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  2022년 8월호

문학과 산책

한 때 소중한 것들

김 민(시인)

장미 아니 들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다

가시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잡초 위에 피어도

산고의 고통은 아름다워라

한 때 젊음의 진지한 

애로스(eros) 사랑도

농 익어가는 프라톤(platon)의 절정기

수확으로 결실하고 

그리운 인생무상(人生無常)은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경주 최부자와 제주 할망구 김만덕은 

궁휼(窮卹)의 보시(布施)로 

과연 아카페(acafe)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일까

백년을 살 것 같이 의기양양해 봐도 쉬운 일은 아니다. 타고난 운명을 살다가는 행로를 순탄하

게만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장미나 들꽃도 그냥 피는 것은 아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

서 비로소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젊음의 진지한 사랑도 인생무상(人生無常)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다. 궁휼(窮卹)의 

보시(布施)로 베푼 아카페(acafe) 사랑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일까? 모두가 한 때 소중한 것일 뿐 

오래도록 남을 일이 없다. 살면서 애지중지(愛之重之)해도 죽으면 아무 것도 없다. 

살아온 날들은 모두 타버린 재다. 앞으로 살날들이 소중하고 귀하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도 자

신에게 달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몸을 지탱하는 일이다. 나이 들었다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한 때 소중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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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에 대한 추억

김재일(수필가)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

를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내가 군내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렸던 겨울 

동요 ‘펄펄 눈이 옵니다’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아득히 먼 국민학교 청소년

기 시절의 눈이 내린 다음날 잊지 못할 월강 대보에서 썰매 타다 얼음이 깨져서 깊은 

대보의 물에 빠져 덜덜 떨었던 옛 추억이 떠오른다.

그 때도 며칠 동안 눈이 계속 내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하고 고요 속에 이따금 산새

들만 여기 저기 지저귀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집집마다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눈

치우기 바빴고 굴뚝에선 어머니가 아침밥 짓느라 시커먼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날 아침 눈을 치우고 아침밥을 먹은 후에 아릿동네 삼거리에 나가니 많은 아이들

이 편을 나누어 눈을 뭉쳐 던지는 눈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나도 거기에 끼어 즐

겁게 눈을 뭉쳐 던지기도 하고 커다랗게 눈사람을 굴리면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갔다.

눈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대보에 썰매 타러 가기로 약속한 후 집에 있는 썰매를 가지

고 삼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당시 썰매는 날씨 좋은 날 대부분 아이들이 모여 

만들었다. 썰매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양쪽 날에 단단한 철을 고정시켜 썰매가 

얼음에 잘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강철도 없었을 뿐 이니라 있다고 

하여도 구부려 고정시키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철 다루는 솜씨가 

능숙한 동네 아저씨나 형들의 힘을 빌렸다.

삼거리에 모인 아릿 동네 아이들은 솜털 같이 새하얀 눈을 밟으며 대보를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방천을 넘어 고만 샘과 이씨 보를 거쳐 삼십 여분 후에 대보에 이르렀

다. 그곳까지 가서 썰매를 타는 이유는 대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폭이 넓고 수심이 깊

어 빙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창목에서 매섭게 불어오는 하늬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즐

거운 마음으로 썰매를 타기 시작하였다. 휘이잉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고 썰매봉을 얼

음에 힘차게 찍어 달리는 기분은 상상 이상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다 보니 썰

매가 빈번하게 지나간 곳이 패이면서 얼음이 마치 연한 엿가락처럼 움직여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더욱 스릴 만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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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다. 내가 힘차게 썰매 타고 

이곳을 질주하는 순간 갑자기 요동치던 얼음이 우지직 금이 가면서 깨져버렸다. 그 순

간 나는 썰매와 함께 차갑고 깊은 대보 물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썰매를 타던 아이들은 

근심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꺼운 겨울옷 사이를 뚫고 들어온 대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전율

이 느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손

으로 얼음을 보듬고 다른 손에 썰매를 쥐고 한발 한발 내딛어 얼음 위로 올라오면 깨

지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올라오면 깨지기를 반복했지만 젖 먹던 힘을 다하여 조심조심 

얼음 위로 올라와 대보 둑으로 나왔다. 그 모습이 물에 빠진 새앙 쥐 마냥 처량하기 그

지없었다.

가까스로 대보 둑 밖에 나오니 아이들이 곁에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어떤 아이

들은 주변에서 나무를 한 아름 가져와 모닥불을 피웠다. 우선 젖은 옷을 벗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물기를 없애기 온 힘을 다해 옷에 물기를 없앴다. 이이들 중에는 먼 곳

까지 가서 장작더미를 가져와 불씨를 크게 만들었다. 나는 불 옆에서 옷을 말리면서 

꽁꽁 언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옷은 거의 마르고 기분도 이전처럼 

회복되어 유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대보에서 얼음에 금이 갈 때까지 썰매

를 타는 것이 무모해보이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때는 월강 방죽과 같은 깊은 물에 목욕하거나 대보에서 썰매 타는 것에 대

해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다. 그 당시 동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하루에 한번

은 가까운 곳인 바탕내 대보 방죽에서 물놀이를 했기에 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이웃사촌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깊은 대보에 

빠졌을 때도 여유 있게 썰매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요즈음 매스컴에서 어린이들의 익

사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아이들을 옛

날처럼 강하게 키웠으면 사고가 났을까(?) 하고 혼자 반문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내가 대보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깨지는 얼음을 보듬고 나오

는 장면과 밖에 나왔을 때 모닥불을 피워 옷을 짜주면서 위로해주었던 아릿동네 아이

들의 순수한 영상 그리고 온실의 화초처럼 연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동시에 스쳐갔다.

나는 대보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사회의 기둥인 어린이들이 즐겁

게 뛰놀면서 서로 간에 정을 느끼고 심신이 더욱 강인해지기를 소망했으며, 힘들게 살

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