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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를 맞아: 
곱게 늙어가는 정년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최 몽 룡

2012년 2월 29일(수) 정년퇴임을 하고 올해 2월 28일(토)이면 벌써 만 3년이 지난다. 연금

도 2015년 1월 현재 35회째 받고 있다. 이제까지 진갑(進甲, 陣甲, 62세)과 미수(美壽, 66세)

를 지내고, 2016년 9월 13일 고희(古稀, 七旬, 稀宴, 稀筵, 稀慶, 從心, 70세)와 제자들이 만든 

고희논총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으로도 운이 좋으면 망팔(望八, 71), 희수(喜壽, 77), 산수(傘

壽, 八旬, 80), 망구(望九, 81), 미수(米壽, 88), 졸수(卒壽, 90), 망백(望百, 91), 백수(白壽, 99), 

다수(茶壽, 108)와 오복의 하나인 최후의 고종명(考終命, 令終, 善終, 入寂) 등까지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120세까지 살아야 최상의 장수(壽星)로 인정받는다. 2012년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9세, 여자는 84.6세로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억울함이 

없겠다. 그렇게 된다면 좋긴 한데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수적이다.

돌이켜 보건데 정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꿈이 많았다. 우선 『인류문명발달사』(5판, 2013, 

주류성)의 부록인 『세계문화유산』을 독립시켜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하

였다. 그리고 해외유람선인 크루즈를 타고 외국 할머니들과 데이트를 시도해보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년 전후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90세의 노모를 모시고 40살 먹은 장애인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아 집

안이 삼대가 같이 사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겸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모는 치매

가 없고 새벽 3시경이면 근처에 산보를 다녀올 정도로 건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아들은 군복

무 중 얻은 정신병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보낸다. 연금도 그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의 적응이 빨랐고 능력이 있었지만 가사와 제사를 싫어했던 아

내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셋째와 잘 지낸다. 벌써 ‘기러기 아빠’로서 별거한 지 20년이 지

났다. 그러나 아직 결혼 못한 아이들한테 결손가정의 누명을 씌우지 않으려고 이혼을 생각하

지 않고 있다. 호적상의 부부인 셈이다. 정년과 더불어 가사를 혼자 도맡아 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정년후의 야무진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항상 우직하

고 사교와는 담을 쌓은 소위 ‘왕따’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기 쉬웠고 실제 이제까지 그래왔

다. 이는 오랫동안 당하고 겪어서 느낀 최근의 생각으로, 이제는 쉽고 편하게 선남선녀(善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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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女)로 사는 방식이 좋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다. 또 별다른 재테크가 없던 나로서는 모아

놓은 저축이 없이 연금만으로 여러 사람을 부양하기에는 무척 힘이 든다. 게다가 건강도 폐

차 직전의 자동차 모양 눈, 귀, 간, 위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나는 과거에 음주를 좋아했고 현재도 좋아한다. 그러나 한 때는 책을 쓰고 부족한 공부를 

메우기 위해 금주를 단행한 적도 있었다. 1994년 6월 23일(목)부터 2006년 9월 13일(수)까지 

만 12년 3개월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그동안 외부와 인연을 거의 끊고 칩거하여 독서

로 시간을 보낸 것이 나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그 결과는 최근 연구 활동에 그

대로 반영되고 있다.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한 것은 2006년 9월 9일(토) 회갑연 겸 출판기념

회를 끝마치고 제자들이 마련해 준 중국 호남성 장사시(湖南省 長沙市) 장가계(张家界国家

森林公園)의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장사시를 관통하는 상강(湘江)의 유람선을 타면서 술을 

마시고 그때까지 금식해 오던 저녁식사도 하게 되었다. 그 후 음주는 자폐증의 증상도 함께 

있던 둘째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둘째의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매사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좌절되고 술을 찾는 회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오히려 나의 정신건강이 더 염려스럽게 되고 가끔 술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걱정이 늘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곱게 늙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2008년 5월 15일(금) 스승의 날을 기해 서울

대학교 병원 장기기증원(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나의 모든 육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나니 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 도중 나도 몰래 진 빚을 모두 갚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인

다. 이는 불교에서 중생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는 자비심인 동체대비(同體大悲)와 같은 맥

락으로도 여겨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야하는 애별

리고(愛別離苦)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그 결과 살아오는 동안 맺어진 인연

과 업장(業障)을 거의 소멸시켜 나가고 있어 떠날 때는 마음이 한결 편할 것이다. 그리고 가

능하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려고[以責人之心 責己, 以恕己之心 恕人, 

범순인(范純仁)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노력하고 있다. 『논어(論語)』 <향당(鄕堂)편>

에 보면 공자님은 오로지 술이라면 양도 없이 마시나 술에 취하셔도 난동을 부리지 않으셨을

(唯酒無量 不及亂) 정도로 매우 인간적이셨다. 나도 그러한 음주습관을 본받아 아무리 마음

이 불편해도 술을 마시는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두보(杜甫)의 곡강시(曲江詩) 중 

‘술빚은 가는 곳마다 있으며,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물다(…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에서 나오는 ‘고희’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매사 조심하고 행동한다. 그리

고 논어 위정(爲政)편의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七十而從心所欲不

逾矩)’라는 구절 중의 ‘종심(從心)’은 칠순의 별칭으로 그에 걸맞게 곱게 늙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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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고 그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운이 따라 주지 않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원

망을 할 수 없다. 원망할수록 자신만 궁색해지기 때문이다[…自知者不怨人 知命者不怨天 怨

人者窮 怨天者無志… 순자(荀子) 영욕(榮辱)편]. 그래서 정년과 더불어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불운에 대해서는 마음을 곱게 하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생각했던 일

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불운이 계속되고 마음이 불편할수록 항상 ‘근신(謹愼)’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모든 일에 너그러우면 복이 두터워진다(萬事從寬 其福自厚, 『명심보감(明心寶

鑑)』 <정기(正己)편>)’와 ‘대꾸를 안 하면 마음이 맑고 한가하다(…不對心淸閑, 『명심보감(明

心寶鑑)』 <계성(戒性)편>)’라는 글귀를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사 없는 

경지를 내 마음대로 받아쓰는 불교의 ‘무용생사(用無生死)의 단계‘에 들어서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의 고리는 이미 끊었고 평소 어리석을 정도의 영아행(嬰兒行)을 계속할 만큼 때가 

덜 묻은 범상심(凡常心)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나는 모든 점에 최선을 다해 항상 90%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 10%는 운에 맡긴다. 그래서 을미년 올해의 일기장 첫머리는 ‘그나마 

10%의 운도 따르지 않아 단념, 포기와 체념을 반복하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실망과 좌절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좋은 기회로 삼아 희망을 잃

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그래야 모처럼 맞은 정년을 헛되이 보내

지 않고 곱게 늙어 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