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안녕하십니까? 간병사조병순입니다. 오늘

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하

면어르신들께서는“어서오이소”하시며손을흔드

시거나, “선생님왔는교.”하시며환한미소로반갑

게맞아주시어즐거운하루를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손도만져보고, 얼굴도맞대어보고, 꼭

껴안아보기도하며내기분에도취되어바쁜아침업

무가끝날때즈음이면, 어느새콧등엔땀방울이맺

히곤합니다. 그럴때면지금이순간만큼은세상에

서내가제일행복한사람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

지요. 그무엇이부러울까요, 나의도움이필요한이

곳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어르신들께 배우는 것이 더욱 많습니

다. 그것은바로베푸는것입니다. 나누는것을배우

고, 사랑을주는것이얼마나큰기쁨인지를배웁니

다.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이곳에입사를했을때만해도, 욕을하시거나

화를내시는어르신들을보거나우는모습을보이실

때,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적응을

하고, 세월이지나고보니, 어르신들이무엇에관심

을 두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표

정만보아도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저에게무

엇을 바라시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기처럼 달래고,

아들·딸들을칭찬하면어르신들은얼굴가득미소

를보이십니다. 특히약을드실때, 자녀들이드리라

고보낸약이라며‘효자, 효녀를두셔서좋으시겠습

니다.’라고 말 드리면 드시기 싫어하시던 약도 잘

드시지요.

이렇듯부모라는 사명감, 혹은 자식에 대한 무조건

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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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들은이렇게자식에대한믿

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데 정작

우리, 그리고나자신은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얼마나 노력

하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또한 친정에 80연세의 노모

가 계십니다. 전화 한통만 드려

도 반가워하시고, 뵈러 간다고

말 드리면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동구

밖까지나오셔서기다리는모습, 이것저것양손가

득히싸주시고도더싸줄것이없어아쉬워하는모

습을 보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의 어머니처럼,

저와함께지내시는어르신들의마음역시같은것

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간병사 일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또 가슴으로 해야겠다는 생각

으로매일일기를쓰듯메모를합니다. 때로는실수

를하거나잊어버리고하지못한일, 반성해야할일

을적기도하고, 간병에도움이되는모든지식등을

그때그때 기록했습니다. 간병일은 기본적인 간호이

지만조금의실수가치명적인큰일이될수있기에

늘조심하고긴장을놓지않으려고노력합니다. 

물론 100%의만족을가질수는없겠지만99%의노

력은 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생각하며, 마음에 여유

가생기거나자신감에마음이들뜰때자만하지않

고늘긴장하자는다짐을하곤합니다. 

작은 관심에도 기뻐하시고, 저의 작은 사랑에 행복

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면 간병사로서의 책임이 아

닌, 인간으로서의연민을느낍니

다. 비록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

쳐, 침상을 지키며 생의 마지막

자리를지키시는분들이지만, 삶

에 대한 애착과 정신력,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사랑으로

투혼하시는어르신들은, 우리모

두가사랑하고지켜드려야할부

모님이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이 을쓰는이순간, 혹시그동안의제말과행동

이어르신들에게상처가되지는않았는지반성해봅

니다. 혹시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봅니다. ‘인내와노력이두가지만있으면세

상에서하지못할일이없다. 인내야말로기쁨에도

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간병사라는 직업은 스스로의 감정보다

사랑을실천하는것이더필요한직업같습니다. 그

렇기에더욱성실한마음을가져야겠다는생각이듭

니다. 

간병사가 되기 전 저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 습니

다. ‘조병순’이라는이름이아닌누구의아내로, 또

누구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이곳에서간병사로서의자부심을가지고열심

히 근무할 생각입니다. 훗날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떠올릴때, 따뜻한미소도함께지을수있는아름다

운사람으로여러분의마음속에기억되고싶습니다.

나눔을통해더큰사랑을배우게해주셔서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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