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게 짝사랑하라,《 내 생에 단 한번》중에서
장영희 지음
신학기가 시작되어 캠퍼스는 다시 북적대고 활기에 넘친다. 생기에 넘쳐 빛나는 얼굴들, 희망과
기쁨에 찬 화사한 미소들, 단지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다시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속절없이 세월은 흐르고, 나는 어느덧
그들의 젊음이 부러운 나이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행로에 있어 청춘을 마지막에, 즉 60 대 뒤쯤에 붙이면 인간은 가장
축복받은 청춘에는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과 불확신으로 고뇌하고 방황하며 어설프게 지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시들대로 시들어 참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는 말이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청춘, 삶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초연하고 담담하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청춘-어쩐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삶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를 들고 방황하며
탐색하는 모습이 있어 아름다운 시기가 청춘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욱 극적이고 신비스러운 시기가 청춘이기 때문이다.
영작문을 가르칠 때 나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영어로 일기를 쓰게 하고 한달에 한 번 씩 걷어서
점검한다. 자유로운 주제로 편하게 쓰는 글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문장은 영문 보고서의
작위적이고 현학적인 문체보다 훨씬 더 유려하고 자연스럽다. 내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기를
쓰게 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영어를 더 많이 쓰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도 있다. 한 학기 동안 눈을 마주치는 나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알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청춘을 대리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 학생들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표현을 하고, 일기 대신 편지로
직접 내게 상담을 구하기도 한다. 그들의 일기는 대부분 몇 가지 주제- 공부에 대한 어려움,
전공에 대한 회의, 동아리 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물론 사랑 이야기-들로 겹쳐진다. 그 중에서도
자주 대하는 것은 짝사랑에 대한 고뇌와 슬픔 또는 좌절감이다. 남보다 잘생기거나 예쁘지 못
해서, 키가 작아서, 집안이 가난해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지독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준들 위로가 되겠는 가만은,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슬픔에 취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짝사랑이야말로 젊음의 특권, 아니 의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도 그 나이에는 짝사랑하면서
슬퍼하고 깨어진 꿈에 좌절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번민은 모조리 내 가슴 속에 쌓아 놓
은 듯 눈물까지 떨구어 가며 일기장에 괴로운 속마음을 토로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그저 버릇처럼 살아가는 지금은 그 ‘괴로움’ 의
짝사랑들은 가슴 저리는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긴 나.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삶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조금은 호기를 부릴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불혹’- 보고 듣는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슬픈
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고, 슬픈 것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안하고, 불의를 보고도
노하지 않으며, 귀중한 것을 보고도 탐내지 않는 삶은 허망한 것이리라. 그것은 즉 이제는 치열한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그저 삶을 관조하는 구경꾼으로 자리바꿈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니 어쩌면 ‘불혹’이란 일종의 두려움,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들 용기가 없는 데에 대한 슬픈
자기 방어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짝사랑이란 삶에 대한 강렬한 참여의 한 형태이다. 충만한 삶 에는
뚜렷한 참여 의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 역시 수반하게 마련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사랑도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짝사랑이야말로 성숙의
첩경이고 사랑 연습의 으뜸이다. 학문의 길도 어쩌면 외롭고 고달픈 짝사랑의 길이다. 안타깝게
두드리며 파헤쳐도 대답 없는 벽 앞에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그 벽을 허물고 좀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짝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 고,
학문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저 푸른 나무 저 높은 하늘을 사랑하고, 그대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을 열렬히 사랑하라. 사랑에 익숙지 않는 옹색한 마음이나 사랑에 ‘통달’한 게으른 마음들을
마음껏 비웃고 동정하며 열심히 사랑하라.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 연연하여,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라.
창 밖의 젊은이들을 보며 나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불혹’의 편안함 보다는 여전히 짝사랑의
고뇌를 택하리라고. 내가 만일 대하는 저 아름다운 청춘들을 한껏 질투하며 나의 삶을나의
학문을, 나의 학생들을 더욱 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 짝사랑하리라. 언제가 먼 훗날 나의 삶이
사그라질 때 짝사랑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면 미국 소설가 잭 런던과 같이 말하리라.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고. 그 말에는 무덤덤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찬란한 섬광 속에서 사랑의 불꽃의 한껏 태우는 삶이 더 나으리라는 확신
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