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아버님이 자녀문제로 찾아오셨다. 아이가 사춘기때부터 하기 시작 한
마약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시곤 몹시 충격이 심하셔서 찾아오셨다.
물어물어 마약의 분야에 알만한 사람은 다찾아다니셔서 알아보시곤 맨 나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울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상세히 물으셨다.
그리고는 아이가 이렇게 되니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것 같으시다며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기 시작했다.아버지로서, 한인생으로서 헛살아
온것같은 심경이 든다며 자식을 그렇게 만든 자신에 대해 정말 인생자체가
무상하고 허무한 마음에 새벽동이 떠오르는것조차 모른채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단다. 늘상 이러한 상담을 할때 상대가 당하는 심경에 마음이 늘
안타깝고 안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또 다른것같다. 자식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앞에 내자신도 숙연해지는
마음이다. 나는 내가 드릴수 있는 정보와 도울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는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지껏 교회를
다닐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는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자식의 위기상황 앞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깊은 한숨속에서 맞이 하는
새벽이 하루이틀⋯. 이렇게 지내면서 문득 어느새벽, “누구한테도 말할수 없는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교회에라도 가서 하나님앞에 다 쏟아붓고 라도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셨단다. 그러던날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든것같다. 내가 무얼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버지의 깊고깊은 가슴 밑바닦에서 부터 나오는 진심의 고백을 하게되었다. 이
아버지는 아무 의도도 그리고 무엇을 하자는 것도 또한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것도 아닌 그냥 아버지의 깊은 진심을 그냥 아들앞에 토해놓은것이다.
그런데 얼마후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란다. 전혀 그러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말들을 하며 그리고는 자신이 마약을
끊기위해 아버지가 권하는 기관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치료를 받겠단다. 바로
치료의 시작이 시작된것이다. 심각한 마약복용자들을 상담하면서 내가 가장
힘든것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자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인것이다.

이과정에서 나는 상대를 결단하게 하는데 많이 실패했었고, 혹 그 결단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거기 까지 겪는 과정과 수고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결리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가 치유기관에 가겠다고 결단만하면 벌써 치료는
50%이상 이루어 진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뻐했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진심의
고백의 한마디가 아들의 결단을 만들어낸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는 사람을 가장 인간적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것이다.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문제가
있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는 자녀에게 “네 속에 악한것이 있어서””네가
교회를 안가서⋯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등등의 설교, 정죄등으로
자녀에게 화살을 돌리는것으로 인해 자녀가 더 분노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악화되는 경우들이 적지않았다. 그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난 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의 차이를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가슴과 양심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고 양심적으로 말할수 있고 행동하게 되는것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력과 힘이 있는 것이 라는 것을
말이다.

제목 ---죽은 기도와 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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