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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산책

신호등

              임 상 섭(시인)

하루가 열리는 조용한 새벽

먼 거리에서

교차로 신호등 깜박이고 있다

주의하라는 빛이다

청신호 켜져 있었던 적 있다

그렇다고 바르거나 편한 길만 아니었다

굴곡진 길이라도 겁 없이 달린 적 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아 온 것

참 다행이다

앞과 옆 뒤도 돌아보며

쉬엄쉬엄 가라는 뜻 같기도 하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서두르던

어쩜 내 삶의 주의등 켜진지 오래이지 싶다

신호등은 도로에 설치해 교통 신호를 알리기 위하여 켜는 등을 말한다. 청색 등은 

보행이나 주행이 안전하지만 적색등은 보행이나 주행을 정지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색 등이라도 도로가 똑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굴곡진 길도 있다. 굴곡진 길에

서 똑바른 길인 줄  알고 겁 없이 달린 적도 많았다. 별 탈 없이 살아온 것이 놀랍다.  

 신호등은 단순한 교통신호등을 말하지 않는다.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의 등이었

다. 주위를 잘 살피며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주의 등이 켜진지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

로 서둘러 허겁지겁했던 지난날들을 뒤돌아본다. 앞으로라도 조심해서 아무리 바빠

도 신호의 지시대로 올바르고 안전하게 지켜야겠다. 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을 

위하기도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윤 제 철)



1912021년 7월호

시간을 멈추게 한 마취의 마력

오 대 환(수필가) 

생전처음으로 내 돈 내고 해본 올 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보인다고 하기

에 6개월 후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나왔다고 한다. 1차 검진결과를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2.2 작은아들이 근무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과에 

찾아갔다.

조직검사를 다시 해 본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진단에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하는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으니 의사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다른 암과 달리 완치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제거해 놓고 보자 하기에 그 자리에서 입원날짜 

잡고 보낸 일주일, 참으로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다.

2013.12.8. 일요일 오후 입원실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자 옆 침대 환자가 자기는 

쓸개가 터져 입원했는데 위암에 간암까지 발견되어 두 달째 입원 중이라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묻기에 갑상선 암이라 해서 왔다고 하니 갑상선은 일주일이면 떡

을 치고도 남는다고 그 병은 완치 될 수 있으니 아무 것도 아니란다. 의사보다 더 시

원한 처방에 일단은 기분이 좋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손목동맥에서 피를 뽑는데 어

찌나 아픈지 혼절할 뻔했다.

별것 아니라는 병실 동료들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금식을 하고 하루 밤을 자고난 

이튿날 아침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드디어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었다. 밀

려가는 침상에서 복도 천정의 형광등을 바라보니 스쳐가는 불빛이 왠지 처량해 보

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 가 다시 수술실 복도를 지날 때쯤 어느 강의

에선가 감명 깊게 듣고 내 의식에 아로 새겨진 명언 한 구절이 생각났다. “중요한 일

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급한 일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말, 이런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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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제일 중요한 일이 건강이란 말을 곰씹으며 수술실에 도착하자 좀 춥다는 

느낌이 들고 나처럼 누워 있는 환자가 여럿이 있는 듯하였다. 곁눈으로 내 옆에 마

스크 쓴 사람들 5, 6명이 보이는가 싶더니 몸 하나 간신히 올라갈 크기의 수술대로 

나를 옮겨놓고 두 팔을 가지런히 허리춤에 꼭꼭 붙이고 나자 머리맡에 서 있던 누군

가가 나에게 이름은? 생년월일은? 뭣 때문에 왔지요? 흔들리는 이는 없나요? 하고 

묻는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끝나고 누군가가 내 입안을 들여다보며 이齒를 직

접 확인하고 나서 OK라고 말하자 입과 코를 덮는 플라스틱 마스크가 씌워지고 이

내 땅이 내려앉는 것 같더니 내 목숨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3시간 30분이 감쪽같

이 흘러갔다.

그렇게 나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어딘가에 누워있다는 느낌이 들자 내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마누라와 작은아들 얼굴이 보였다. 병실

로 올라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뭘 묻는 것 같은데 대답은 할 수 없었다. 병실에 올라

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하나의 목숨을 백지수표로 맡기게 하는 마취라는 의

술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은 어쩜 생명의 의식 속 개념이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국 제 시간을 스스로 자각 하는 일이며 시간이야 말로 살아있는 것들이 누리

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수술 받는 동안 내 육신과 영혼이 일시 분리됐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영혼과 육

신이 그 상태로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몸은 이미 죽어 있었을 그런 전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