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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로 가기 위해 건너편 단지를 지나칠 때였다. 상가 한 귀퉁이에는 꽃집이 있었다.

꽃도 있지만, 꽃보다는 검은 흙이 담긴 화분이나 나무들을 파는 게 주업인 듯한 집이었

다. 그런 꽃가게 앞에 한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힐끗 보니까 할머니는 꽃삽을

들고 플라스틱 안의 검은 흙을 비닐봉지에 퍼담고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곤 지나치고

있는데 할머니가 발작적으로 무엇인가를 허공에 홱, 던졌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니,

지렁이였다. 깎지 않은 연필만한 길이에 그 정도 굵기의 지렁이였다.

"할머니 왜 지렁이를 던지고 그러세요. 지렁이가 얼마나 땅에 좋은 동물인데요.”

"징그러워.” 할머니가 짧게 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뭐가 아니야?”

"할머니 퍼가시는 이 흙 말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흙이거던요. 이 흙을 이렇게 좋게 만

든 게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지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녀석들이 싼 똥이 흙을 아

주 좋게 만든대요.”

"…. ”

할머니는 내 참견을 묵살했다. ‘일 없네'라고 할 때 짓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던

진 지렁이를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탈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비행이었기에

지렁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듯했다. 잠시 전에 땅바닥에 떨어진 충격을 추스르며 방향

을 잃어버린 지렁이가 굼지럭굼지럭 움직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커다란 화분 옆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빗자루가 보였다. 그것으로 나는 조심스레 지렁이를 이동시키려 했

다. 그렇지만 연하디연한 지렁이 몸에 조심스러웠지만 내 어설픈 빗자루질은 얼마나 난

폭한 또 하나의 폭력이었을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받은 이래 처음 보는 눈부신

햇살과 너무나 차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지렁이는 거의 절망에 빠져 계속 꿈틀거려야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것만 같았다. 안하무인의 할머니에 진저리를 치며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아, 이 할머니, 검은 흙 속에서 또 한 마리의 암갈색 지렁이를 발견하지 않았

겠는가. 우스운 빗자루질을 멈춘 내가 아직 현장을 뜨기 전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새로 나타난 아까

당신이 허공에 냅다, 던진 그 지렁이만한, 그러나 아직 흙속에서 방금 발견되었으므로 생

기와 몸의 윤기를 싱싱하게 머금고 있는 새 지렁이의 허리를 꽃삽으로 쿡쿡, 찍러댔다.

아아, 하필이면 그 흉기가 ‘꽃삽'이었다.

" 할머니이….”

공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고 앉아 영문모를 지렁이의 몸체를 꽃삽으로 동강내고 있는 그

늙으신 어른의 차고 단단한 뒷모습은 완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가 진작에 아무 말도

안 걸었더라도, 할머니는 두 번째 나타난 지렁이를 그토록 난폭하게 동강냈을까. 길바닥

아무 곳에나, 사람이 지나가건 말건 내던졌을망정, 동강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

각이 그 순간, 들었다. 지렁이의 죽음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침'이 싫

어졌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할 ‘하루'가

싫어졌다. 그곳 지렁이학살 현장에서 멀어진 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깨달았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나이

드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노인을 대접하는 문

화에 속해 있는 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깨달음 때문에

새롭게 괴로웠다. 그러나 다짐했다. 그 할머니에게 복수

해야겠다고. 내 복수는 기억과 그 기억의 풀어냄, 그러

니까 일단 ‘글쓰기의 복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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