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도서관이란

김형민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들어서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가 도서관, 혹은 과거의 의무 교육기관에서는 도서실, 그러한 성격의 공간들에 있던
시간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어울려 놀던 순간도 있었지만, 본디 그렇게 활발한 성격이 아
니었다. 나에겐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러한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찾은 유일한
공간은 도서실이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평소에 엄청 시끄럽던 아이들마저도 도서
실의 분위기에 동화되었다. 그곳에는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충분한, 어찌보면 과분한
양의 책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도서실의 공간에 머물던 시간이 길었다. 그때부터
그 공간에 머물렀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춘기를 맞이했다. 대중매체나 SNS에서 묘사하듯이, 별 생각을 다
하던 나이였다. 내 기억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에는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 그런데
도서실에 간 기억은 아직도 어림풋이 난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친한 친구중에
한명이 책을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따라
서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그냥 친구와 함게 있기 위해, 만화책 중 하나를 집어 들
고, 읽었다. 친구가 도서실에서 나오면 나도 쪼르르 다시 나갔다. 그렇게 사춘기 시
절의 도서실에 대한 추억은 희미해진다.
고등학생이 되자,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 그리고 현실에 눈을 떠보니 대입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혹은 논술을 위해서, 책 자
체가 목적이 되는게 아니라, 책은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과거의 추억을 원동력 삼아
도서실을 들렸지만, 과거의 그 붐빔이나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점심시간
이나, 저녁시간에 가도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서실에 있던 추
억이 없다. 하지만 책을 빌려서 학교 자습실에서는 종종 읽었다. 그 시절에는 정치
라는 학문에 눈을 뜨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서적이나 정치 관련 고
전 인문을 읽었다. 수능 전날,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재수할 사실을 알고 있
던 시절,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
다. 참 와닿았다. ‘어떤 삶을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게 중
요하다’. 재수 시절부터 지금의 나를 만든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대학생이 돼서 가장 먼저 간 공간은 인하대학교 도서관인 ‘정석학술도서관’이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웅장함에 놀랐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층이 있다는 것에 더 놀랐다. 엄청난 양의 책들이 있었다. 이
책들 중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전하였다. 도서관의 책상
에 앉아 책을 읽었지만 편치 않았다.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영어 공부나, 전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뿜는 숨막히는 열기가 나를 눌렀다. 유년
시절에 느끼던 편안한 분위기보다는, 재수학원 시절에 더 가까웠다. 그 이후에 도서
관은 자주 가지만, 책은 다른 공간에서 읽는다.
나에게 도서관은 편했던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
도 편안한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취업걱
정, 학점 걱정, 스펙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현실을 외면하고 어찌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사회
를 바꾸자는 영혼 없는 말 한마디도 못하겠다. 나 또한 이 사회의 부품이 될 운명
이며, 나 또한 고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무거운 공기를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니.
하지만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긴 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책을 뒤적거리던 그 시절
이 좋았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앞으로도 자주 갈 그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
다. 도서관만큼은 누구에게나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서관이 나에게 주는 느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