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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십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삼십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삼십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안
아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밧데리를 빼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삼십 년 동안 남편이 � �낳括㎏�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센爭�건넸는데, 그 마음
은 모르고 나는 뾰로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
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주어
야겠다"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노부부......
정말 가슴 찡한 글이면서
많은것을 느끼게 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