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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공원을 혼자 걸었다.
늘 혼자 걷다가 10월 말부터 화요일, 목요일, 한 주일
에 두 번은 친구와 같이 걸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
니 참 좋았다. 더군다나 2001년부터 10년 가까이 주
말에 함께 산행을 하던 친구였기에 더 좋았다.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걷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사는 것도
숨이 찬데 걸음까지 빨리 걸어야 한다는 것이 싫어서
였다. 여유 있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
며 걷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친구는 빨리 걸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혼자 걸
을 때는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를 친구랑 걷다 보
면 50분 정도에 걸을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에만 다니던 사이가 아니다.
둘이 도(道)를 깨치겠다며 모여서 수련을 한 기간도
제법 된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보니 첫 마디를 들
으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아는 사이가 되
었다.
오랜 기간을 혼자 걷다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친구와 걸으니 참 좋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
며 걷다보면 금방 시간이 갈뿐더러 힘도 덜 든다. 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
서 둘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어 기쁨
을 얻기도 한다.
걸은 뒤 바로 헤어지지 않고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
두 사람 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라 식당
을 선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 사람이 오
늘 이 식당을 갈까하면 무조건 그리로 간다. 한식, 양
식, 일식, 중식 가리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날 무렵 친구가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하루 거르
자고 했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당분간
거리두기를 하자고 했다. 다시 혼자 걷게 되었다.
친구와 걷던 흙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반향의 잔디 위
를 걸었다. 부부로 보이는 한쌍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두런두런 주고받는 그
들의 대화가 들리는 듯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
로 옮겨졌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혹
시라도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조심

스럽게 그들의 등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남편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었고, 부인은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예상을 빗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부부가 함께 있으면
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
루 종일 대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공원에 나와서까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
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볼 때는 정다운 한
쌍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각자 즐기고 있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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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딸의 어릴 적이 떠올랐다. 딸아이가 아주 가깝
게 지내는 친구와 제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무엇을 하
고 노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았다. 딸은 이어폰을 끼
고 노래를 듣고 있었고, 친구는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나는 의아했다. 친구와 함께 놀면서 각
자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같이 한
공간에서 어울린다면 함께 얘기하거나 음식을 먹거
나 무언가 공동의 일을 하든가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그냥 둘이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각자의 길
을 가더라도 기왕이면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이 더 좋다. 인생에서의 동행이 필요한 것처럼.
공원에 함께 앉아 있던 부부도 그들이 반드시 같은
일을 함께하거나 꼭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은 나의 잠재의
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요일, 아직도 친구는 연락이 없다. 바람이 제법 심
하게 분다. 우리가 사는 지역 세 곳에서 산불이 나서
재가 날리고 있어 공기도 좋지 않은 편이다. 걷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친구와 둘이라면 걸었을
것이다.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재가 날리더라도.
다시 친구와 함께 걷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
대한다.
chahn@townnews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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