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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배움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여기가 중요한 점입니다. 

사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오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연애와 똑같

습니다. 연애의 경우 옆에서 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못생긴 남자와 성격이 안 좋은 여자

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였다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 때 사랑

에 빠진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틀림없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때의 도취와 고양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은(혹여 나중에 그것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리얼타임에서는 압

도적인 현실입니다.

이것과는 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좋은 녀석’ ‘아주 좋은 사람’과 같은 사전정

보를 제공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하여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봐

도 친구가 이야기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 있죠.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

이러한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어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계기라는 것은 학력이

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얼굴 생김새 그리고 옷을 입는 센스와 같은 외형적․정량

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방긋방긋 웃으면서 얌전해 보이는 소녀의 눈에 때때로 스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라든지,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이 버려진 고양이를 볼 때에 무의식적으

로 보이는 ‘자애 넘치는 시선’이라든지 그러한 의외성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계기가 되죠. 

대개는.

하지만 그런 것은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나 혼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

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길을 걷다가 보니 길 위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그것을 캐치하고 있지 못할 때에 두근두근 거리죠. “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내가 다섯 발자국 갈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돈은 내 것이다.”라

고 생각해서 걷는 다섯 걸음은 두근두근 거리죠. 

그것은 과학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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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노벨상을 받을만한 새로운 발견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Nature』라든지『Science』에 투고할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 이것과 똑같은 법칙을 

자신보다 먼저 발견한건 아닌가 싶어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를 보면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두근 거리게 되죠.

이 사례는 ‘두근거림’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만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것을 

나 혼자만이 알고 있었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 ‘내가 나라

는 것’의 확실한 존재증명을 획득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사랑도 과학의 실험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을 나 만 알고 있다”라는 문형으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점’을 나도 똑같

이 아는 것만으로는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선생의 훌륭한 점을 나만 알고 있다는 ‘오해’로부터 밖에 사제관계

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애에 관한 저의 설명을 ‘응 그래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도 선생 이야기가 나

오면 곧바로는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차분히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하죠. 

사제관계라든지 교육의 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하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와 교환하여 수여 받

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의로 좋습니까? 정말로?

자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 때 배우는 학생 측이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안게 되는 경우와 별로 경의

를 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 경의를 안게 되지만 별로 유용성이 없는 것이라면 존경을 하

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논의한 연애의 예를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게 된 사람의 예컨대 ‘스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양질

인지 질이 떨어지는지와 같은 비교계량을 한 후에 우리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스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여 ‘배운다’는 것을 선생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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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야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거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자격’과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확실히 자동판매기에 ‘뭐가 ’들어있는지와 같은 ‘내용물’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콜라를 구입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컵라면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하

지만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