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한은형, 소설가

처음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침대가 정신없이 흔들렸으니까. 수상한 소리가 들렸고, 머리에 터번을 쓴 남자가 벽에서 걸어
나왔어. 엉덩이가 투실투실한 양을 데리고. 꿈인지 꿈이 아닌지 알 수 없었지. 무단침입한 남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그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는 양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어. 내가 양을 주문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양을 사라고 했어. 그는 풀죽은 표정으로 내 침대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 자기가 나온 벽으로. 너한테
땅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내 침대에도 그곳의 입구가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왔어. 너의 첫인사였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나도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왔고,
너처럼 누군가에게 말했었으니까. 너는 눈이 오는 날이면 나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지. 우리 숙소 앞의 얼음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는 좋았어. 배수구에서 넘친 물이 폭포처럼 언 것을 보고 네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게 기억나거든. 바다에 갔다 온
계곡개구리 같았어. 얼음 폭포는 누군가의 고향에서 가져온 달력에 있는 폭포와 닮은 모양이었어. 그리고 눈과일! 너는 눈이
내리면 양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먹곤 했지. 너의 고향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함께 내리기도 한다는 흐느적거리는 비과일을
그리워하면서.
네가 남겨둔 그 말을 기억해. “이번엔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죠?”너는 갔고, 나는 남았어. 이제 정말 이곳이 고향 같아. 내가
태어난 그곳보다 여기에서 산 시간이 더 오래되어 버렸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디나 고향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이곳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기분 같은 그런 거. 어느 명절엔가 목욕탕에 갔던 거 기억해?
다른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강원도로 갔었잖아. 그리고 시내에 있는 탱고에 갔지. 불이 꺼진 간판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기뻤어.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간 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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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기억나는 것들은 모두 행복한 일들이야. 사람들이랑 축구 하고 나서 맥주 마셨던 것. 자기
나라의 맥주들을 마셨잖아. 싱하, 창, 라오라오, 킹피셔, 사이공, 바바바. 너처럼 알라신을 믿는 친구들은 말고. 네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잊어서 미안해. 무심함은 아니야. 우리 고향 사람들은 술을 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민영슈퍼는
대단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잖아. 태극기가 아니라면 한국인 줄 모를 거야. 네가 만들어준 화단은 여전히 잘 있어.
우리가 마시고 난 빈 맥주병들로 테두리를 만든 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빈 병들을 볼 때마다 그 맥주의 원산지인 곳으로
돌아간 친구들의 얼굴이 기억나니까. 행복들이 모여서 어떻게 슬픔이 되는 걸까? 이상해.

전화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어. 신부는 없고 신랑인 너와 나, 여기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는 모두 활짝 웃고 있지. 너는 정말
바보 같아. 신부도 없는 결혼식이 뭐가 그리 좋은지. 네가 말했잖아. 신랑이 땅굴을 통해 신부에게 가기도 한다고. 너의 고향인지
너의 고향 옆 나라에서인지. 그날 밤, 너는 땅굴을 통해 신부에게 가겠다고 했어. 신부에게도 말했다고. 나는 놀렸지. 꿈에서
만나는 건데 꼭 땅굴로 가야 하느냐고. 너는 고집을 피웠어. 네 꿈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겠다며. 너는 땅굴 꿈을 꿨는데 신부는
땅굴 꿈을 안 꾸면 어쩌냐고 물었지. 너는 그 생각은 못했다고 인정했어. 나도 웃었고, 너도 웃었지.

또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이번에는 땅 바닥이 울렸거든. 그 소리에 잠에서 깼지. 핸드폰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이상해. 통화기록을 봤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던 거야. 또 땅이 울렸어. 전화를 받았지. 이번에도 그랬어. 침대 뒤를 확인했어.
남자가 양을 데리고 들어왔던 구멍은 막혀 있었어. 누군가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어. 전화는 분명히 왔었고, 양을 데리고
온 남자와 나는 만났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손 끝에 만져지는 이 부슬부슬한 털들은 뭘까? 또 핸드폰이 울렸어. 진동은 점점
커졌는데 나는 전화기를 찾을 수 없었어. 전화는 끊기지 않았고 진동도 끊기지 않았지. 지금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