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장 그리고 책과 도서관>
배 윤 경
어릴 적부터 집안 한편에 그득히 쌓인 책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나 역시 책과 친해지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일 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 속의 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를 빼놓을 수가 없다. 서재
에 꽂혀있던 ‘상실의 시대’에 홀린 듯이 손을 뻗고 마약 같은 문체에 빠져들면서 무
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는 어린 나에게 폭죽이 터지듯 펑 하며 운명처럼 다가왔다.
중학생의 나는 코 묻은 용돈을 조금씩 모아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모으기 시작했
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이 고뇌하며 성장하는 만큼, 그 때의 나는 주인공과 함께
자랐고 고뇌했으며, 함께 울었다. 마음을 울리는 말들은 내 가슴에 박히듯 들어왔
고, 내가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성에 젖을
수 있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여느 작가가 그렇듯 자신만의 문체로 담담하
게, 그리고 때론 선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며, 지금도 내 서재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 까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광적인 팬이었다. 그가 책 속에서 언급
했던 음악을 찾아 듣고, 뮤지션에 대해 알아보며, 그의 수필집 역시 꾸준하게 읽었
다.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
학생이 되자 잔잔한 일본 특유의 감성과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체에 지겨
움을 느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직설적인 문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로 무라카미 하루키만큼 나를 애타게 하고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는 작가를 만
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책 모두를 뒤지기 시작했다.
집 서재에 있던 ‘상실의 시대’가 나를 불렀듯, 도서관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
분 명 나를 찾아주는, 내가 원하는 책이 있을 것 이라 생각했다. 어렸을 적엔 아빠
와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을 돌아다녔다. 아빠는 학습 분위기를 나 스스로
익혀 독서에 취미를 가지길 원하셨고, 나는 쏟아지는 책 냄새에 파묻히고 싶었다.
혼자 다닐 수 없었던 어린 나는 아빠와 차를 타고 먼 도서관까지 가서 항상 두 손
에 책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훗날 집 근처 도서관이 아닌 일부러 먼 도서관으로
간 이유를 여쭤보자, 아빠는 먼 곳에서 책을 빌려오면 그 시간과 열정이 아까워서
라도 책을 모두 다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독서에 습관을 들였다.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나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았다. 알다시피 인천
은 ‘책의 도시’, 발길이 닿는 곳 마다 도서관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학교가 끝나면
천천히 도서관으로 걸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은 빌려와서 읽었다. 때론 채
광이 드는 쪽에 앉아 책을 읽다가 햇살을 즐기는 병아리마냥 꾸벅꾸벅 졸기도 했
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던 도서관에서의 기억들이 내게는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
으로 남아있다. 가방 속엔 늘 공부 외의 목적의 책이 항상 한 권씩 들어있었다. 그
리고 그 것은 성인이 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이다.
사실 사람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단 ‘공부’와 처음 연관을 짓는다. 하지만
책, 공부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대학생 때의 도서관
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문화생활을 즐기며, 약간의 일탈을 즐겼던 곳이라고
도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의 모교의 도서관은 객관적으로 말해도 꽤나 괜찮은 도서
관이다. 강의 시간이 붕 떠버렸을 때에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도서관으로 가 영화
를 감상하기도 했다. 수작이라고 말하는 명작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고전 명작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찌나 재미있던지 나만의 ‘무비데
이’가 생겼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니기도 했다.
게다가 시험기간이면 바글바글 학생들이 모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릴 때
뺨에 와 닿는 차가운 음료수 느낌에 놀라 깨기도 하며, 과 동기들, 선배들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달려 나가 편의점을 한바탕 휩쓸기도 했다. 당시에는 서로가 같이
공부하며 그 처지를 비관했지만, 지금에서야 보니 아, 그 얼마나 즐거운 순간인가.
왼쪽에는 전공서적이, 오른쪽에는 함께 어깨를 부딪치며 컵라면 하나를 해치울 수
있는 전우가 곁에 있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와, 이건 00학번 선배가 주신 족보
야, 서로 정보를 나누고 킬킬거리는 그 때의 내가 그립다.
도서관 하니 또 하나 생각나는 작은 일탈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있는 사랑의
쪽지. 화장실에 다녀와야지 하며 자리를 비운 5분의 그 시간, 누군가는 설렘과 긴
장을 안고 자꾸만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다가선다. 가지런히 접은 쪽지 한
장과 음료수가 수줍게도 놓여진다. 졸음을 쫓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찬기가 남아
있는 음료수를 놓음과 동시에,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은 책상 위
뚝뚝 떨어져있지 않았던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는 음료수에 주위를 휙
휙 돌아보며 붉어진 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나를
불러 세우는 낮은 목소리. 이렇듯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모든 추억들
이 얽혀있다. 아마 그에게도 이 기억은 잊지 못할 기억이지 않을까?

지금도 도서관은 나만의 피난처이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마다 도서관을 찾는
나에게 도서관은 휴식처이자 피난처인 것이다. 일종의 무의식적인 회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도서관에 들어가면서부터 푸근한 느낌과 함께 거대한 책장
이 주는 위압감이 나를 황홀하게 만든다. 책에 파묻혀 죽고 싶다, 라는 말은 나에게
도 절절히 와 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직장인이 된 지금, 나에게 행운이라 함은
직장 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 이다. 매일 점심식사 후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다.
때론 한 손엔 책 한 권, 다른 손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옥상으로 올라가
광합성을 하는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받으며 독서를 한다. 이때의 나는 마치 신선과
도 같이 구름을 걷는 기분이며 행복의 절정을 맛본다.
어렸을 적, 엄마는 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셨다. 그 옆에서 아빠는 당시 흥미가
있던 일본어를 공부하셨고 나는 그 옆에 바닥에 모로 누워 담요를 허리에 덮는지
마는지 걸친 채 동화책을 읽었다. 어릴 적 나의 주말의 기억은 가족들과 함께 책에
둘러싸여 있었다. 야간자율학습시간, 내 문제집 밑에는 늘 소설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감독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책을 읽어나갔고 공부는 뒷전이
었다. 그래도 그 덕에 언어와 외국어영역만큼은 늘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
학참고서가 날 노려봤던 건 기분 탓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지금도 자위한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듯, 나도 훗날의 나의 자식에겐 도서관, 그리고 책이 주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자식이 내가 그랬듯, 도서관과 사랑에 빠져 그
찬란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책과 함께 황홀경
에 빠질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