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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참여하죠?

Essay

길에서돋뜯는사람대처법

Essay

우리 집 주방은 온전히 아내의 공간

입니다� 그릇하나 접시하나� 심지어

는컵하나에도다자기자리가있지

요� 이런 아내의 공간에 한 달 정도

들어가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릇 제대로 못 놓는다고

구박� 냄비를다른곳에두었다고구

박� 설거지 하고나선 그릇을 아무렇

게나 막 포개놓았다고 구박� 구박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왜 제가 아내

공간인 주방에 들어섰냐고요? 집사

람은곧출산을앞두고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아내 대신 주방에

들어가면서 느낀 건 주방이라는 공

간이� 행복을가져다주는곳일수도�

불행의 시작이 되는 곳일 수도 있다

는사실입니다�

주방은 침실이나� 거실 따위의 공

간과는 거의 분리되어있습니다� 저

희집처럼평수가작아� 거실얘기하

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도 주방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싱

크대를바라보며 �혼자� 식재료를손

질하고� 칼 질 하고� 끓이고� 졸이는

일을합니다�외롭습니다�

또식단정하는건�정말스트레스

입니다� 휴일은더합니다� 아침먹으

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어김없

이 돌아오는 식사시간� 고민은 반복

됩니다� 문제는 맛까지 없다는 것이

지요� 아!

이렇게 되고 보니� 주방이란 공간

은 정말 불행이 시작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에는 분명히 신혼

이라는 사랑의 방패가 있지만 결혼

10년이 넘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요� 주방에서행복을만들어봅시다�

아내 혹은 어머니를 주방에 �항상�

혼자두지는않았나요? 식사 준비를

함께 합시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표

현은맞지않습니다�

간혹� 음식이 싱겁거나 짜더라도�

맛있다고 얘기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어야죠� 음식 만든 사람에

게제일행복한순간은� 맛있게먹어

주고�맛있다는칭찬받을때입니다�

힘든 집안일을 마쳤을 때는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잊지 말도록 합시

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하

루를보내고난후아내에게 �고생했

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들

었던게싹가시더군요� 그러니아마

맞을겁니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요리를 배웁

시다� 아내생일에미역국정도는끓

일줄알아야죠� 오늘은제가닭볶음

탕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배우

고 이번이 4번째 도전입니다� 하지

만그맛은?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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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대학교 시절부터 �도에 관심있냐�

�성경공부 하지 않겠냐� 이런 걸 무

수히 당했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이

었습니다�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에서어떤아저씨가절부르더군요�

여기서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려

는데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답니다�

안암동 길을 알려달라기에 �어떻게

가더라?�생각하며잠시멍�해있는

데 아저씨가 다시 제게 묻습니다�

�이아파트사는가?�

�왜 내 집을 묻지?� 수상해서 �아

뇨여긴아니고요�라고말을하려는

데� 아저씨는제말을가로막고본론

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지갑을

잃어 버렸어� 집에 가려면 광역버스

를 타야 해서 그러는데 2000원이나

3000원만빌려주면	��

아까는 집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

겠다면서 갑자기 웬 광역버스! 사실

그땐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정

확히 5000원 한 장은 갖고 있었지만

버스에서 돈 거슬러주는 것도 아니

고요�

아저씨가대답을재촉합니다� �아

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집에

가야해서그러는데	�

정말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혼자

구시렁대면서사라지더군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친구도� 또 그 따님도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당했었다고합니다� 길묻고돈빌려

달라고하기� 요즘자주등장하는신

종수법인가봅니다�

다른 날 남친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명쾌한해결법을알려주더군

요� 이렇게요� 
경찰서에 가시면요�

신분 확인만 되면 근거리는 경찰이

태워다주고� 원거리는 차비를 대준

후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와요� 이건

국민이 경찰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니까� 어기면그경찰서가신고대상

감이거든요� 그러니 경찰서에 가서

당당히요구하세요��

이런 좋은 방법이� 남친은 �실제

로 그래� 난 이 방법으로 몇 번 대응

해봤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

게�라는군요� 이 글 읽는 분들도 명

심하세요� ?@ L� FeqpfEfE�bdeFFC�cFf

아내대신살림해보니


Memory

Fun

동네 피트니스에 웬 아줌마가 거구

를이끌고나타나더니내앞좁은자

리를 비집고 들어와 둥지를 틀었다�

아니다 다를까 앞뒤로 부딪칠 것 같

으니까 �뒤로 좀 가주시겠어요?��

아니 왜 내가 뒤로 가야해� 뒤는 벽

이라고� 만원 버스에서 �아유 좀 비

켜봐요�하는그말투다�

하여간 앞에서 현란하게 움직이

는 그 출렁출렁한 살들을 보고 있으

려니 현기증이	� 여기는 왜 다 아줌

마뿐이야	� 운동을 끝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아줌마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순간

�니 고딩이었냐� 대사 나갈 뻔했다�

요즘여고생들여러모로조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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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대반전

한 장� 두 장 모은 티켓이 어느새 저

만큼이나 되었네요� 어릴 때는 영화

는비디오로나보는거고� 극장은어

른들이 기념일에 특별히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주 가게 될

줄은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곳에서 본 영화는 성룡의 시티헌터

였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로 올라가

는국딩(국민학교생)들의첫극장나

들이� 이제는 없어져버린 수영극장

에서 거의 전세 내다시피 해서 봤습

니다� 그 자리에서 두 번 반쯤 보다

나온듯합니다� 해가쨍쨍한점심때

들어가서 해가 진 저녁에야 나왔으

니	�중학교에올라가서는짝사랑하

던 여자애랑 아주 뻘쭘하게 쇼생크

탈출을 봤습니다� 여자애랑 극장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 나란히 앉는다

는 것도 상상하지 못해서 어색하게

한칸건너앉아영화가끝날때까지

고개도 못 돌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땀뻘뻘흘리며봤던기억이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땐 주로 (부산)

남포동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티켓 먼저 끊어놓고 극장 앞에서 두

근두근 뛰는 가슴 안고 약속시간을

기다리던것도저때군요� 아� 풋풋

하고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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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녀와처음극장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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