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결혼이구나...
‘정신 차려 보니 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2014년 1월 21일 낮 12시 반,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케케묵

은 무용담(?)을 난 온 몸으로 깨치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민

주광장’에 올라서 있었다. 신랑도, 심지어 싱글도 아닌 권오훈-함철 두 

유부남의 팔짱을 낀 채... 그렇게 언론노조 KBS본부 2,3대 집행부의 바

통 터치가 이뤄졌다.       

“스피커 있는데, 앰프를 꼭 써야 돼요? 돈도 없는데...” 

그래... 무식이 죄인 거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묻고 따지고 꼬아 보는 ‘

기자질’밖에 없는 행사계의 生초짜가, 무려 몇 백만 원짜리 초대형 이·

취임식을 포스터 기획부터 몽땅 떠맡았으니... 그 과정은 실로 처절했다. 

난생 처음 순수창작욕을 불태운 결과물은 ‘초현실적 아방가르드 호러

틱 스릴러’라는 포스터계의 신 지평을 열었고, 전자기타 3대를 주무르는 

밴드 ‘장미여관’을 섭외해 놓고는 예산이 없다며 앰프를 안 쓰겠다고 떼

를 써 음향업체 대표를 ‘멘붕’에 빠트렸다. 

“난 편집을 못 하니까...” 라는 살벌한 핑계로, 현업에서 안 그래도 박

박 구르는 PD후배님들을 데려다 작품을 4개나 토해내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그 중 하나는 행사 이틀 전에 새롭게 발주됐다. 그 와중에 집합을 

세 번이나 걸었다. 중간 점검이랍시고. 쯧! 무능한데 부지런한 데다 꼼꼼

하기까지 한 선배의 전형이다.

또 행사기획과 진행원고 작성을 맡아 준 기자 후배를 돕는답시고 얼쩡

거리다, ‘큐카드’와 ‘큐시트’를 구분 못 하고 ‘큐카드의 탈을 쓴’ 단출한 큐

시트 들이밀어 진행자를 당황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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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별 재주 없이 난 비루한 팔자인데 그나마 인복이 많아 먹고 산다더니, 

이번에도 좋은 사람들 덕에 살았다.

당신들 인건비에서 떼 앰프값 하라시던 한국음향 남준우 선생님, 연이

은 밤샘 작업에 야간 설치작업까지 묵묵히 제 일처럼 도와주셨던 디자인 

화소 박혜선 대표님과 현수막 업체 정동섭 팀장님은 작업비용 일부를 자

비로 충당해주셨다. ‘좋은 인연에 좋은 마음으로 투자한 셈 치자’하셨다. 

역시 정상적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후배들은... 이 놈(^^)들 정말 물건이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씰

룩대던 내게, 다시 사람의 사람에 대한 무한 애정을 되살려주었다. 나날이 

퀭~해지면서도, 변함없이 밝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랑스러운 녀석들, 너희가 희망이다.

그렇게 시작된 내 신혼(?)생활... 처음이라 엉성하고 삐걱대지만 알콩달

콩 쌉싸름하다. ‘변변치 못한 10년차 기자’라는 열패감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 그 날의 달뜬 기운이, 우리 안의 반짝반짝했던 그 무엇을 깨우는 신

호가 됐기를 소망한다.     

- 교육문화국장 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