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나침반
내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엔 바보 아저씨가 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바보래요, 바보래요.”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졸졸 쫓아다니며 놀려도 허허 사람 좋은 웃음만 짓는 아저씨.
머리는 까치집에 언제 빨았는지 쿰쿰한 냄새가 나는 낡은 잠바를 입고 온 동네를 쏘다
닌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오토바이를 몰다 전봇대에 부딪쳤다고 했나. 눈치
가 없고, 말이 느리고, 셈도 느린 아저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동네 허드렛일을 도
맡아 한다.

사람들은 요령은 없지만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아저씨를 기특하게 여겨 넉넉
히 품삯을 챙겨 줬다. 말하자면 철수 아저씨는 마을 공동체가 다 함께 돌보는 존재였다.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 집.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날 부른다.

“딸, 철수 아저씨 말이야…….”

‘철수 아저씨?’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나는 철수 아저씨가 항상 거북했다. 꾀죄죄한 차림새에 몸에
서 냄새가 나고, 말도 어눌해서 무섭고 싫었다. 멀리서 아저씨 그림자만 보여도 멀리
돌아갈 정도였다.

“철수 아저씨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몸 쓰는 일 하기도 힘들고, 너무 딱하지 뭐니.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모양이야. 수급자가 되
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팍팍하게 사는 철수 아저씨가 못내 신경이 쓰여 사회 복지 공
무원인 나에게 말을 꺼낸 것이다.

“엄마, 수급자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소득, 재산이 없는 건 기본에 부양의무자도 확인
하고, 자동차도 없어야 해. 어려워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아저씨 집도 자가고
오래되긴 했지만,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있잖아.”

“낡아 빠진 고물 자동차도 재산으로 본다고? 그 차 팔라고 해야겠다. 우리 딸이 철수
아저씨 설득 좀 해줘.”

어머니의 오지랖에 결국 철수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면사무소에도 확인
을 해보니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을 한 것이 맞았다. 고집 센 아저씨를
겨우 설득해 차를 팔았고, 다음 달 아저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뿌듯했다. 어리숙하다 못해 바보처럼 보이는 아저씨. 뚜렷한 직업도 없이 날품팔이하
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고생하며 지내는 아저씨를 도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공
무원인 우리 딸 덕분에 철수 아저씨가 수급자가 되었다며 은근히 자랑하는 어머니의
한껏 올라간 어깨를 보는 것도,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아저씨의 웃
는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았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한 달

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사는 게 팍팍한지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받지
못해 어렵게 지낸다는 고모할머니,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치고 술에 절어 폐인처럼 지
낸다는 아무개 아저씨,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 등이 저마다 철
수 아저씨처럼 본인을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나를 찾는 게 아닌가.

면사무소 복지계에서 상담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친척인 고모할머니까지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고, 몇 해 전 고모할아버지마저 돌아가
시면서 혼자 남은 터였다. 일흔이 훌쩍 넘은 할머니는 당숙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는
데, 당숙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용돈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지만, 들이는 노동
에 비해 버는 돈은 턱없이 적었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오는 지경이었다.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다. 불 꺼진
방에 물먹은 솜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고모할머니를 그 누가 모르는 체할 수 있으랴.

“할머니, 당숙은 얼마나 자주 댁에 들르나요? 전화는 많이 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거지. 먹고살기 바빠서 가끔 통화만 해.”

“용돈은 받으세요?”

“몇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 줘.”

당숙이 돈을 버는 한 고모할머니는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할머니, 잘 들으세요. 수급자가 되려면 당숙이랑 연락하면 안 돼요.”

“뭐라고! 아들이랑 통화도 못 해?”

“가족 관계 단절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될 때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말고, 용돈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고모할머니는 내 말대로 당숙과 연락을 끊고 살았고, 몇 달 후 네 덕분에 수급자가 되
었다며 어머니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철수 아저씨 때와 달리 이번에
는 명치가 꽉 막힌 것이 체한 것처럼 속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다.

‘고모할머니와 당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야.’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면서 친척들이 우회적으로 법을 어기도록 도와주
다니. 내가 부정 수급자들을 조사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방법을 알려줘서 부정 수급자
를 만들었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난받는 꿈, 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악
몽을 꾸기 일쑤였다. 고향 집에 갈 때마다 고모할머니에게 인사드리던 것도 불편한 마
음에 피해 다녔다. 내 허물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느라 볼이 움푹 파일 정도
로 살까지 빠졌다.

올해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몇 년 만에 당숙이 인사를 왔다. 내 선물이라며 값비
싼 가방을 손에 들고.

“당숙, 웬 선물이에요?”

뜻밖의 선물을 받고 어리둥절한 나에게 당숙이 대답했다.

“내가 어려울 때, 네 덕분에 어머니 용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
지 몰라.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고 직원 월급이 밀릴 때는 눈앞이 정말 캄캄했지. 이젠
사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 이건 내 성의로 알고 받아 주렴.”

“당숙,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숙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이야기했다. 가방을 받으면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선물은 거절했다. 당숙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한참을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

다음 날 당숙에게서 걸려온 전화.

“조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큰 빚을 졌네. 면사무소에 가서 지금
까지 받은 수급비를 반납하는 건 어떨까. 수급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켜야지.”

당숙은 정말로 설 연휴가 끝나고 면사무소에 가서 고모할머니가 받은 수급비를 반납
했고, 수급자 자격도 철회했다. 가방을 환불하고 받은 돈은 내 이름으로 면사무소 복지
계에 기부했다. 당숙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공직자로서 일하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때가 생긴다. 법을 알고 정책을 잘 알다 보니

그 테두리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
마다 당숙에게 건네받은 내 이름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위의
사건은 내 공직 생활의 방향을 알려 주는 청렴 나침반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