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추운 날씨에 혼자 있으면 어떡하니?" 

할머니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비둘기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고, 불쌍타. 

눈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구나"

할머니는 비둘기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테니 잠시 쉬고 있으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유난히 맑은 날이 있었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하늘엔 솜털마냥 가벼운  

민들레 홀씨가 가득했단다."



"그 때..

공중에서 떠다니던 홀씨 하나가 

내 쪽으로 날아오더니

콕! 하고 

손등에 박히는 거 있지?"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한 게 

얼른 긁어서 빼내려고 했지만, 

깊숙이 박혀서 잘 빠지지 않더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앓아누운 지 

사흘째, 무심코 손등을 보았는데..."



글쎄, 새싹이 자라있었지 뭐야. 

하루 뒤엔 봉오리가 맺혔고

또 하루 뒤엔, 

다시 홀씨가 맺혀있더라.



이때다 싶어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후-하고 홀씨를 

불었단다.

 이걸 날려보내면 이 귀찮고

 간질간질한 것이 사라질까 하여서.



홀씨는 날아가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 

사르르 녹아내렸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홀씨가 닿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는거 있지?



그렇게 후후 불다가, 

드디어 마지막 홀씨만 남게 되었지.  

이제 끝이다! 싶어서 더 크게 바람을 불었단다. 

내 치맛자락이 날릴 정도로 큰 바람을!



 그런데 이게 뭐람. 

홀씨는 집채만큼 커져서

하늘 위로 둥실둥실 떠올랐어!

어쩌다가 나도 매달려서

같이 저 멀리로 올라갔지. 



도착한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칼로 만들어진 산이 있었어. 

그 위에서 춤을 췄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지.



 

 



  

 

 



"그렇게 떠돌다가 

마침내 다다른 곳이 바로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쪽방이란다."



날 이리저리 데려가고 

아주 귀찮게 굴었던 그 홀씨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대신에, 작은 홀씨들 

몇 개를 남겨놓았지.

나는 이 홀씨들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단다.



"그리고 지금. 홀씨는 단 

하나만이 남아있지.

이것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주려고 

길을 만들고 있던 참이었는데, 

마침 네가 그 위에 쓰러져있었고."



"같이 가지 않을래? 

벌써 길도 만들어놓았지. 

너는 내 길동무가 되어주렴. 

나는 네 눈이 되어줄테니."

비둘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와 비둘기는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오방색의 거친 길을 지나고,



걸을 때마다

청량한 소리가 나는

놋쇠의 길을 지나



쌀과 사탕이 가득한 길을 지나고,



찢어질 듯한 하얀 종이로

엮어진 길을 지났어요. 



그리고...드디어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곳이란다, 비둘기야. 

그때 불던 바람과 똑같은 바람이 

부는구나. 여기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다가

손등에 바람을 후-하고 

불었어요



홀씨는 줄기를 떠나  둥실둥실 

날아가는가 싶더니 

" 그렇구나. 

그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궤도를 틀어 

할머니 머리 위에 앉아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구-구구구. 

비둘기는 할머니에게 머리를 부비며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냈어요. 

“ 알겠다. 이제 그만 가자는 거지?"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 

네가 가고싶은 데로 가자. 그리고..”

둘은 해맑게 웃으며

아무도 모르는 여행을 떠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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