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그건 또 아니라고 했다>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홀로였다.
까만 비닐봉지에서 소주를 꺼냈다. 손에 쥐면 바스락거리는 얇은 플라스틱 컵에
‘처음처럼 을 따랐다. 담배를 피워 무는가 싶더니 그걸 돌 위에 올렸다. 향 대신
담배였다. ‘디스’ 였다.
남자는 절을 하지는 않았다. 처음 따랐던 소주를 무덤 위에 뿌리고는, 그 컵에 다시
소주를 따라 혼자 마셨다. 다시 담뱃불을 붙였다. 이번엔 돌 위에 올리지 않았다.
깊게 빨아댄 만큼 깊게 내뱉었다. 해가 뉘엿뉘엿했다.
나는 작업 중이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에게 이곳은 작업장이 아니었지만,
작업복을 입지 않은 내게 이곳은 작업장이었다. 나는 옛 망월동의 부서져가는,
지워져가는 얼굴들을 사진기에 담고 있었다. ‘산 자 를 관찰하느라 흐트러진
눈을 가다듬어 ‘망자 의 얼굴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으므로 작업을
서둘러야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엉덩이를 빼고 바닥에 엉거주춤 엎드린 채 철커덕거리는 내 모습은 망측했을지
모른다. 남자가 다가왔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말투가 곱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518 재단과 협력작업임을 빠뜨리지 않는 영악함도
발휘했다. 남자는 누그러졌다. 그리고 푸념했다.
이거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신묘역을 저렇게 삐까번쩍 다듬어
놨으니, 여기는 이렇게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자는 새묘역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 했다. 거기 가니 마음이 편치 않아
옛묘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했다. 여기 오니 한결 마음이 편한데, 그와 동시에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곳이야말로 더 소중한 ‘성지 라고, 518 정신은 바로 이곳
옛묘역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폐허처럼 방치할 수 있느냐는 게
그가 품은 의문이었다. 사진을 찍어 가면, 뭘 개선할 수 있느냐고 그는 물었다.
능력 밖의 일이라고 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노력해보겠노라는 허튼 다짐을 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도 물었다. 당신은 이곳이
새묘역처럼 깨끗하게 단장되기를 원하는 건가. 여기 이 망가진 사진들을 모두
교체하길 바라는 건가. 그건 또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답을 몰랐다.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답을 몰랐다. 답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 곳 이 시간에 조우하지
않았으리라. 망월동은 80 년대를 관통하는 질문이었다. 90 년대를 훑고 21 세기가
밝았다지만 질문은 종료되지 않았다.
황호걸은 고등학교 3 학년이었다. 소아마비를 앓는 형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던
착한 동생이었다. 빛고을에 계엄의 피바람이 일자 호걸은 친구들과 함께 도청에서
시신 닦는 일을 자처했다. 넘쳐나는 시신으로 광주에서는 관이 턱없이 부족했다.
관을 마련하기 위해 호걸과 친구들은 시민군과 함께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향했다. 그게 화근이었다. 화순 입구에서 매복해 있던 계엄군은 버스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고, 호걸은 그 자리에서 운명했다. 복부에서는 창자가 터져 나왔고,
대퇴부에도 수십 발의 총탄이 뚫고 지나갔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유족은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행과 연행, 협박과 회유였다.
잔인했던 군사독재도 이젠 끝나고 5 월의 영령들도 이제는 명예를 회복했다. 허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광주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 군홧발로 짓이겨진 대추리의
절규는, 살인자 대통령을 기념하겠다는 일해공원의 몰염치는, 흘러간 옛일이

아니다. 우리는 나랏돈으로 죽은 자와 죽인 자를 동시에 기념하는 부조리의
시간에 서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죽은 자의 편에서도, 죽인 자의
편에서도 흘러나온다. 망각의 성립은 언제나 공조에서 비롯된다.
이럴 때, 역사는 재빠르게 권력의 의지를 읽어낸다. 스스로를 재구성한다. 예술은
어중간한 중립을 창조한다. 보편을 떠든다. 과거대신 미래를 보라고 선언한다.
순수를 가장한다.
망각, ‘그날 에 대한 망각은 결국, 반복되는 폭력을 승인하겠다는 게으른 의지의
표명 외에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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