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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역시’ 
나는 의미 없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도 나를 보며 소리 없는 표정을 내 비쳤다.

그는 항상 옷깃을 목젖언저리까지 갖춰 입었다. 그는 평상시 차림새처럼 언행이 단호하며 
때론 신중했다. 그런 그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가 미인이시라는 것, 세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고 엄격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며 그런 집안 분위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덧붙여 말하기를 이번에 대학 못가면 군대에 간다고도 했다. 그는 몇 시간 째 얘기를 
지속했고, 난 그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앉은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날도 그의 
대화방식은 단정히 차려 입은 옷매무새를 닮아있다. 그는 언제나 정갈한 남방과 조끼를 즐겨 
입었다. 마치 사립초등학교 교복을 그의 어머니가 입혀 줬을 것만 같은 복장이었다. 그 
모습이 흡사 모범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뒷모습은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개구쟁이 모습 그대로였다. 실제로 난 그의 지갑 안에서 그의 어릴 때 사진을 본적이 
있었는데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육사생도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듯한 
모습은 예상 밖의 귀여움이 있었다. 사진을 지갑에 왜 넣고 다니는지 나로썬 이해불가지만 
그것은 그의 어머니 작품인 듯싶다. 그랬던 그는 당신의 어머니가 측은하다고 했다. 젊으셨을 
적엔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 꽤 주목받았지만 결혼을 한 이후로 그 사실을 
잊은 채로 사신다고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육사동기의 소개로 그의 
어머니와 소개팅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는 말했다.
‘부럽다’
‘뭐가’
‘그냥’
뭐가 부럽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번은 그가 교실 교단 앞에 서서 공식 발표를 했다. 좌측 두 번째 줄,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여학생에게 관심 있다고, 우리들은 방과 후에 남아 이 사건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꽤나 떠든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친구는 학기 초부터 그 여학생에게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그녀에 대한 마음도 점점 커졌다. 이미 부풀대로 부푼 친구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그가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세 명의 
관계는 어느새 그녀의 움직임에 의해서 묘하게 흐르게 되었다. 내 친구 혼자 짝사랑을 했을 
때 까지만 해도 별 주목을 못 받던 여학생은 그의 발표와 동시에 적어도 교실 안에서의 
존재감이 급상승했다. 어쨌든 그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내 친구의 짝사랑이 더 길게 
이어졌지만 그의 도발적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었는지 알 수 없다. 

팔짱을 낀 채로 내 이름을 불렀다.
‘상보야!’
‘왜’
‘답답해!, 변하고 싶어,’

난 그가 표현하려는 말의 뉘앙스로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엔 나의 사소한 행위가 그와 다름을, 나의 평상시 모습에서 어쩌면  그는 일탈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건 옷 입는 방식에 별 관심이 없었던 엄연한 나의 실수다. 
하지만 난 곧바로 단추를 바르게 채우질 않았다. 그 친구가 건넨 그 의미가 비웃음일지라도 
나의 행동은 쉽게 변화되질 못했다. 그 후로 단추를 밑단부터 채우려는 습관이 생겼지만 
지금도 간간히 옷을 뒤집어 입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