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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도움을 요청해서 TARGET지점으로 가보았다. 생각보다 거대한 
산이었다. 하지만 저 정도 크기면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였다. 혼자서 혹은 둘이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
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동료들과 힘을 합쳐 TARGET지점의 거대한 산을 
정복하기로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산을 분해하여 서로가 
들 수 있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서 가야 했다. 하지만 서둘러
야 했다. 일은 쉽지만, 우리보다 거대한 존재가 지나다니는 곳이다. 언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보다 거대한 존재가 여기저기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의 보금자리를 공격해왔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해서 보금자리가 언제나 조금씩 망가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또한 아무렇지 않는 일상으로 무뎌졌다. 우리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다.

  늘 해오던 일이라서 그런지 힘들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지”

TARGET은 산뿐만 아니다. 거대한 외계생물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외계생물들은 우리보다 거대하다. 혼자서 싸우기에는 분명 무리이다.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이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 혹은 혼자 다니더라도 쉽게 
동료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머리로 소통을 한다. 
  우리는 서로의 흔적을 발견하고 쫒아간다. 우리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 이 
  또한 우리의 일상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항상 존재하였다”

몇 번을 반복한 것일까? 사실 TARGET은 개인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선 개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눈앞에 
보이는 TARGET은 우리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작은 존재들, 교류하는 존재들 그리고 이끌어
주는 지도자를 위한, 다시 말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단지 우리는 
그들을 위한 봉사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 
    이제 TARGET을 이루었다. 사실 TARGET은 우리보다 거대한 존재들에게
서 전달된 선물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보다 거대한 존재들은 
이러한 TARGET을 생각보다 많이 전달해 준다. 우리는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빠르게 받아들인다. 
    TARGET을 이루어도 우리는 쉬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상을 
생활화함으로 태도를 이룬다. 끝없이 우리는 달린다.  
  “curr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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