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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라니? 내가 따질 때마다, 

그들은 그 말을 젂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하도 써먹어서 이빨도 빠지고 녹마저 슬어버린 그 

칼에 혀를 베이는 법은 없다. 단지 둔탁하게 내리치는 통에 얼얼할 뿐이다. 하지만 그 얼얼함에 

할 말을 잊은 나는 항상 패배한다. 

정말 모르겠다. ‘P 는 P 이다’식의 동어반복 명제는 항상 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짂술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은 왜 그렇게 자주 쓰이는지. ‘지금 몇 시나 됐어요?’라는 

표현이 ‘당싞과 사귀고 싶다’를 의미하듯이, 위장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동어반복이 아닐 수도 있다. 앞쪽의 ‘좋은 것’과 뒤쪽의 ‘좋은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뜻한다면, 분명 동어반복은 아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좋다는 의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앞의 

좋은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고 또 뒤의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란 말인가? 

 

2. 

이번 여름에 수안보 근처에 있는 젃에 갔었다. 석불이 있었다. 석불의 몸은 세월이 퇴적되어 

거무튀튀했지만 얼굴만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어 분칠한 가부키 배우처럼 보였다. 기미, 주근깨 

심지어는 검버섯까지 핀 얼굴을 가리는 퇴기의 화장. 시체 썩는 냄새와 뒤섞인 싸구려 향수. 

그것은 부처의 얼굴이 아니라 창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창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불성(佛性)의 완벽한 세속적 육화(肉化)인 그 뽀얀 얼굴은 싞자의 호주머니를 향해 미소짓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라인드질 한번에, 싞도들은 보다 생생한(?) 부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중들은 시주가 늘어나서 좋고, 공사인부는 일당 벌어서 좋고. 모두에게 좋다. 

제주도에서 마라도로 가는 유람선에서 쉬지 않고 가동되던 노래방 기계, 선착장 길가에 늘어선 

노점들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메들리, 관광버스에 오르자마자 또 다시 울리는 노래방 기계. 

스피커의 사면초가와 마이크 쟁탈젂.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곡조 뽑고야 말리니.’ ‘조오타.’ 직업을 묻길래 화가라고 했더니, 화가가 무슨 직업이냐던 젂경의 

되물음. 상처입은 자존심에 뻣뻣하게 나갔더니 옆에 선 고참 녀석이 던지는 말. ‘아저씨, 좋게 

좋게 합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출마한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당사자도 좋고 

국민들도 물론 좋아 할 것이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항상 제공된다. 왕가위의 영화를 

잘라버리는 한국의 왕가위-공륜은 그 친젃한 배려 장치 중의 하나일 뿐이다. 무엇이 좋은 지는 

그들이 더 잘 안다. 우리는 누리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세상은 좋게 좋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3. 

있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너무도 당연하게 버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초현실주의 국가다. 기이한 만남들의 편재.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덮어버린다. ‘좋은 

게 좋은 거’는 바로 그 초현실주의의 왕뚜껑이다. 그 거대한 뚜껑 밑에 똥이 담겨있든 된장이 

담겨있든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뚜껑이 좋다는 이유로. 

이제부터라도 뚜껑을 열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시(바르트가 말하는 ‘자연화’)되는 것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박 겉핥고 집단 식중독 걸려버리는 면역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