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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1/2)
이두희

“안녕하세요? (주)현대이앤씨 이두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온갖 미팅으
로 가득한 일정 속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조심스레 건네는 첫인사다. 이
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는 설
렘 반 두려움 반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다.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말투가 조금 이상한데 고향이 어디세요?”라는 물음을 건네는 것이다.
나의 고쳐지지 않는 억센 억양의 안동사투리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고향이 안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늘 “아~ 양반의 고장~”이라는 대답과 함께 “안
동 사람들은 아직도 갓을 쓰고 도포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라고 묻곤 한다. 이럴 때면 “진
달래 먹고 물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이라는 동요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듯한 검정
고무신의 촌티 나는 아이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맛도 없는 진달래를 왜 먹어요? 그
래. 내 촌놈이니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 울컥하곤 한다. 하긴 그렇고 보면 내가 촌놈
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내 고향은 안동시 행정구역 중에서도 한쪽 구석인, 다시 말해서 시내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282번지” 촌구석이다.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집 앞
으로 남안동IC가 생기고, 새로운 도로들이 개설되고 확장되면서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내가
어릴 때 만 하더라도 안동시내에 볼일이 있으면 하루에 몇 번 안다니던 완행버스를 거의 한 시
간이나 타고 나가야했다. 가만…, 버스비가 140원이었던가? 암튼 그만큼 깡촌이었고, 세월이 지
나면서 많이 발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은 도시생활에 찌들은 나에게 아직도 고향이자
정겨운 시골로 남아있다.
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동촌놈”이다. 안동촌놈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친구들이나 또래 보다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과 더 많은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조금은 독특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흔히 말
해 “빈농의 자식”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가난한 집”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집 가정사도 한 번 소개해 볼까한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 슬하에 위로는 누나와 아
래로는 남동생이 있고, 아버지는 3급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집안의 대소사는 항상 어머니
의 몫이었으며, 어머니는 시집을 오셔서 진짜 밥그릇 몇 개와 숟가락 몇 개가 전부인 이 집안을
이만큼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하곤 하신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약 한달 간의 출가(?)후
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술을 드시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내 기억으로도 우리 집은 참으로 못살았다. 암튼 이러한 사정으로 어릴
적 부모님과 놀이동산을 다녔다던가 하는 종류의 추억은 나에게 전무하고, 대신 어린 자식들을 먹
여 살리기 위해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들에 의해 어릴 적 집안은 늘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어 난
장판이었으며, 동네의 형, 누나, 친구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녔던 기억들이 가득하다.
유년시절, 나는 특히 물고기를 잡는 것과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해 집주변 하천과 관련된 기억들이
많다. 친구들과 반두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며 집주변 하천 일대를 누비고 다녔던 기억과 낚시를
한답시고 마을 내 가게에서 팔던 50원짜리 조립낚시를 나뭇가지에 묶어 두엄더미에서 잡은 지렁
이를 이용해 집 앞 개울에서 낚시를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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