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갑사 억새밭

웬일일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빠가 종이 한 장을 주셨다. 담임선
생님께 제출하는 것이다. ‘가족 체험학습 신청서.’ 그러면 우리 가족여행 가는 건가?
나는 아빠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지각할 것 같아 학
교에 갔다.
아빠는 늘 바쁘다. 그래서 아빠랑은 설날과 추석 빼고는 여행가기 힘들다. 조선소에
서 용접하는 아빠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야근을 한다. 아빠 몸에서는 항상 쇳가
루 냄새가 난다. 그리고 주말에도 잔업한다고 출근하기도 한다. 항상 피곤하다. 그런데
갑자기 체험학습이라니 궁금해졌다.
그럼 그렇지. 잔뜩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럽다. 놀이공원이 아닌 도갑사였다. 자동차로
가면 30분도 안 되는 곳이었다. 엄마도 없다. 엄마는 마트에서 봄철 판촉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아빠랑 내 몫의 김밥만 챙겨 놓았다. 나와 나이가 같은 자동
차는 가는 내내 힘들어 했다. 잠깐 잠들 뻔 했는데 자동차가 멈추었다.
왕인박사 유적지.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몇 번 왔던 곳이다. ‘여기를 또 구경해야
하나?’ 하고 걱정했다. 다행히 아빠는 트렁크에서 자전거를 내렸다.

“지금부터는

자전거 타고 가자. 금방 도착할 거야. 우리 도갑사에서 도시락 먹자.”

아빠가 먼저 갔다. 내 자전거는 아빠 자전거를 따라갔다. 길옆으로 벚꽃나무가 줄지
어 있었다. 지난 주 벚꽃축제가 끝나고 지금은 벚꽃이 많이 시들었다. 벚꽃이 활짝 피
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벚꽃이

조금 시들었구나. 그래도 저번 주에 왔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야. 시

끄럽기도 하고. 차라리 지금이 조용해서 좋지?”
아빠 말이 맞다. 자전거 타기에도 안전하고 벚꽃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꼼꼼히 보니
꽃마다 모양도 다르다. 멀리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크기
도 색깔도 다르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도 좋아했을 텐데.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재미있었다. 꽃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달리다 보니
삼거리가 나왔다. ‘도갑사’라고 적힌 도로로 방향을 잡았다.
도갑사 입구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재미는 없었다. 그
래도 도중에 도갑저수지에서 잠깐 쉬면서 땀도 식혔다. 절에 오면 항상 맨 먼저 계속
물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올 봄에는 비가 적게 왔는지 조용했다. 대신 나무 냄새가
진하게 퍼져왔다. 입구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다. 450년이 넘는 팽나무였다. 두 마리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눈을 동그랗게 뜬 근육덩어리 수염 아저씨들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가스님 조각이 졸린 듯 양손을 내밀고 있었다. 절 뒤편에는 큰 돌덩이들
이 이층 삼층으로 쌓여 있었다. 스님들의 무덤이라고 했다. 스님들은 죽으면 화장을

해서 가루를 돌덩어리 안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제는 절을 전부 구경했다 싶어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멋진 곳이 있다고
했다. 궁금증에 따라갔다. 절 뒤쪽으로 등산로를 올랐다. 흙냄새가 났다. 멀리서 청설
모가 등산로를 가로질러 달렸다. 다리가 저려올 쯤에 우리는 멈추었다. 바람이 시원하
게 불었다. 우리는 조그마한 봉우리 정상에 있었다. 멀리 월출산 천왕봉이 보였다. 풀
이 잔뜩 산꼭대기를 덮고 있었다. 억새였다. 억새는 바람에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아
빠는 말했다. 아빠와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회사도 안 가고 나랑 여기를 오고?”

“사실은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쉬는 날이 되었어. 그동안 아들

하고 여행도 못 갔잖아. 그냥 와보고 싶었어.”
“정말?

그럼 이제 우리 가족 굶어?”

“아니지.

아빠는 다시 억새처럼 일어날 건데.”

아빠는 손으로 억새를 가리켰다. 바람에 억새가 춤을 추었다. 휘청거렸지만 부러지는
갈대는 하나도 없었다. 아빠가 손을 내밀었다. 팔뚝에는 용접불꽃에 덴 흉터가 있었다.
나도 아빠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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