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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소리.
내 숨소리는 한숨 쉴 때 빼고는 너무나 조용한데,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열 번 중 아홉 번은 저렇
다.
병원을 다녀오시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맛있는 딸기와 수박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뇌에 피가 막히는 바람에 말을 제대
로 못하게 되셨지만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다.
“하~여이 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환하게 웃는 건 나를 반겨주시는 인사이시다.
할아버지는 흙먼지가 날리는 비닐을 털고, 흙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며 흙과 한 몸이 되어 사느
라 항상 온몸은 흙 투성이다. 그래서인지 나날이 가래가 낀 듯한 숨소리는 거칠어져만 간다.
책에서나 옛날에는, 시골은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서 살기가 참 좋다고 하던데 내가 눈으로 보
는 할아버지의 밭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흙먼지가 날려서 하우스위도 뿌옇고… 온 동네가 희
미하게 보여서 꼭 내 눈이 잠이 덜 깬듯한 불편함이 있다. 거기다 오염된 낙동강의 녹색물까지…..
내가 사는 곳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밭에서 할아버지는 먹고 주무시곤 하시는데 할머니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할아버지가 앉
은 자리는 흙이 흔적을 남긴다. 그러다 보니 쉼터 안은 치우고 치워도 나날이 흔적들이 쌓여서
먼지가 되어 할아버지의 모든 물건에는 흙먼지가 함께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보내시면서도 나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어
흙먼지 묻은 지폐를 꺼내어 주신다. 나는 그 용돈을 모아서 처음에는 내가 맛있게 먹었던 닭강정
을 사서 드렸는데, 거칠고 힘들게 숨쉬는 할아버지를 보고는 용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

께는 맛있는 닭강정보다 맑은 공기, 맑은 숨소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해서 자연이 아파서 맑은 공기를 내뿜을 수
없으니, 자연이 나을 때 까지는 과학의 힘을 빌려 할아버지께 맑은 공기를 선물해 드릴 것이다.
하루하루 맑은 공기 마시며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맑아질 때까지 나는 자연이 낫도록 쓰레기도 줄
이고, 편하다고 많이 썼던 일회용품도 줄이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연이 주는 공기와 제가 선물할 과학의 공기 마시며 편안한 숨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아버지께 받고 있는 사랑 제가 꼭 갚아 드릴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주
세요~꼭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