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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쓴 글이다. 그 사람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그는 시인이자 일반인, 그리고 나의 친구이다. 대구대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연락을 받았다. 4~5초간 생각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밝은 목소리에 통영의 사투리가 느껴지는 말투였다. 이 녀석 여전히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는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 모르고 지내왔다. 그래도 한때는 그 친구의 홈피에 들어가서 
다이어리를 읽는 게 그 친구의 근황을 아는 일이었다. 정말 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친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일기의 
내용이 그렇게 밝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나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친구들이 그 글에 다는 댓글도 감성적인 게 아주 같이 다니고 있네.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여린 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말을 그렇게 잘하고 다녔던 것일까? 말을 잘하고 다녔던 것은 
둘째 치고, 말을 너무 잘 들어주어서 나에겐 좋은 친구였다. 그 친구의 일기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야기와 동시에 타인의 이야기도 함께 섞여 있다. 

      누군가 툭 하고 건드려 준다면 
      나는 탁 하고 터져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1년 전 어느 날(들)에도 그랬다.

      그 어떤 누구의 소식도 궁금하지가 않다. 
      물론 여기서 말한 그 어떤 누구는 조금 제한적인 범위에 속해 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느낀 경험을 글로 쓰고 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는 밤이 
되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래왔다고 들은 바 
있었고, 그를 챙겨 주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귀찮을 정도로 들었던 것 같다. 
혹시나 다이어리에서도 밤과 관련된 일기를 찾아보았는데, 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밤중에 형한테 햄버거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그 형도 정말 
친절하시다. 
    싸이월드의 시대가 가면서 그 친구의 #일기같지않은일기 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친구는 어디가 아팠던 것일까? 
그 친구가 해내야 한다고 했던 열흘 안에 해내야 할 것들, 떨어져 가는 계획들, 
선택과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