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건강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모 삼촌들이 들려주는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글_ 김형숙 이모는 인생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은 간호사야.

그림_ 소경섭 삼촌

혼자 있는 너의 시간을 

응원할게

자꾸 방문을 닫아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너. 친척들 모임이 예정보다 길어져서 힘들었지? 중

간에 엄마랑 나갔다 온 너는 웃는 표정이었지만, 엄마

한테 한바탕 야단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엄마

가 ‘아무래도 쟤가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하며 

친척들 눈치를 살피시더라. 어른들은 어린이나 청소

년이 혼자 있거나 말없이 지내면 걱정되나 봐. 외톨이

가 되거나 우울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런 걸까. 

나 어릴 때도 혼자 멍하니 딴생각에 빠져 있다가 야단

을 맞는 적이 종종 있었어. 딴생각에 빠져 어른들 말씀

을 듣지 못하거나 심부름을 잊었을 때, 위험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야 야단맞아도 괜찮았지만 그게 아

닐 때도 있잖아. 정말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하지만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재미없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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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때도 억지로 밝게 지내는 척 노력했어. 

어른이 된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뭐가 어때서?’ 라

고 생각해. 지금도 혼자 묵묵히 걷거나 멍하니 생각

에 빠져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습관이 내 마음의 힘

을 키워 주었다고 믿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

서 외롭거나 따돌림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란 별명을 얻었을 만큼 수다

쟁이였고, 친구들과 떼를 지어 동네 골목을 휘젓고 다

니며 요란하게 노는 말괄량이였거든. 그래도 심심할 

때가 많았어. 혼자 마음을 달래야 하는 속상한 일들도 

계속 생겼지. 

그럴 때는 혼자 동네 옆에 있는 언덕의 잔디밭에 앉아 

마을과 들을 내려다보거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

면서 상상했어. 비 오는 날이면 마루 끝에 앉아 마당

에 생긴 물길을 따라 도랑을 지나 시냇물, 강물로 마

침내 바다에 이르는 모험도 하고, 마당에 나온 두꺼비

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떠나보기도 했어. 그러면 마을

에 내리는 뒷산 그림자가 가벼운 이불처럼 내 어깨를 

감싸주고, 빗소리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지. 상상 

속 세계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내 앞에 

실제 세상도 환하게 밝아지곤 했어. 그렇게 구름과 산 

그림자・빗물・바람 같이 흐르는 것을 따라 생각이 

마구 흘러가면 어느새 나쁜 마음들은 모두 흩어져 없

어지고 몸도 마음도 나른하게 편안해지지. 혼자 심심

하게 있으면 내 몸에 닿는 바람, 잔디가 등을 찌르는 

느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 들판의 빛깔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도 느껴져. 구석구석 기특하고 

신비한 내 몸도 느껴지고. 내 몸에 닿는 다양한 느낌

에 관심이 생기니 달리기나 고된 등산, 때로는 밭매기

나 설거지처럼 지루한 일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 이런 걸 자신과의 대

화라고 하는가 봐. 

그뿐 아니야. 혼자 조용히 있으면, 날 서운하게 만든 

친구의 사정이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틈이 없는 부모

님의 마음같이, 잘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훨씬 잘 보여.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

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커져서 사람들

과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 부끄러

워 말고 당당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길 바라. 혼

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고모가 힘껏 응원할게. 

혼자 놀기에도 준비가 필요해. 혼자만의 시간은 문을 

닫아걸고 게임을 하거나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는 다르거든. 가장 먼저 생각을 방해하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은 꺼두는 게 좋겠어. 그래야 집중해서 내 마

음속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든. 그리고 생각과 느낌

은 가만히 앉아서 해야 하는 건 아냐. 몸을 움직이면 

생각과 느낌이 훨씬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주

는 호르몬이 생겨서 기분도 좋아진대. 걸으면서 툭툭 

나쁜 기억을 차버리는 모습 어때? 철봉에 거꾸로 매

달려서 팽팽한 내 몸의 근육을 느끼며 안 좋은 생각도 

쏟아버리는 상상은?  

그리고 혼자 놀기의 진수는 무엇보다 재미있는 상상

력인데, 이건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책에서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얻은 지혜는 

글로 써두는 걸 추천해. 혼자 생각하기가 점점 재미있

어지고, 10년,  20년 뒤 어른이 되어 읽어보면서 ‘내

가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했나!’ 감탄하게 될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