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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를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물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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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놀았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빠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아빠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도너번은 주머니에서 새총을 꺼내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거친 나무껍질은 오래전에 이미 맨들맨들해져 있었죠. 아빠는 

튼튼한 나뭇가지로 새총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쓰시다가 

도너번에게 물려주셨어요.

새총을 주시던 날, 아빠는 깡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집중하면 멋진 일이 일어난단다.” 그다음 장면은 

아직도 도너번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아빠는 

새총을 겨누고 수프 깡통을 

명중시키셨어요. 단번에요! 

아빠가 할 때는 정말 쉬워 

보였어요. 도너번은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아빠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너번은 다시 

연습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숲으로 갔어요.

도너번은 나무 그루터기 

위에 놓인 깡통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집중. …” 그리고 

새총에 돌멩이 하나를 놓고 

당겼어요.

도너번은 생각했어요.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아빠는 계속 노력하셔.

도너번은 깡통을 맞추지 못했던 기억들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쪽 눈을 

감았어요. 도너번은 정말 집중했어요. 다른 곳은 보지 않고 

빨간 스프 깡통만 바라보았고,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새총을 

발사했어요.

착!

깡!

도너번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떨어지는 깡통을 보며 놀란 

눈을 깜빡였어요. “성공이야! 앗싸!”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도너번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도너번은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새총을 들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드디어 깡통을 

맞췄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했네!”

도너번이 말했어요. “전 

세상에서 이 새총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정말?”

“네! 이 새총이 있으면 아빠 

생각이 나고 아빠가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행복해하시겠다. 그거 

아니? 사흘 후면 아빠가 집에 

오실 거야. 그때 새총 쏘는 것을 보여 드리렴.”

도너번은 정말 신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도너번은 다나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아빠가 도너번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나에게 새총 쏘는 법을 알려 줄 

생각이었어요.

“다나, 자메이카에서 제일 좋은 새총 쏘는 법을 배워 

볼래?” 

마음을 

집중하면 

멋진 일이 

일어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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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너번은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세워진 

빈 수프 깡통에 새총을 겨누었어요.

도너번은 새총의 고무줄을 뒤로 

당겼어요.

여동생 다나가 물었어요. “오빠, 

뭐해?”

도너번이 대답했어요. “잘 봐!”

착!

돌멩이가 날아갔고, 손에서 놓인 

고무줄은 재빨리 돌아왔어요. 근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하지만 

깡통은 그대로였죠. 도너번은 새총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빗나간 거예요. 또 다시!

다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뭘 보라는 거야?”

도너번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도너번은 길에 있던 막대기를 발로 

찼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의 새총을 

제대로 쏠 수가 없었어요. 도너번은 

새총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가 일하러 

멀리 가실 때면 도너번은 항상 새총을 

데이비드 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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