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희망, 감동을 주는 세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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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아 아, 사람아> 다이허우잉 지음, 신영복 옮김, 다섯수레
故신영복 선생님이 우리말로 옮기신 <사람아 아, 사람아>를 소개합니다. 문화혁명이라는
아픈 시기를 겪으며 그 시기를 살아낸 지식인들의 슬프지만 가슴 벅찬 이야기가 담겨있습니
다. 반체제적 내용 때문에 ‘판금’ 등과 같은 가혹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 젊은층의 열
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 작품입니다.
작품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5장 쑨한(孙憾)
- 역사란 내게 있어서는 이 찢어진 사진 같은거야. 싫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엄마는 요즘 왜 저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나. 늘 노트를 펼치고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 그러다가도 내가 돌아오면 얼른 노트를 덮고는 예의 그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
를 채워버린다. 저 서랍은 나와 엄마 사이에 놓인 ‘국경의 강’이다. 저것을 보노라면 나와
엄마는 무엇인가에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만다.(중략)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도록 해라. 어머니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알아? 그것을 저 버려서는 안돼.” 성적표를 받을 때 웬(文) 선생
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엄마, 이것.” 나는 큰맘 먹고 성적표를 엄마 앞에 놓았다. 그리고 내 책상 앞에 앉아서
야단 맞기를 기다렸다.
“이유를 말해라.” 엄마의 목소리는 좀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이쪽
을 향했다. 얼마나 슬픈 눈빛인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명종 시계가 재깍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린다.
‘엄마, 야단쳐! 때려줘! 난, 엄마의 그런 슬픈 눈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마음속으로 호
소했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야단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다. 얼굴을 들어 보니 엄마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른들은 어른들만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엄마의 눈물을 보자마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
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넘쳐서 뺨을 타고 내려왔다.
(중략) “어느날 우리반 친구하고 싸움을 해서 시험보던 날은 머리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
어.” 나는 정직하게 자백했다. 엄마가 곹오을 나누어 가져 주기를 바랐다.
“왜? 친구하고 싸움을……!”
엄마의 가늘고 긴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누군가와 싸움을 하면 아무리 내가 옳았다 하더
라도 엄마는 꼭 나를 야단친다.
“하지만 그 애가 내 이름을 놀리는걸. 한한(憾憾)이라고 불렀다가 한한(憨憨)이라고 불렀
다가(憨은 憾과 동음이지만 우둔하다는 뜻임-역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왜 하필 유감
이니(憾은 유감의 뜻임-역주),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목이 막혔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가르쳐 줘. 아버지는 도대체 왜?”
나는 눈 딱 감고 물었다. 이 의문이 생긴 것은 훨씬 전의 일이다. 자, 엄마 가르쳐 줘, 나

벌써 열 다섯 살이야!(중략)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참으로 상냥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맨 처음 “후안후안(环环)”하
고 불러주었다. 이것은 내 원래 이름이었다. 나는 웃으며 엄마의 가슴으로 뛰어 들었다. 엄
마는 자주 나를 업고 걸으면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후안후안!” “꼬맹이 후안후안!”
“착한아이 후안후안!” “예쁜이 후안후안!” “귀여운 후안후안!” 엄마가 부를 때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엄마는 항상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밉상 후안후안!”하고
불렀다. 나는 거기에 걸려들어서 응, 하고 대답하고 만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배를 잡고 웃
었따. 그 앞에서 나는 발을 구르며 약올라 했다.
“아빠한테 이를거야. 엄마는 나빠. 나더러 밉상이래 하고.”그러면 엄마는 다시 나를 껴안
고 뺨에 뽀뽀하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후안후안은 밉상이 아니야. 후안후안은 엄마의 보물, 귀여운 보물이지!”
그 무렵 엄마는 나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빨간 것을 입히고 싶어했다. 마치 불덩이
처럼. 엄마의 마음 속에서도 불길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후안후안은 몹시 따뜻했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내 이름을 한한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달라지고 말았다.
여전히 엄마 자신은 돌보지 ㅇ낳고 열심히 내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예쁜 것을 입혀 주긴
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귀여워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작은 동물에 불과한 것 같았다.
엄마의 마음속에서 나는 국제시장에서의 달러화 가치처럼 값이 떨어지고 만 것 같다. 이미
‘귀엽고 귀여운 보물’이 아니라 ‘유감’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야.
쓸쓸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법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게다가 나는 이미 공청단(共青团)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선생
님은 내 성격이 밝지 못하다고 했지만.
언젠가 엄마가 문학이론에 대해서 말해준 일이 있었다. 일본의 구리가와 시노무라라는 사
람이 문학은 고민의 상징이라 했다고. 난 그 이론에 찬성이야. 고민에 빠지면 시를 쓰고 싶
어지니까. 나는 시를 써도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엄마가 훌륭한 노트를
주었다. 표지를 펼치니 거기에는 엄마의 글쓰고 <소녀 시초(诗抄-손한)>이라고 쓰여있었
다. 엄마는 어떻게 내 시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상한 일이야!
나는 그 노트에 많은 시를 썼다. 하지만 이 시- 바로 그 물리 시험 시간에 쓴 시는 <시
초(诗抄)>에는 적지 않았다. 엄마에게 보이기 싫어서 종이 조각에 쓴 채로 두고 있다.
나는 종이 조각을 책상 위에 펼치고 내 시를 감상했다.

이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다.
나의 이름은 웃음거리임을.
그러나 사람들이여 그렇게 부르지 마라. 가엾은 나를.
이름이여 이름이여
너는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무엇인가의 기념

사람의 마음에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는 것.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잊을 수 없다. 그 폭풍우의 밤을.
나는 아직 어리지만
기억은 지금도 분명해.
사라지지 않는 너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려는 가.
내 마음은 평온치 못해
언제나 망망대해의 거친 파도 같다.
내 이름의 유래를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속에 접어두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산들거리는 바람이여. 흔들리는 버들이여
가르쳐 주렴. 모든 것을.
그리고 내 이름을 비웃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잊게 해주렴.
깨끗이, 영원히.
===========================================
====================
<생각할 거리> 왜 엄마가 쑨한의 이름의 한자를 바꾸었을지 상상해봅시다.

<수업을 위한 준비> 발음 단원이 끝나면 곧 이름을 중국어로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기 이름을 한자로 알아야 합니다. 한글 이름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국어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름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리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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