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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r 체모

A-minor 글 

하늘을 날고 싶냥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아니 흘렀고 또 흐를 것이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긴 채 어느덧 나 자신도 불혹이

라 부르는 나이를 지나 버렸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

하는 SNS를 보면 그 행복한 순간들을 박제하고 싶어서인

지 인증샷이 넘쳐난다. 그러나 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

증샷을 남기기가 부담스럽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진에 들어가 있을 내 모습이 두렵다. 아직도 마음은 청

춘이건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

람이 아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예

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만감이 교차하는 꽤나 고통

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시인 시어도어 로스케(Theodore 

Roethke, 1908~1963)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너의 젊음이 네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은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의 명대사로 유명해진 저 말이 어느새 

폐부를 찌르듯 훅 와 닿기 시작했다.

저마다 푸른 제복을 입은 동기도 과정도 다

르지만, 우리는 공군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젊음을 뜨겁게 태워가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A-minor는 에어포스 마이너리티(Airforce 

Minority)의 준말입니다. 영공방위의 주역

으로서 중책의 무게를 견디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나쳐왔던 개개인들의 소소

한 단상(斷想)들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근

엄과 카리스마 그리고 계급장의 뒤편에 가

려 있던 따뜻하고 기발하며 낭만적인 공군 

아재(?)들의 모습들을 본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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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이 듦을 확인하는 포인트들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를 것이다. 혹자는 늘어난 뱃살에서, 누군가는 얼굴의 

주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쉴 것이다. 나는 생각지 않은 곳

에서 불쑥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의 체모에서 내가 적지 

않게 나이를 먹었음을 확인한다. 나는 본디 털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살짝 거뭇한 코 

밑 솜털로 이제 어른이 다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털들이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

는 터라 참 난감하다. 그 위치도 귓속, 목주름 사이 등 전

혀 예상치 못한 곳이라 더 그렇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지

만 은신하고 있는 한 가닥(!)을 뒤늦게 발견할 때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낮은 탄식을 감추기 어렵다. “왜 이발

소에서 돈을 주고 면도를 할까?”라는 유년시절 의문의 답

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문득 나도 모르게 자라난 것은 체모뿐만이 아니라 오만, 

아집, 편견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꼰대가 별거인가. 자신이 알고 경험해본 조그만 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담을 쌓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다.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남의 탓 혹은 남의 잘잘못만 따지다 보면 

어느새 주위에서 꼰대라 불러주기 마련이다. 참 쉽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어느새 

나의 얼굴에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꼰대의 모습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자신만

만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다. 나만의 생각

에 감탄하고, 나의 큰 뜻을 세상이 몰라주면 원망스럽기

까지 했다. 하지만 상관보다 부하나 후배들이 많아진 나

의 현재를 보며, 오늘 내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거울을 유심히 살피면서 나도 모르게 자란 음험한 마음들

을 잘라내는 것인 것 같다.

※  A-minor는 ‘차마 내 이름과 얼굴을 걸기엔 멋쩍어서’ 기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익명의 코너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나이 들어갊과 인생의 애환, 복잡미묘한 감정 등을 글로 풀어쓰신 분들은 언제든 월간 「공군」에 기고해주시

기 바랍니다.(인트라넷으로 전송/마감 : 매달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