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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한 환자(좌측)와 구조자(우측)]

그날 그 일은 너무도 평범하게 다가 왔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 래헌씨는 조용히 체육관을

우리는 중년의 건강을 단련코자 배드민턴에 입문하여 온

떠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몸의 지방이 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격렬함과 그 중독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일부는 병원으로 바로 가고 나도 부랴부랴 집
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주위분 들로

어릴적 뜨거운 태양 아래 옷을 다 벗을 새도 없이 물속에

부터 사고직후 조치가 너무 잘되었고 CT촬영 결과 머리에

뛰어 들던 버릇대로 우리는 준비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곧

도 손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절로 하느님이 은총을 떠올

바로 게임을 즐기곤 했죠.

립니다.

그 대가로 종종 팔과 다리에 부상이 발생하여 몇 주씩 운
동을 쉬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상 예방 warm-up은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라니? 상상이나 했을까?

이제는 눈을 뜨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으로 돌아 왔지만 당시 나의 행위가 그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느

그날 삑삑거리는 신발바닥 마찰음, 콕 타격음, 그리고 함

님의 뜻이었기를 빌면서 래헌씨의 쾌유 소식을 기다렸습

성 속에 몇 발자국 앞에서 래헌씨의 조용한 넘어짐이 내 시

니다. 그가 일상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 잘 잤다는 말과 함께

야를 가득 채우며 들어 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서 내려오기를 상상하며 기다린 그대로 그는

그가 나이도 있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 상태여서 직감적
으로 심장 마비임을 느끼고 곧 바로 그를 눕히고 당연한 것
처럼 심장 압박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인가 별로 의식 없이 받았던 심폐소생술
중에 왼쪽가슴 아랫부분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 날뿐 압박 횟수나 호흡법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깨어났고 기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
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그는 긴 잠에서 깨어 났을 뿐입니다. 어
느 한 여름밤 소나기가 한 차례 세차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이랄까요?
이제 그는 새 삶에 대한 희열로 가득 차 모두에게 감사하

하나둘셋, 하나둘셋….. 그렇게 십여초가 흘렀을까, 그가

며 그 고마움을 되돌려 주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동료들의 래헌씨 부르는 소리,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거기에 자극을 받고 고무됩

정신차리라는 고함이 뒤엉키며 한 동료가 바로 구강 인공

니다.

호흡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땀은 마구 쏟아
지고 주위 동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 갑니다.

모든 일상을 배움으로 가득차게 해주신 하느님께서 래헌
씨 옆에 서서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찾으며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래헌씨는 토하기도 하고 이빨은 앙다물

바로 나의 일일 수도 있었고 내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깨닫

어 인공호흡하기도 점점 어려워져 119가 더욱 절실해 집니

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래헌씨와 그 가족들의 영

다. 드디어 119가 오고 우리의 놀람과 다급함에 대비되는

혼과 육체 모두에 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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