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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비교

적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위로 큰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큰오빠와는 14살 차이가 났어요. 큰오빠는 제가 12살에 장가

를 갔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렸을 때 큰오빠에 대한기억

은 별로 없어요. 같이 있던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그나마 작

은오빠와는 잘 어울려 놀았었는데 큰오빠와는 그런 추억이 

많이 없어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만큼이나 항상 든

든했던 우리 집의 버팀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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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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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인천 채씨 집안의 4형제 중에 막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고모 없이 큰아버지들만 세 분이 계셨지요. 아버지

가 넷이라 참 든든했어요. 어머니는 안동 권씨 5남매 중에 셋

째셨어요. 어머니는 맏이 못지않게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지

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말수가 적은 편이셨고 심지어 두 분

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많이 존중

하셨던 거 같아요.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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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인 셈이었어요. 전기회사인

데 개인기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이사를 다녀야 했

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든 어머니는 항상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셨어요. 크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호박이며, 감자

며 철마다 무언가를 심고 거두곤 하셨죠. 베틀을 놓고 베를 

짜시던 모습도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일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웃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농번기에는 부모님 농사일

을 돕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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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문경 산양, 그곳은 본가였어요. 

태어난 곳은 예천 감천면에 있는 석박티라 불리는 동네였어

요. 어머니께서 늘 석박티라고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석박티에 살 때 태어났지만 아쉽게도 그 곳에 대한 기억은 없

어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셔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사를 다녔거든요. 태어난 후에도 바로 이

사를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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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석박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마

을에는 ‘석송령’이라 불리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키가 

10m나 되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

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태어난 동네에 멋

진 나무가 있다는 게 왠지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과 같은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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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쌍둥이로 등록된 작은오빠와는 사실 6개월 차이 나

는 배다른 남매였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많았는데 오빠를 우리 집 호적에 올리면서 나와 같이 

1945년 6월 8일에 올리신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가족

이지만 작은오빠와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족처럼 함께 자랐

고 커왔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오빠와 

달리 나나 여동생과 많이 놀아줘서 친하게 잘 따랐죠.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으니 무의식중에라도 자기 정체성에 대

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에게는 말 못 할 아픔이 

있었겠죠. 가끔 오빠 얼굴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더 따랐었나 봐

요. 오빠가 슬프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놀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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