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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는 만큼

“여기서 대리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좋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등에는 벌써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소리 톤과 이마의 땀은 나의 조절 범위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귀에 들어오는(내 의지로 들은 게 아니라) 질문들.
“휴~, 이 부분을 읽고 해석해보게”
버벅..버벅..(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요즘도 내가 가끔씩 꾸는 꿈 중의 일부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수시 면접
시험 중이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해석을 시키거나 지문을 읽게 하는 것은 불합격의
수순이라고 하니, 이미 불합격은 확실했던 것이다. 결국엔 (당연히 그 시험에서는 불
합격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정시를 통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때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남 앞에 서서 말할 때 어려웠던 경
험이 그 때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준비된 발표라면 그래도, 원고를 준비해
서 말할 수 있겠지만,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질문이
들어오고 순발력을 발휘해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는 훨씬 덜 부담스럽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
각해본다. 절대적으로 말하기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때때로 글을 잘 쓴다는 소리
도 들었고, 심적으로도 글을 쓰는 것이 발표를 하는 것보다 더 편했던 것이다. 그 이유
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할 때처럼 자세를 갖출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런 눈빛들을 마주할 필요도 없는
것 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을 할 때와 달
리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쓸 수 있고, 그것을 고쳐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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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Backspace 키’
의 존재는 우리에게 순발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당장 무엇인가
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다. 다 쓰고 이상한 문장은 고치면 되고, 엉성한
논리는 채워줄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글쓰기를 말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유는 나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고쳐 쓰기’
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것
으로 소통을 하게 될 상대방 역시‘다시 읽기’
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정리를 해가면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주장
하는 글쓰기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글쓰기의 경우, 근거의 허술함이 있다면 결국에
는 드러나게 되고, 빈틈만을 정확하게 찔려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순발력 있게 대답
한 대신 약간의 허술함과 빈틈이 용납되는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는 보다 엄밀한 주장
과 근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엄밀해진 상대방의 확인 작업을 넘기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쓸 때 더 신경
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방이 다시 읽는
여유에도 불구하고, 그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많은 방법
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힘을 기르는 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는 글이 최소한 나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나’
는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의 나는 아니고, 글을 쓰고 나서 며칠 지난 후의 나를 말하는 것이다. 처
음 썼을 때 재미있게, 그리고 (심지어 감동할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한 글
이어도, 며칠 지나고 보면 빈틈이 보이고, 그다지 크게 잘 쓴 것 같지도 않은 때가 많다.
처음에 쓸 때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고, 글로는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고리와 같은
문장들이 있었기에, 쓰면서 읽으면 스스로 해석하면서 읽으므로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그 고리를 스스로 버린 상태에서 읽게 되므
로, 마치 남이 읽듯이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쓴 글을 상대할
수 있게 된다. 글을 쓸 때만 마음속으로 이었던 고리는 사라져서 숭덩숭덩 빈 논리만 보
일 뿐이고, 비문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술관계가 틀리는 경우가 꽤나 많다. 틀리
고 엉성한 부분을 나 스스로 남이 되어서 비판하고 그 부분을 수정한다면, 남이 읽어도
비판할 부분은 적어지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 등의 기한이 주어지면 미루고 미뤄서 마
감일 이틀 전에나 시작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
지만 퇴고가 꼭 필요하고 그 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면,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그것을 보여주어 상대방에게 다시 읽게 할 여
유를 주기 전에, 나 스스로 다시 시간을 가지고 글을 읽어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글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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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더 잘 활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써 온 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두는 것이다. 대부분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글을 쓰는 지금은 과거보다 정리하기가 더 편해져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쓴 글과 보고서 등을 잘 정리해 둘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논술을 위
해 쓴 글부터, 각종 수행평가나 편지글까지 컴퓨터에 정리해 두었는데, 글쓰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느낀다.‘이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구나!’
라고 놀랄 때도 있고,
다시 한 번 보니 글이 좀 허술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비슷한 주제로 글쓰기를 해
야 할 때 예전에 썼던 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이는 남이 쓴 참고문헌을 활
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한 번 해본 생각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도 쉽고,
더 힘 있는 글을 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숙제이기 때문에 쓴 보고서이지
만, 내고나면 끝인 보고서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에서 첨삭
은 말할 것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스스로 정리해두지 않는다
면, 그 보고서는 그저 한 번 출력하고 마는 글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리
해두고 활용하는 것, 내 글의 가치와 쓰임새를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글쓰기는 분명히 말하기보다 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 여유와 시간
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과 자신만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에는 힘이 생기고,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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