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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覇者와 패자敗者
나 운 영
「이번 여름 방학에는 열심히 공부 좀 해 봐야지」하고 벼르다가도 막상 방학이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헛되이 보내고 많이 아쉽기만 하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실컷 좀 놀아봐야지」하고 벼르다가도 막상 방학이 돌아오면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또 방학을 보내고 마니 더욱 아쉽기만 하다.
사람은 공부할 때와 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공부해야 할 때는 놀아 버리고 놀아도 될 때는 애써
공부해보려고 하니 이런 사람은 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또는 악취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방학 때에는 아예 교과서를 떠나서 일반 교양서적이나 소설책을 탐독한다든가 해수욕, 낚시질을 즐긴다든가,
높은 산, 깊은 숲을 찾아 헤맨다든가 하는 것이 좋다.
중앙고보 재학시절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보면 나 역시 모처럼의 방학을 무의
미하게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나는 일이 있다.
방학이 되어 회룡사를 찾아가 소위 입학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한 달 가량 지내보려고 했었
다.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스님의 목탁 소리에 단잠이 깨고 새벽 산보 겸 산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기분이 상쾌
해져서 아침밥이 잘 먹힌다. 감자 투성이의 밥을 실컷 먹고 나니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를 하려 해도 졸음이 와
서 못 견디겠다. 냇물에 머리나 감고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머리를 감고 와도 역시 졸음이 오니 어찌하랴. 그럭
저럭 점심시간이 되니 책임지고 먹고 이번에는 소화도 시킬 겸 또다시 산을 한 바퀴 돌아 들어와 좀 피곤해서 잠
깐 눈을 붙였다 일어난다는 것이 파리 등살에 깨어보니 벌써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
녁밥을 빨리 먹어 치우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지 마음먹고 앉아있는데 방문을 닫으면 더워 못 견디겠고 문을 열
어 놓으면 불나방, 모기 등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에라 밖에 나가 별구경이나 하고 들어오자 하고 나가니
거기에도 모기가 따라붙는다. 실컷 물린 뒤에 방에 들어와 자리를 깔고 누우니 이번에는 복병(빈대)과 빨치산(벼
룩) 때문에 못 견디겠다. 자는 둥 마는 둥 시달리다 시계를 보니 4시 직전이다. 또 목탁 소리가 들려올 때가 되었
구나 …. 이렇게 해서 하루, 한 주일, 한 달을 흘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내일부터는 또 지긋지긋한 개학이다.
시험공부는 고사하고 방학 숙제도 제대로 못 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형의 도움을 받아 부랴부랴 밤새워 숙제
를 해 가지고 학교에 가 보니 제각기 방학 동안에 즐겁게 놀았던 일로 얘기 꽃이 핀다.
친구들의 얘기를 재미있게 듣다 보니 슬그머니 화가 난다. 과연 나는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나? 공부도 못하
고 그렇다고 실컷 놀아 보지도 못했으니 말이다. 차라리 친구들처럼 놀았다면 얼굴도 타고 몸도 튼튼해졌을 것
을 ….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방학 때에는 실컷 놀자. 그 대신 개학 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하기야 방학이란 학교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결코 학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방학 때도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몇 시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마음 편히 놀 수가 없으니 차라리 책임지고 놀아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공부하며 놀고, 놀면서 공부하자」라는 말이다. 아무리 방학 때라고 해
도 하루종일 놀고만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아침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놀고, 밤에는 쉬고 하는 생활이야말로
공부하면서 놀고, 놀면서 공부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하루 놀고, 하루 쉰다」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
인데 이는 논다는 뜻과 쉰다는 뜻을 혼동하는 데서 온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내 식대로 말한다면 공부

란 정신적 노동이요, 논다는 말은 육체적 노동이요, 쉰다는 말은 정신적 및 육체적 휴식 — 다시 말해서 잠자는 것을 뜻
한다.
공부하며 놀고, 놀면서 공부한다면 개학이고 방학이고 상관없다. 남들이 모두 놀기만 할 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계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 비결을 명심하자, 고갯길에서 자동차의 발동을 꺼뜨리지 마라. 방학이라고 해서
놀기만 하면 개학 후에 다시 발동 걸기가 힘이 든다. 흔히 입시 지옥에서 구출된 햇병아리 대학생들이 소위 미팅이나 데
이트에 홀려 첫 학기를 정신없이 흘려보내 버리는 까닭은 공부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무릇 기계는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내 녹이 스는 법이다. 일단 녹이 슬면 그 녹부터 닦아낸 다음에 기름칠을 해야만 비로소 다시 쓸 수 있다. 이처럼 우리들
도 녹슨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다.
골동품은 녹이 슬수록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란 골동품이 되어서는 값이 없다. 나이야 많건 적건 간에 이 급
변하는 세대에 있어서 새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갖 태세를 갖추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인생의 패배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골동품적 존재만은 겨우 면했다 하더라도 그만 녹이 슬어 버리면 만회하기가
무던히도 힘이 든다.
방학을 뜻있게 보내는 사람은 승자요, 방학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은 패자이니 — 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들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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