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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럴땐정말싫어

가게에서 물건을 골라 계산 로 가서 앞사람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앞으로

치고 들어온다. “제 차례인데요.”라고 하자, “조그만 꼬마

가…… 내가 좀 바빠서 그래!”하고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도 내가 먼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아저씨가 무서운지 못 본 척한다.

하루가 24시간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돌

아오면 학원에도 가야 하고, 태권도장에도 가야 한

다. 집에 오면 바로 밥을 먹고 숙제를 한다. 숙제를 마

칠 때쯤이면 벌써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한다. 왜 내

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은 늘 없는 걸까?

다음은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자신이 싫어하는 일들에

해 서로 이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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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자꾸 공부 잘하는 옆집 친구랑 나를 비교하신

다. 나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만 왜 내가 그 아이보다 공

부를 더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 말고 내가 그 아

이보다 잘하는 것도 많은데.

며칠 전부터 친한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무언가 쑥

덕거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쉬는 시간

에도 나만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논다. 

가끔 학교 앞 개울에서 친구들과 놀곤 한다. 그 개울

은 우리에게 제일 재미있는 놀이터 는데, 그곳을 콘

크리트로 덮어 씌워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 공사

를 하는 동안 시끄러워서 선생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먼지가 많이 났다. 개울을 꼭 콘크리트로 덮어야만 하는 걸

까? 그 로 두면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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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아이들이 전쟁이나 폭탄 테러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 테러범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진압

과정에서 많이 죽었다는 뉴스도 나온다. 어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예쁜 두 여자 아이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 막

울었다. 나쁜 어른들. 왜 매일 싸움이나 전쟁 같은 걸 하는

거지?

나의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수현이가 성당에 같이 가자

고 한다. 엄마는 아빠가 교회에 다니시니까 반드시 교회

에 가야 한다고 말리신다. 수현이와 성당에 가 보고 싶은

데……. 사실은 우와 함께 우 어머니가 다니신다는 절

에도 가 보고 싶다.

종교 간의 따뜻한 화해를

표현한 학생의 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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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친구들이겪은일들을하나씩모둠별로읽어보고비슷한일을경험한적이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을때어떤기분이들었는지, 그리고내가다른사람에게그런기분

을들게한적은없는지생각해보자. 

함께 해 보기

‡»¡ œ·ł 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