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베카 이야기  
                     파비앙의 아기를 돌보며

파비앙의 첫째 딸 레베카는 작년 7월에 세상에 태어
났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엄마 아빠가 고
민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통통해지고 건강
하게 잘 자라고 있다.    

파비앙과 카트린이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이사준비로 
바쁠 때 가끔씩 레베카를 돌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
이를 옆에서 짤막하게나마 돌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다. 
물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체
험이겠지만...

다음 주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이 세 가족은 아기 
레베카 때문에 시내 외곽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간다. 

아이는 참 이상한 존재이다. 아이를 돌보는 처음에는 기
쁘고, 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때면 마음이나 몸도 피곤해
지지만, 눈에 안보일 때에는 자꾸 눈에 아이의 그 얼굴
들이 어른거린다. 이에 여기에 레베카 사진을 몇 장  담
아본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짧
은 시간이라도 아이 곁에서 눈을 하루종일 뗄 수 없었다. 하물
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오죽 하겠는가. 

새삼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아기들의 부모들에 무한한 존경
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순수한 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이 앞에서 엄마는 활짝 웃게 되
고, 엄마 앞에서 아이는 방긋한다.  Fabian, Katrin, Rebe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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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그렇게 침을 많이 흘리는 
동물인 줄은 이전에 미처 몰랐다. 
레베카도 마찬가지이다. 힘겹게 먹
은 젖이 저렇게 많은 침으로 몸에
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버틸 지 궁
금하였다.     

레베카도 배가 고프면 자동반사
적으로 운다. 저 울음이 배고픔으로 
인한 울음인지를 헤아리기 위해 젖
을 담은 통을 일단 입에 물려본다. 
울음이 그치면, 그것이 배고풀 때 
우는 울음이다. 그러한 것들이 아기
보는 작은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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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다리에 힘이 많이 붙었다. 혼자 잘 기어다닌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보였다. 특히 거울같이 미끄러
지는 맨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아기에는 미끄러
지는 느낌이 즐거운 것인지. 어느 날은 막 미끄러지면서 기어
다니다 가만히 바닥에 귀를 기울인다. 밑의 층에 사는 사람들 
소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끄러지다가 지쳐서 
쉬는 중인지... 그러나 여전히 침은 투명한 바닥에 흥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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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는 이빨이 나기 때문에 아파서 울기도 한다. 그래
서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물어 뜯기도 한다. 큰 수저도, 그
리고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도.    요즘에는 걷기 연습을 
하고 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칭얼거린다. 그러면 한번씩 걷기연습을 시킨다.    집에 유
모차가 없어서 걷기연습이 상당히 번거롭다. 레베카는 얼
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한번씩 슈퍼맨처럼 하늘로 날려
주기도 한다. 그러다가 고단한 잠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또 
울고. 정말 아기에겐 잠이 무서운 것일까.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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