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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다는 것
장미향

2013년으로 겨울 즈음 tv 예능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 중에 배우 윤여정씨가
“나도 67세는 처음 살아봐요” 라는 말을 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아.. ”하
는 탄식을 했던 기억이 난다. 많은 책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뒤처지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말라고 또 도
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해내라기에 그게 또 정답인줄 알았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던 시기였다.
당시는 지치고 힘들어 할 때였고, 앞으로의 나날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왠지 그 끝이 보이
지 않는 듯하여 더 맘이 무거웠던 그런 때였던 거 같다. 그녀가 정녕 나와 같은 맘으로 한 말인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늘은 낯설고 힘이 드는 하루 일 뿐이니 괜찮다,
약간의 두려움은 설렘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이렇게 들렸던 것을 보면 아마 그런 말을 한창 듣
고 싶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그저 tv에 나온 그 여배우의 한마디가‘사는 건 원래 누구에게
나 주어진 무게감이 비슷한가보다. 어른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일이구나.’ 라며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학교 공부를 따라하고 약간의 지식을 주입하며 조금씩 아르바이
트 비를 통장에 쌓는 것과는 달랐다. 누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누구는 혼밥이 가능했을 때, 누
구는 소주가 쓰지 않을 때 등등 어른이 됐다고 느꼈다고 한다. 나는 내 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
을 하면 어른이 되었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24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7세에
혼밥이 가능했고, 그 이전에 이미 소주가 쓰지 않았으며, 27세 전후로 직업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
다. 그러니 대략 27세의 나는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어야 하는 나이였다. 그러나 27세의 나는 나
이를 먹는 것과 어른이 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 같다. 20살에 가졌
던 설렘과 패기는 사라지고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한가득인 나를 발견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라 슬프기까지 하다.
2003년 개봉한 영화중에 싱글즈 라는 영화가 있었다. 29살의 4명의 친구의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놨던 영화로, 故장진영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 영화였다, 29살이 되진 않았지만

영화

를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내가 5번 정도 봤을 정도로 폭풍 공감한 기억이 있다.
환경공학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연구소에 취업을 했지만, 끝까지 부여잡고 갈 자
신이 없어서 아마 다니던 연구소를 그만두고 잠시 공시생이 되어 동네 중학교 학생들과 독서실에
서 공부를 하던 때였던 거 같다. 주변에서 들리는 친구들 결혼소식과 승진소식에 나만 나이 먹고
어른이 되지도 못하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노래를 불렀었던 때였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하고 말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하늘도 무심하지.. 그

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에 많은 위안을 주었던 영화였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이다. 주인공 나
난의 독백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몇 일 있으면 새해다. 난 서른 살이 되기 전 인생의 숙제, 둘
중의 하나는 해결할 줄 알았다. 일에 성공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지금 난, 여전히 일에 성공하지
못한 싱글이다. 그러면 어때? 마흔 살 쯤에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뭐, 아님 말고. 어쨌든 서른 살
이제 다시 시작이다.‘나난’ 파이팅! 파이팅! 그 영화에 감명 받았을 때 알았어야 했다. 서른
살, 이제 다시 시작이다에 감명을 받았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마흔 살쯤에도 아님 말고”이
말을 꼭 기억했어야 했다.
그 뒤로 나는 30대가 되었고 인생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인지 33살이 되던 2009년 한해
에 결혼도 했고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도 했고 2010년 2월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리고 6월 아이도
한명 태어났다, 그렇게 늦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는데 34살이 되고 보니 친구들과 인생의 숙제 측면
에서 비교적 같은 속도를 내게 되었다. 같은 속도가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늘
인정받고 싶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래서 늘 나름 열심히 살았고 여기에 더해 쫓기듯 살았다.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제법
척척 해내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늘 쫓겼던 것 같다. 2017년의 내가‘쫓겼던 것 같다’라는 과
거형을 함부로 써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순간만은 과거형으로 쓰고 싶다. 삼심대 후
반, 마흔 살을 넘기면서 슬프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혼자여도 괜찮은 척, 어른인척 하는 일명
어른 놀이에 조금씩은 적응해 나가고 있는 나를 가끔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다.
어느 책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엉엉 우는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것, 애써서
거기에 없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맘속에 어린아이인 자신을 살갑게
보듬고 살아가는 것인 듯하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여전히 나이를 먹고 있고 진짜 어른을 꿈꾼다,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 후회할 것을 알면서 후회를 적금처
럼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말이다. 그러면 좀 어떤가?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이라고, 나빠도 괜
찮다며 주문을 외우며 잠자리에 들고,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내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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