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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수도 기간을 거쳐 피정의 집을 꾸려오면

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품어주고 치유해 왔

던 권민자 수녀는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어머

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일제 강점기, 6.25를 거

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자신을 비롯한 8남

매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올바른 사람

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양한 에피소

드와 함께 섬세하게 엮어냈다. (인터넷교보문고

의‘책소개’중에서)

▶ 권민자 지음 | 세종서적 펴냄 | 212쪽

다시 만나요 엄마

  ■ 신 간

여성 / 신간

서로 알던 시간보다 모르던 시간이 더 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사랑

의 감정을 키워간다. 상처가 주는 말을 하다 눈물을 흘

릴 때도, 얼굴만 봐도 좋아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을 

테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촉'이 온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랑꾼' 남자들의 특징 4

가지를 인터넷매체‘인사이트’가 소개했다. 만약 남자

친구가 아래와 같은 남자라면 꼭 붙잡자. 당신 또한 상

대방을 배려하고 위해줄 줄 안다면 최고의 커플이 될 

것이다.

1. 맛있는 음식 먼저 먹여주는 남자

맛집을 방문했을 때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함께 

요리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여자

친구 입에 먼저 넣어주는 남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자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드러

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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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한테만 애교 부리는 남자

평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애교에 'ㅇ'자도 없는 남자친

구. 하지만 여자친구만 만나면 말투와 행동부터 달라지

는 남자는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뜻이다.

여자친구에게는 예쁘게 말하는 것만 들려주고 싶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남자친구의 마음이다.

3. 이성 관계 깨끗한 남자

늦은 밤, 갑작스럽게 여사친과 술을 마시러 간다는 남

자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질투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같은 상황이 이해 가지 않

을 것이다.

여자친구가 신경 쓰일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며 선을 

잘 지키는 남자와는 결혼해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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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물건을 잘 정리하는 남자

누군가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지 않고 청소

하기, 물건 정리 등 자신의 일은 자신 스스로 하는 남자

라면 미래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 자기 물건을 늘 깔

끔하게 관리하고 정리할 줄 아는 남자는 결혼해서도 같

은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

스스로 청소하고, 집안일 하는 남자와는 결혼을 꿈꿔

봐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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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사랑꾼’ 남자의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