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한 권 읽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 사랑 아닌 사랑얘기였다. 책속에서 초로의 작
가는 오직 소설로서 읽혀지기를 바랐지만 세상에 아둔한 나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첫머리를 여는 호흡이 짧으며 군더더기 없는 간결문은
당시 이십대 후반의 나를 매료 시켰다. 그 매력의 울림은 “칼의 노래”라는 제목 이었다. 제
목의 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무(武)의 이야기였다. 그 무(武)의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
었다. 장군은 소설 속 차갑게 닦여진 문장에서 노량해전 이전으로 온전히 살아난 듯 했다.
400년 조선이란 공간으로 시간을 거스른 장군의 삶은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나아 갈 때까
지 참으로 힘겨워보였다. 그 힘겨움은 내가 알고 있는 “성웅”이란 말과 너무나 달랐다. 그
이질성은 졸망졸망하던 유년시절, 시골학교에서 본 큰 칼 찬 동상의 무늬와는 너무 다른것
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내지른 호칭 뒤에 이토록 순결한 삶이 가려져 있을
줄이야... 작가는 책을 집필하기 전 아산 현충사에 들러 장군의 칼과 보물로 지정된 “난중일
기”를 말없이 들여다보며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했는데 난 늙은 지성인의 마음을 움직인 저
유물 속 인물이 어떠했는지 그 글의 내면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난 서른 즈음에 한권의 소
설을 통해 “난중일기”를 알게 되었다. 내 책장에는 두 권의 일기가 꽂혀있었다. 그 일기들
은 십 수년의 세월이 쌓인 해묵은 것이었다. 세월의 이유를 빌려 난 그 두 권을 제쳐두고
또 한권의 일기를 구입했다. 이번에 접한 일기는 믿음사에서 출판한 노승석 님의 번역의 교
감완역본으로 이 책에는 새로 발굴된 “을미일기”32일치와 원문이 수록된 850여 페이지의
제법 두툼한 분량이었다. 12월의 저물녘. 찬 공기를 맞으며 퇴근하는 길은 추웠다. 난 모두
잠든 밤, 일로 지친 피로한 기운에도 언 몸을 잠시 녹인 후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자리해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임진년부터 시작된 장군의 일기는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 했다.”로 시작했다. 문장은 짧고 명료했다. 그 명료함에는 무
인의 차가운 기가 숨어있는 듯 했다. 그 무인의 진중함이 밴 장군은, 몸이 불편해 일기를
적지 못한 날을 제외하곤 어김없이 파도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을 살핀 듯 했다. 척후로부터
올라오는 하급 첩보에서 공문 작성의 사소한 일상까지 차곡히 채워진 날들은 한순간도 소홀
함 없었다. 그 지치지 않는 고집스런 기록정신은 인간의 끈기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는 듯
했다. 날과 달, 해가 갈수록 일기엔 전투, 작전, 전략 등 군사적 단어들로 가득했다. 그 글들
에 드러난 장군의 전쟁은 사실적이었다. 이성이 파괴된 전쟁터에서 이성으로 쓰여 진 장군
의 기록은 희망을 기대한 내일의 말들이란 보이지 않았다. 장군은 내일이라는 불명확한 미
래의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 듯 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현실을 돌파하려했던 장군의 의지
인 듯 했다. 21세기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난 전쟁은 잘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불분명한 세상에서 내일의 희망을 말한다는 건 의미없는 사치였을 터, 결국 그 희망의 누락
이 임진란이란 긴 전쟁의 시대를 현실로 받아낸 고독한 사람들의 또 다른 희망이지 않았을
까... 깊은 밤 손 끝에 전달되는 종이의 질감은 차가웠다. 귓가에 스치는 종이의 가벼움에
밀려 일기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장군의 삶은 야전생활에 지친 듯 했다. 그 무거운 생활에
도 통제사의 신분으로 친히 주둔지 방어시설들을 순찰하고 무기고에 내려가 손수 병장기를
점검하는 흐트러짐 없는 행동들은 일상의 안일함에 젖어있는 작금의 나에게 실로 일깨워 주
는 바가 크다 아니 할 수 없겠다. 임진에서 무술까지 일기 곳곳엔 장군의 진솔한 인품이 묻
어났다. 강토가 처참히 유린당한 궁핍한 살림에도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면 병사와 백성들
의 헐벗음이 안타까워 떡과 술, 고기 등 작은 음식을 베풀며 정겹게 위로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 사지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장군에게 목숨을 맡겨 전투를 치르게 한 고도의 인술이자
애민이고 치민의 용병술이며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이라는 상호윤리의 속 깊은 행위가 아

닌가 한다. 이처럼 도타움이 묻어난 장군의 인간애 뒤엔 형벌 또한 엄격했다. 군율을 어기
면 어김없이 참으로 다스렸는데, 형을 집행할 때 홀로 동헌에 앉아 칼을 받는 죄인의 목 떨
림을 봤을 장군의 마음. 한 집안의 아비이자 자식이었을 그들에게 이유가 어떻든 칼을 내린
깊은 애환이야 장군의, 사람에 대한 애민(愛民)을 생각할 때 굳이 말해서 무엇 하랴. 생과
사란 여러 곡절들이 엉킨 장군의 언어에서도 유독 눈에 두드러진 대목은 전쟁 4년 후인 을
미년 9월 “한잔 술 오늘 달빛 아래 나누고 나면 내일은 이별의 슬픈 정만 남으리”라는 선
거이 수사와의 이별을 아쉬워해 적은 시 한 수이다. 수년을 전장에서 부대낀 남자들의 끈끈
한 정이 너무나 잘 표현 되어 보인다. 이는 의미의 실종이라는 시대의 읽어버린 인간성 상
실에 “우리들”이란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너”와 “나”라는 오늘날 개별적 이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일기의 끝에서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건 장군의 어
머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다. 쉰이 넘은 백전노장이 팔순의 노모를 걱정하는 대목에선 읽
는 내내 마음이 아련해진다. 전투가 소강상태일때 본가로부터 편히 계신다는 전갈을 받으면
더 없이 안심하고, 어지러운 꿈을 꾼 날이면 밤늦게 객창에 앉아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생각
하는 모습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실천해 보여 주신 것 같아 느끼는 바가 크
다. 내일은 나도 암으로 누워계신 어머님 다리를 좀 주물러 드려야겠다. 고요한 밤. 방에 불
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불혹이라는 적지 않는 나이에 다시 접한 한권의 옛 문헌은
현실과 일상이라는 삶에 충실하고,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대하며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
는 잃어버린 “참사랑”과 “후회 없는 삶”이란 주제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진정한 휴
머니즘이란게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