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폰스 도테'의 '별', 2018.05.02, 최 흥선

	나는 불란서의 '프로방스'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교과서에서 '별'을 읽고서 한참 동안,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지 못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어떻게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와 밤 늦게까지, 그것도 전쟁 중인 곳에서 가족들도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불란서는 그런 곳일까', '아니야, 전쟁은 오래 전 얘기라니까 시골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불란서에도 요정이란 것이 있을까, 분명 '카톨릭' 국가라고 했는데, 불란서에도 요정들이 있다면 괜히 책들을 치워버리고 '카톨릭'이 된 걸까?', '양들이 어떻게 사람을 따르지, 시골에서 소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아, 늘 우리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사람도 차', ...
	
	앞으로 성당 옮길 거다. 공항을 크게 넓힌다고 하니. '올림픽' 때문에 건물도 새로 짓고 활주로도 더 크게 넓힐 거다. 지금 성당은 사실 너무 좁아, 특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신자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서야 하니. 잘 됐어. 신부님은 새로 이사갈 땅 사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 ... (아버지, 그런데 신부님은 선생님들과 달라요.)

	너른 성당을 둘러싸고 경계를 이룬 담장을 따라서 왼쪽 구석에는 커다란 '포플러'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아래 간이 조립식 사무실에서 예비 신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레지오' 회의가 열렸다. 토요일 오후, H는 예비 신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일찍 도착한 탓에 한적한 경내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포플러'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수녀님과의 교리문답 연습이 더 중요했지만 가까이서 공항과 비행기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가을날의 오후 햇볕은 마치 습착지처럼 여름날의 물기를 다 빨아들인 후, 먼지 대신 '포플러' 씨앗들을 바람에 날렸는데 토요일 오후의 성당은 인기척조차 없는, 쓸쓸하게 혼자 담배를 피우시던 신부님조차 안보이는 무덤처럼 고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H는 '포플러' 나무에 기어올라갈 용기를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저렇게 많은 비행기들과 활주로들을 볼 수 있다니 ...', 평소 접근 제한 구역이어서 볼 수 없었던 활주로며 비행기들을 백 수 십 '미터'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H는 흡족함과 함께 토요일날, 성당에 온 보람조차 느끼게 됐다. 그 처연한 오후, '포플러' 나무 씨앗들까지 마치 눈송이처럼 바람에 날리고 너무나도 건조한 가을날의 풍경.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별들이 더 잘 보일까? ...'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신자들을 배웅하시고 혼자서 담배를 꺼내서 태우셨다. 말수가 없으신 조용한 분이었다. '평양 어디 분이래', '항상 그렇시지. 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라. 학생으로서 선생님들을 연구하듯이 앞으로 신부님들도 연구해야겠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건 정말일까,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 봐, 정말 여태까지 수 백-수 천 명만 죽었다는 이야기일까', '만약 그렇다면 부활은 죽은 사람들 숫자에 곱하기 또 수 백-수 천이라고 해야 말이 돼. 하지만, 신부님이 존댓말을 써주신다고 그런 수학 문제를 여쭤볼 수는 없어. 그런데 구원은 또 뭘까?', ..., 물론 서울에서 시민들이 인민군들에 의해 처형된 것처럼 평양 덕원 교구 수도원도 인민군들에 의해 점령되고 수 백 명의 성직자-수도자들이 끌려가는 도중에 학대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이제 곧 성탄절 자정 입니다. 전등을 끄겠습니다 ...', 항상 그렇지만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미사를 보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니고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일 것이다. 또한 그 날 자정 미사 후, 눈까지 내려서 집에 가는 길이 H에게 더욱 즐거웠을 것이다. 추위와 얼음, 눈은 태양과 비만큼이나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 H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3 살이 어린 H의 여동생은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가고 있다. H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붉은 색, 겨울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여동생은 미끄러질까 봐 땅을 보면서 하얀 입김을 뱉으며 조심스럽게 뒤따라 오고 있다. 정말 H의 생각대로 그 날, 하늘의 빛나는 별들 중에 마음에 둔 별 하나를 H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백과 사전에서 찾아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그 날 밤, H는 수학 문제를 잠시 잊기로 했다.

	'또 누군가가 죽은 것일까?', 탁한 서울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본 것은 정말 수 십 년 만이다, 이제는 수 백, 수 천의 별들을 서울 하늘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도심의 전쟁터 가운데 봄이 찾아와도 살얼음판 아래, 갇혀버린 붉은 꽃처럼 비통함은 더하고 그 때,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찾은 반가운 유성이라니. 미사를 드리고 거리에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지난해 갈대들까지 말려죽이는 인간의 불행과 또다시 불에 검게 그을린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신의 선물, 지복에 관하여. 나는 어려서처럼 또다시 약속했다, '세계의 비참'을 마저 찾아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