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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눈을 이웃에게
나 운 영
「내가 죽을 때에는 내 눈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바쳐 달라」— 세상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수두룩한데 우리처럼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아닐까? 더욱이 두 눈을 무덤 속에서 썩혀 버리는 일은 혹시나 죄
악(?)이 아닐까? 빛을 못 보는 두 사람에게 내 눈을 이식해 주어야겠다. 스테레오 식으로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모노식으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이다. — 이상은 1973년 한국일보에 발표했던 <
미리 쓴 유서> 중의 일부이다.
작년엔가 윤형중 신부님이 두 눈을 시각 장애인에게 주었다는 미담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나는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했었다. 왜냐하면 나의 유서가 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이요, 그야말로 공약恐約임에 틀림없기 때문
이다.
금년에 돌아가신 김명선 박사님은 온몸을 의학 연구 재료로 제공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이는 죽어
서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선생은 이미 생존 시에 빛나는 업적을 수없이 남기셨기 때문이다.
위악자僞惡者란 말이 있다.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이름을 내기 위해 양심良心 아닌 양심兩心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 비록 '이유 있는 반항'일지라도 이는 위선자보다도 더 지탄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위악이란 교만에서 오는 행동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교만'을 버
려야 한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다루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만이란 금물이다.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님, 박요슈아 박사(재미교포) 같은 분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
도를 드리신다고 한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고쳐 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환자를 돌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나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다. 자
기 자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남의 생명은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그러므로 의료 사업에 종사
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는 물론 제약회사의 종업원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은 참으로 큰 것이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첫째는 신앙 생활이요,
둘째는 음악 생활이다.
철저히 신앙 생활을 하며, 고상한 음악을 즐길 때 여러분에게 축복과 위로가 넘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
슈바이처를 본 받자!
두 눈을 바친 윤 신부님, 온몸을 바친 김 박사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칭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뜻을 같
이 할 용기는 없는가….
<1982.9월 「유경」>
[편집자 주] 1993년 10월 21일 故 나운영 선생은 길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작스럽게 소천하심에 그 남기신 유언
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