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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의 아이들

(이민아 지음. 열림원)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세상에 고난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연속적으로 오는 습성을 지닌 그 쓰나미같은 고난 앞에서 버텨낼 장사는
하물며 얼마나 될까?
고난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땅끝의 아이들’에는 그렇게 고난가운데서 발버둥치다 이를 신앙으로 초극하고
승화시켜나간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러 감동을 주거나 가슴을 후비려 들진 않지만 작가 스스로가 느낀 아픔과 감
동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마치 손가락을 칼에 베인듯한 아린 느낌을 내내 갖지 않
을 수 없게 한다.
이름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모(이어령-강인숙) 밑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거짓과 위선, 그리고 공허함. 그 굴레에서의 일탈을 꿈꾸며 시도한
결혼과 실패, 재혼, 아들의 방황과 죽음, 암 발생과 수술, 재발, 시력상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자폐…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다가온 고통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녀는 몸서리치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따지고, 울부짖으며 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는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간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경험을 신앙의 질료로 삼아 땅끝의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나선다.
땅끝의 아이들, 그건 작가 자신이었고 아버지였고 마르다였고 베드로였다.
아니 그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모두였다.
책을 읽는 내내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담담하게 회상하며 읊조리는 듯한 그녀의 구어체적 고백은 독자를 곁에 붙들어놓는 묘한 마력이 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누이이기도 했다.
때문에 시리디 시린 가슴에서 토해내는 그녀의 한 마디 마디는 비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처절하게 가슴을 파고 들어온다.
연약하면서도 강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뛰어나고,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선진들 못지 않게 뛰어난 승리
자의 모습을 그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늘 누군가가 안아주기를 바라던 그녀는 지금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빨리 안아주시려 그녀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서둘러 데려가셨나 보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불행과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승리자요,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가? 꼭 그녀를 만나보라. 단언컨대, 분명 그녀가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
사족. 일반적인 글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직접화법, 대화체 어투가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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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가운데 빨려 들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감동에 젖어 들게 될 것이다. 다만 20쇄를 찍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
른 책이라곤 믿어지지 않게 오자가 많은 게 옥에 티. 그레이스 북카페에 가면 지금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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