 웃다가

희귀하도록 험상굿은 표정으로 보이지않는 것과 이야기하다 내물음에 잠시 정신을
찾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매일 보는 ⋯ 이런 나의 삶의 현장은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수없는 비극과 비참의 현장이라고 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과 희열이 함께 공존해 있기에
나는 내삶에 늘 감격하고 감사해 한다. 누구도 가기싫어하는 끔찍한 교도소에서
가치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는것을
천국의 삶으로 비교한다면 지나친것일까 ?그리나 천국같이 넘치는 자유속에
살면서도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보는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해보고 싶다. 어 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우리의
엄숙한 질문이 되어야하며 어느누구도 보이는것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것은
죄이며 착한 사람 나쁜사람을 가리는것이 얼마나 미련한것인가를 매일 나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삶을 나는 오늘도 정말 사랑한다.
이 상숙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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