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과 필연사이 에서의 감사
하이웨이 오른쪽 비상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좀전에 내게 있었던 일과 그리고
지금무엇을 해야하지 라는 생각에 잠시 멍해진다. 내 오른쪽 선에서 나보다 조금
앞서서 가던 중형트럭에서 덜컹하더니 사람 머리만한 돌들이 대여섯개쯤 튕키쳐
나오더니 “퉁퉁”튕기는 소리를 이어 내 차밑에서 쿵쾅하는 소리를 듣는순간 “
유리나 머리위로 안떨어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백밀러를 통해
차밑쪽에서 연기가 나는것이 보이는것이다. 아무래도 불안해 차를 비상도로에
세웠더니 차가 앞으로도 뒤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것이다. 순간 “왜 내게?”라는
질문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새벽에 일어나 약 4-5 시간가량 가야하는 교도소로
운전을 하고 가던중 교도소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면회날짜가 아니어서.”어찌하나”
라고 생각하다 가까운 곳의 싱싱교도소로 목적지를 바꾸고 다시 집에들러 필요한
사식으로 깡통음식들을 챙겨가지고 가던중 그런일이 생긴것이다. 우연은 없다고
믿는 나이기에 왜? 라는 반문을 해보지만 이내 납득이 가질 않았다. “왜,하필?”⋯
.항상 늘 든든히 지켜 주신다고 믿는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같은 순간적인
반문이었다. 면회를 가서 그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소망과 의미를 전하고픈
열정하나로 그날도 기쁜 발걸음 이었는데 말이다. 얼마동안을 대답도
얻어내지못한 생각에 팔려있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 토잉카를 불러 차를 맡기고
겨우 집에돌아와 혼자된 내게 “왜 이런일이?”라는 생각이 또 자꾸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던중 십여년전의 일이 별안간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도 한 전도사님과 34 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가려고 알바니를 지나 90 번도로로 갈때였다. 별안간 그
전도사님의 차가 엔진이 꺼져버려 비상도로에 세워보니 완전히 차가 죽어버렸다.
토잉카를 부르고 차안에서 기다리던중 갑자기 “콰당”하는 굉음과 함께 내머리는
천장에 크게 부딪치고 옆의 전도사님은 운전석문이 찌그러지면서 무릎을 부딪혔다.
지나가던 다른 차가 서있던 우리차의 왼쪽앞면을 급속도로 들이받으면서
대여섯바퀴를 빙글빙글 돌더니 저만치 쳐박혀 버렸기때문이다. 숨이 멋는것
같았다. 저안의 사람은 어찌되었을까? 한참을 멍하니 보는데 밍기적 밍기적 문을

열고 그 차속을 비집고 나오는데 다친것 같진않았다. 기적같았다. 그런데 더
놀난것은 한국사람이었다. 알바니도 한참지난 먼이곳에서 한국사람이 하필
우리차를⋯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캐나다에서 차로 내려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사업때문에 곧바로 캐나다로 가던중 졸다가 이런 사고가
난것이다. 결론은 그 사람을 멀쩡하게 살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가장 알맞은
각도로 정확히 받히고 있었기에 우리셋은 멀쩡하고 차두대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기가막힌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셋은 누가 먼저랄것없이 그분의
목숨을 살리시고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가
뭐라하기전에 “앞으로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할것같아요 두분을 통해 저를 이렇게
절묘하게 살리셨잖아요”하는것이었다. 그 먼곳에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과정과
결과가 정말 신기하고 오묘할 뿐이다.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우연은 불가능했다.
오늘 일어난 돌멩이 사건에 의아해 있는 내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져 옴은 무슨
뜻일까? 내가 만약 집에 들르지 않았다면, 조금더 늦거나 빨리 갔다면? 그건
모를일이다.더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바로 그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절묘한 도우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한 “나”라는 존재가 있게되고 그런내가 해야할것은 그저 감사일 뿐이라는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감사 또 감사일 뿐인것이다.
참!덤으로 그때 그 전도사님은 그 구닥다리차를 오늘 내일 하고 끌고 다니던차에
예상외로 많은 보험금이 나와 그 차와는 비교가 안되는 좋은 차를 사게되어 입이
싱글벙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