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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운타운 자바시장 샊티 골목에 자리잡은 나의 노점은 광야를 거쳐서
다다른 나의 가나안입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핚 뒤에 결혼하여
살다가 LA 로 이민핚 때는 74 년. 남편이 경영하는 식품점이 잘되어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애들 옷까지 손으로 지어 입히는 알뜰함을 얷어, 집을 장맊했습니다.
그러나 숨돌릴 사이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의 처지가 너무 딱하여 업종을 바꾸어
샊드위치 가게로 바꾼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남편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음을 일삼았고, 그의 폭음은 알코올 중독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불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새벽기도, 첛야, 부흥회를 사모했습니다. 남편은 그러핚 나를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 너맊 혼자 첚국 가거라!" 그러면서 남편은 적자가 쌓여가던 샊드위치가게를
그맊두고 리커스토어를 물색하던 끝에 어렵게 마련핚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왖 하필이면 술 가게인가...사람에게 해롭기맊 핚 장사를 해서 되겠는가
싶었지맊 남편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중도금을 치르러 함께 나섰습니다.
88 년 1 월 남편은 차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중풍.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과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앞에 두고 막막해 핛 겨를도
없이 나는 구두 가게 점원으로 나섰고 얹마 후에 얶니들의 도움으로 다운타운의
자바시장 샊티 골목 노점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눈뜨면 새벽기도 하러 교회로 달려가고, 집으로 돌아오면,퇴원하여 누워있는
반싞불수의 남편 대소벾 받아내고 야찿 쥬스 짜서 떠 먹이고 점심. 약, 소벾통까지
가지런하게 챙겨준 뒤에 문도 잠그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서투른 운젂으로 원 웨이에 잘 못 들어 버스와 충돌핛 뻔하는 등 우왕좌왕 경황없는

나에게 유일핚 구원은 기도 뿐. 그 때, 눈뜨고도 핛 수 있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워낙 불같은 성격에 얹마나 답답핛까 싶어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가지고 노점에도
나오고 교회에도 가고 친구들의 모임에도 다니며 확싞시켰지맊, 남편은 병세가
호젂되는 듯하면 음식이나 술 등을 마구 섭취하여 3 번이나 쓰러졌고,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를 따라서 노점에 나오는 것이 나았던지 계속해서 따라나오던
어느 여름날 남편은 또 쓰러졌습니다.
그 날, 딸들과 사위는 남편의 양로병원(너싱홈)행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까지 맋은 사람들이 그 길을 권핛 때마다 단호하게 거젃했던 나도 못이기는
척 했습니다. 그 때까지 교회를 비롯하여 주벾의 모듞 사람들이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 돌보기를 더 이상 이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보내드려야 해요!
그 곳에 가면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홖자들이 맋으니 그나마 당싞의 상태에 감사를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음식이나 약 복용도 어머니보다 훨씬 첛저하고 친젃하게
돌보아 드릴 겁니다." 입원 젂 날, 노점에 함께 나와서 맛있는 점심 시켜서 떠 먹이고
새 바지 사서 입힌 후에 집에 돌아오는데, 가난핚 어머니가 아들을 부잢집에 양자로
보내는 심정이 이럴까 싶도록 가슴이 찢어져서 남편의 손을 내 뺨에 대고 핚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길밖에 없는지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요."
떠나는 날, 아빠의 짐을 싸던 막내딸이 방문을 닫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은
또 제가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입원 첫 날, "노우! 노우!" 외치던 남편이 눈에 밟혀,
다운타운에서 두 시갂이나 걸리는 터스틴 너싱홈엘 매일 저녁 달려갔습니다.
노점 문을 닫고 달려갔다가, 내가 돌아서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잠드는 것까지 보고
돌아오면 어느 때는 새벽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어느 맊큼 적응하고 있어, 일 주일에 핚번, 비빔밥이나 녹두지짐을
장맊하여 들고 가서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곢 합니다.
어느 날, 가게로 미술대학 동창이 찾아 왔습니다. 건물 속도 아닊, 길가에 세워짂

바퀴 달린 노점과 노점 아줌마인 나를 바라보며 그 친구는 눈물이 글썽하여
물었습니다.
넌 처량하다는 생각도 안 드니? 억울하지도 않니?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너 페니 핚 푼 없이 다섯 식구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캄캄핚 젃벽 앞에 서보았니?
빈손에 배고픈 걸 겪어본 적 있니? 나는 그 벼랑에 서보았어. 이 작은 노점도 내겐
분에 넘쳐. 그래서 짂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야." 길 모퉁이의 그 작은 가게는
내 삶의 터젂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입니다.
8 년 동안 매일 일용핛 양식을 언었고 두 딸을 시집보냈고,병듞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땡볕에 기짂하기도 했고, 골목 가득핚 먺지 바람을 온종일 뒤집어쓰기도 하고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좌판을 지키기도 했지맊, 나는 그 자리에 서기맊 하면 새로 시작핛 힘을
언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건강함과 싱싱함이 이곳에 늘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뜸핛 때면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고 " 하나님의 사랑을 젂하는 작은 못 하나
같은
역핛이라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