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 군는 초등학교 4 년부터 친구로서 친구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늘 학교와 일에 바쁜 A 는 친구 b 가 모처럼 찾아와 그의 차를 타고 함께
운동을 하고 GW 브리지를 건너던중 경찰이 불신검문을 요구하며 차를 세웠다.
DWI 에 걸린것이다. 그날은 어쩐일인지 경찰이 약 20 대의 차를 운동장에 다
몰아넣고 한차씩 검문을 집중적으로 하는것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탄차를 검문
받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운전석에있던 친구인 B 가 사색이 되어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경찰이 차를 뒤질것 같은데 실은 내가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며
실토를 하는것이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것 같았다. A 는 이사실을 전혀
모르는채 차를 탄것 뿐인데다가 자신은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인것이다. 당황해서 “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일을 당하게 할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고 차안에는 대마초 봉투가 3 백이나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B 는 경찰에게 자신의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차만 얻어 탄것 뿐이며 그 마약은 내것 이라며 이 친구는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것은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며 차를 압류하고 재판날짜를
주고 나서야 그 둘을 풀어주었다. 내가 아주 잘알고있던 불체자인 A 군은 곧바로
내게 전화를 했다.나는 너무나도 충격스런 이 소식에 그만 마음이 주저앉았다.
유난히 성실하고 착실히 사는 그에게 너는 불체자이니 이런류의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매사에 조심하라고 늘 조언을 해주었던 터라 더더욱 충격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그 다음날 둘을 만났다. 만나자 마자 마약 소지자였던 B 는 너무나도
절망스런 얼굴표정으로 내앞에 앉더니 미안하다며 주체 할수없는 울음을 울먹이며
그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댓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게 되어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숨도 고르지 못할정도로 울먹이는 그를 보는 나는 그에 대해
원망스러웠던 내 마음이 허망해져버린 망망한 기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일정도의 울음을 섞은 그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았다. 어릴때부터 단짝 친구인
둘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불체자인 A 는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성실하게 자신이 학비를 벌며 대학 을 다니고 있었다.

반면 b 는 별로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며 가끔씩 대마초를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3,4 년이 지나면서 둘은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A 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치면서 대학졸업반이 되었고 B 는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
있는.. 그렇게 점점 차이가 나는 그런 친구가 되고 있었다. 항상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것같은 b 군은 a 군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마약의습관은 늘 여전했고 그것을 아는 a 는 가끔 그
친구에게 마약을 끊기를 권유했지만 B 는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아 그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던중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것이었다. 이 기가막힌 상황에 처해서야 B 는
자신이 뭘 어떻게 잘못했나가 뼈저리게 깨닫아지게 된것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마초를 하는것이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그
미련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가족을⋯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들을 보이지 않는 칼로 그 마음들을 후벼파고 말았다는것을 ⋯. 그리고서야
비로소 이젠 그마약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깨닫았노라고⋯그
B 군의 진실한 고백과 깨닫음이 고마와 껴안아주고 돌아오면서 나는 친구인 그둘이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워 애꿎은 눈이 짖물르도록 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