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관목 숲의 잎이 푸르러지는데, 곧이어 나비 고치가 다닥다닥
붙습니다. 목화솜 뭉치나 솜사탕처럼 보이지요. 애벌레들이 이파리를 어찌나 왕성하게 먹어치웠는지,
숲은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껍질에서 벗어난 나비들은 날아가 버리지만, 숲은 황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름 무렵이면 다시 푸르러진답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
이것은 작가의 초상이고 시인의 초상입니다. 시와 이야기는 작가를 거의 먹어 치우다시피 쥐어짭니다.
그러고는 하늘하늘 날아가서 책이 되고, 독자를 만나지요. 이런 일은 언제나,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 뒤
그 시와 이야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아는 아이 중에 눈 수술을 받은 남자애가 있습니다. 수술 뒤 두 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했지요. 그런 다음에도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다음
마침내 책을 집어든 아이는, 마치 그릇 속에 담긴 글들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글을 먹는 것처럼요. 실제로 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한 여자 아이는 커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지 않은 아이는 빈곤층이 되어 굶주립니다. 시와 이야기 속의 언어들은 음식과 마찬가지예요.
몸을 위한 음식, 위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음식, 영혼을 채우는 음식 말이에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사람은 위가 줄어들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되지요. 빵, 밥, 옥수수, 바나나, 물고기 같은 걸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들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뱃속을 채워줄 음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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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해집니다. 이런 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마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니까요. 세상 한 부분이 자신을 떨어뜨려 놓은 채
휙휙 지나가버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배고픔은 시와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글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남자애는 거의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자라서 선생님이 된 여자애는 자기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요.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걸 잊은 날에는 학생들이
졸랐답니다. 그럼 시인과 작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오면 그들은 다시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와 이야기를 쓰느라 자기 자신을 쥐어짜겠지요.
그렇게 탄생한 시와 이야기는 온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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