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Notice Tag Log Location Log Media Log Guestbook Admin Write Skip to Content

게이 아들을 둔 엄마가 성소수자 부모님과 자녀에게 드리는 글

Posted at 2014.07.17 11:17// Posted in 성소수자와 가족/성소수자 부모모임
지인(18살 동성애자 아들의 어머니, 성소수자 부모모임) 

올해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을 때.

아들은 해피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항상 미소짓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엄마를 웃게 해주던 아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

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저는 학교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때

만 해도 전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마음이 여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

다.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년 반 전 16살의 해를 넘길 무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머릿속이 멍한 상태로 있다가, 정신을 차

리고는 아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졌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남자애들과 친하고 싶은 마음을 착각한 거라고, 아이

의 친구 탓도 했다가, 어릴 때 얼마나 씩씩했는지 사진도 보여주고,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스럽게 여기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

시 저는 아이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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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만 할 뿐,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하는 자책이었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의 마음으

로 생각하게 된 건 아닌지,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닐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녀석들을 혼내주었어야 한 건 아닌

지, 남자다운 스포츠를 더 시켰어야 했던 건 아닌지.

이후, 전 동성애에 관한 영화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동성애자로서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을 갖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엔 또 다른 죄책감

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혼자 괴롭게 보냈을 세월들을 엄마로서 알아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아들을 고치려는 마음에, 결국은 자신을 혐

오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말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죄책감으로 앞으로도 평생 미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던 저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찾아갔고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

다. 매달 저와 같은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 만으로도 항상 힘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와 비슷한 동인련 회원들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지

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희망도 생깁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에게 모두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말했고, 여전히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전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 성소수자 부모님들께 -

우리가 걱정하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고통보다, 우리 아이들이 갖는 더 큰 고통은 부모와 가족들이 주는 상처와 편견입니다. 사랑하

기 때문에 끝까지 막아야 된다는 착각들이 정작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옥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들이 저의 두 번째 죄

책감을 갖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코 어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부인하며 

괴로움으로 수많은 세월을 홀로 감당해내었고, 마침내 자신을 인정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 있는 자랑스

러운 아이들입니다. 

- 성소수자 자녀분들께 -

 

부모님들이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고 막으려고만 하더라도, 그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오

하는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모두 새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혼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왔고 고민해왔는지 부모들은 모

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인정해주고 북돋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성소수자 부모모임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rainbowmama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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