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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에 오면 많은
것이 보여요^*^

(건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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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메리 올리버,
마음산책, 2021.11)

’‘그 야생의 여름들에 대해 무얼 더 말할
수 있겠어?"
자연과 가장 가깝게 교감한 시인, 경이와 사랑의 시인, 그리고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 메리 올리버 시선집이자 전미도서상 수상작
『기러기』는 퓰리처상 수상 시집 『미국의 원시(American Primitive)』를 포함해
그가 썼던 시 중에서 엄선한 작품 142편을 수록했다. 생의 대부분을 매사추세츠주
프로빈스타운에서 살았던 메리 올리버는 그곳의 숲과 바닷가를 매일 거닐며 야생의
경이와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위로와 어떤 다정한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러기>라는 시를 권한다.
"착하지 않아도 돼 참회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 그저 너의
몸이라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면 돼. (중략)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 저 기러기들처럼 거칠고 흥겨운 소리로
너에게 소리치자-세상 만물이 이룬 가족 안에 내가 있음을 거듭 알려주자"
시 읽기, 특히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는 시간은 어두웠던 마음을 접고 일상의 쪽으
로 다시 몸을 돌리는 감정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
시집을 덮고 나면 메리 올리버처럼 우리는 이 진실한 질문을, 숨을 쉬고, 깊고,
간절하게 받아들이게 될지 모른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음악의 언어」
(송은혜,
시간의흐름,
2021.1)
<흐르는 시간에서 음표를 건져 올리는 법>
송은혜 선생의 이 책은 낮고 잔잔하지만 읽는 이들이 마음속에서
각자의 삶의 장면들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은은한선율의 피아노연주곡
같은 책이다.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디아벨리 변주곡」같이
33개의 짧은 에세이들(선생은 각 에세이마다 변주곡 변호를 붙이고
있다)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저자는 음악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미국을 거쳐 프랑스에서 음악 공부를 한 선생은
처음 음악을 배울 때부터 연주자로 활동할 때, 그리고 프랑스에서 음악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험했던 음악의 고통과 기쁨을 담담
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연주자가 곡을 연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해
석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실감하게 된다. 불가능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다른 한편 선생은 이국의 땀
에 살면서, 음악 속에서 한국의 사회와 역사의 단면들과 조우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파리로 이주한 한인 운동가의 프랑스 후손에 관한 이야
기는 선생이 음악을 “시간의 한편을 꾹 눌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국내에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많은데, 의외로 클래식 음악에 관한 좋은
인문학 저서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음악과 인생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깊이를 얻고 있는 좋은 에세이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