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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속으로

7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 이종국을 찾았다.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공원으로 들어서자마자 울긋불긋 예쁜 

물감으로 채색된 가을나무들이 반겨 주었다. 동승한 

김 장로와 내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나왔다. 

“아 가을이 완연하네. ” 

“여기 가을이 와있구먼. ”

운전하고 있던 김 장로 부인도 한 마디 했다.“어찌 

이렇게 예쁘게 가을물을 듬뿍 머금고 있을까요.”

어제 찾았던 아차산에서도 지난 주에 올랐던 도봉

산에서도 또 그 전 주에 걸었던 청송 주왕산, 여수 금

오도 둘레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을색이었다. 이종

국은 아름다운 가을의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 정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기억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종국이 세

상을 떠난 2년 뒤인 5년 전에 김 장로와 함께 오늘

처럼 그의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었기에 잠

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이종국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세상을 뒤로하고 떠난 수많은 자들이 산 자들이 살

고 있는 아파트처럼 단지로 나뉘어 그 단지 안에 동

과 층과 호로 나누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다. 사무소

에 들려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다. 친

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검은색 바탕

에 희미하게 적힌 조그만 이름표 하나뿐이었다. 거

기에는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이종국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공

군장교로 군복무를 했으며 대위 전역 후에 공직생

활을 시작했다. 30대 후반부터는 농사를 지었다. 20

여 년을 농부로 살다가 환갑을 한해 남겨두고 세상

을 떠났다.    

함께 간 김 장로 이름도 종국이다. 김종국에게 고 

이종국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두 종국이와 나는 

졸업 후에도 자주 어울렸다. 대학 시절 우리 세 사람

은 김종국이 집에 놀러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자고 오기도 했고, 김종국이 사업에 실패해 반지하

에 셋방살이할 때 그 반지하 방에서 고스톱도 치며 

어울렸다.

녹음기처럼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언

제나 처음인 것처럼 말하고 듣는다.

대학 졸업 후 몇 년쯤 사회생활을 하고 저마다 가

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어느 해 가을인가 나와 이종

국 둘이 북한산에 간 적이 있었다. 정상에 올라 버너

를 켜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해 먹으려는데 종국이 

배낭에서는 소주병만 나왔다. 한 병을 마시면 두 번

째 병이, 그 병에 담긴 소주를 다 마시면 세 번째 병

이...... 먹어도 먹어도 그치지 않고 술병은 계속 나왔

다. 안주 겸해 먹던 밥과 찌개가 동나자 우린 깡소주

를 마셨다. 내가 가져갔던 소주도 두 병이 있었으니, 

우린 꽤나 마셨지만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산에 올

라 술을 마신다는 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만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주라는 이름으로 

술을 마시곤 했다. 

우린 자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가끔 대학 졸

업 후 출가한 여자 동창생 본각스님을 찾아가기도 했

다. 본각스님은 술에 취해 찾아오는 친구들이 귀찮

을 법도 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차를 대접했고, 여러 

가지 삶의 때가 묻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언을 아

끼지 않았다. 내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이종국

은 본각스님을 가끔 찾았고, 스님은 친구의 고달픈 

삶에 힘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술로 인한 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의 이름표 위에 예쁜 꽃을 사다 달아 주었다. 그리

고 준비해온 소주를 따라 김종국과 나누어 마셨다. 

우리가 마신 건 분명 소주인데 몸은 어느덧 가을로 

물들었다. 빈 술잔은 가을 색으로 넘쳤다. 그 가을 속

에서 이종국이 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화려한 가

을을 당부하고 있었다. 건강한 겨울을, 아름다운 황

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방은 적막하고 세상은 온

통 가을빛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그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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