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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카페나, 혹은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쁜 사

람, 여유로운 사람, 남들과 어울려서 수다 떠는 사람, 다른 사람들

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서 가만히 앉아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

는 사람. 이외에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

습니다. 

성격에 따라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외향

적인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람들. 매사에 적극적이면서 남들 앞에

서서 남들을 이끌고 어울리며, 쉽게 친해지는 외향적인 사람들. 

소극적이면서 남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는 내향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오해를 빚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서,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롱을 겸한 충고로 ‘사람은 적극적

이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향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들 앞에 나서서 이끌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

들보다 친구가 적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굳이 나서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지 않고, 남들 보기에 대단한 걸 한 적

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

낸 사람들을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고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에 비해 관심을 받

지 못 하고 대화에 끼지 못 한다고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

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억지로 외향적으로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남들과 대화를 하려하고, 억지로 남

들이 좇는 것을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향적인 남들을 부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내향적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솔

직하지 못하고, 어쩌면 남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자책하는 사람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받아들이

면 됩니다. 

우린 모두 좀 내향적이고, 엉뚱하고, 평범한 보노보노라도 괜찮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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