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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해서 더 아프다. 이제 말하라!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감정이다.
외로움이 속삭이는 말은 정말 무섭다.
‘넌 혼자야. 네 옆에 아무도 없어.’
거짓말이지만 진실처럼 들린다. 거짓을 거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
지 않는다.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거짓이 진실이 된다. 전기고문 의자에 꽁꽁 묶인
채 저항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인다. 외로움은 사람을 서서히 파괴한다.
사람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외로움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구나 외
롭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다. 의미 없는 싸움이다. 외로움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
“

감정이 분리된 사람은 감정을 돌볼 수 있다.
“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외로움을 돌보는 것이다. 외로움을 돌보려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외
로움을 “꼬마”라고 부르겠다. 언제 꼬마가 활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분위기나 시
기에 꼬마가 활동한다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따라가 보라. 쥐구멍에 갇힌 쥐를 찾는 것처럼 자세히
살피라.
그다음에 꼬마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라. 꼬마가 나타날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라. 자는 사람, 먹는 사람,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등 그 반응은 다
양하다. 패턴을 발견할 때까지 유심히 관찰하라.
외로움에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자신이 아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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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이 느껴지면 절망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라.
“또 시작이군.”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이 분리된 사람은 감정을 돌볼 수
있다.
상상해보자. 당신은 상담자다. 꼬마는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다. 꼬마는 통제 불능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꼬마는 사랑받지 못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과도한 행동을 한다. 작은 말 한 마디
에 상처받고 우울해진다. 다들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데 꼬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다. 설득하고 달래도 소용없다.
꼬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 꼬마는 피터 팬처럼 영원히 나이를 먹
지 않는다. 철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 꼬마를 돌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이다. 꼬마를 대
하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변화는 꼬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자신에
게 일어난다. 감정을 바꿀 수 없지만 감정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꼬마를 ‘소년’이라고 부른다. 다섯 살 정도 된 소년은 발가벗겨져 있다. 온몸이
빨갛고 파란 멍투성이다. 파란 자국은 생긴 지 오래된 것이고, 빨간 자국은 방금 생긴 것이다. 머
리는 지저분하고, 얼굴은 눈물자국, 땟자국으로 얼룩졌다.
소년은 불안해 보인다.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린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
고, 두 손은 덜덜 떨린다.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고, 돌봐주고, 씻겨줘도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
로 있다. 소년은 내가 원치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건다.
“못하겠어. 두려워. 안 하면 안 돼? 그만하자. 뭘 위해서 그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의미 없는 일이야. 소용없다고. 현실은 달라. 너는 실패할 거야. 망할 거라
고. 멈춰. 이대로 있어. 하지 마. 그만해!”
나는 소년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 익숙할 법도 한데 쉽지가 않다. 그가 입을 열면 움찔한다. 때
로는 깊은 절망에 빠진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소년에게 말한다.
“알아.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해. 무서워도 같
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그 소년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나는 당신 마음속의 소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
은 그 소년을 알고 있다.
상처와 싸우는 사람은 고통받지만, 상처를 돌보는 사람은 치유된다.
김유비 / 규장

†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 46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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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주님,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
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 적용과 결단
외롭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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