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편지

작지만 소중한 얼굴
김종광 소설가

요새 시골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

교에 다니면서 평범해졌다. 시골 고교도 오로지 대

이 드물다. 그애는 18년 동안, 고작 스물다섯 가구

학만 바라본다. 공부는 개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사는 내 고향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였고 어

러나 그애는 개성을 선택했다. 래퍼가 되기로 한 것

린이었고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다. 그런 동네

이다. 그애의 노력은 진행 중이다. 그애 얘기를 소설

구십 골짜기가 일개 면을 이루고 있으니 면의 초등

로 써보고 싶었다. 래퍼가 꿈은 아니지만 힙합 마니

학생, 중학생 숫자도 백 명 넘기가 어려웠다. 자기

아인 내 아들이 지적했다. “랩도 모르면서 랩소설을

동네에서는 다 독보적인 어린이, 청소년이었지만

쓴다고요?” “랩소설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골 힙

한 동아리에 모아놓으면 유독 눈에 띄는 애가 있기

합소녀의 시각으로 현재의 농촌을 그려보겠다는 거

마련이다.

야.” “암튼 랩을 하긴 할 거잖아요? 알고 써야죠.”

그애는 팔방미인 소리를 들으며 거의 모든 분야

아들은 과거의 랩에 연연하는 아빠가 망신당할

에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스포츠에서 찬란했다. 소

까봐 걱정되었는지, 아까운 공부 시간 할애해서 이

녀였지만 모든 소년보다 운동능력이 탁월했다. 두

시대의 랩을 가르쳐주었다. 아무튼 랩을 흉내 내어

름성도 좋아서 초·중학교 내내 실질적인 리더였

소설 한 편을 썼다. 마지막에는 힙합소녀의 자작곡

다. 엉뚱한 성격도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화

인 양, 랩 가사 한 수를 덧붙이기도 했다. 무료 비트

도 숱하게 남겼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애는 면

에 맞춰 녹음파일을 만들기도 했다. 아들한테 뭔가

전체 늙어가는 이들의 귀염둥이였다.

보여주려고 제대로 ‘오버’했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딱 그렇구먼. 어쩌면 그리 지
아빠랑 판박이일까.”
그애 역시 한 학년에 삼백 명쯤 되는 시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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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느 시골 동네, 터무니없는 전설.
앞산의 사람 얼굴 닮은 크나큰 바위.

언젠가 큰 바위 얼굴 빼박은 인물이 찾아와,

분명히 있었다. 큰 얼굴이 한 명도 없다면 그곳은 이

마을을 왕창 발전시킬 거라는 얘기.

미 없을 테니까. 큰 얼굴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

그 전설을 굳게 믿고 그 인물을 기다리던 아이.

니다. 큰 얼굴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것도 아니다. 물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이 좋아야 좋은 물고기가 나온다고, 작지만 노력하

그 인물은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는 얼굴들이 많아야 그중에 큰 얼굴이 나올 수 있다.

기다리다 나이 든 그 사람.

그래서 큰 얼굴은 될 수 없지만, 큰 얼굴을 진정성

토박이로 남아 동네 일 다한 사람.

있게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요즘 큰 얼굴이 드

그가 없으면 동네가 굴러가지 않아.

문 것은 진정 어린 사람, 양심과 상식에 따르며 남을

반장, 이장, 동창회장, 한우회장, 협의체장….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가 드물어졌기 때문인지도 모

감투가 있든 없든 뭐든 앞장 일꾼.

른다.

언제부턴가 면민들이 입을 모았어.

소설만 봐도 그렇다.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

당신이 바로 우리 동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가들이 많아야, 언젠가 진정 큰 얼굴

당신이 바로 우리 동네가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같은 소설가가 돌출하여,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
각과 감정을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제대로 그려줄

아들의 냉정한 평가. “라임이 1도 없네.” 솔직히

테다.

아들이 말하는 ‘라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웃고 말

하지만 큰 얼굴도 갈고닦지 않으면 닳아버린다.

았지만 나름대로 흡족했다.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

케케묵은 큰 얼굴보다야, 큰 얼굴을 기다리는 작지

니지만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노래

만 소중한 얼굴들이 더 낫다. 힙합 마니아 내 아들이

가사 같은 글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다.

들으면 어이없어하겠지만, 지금 힙합계의 큰 얼굴

초·중·고 12년 동안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좋

들이 벌써 삭아버렸다면, 우리 동네 시골 힙합소녀

은 글 중에 유독 ‘큰 바위 얼굴’만 생생하다. 오래도

의 노력 같은, 저마다 간절한 도전이 강을 이룬 뒤에

록 내 아버지를 우리 동네 큰 얼굴이라고 우러렀다.

야 큰 래퍼가 나오지 않겠는가. 언젠가, 그애가 우리

80 평생 시골 토박이 농사꾼이었던 아버지. 냉정하

가 기다리던 그 사람으로 빛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게 말해서 아버지는 멋진 농사꾼이긴 했지만 큰 얼

믿는다.

굴은 아니었다. 팔방미인 그애의 아빠, 내 사촌형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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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말로 랩가사에 적어놓았듯이 정녕 큰 얼굴

단편소설로 데뷔.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 신동엽창작상, 제비꽃서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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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는 곳마다 큰 얼굴이 있었다. 잘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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