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의 한 조각도 사정이 있다

최윤주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가 꼭 'NPC1)' 같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벌

이 하러 온 건데, 한두 번씩 내게 와 책 있는 자리를 묻는 '이용자'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아, 나는 이용자가 아니라 '정석근로학생'이구나- 깨닫게 된다.

그 사실을 처음 안 건 일을 시작한 날이었다. 겨우 20분 전에 교육을 마친 나한

테 무려 두 명이나 말을 걸었다. 한 명은 그리스로마신화 책을 찾는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책이 훼손됐으니 데스크에 갖다 주라는 중년의 남자였다. 후자의 요

청이야 어려울 것 없었지만 젊은 남자의 청은 '가까스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

직 나도 서가의 위치를 다 못 외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책은 

일전에 지나가다 ‘정석 100선’에 꽂혀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실은 그것조차도 확

실하지 않아 중앙의 서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말

끝을 흐렸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손짓도 대사도 어찌나 애매하고 바보 같은 것이

었는지. 어쨌거나 당시 상황은 어설프게나마 모면했다.

그런데 6개월의 근로를 마친 지금까지도 모르는 것투성이다. 제본을 해달라는 요

구를 받은 적이 없어 제본할 줄도 모르고, 대체 제자리에 꽂혀 있는 책을 어떻게 

찾아다 줄 수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바코드를 찍든, 책을 정리하든, 문의 전화를 받든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완벽하지 않단 거다. 그런데 '이용자'의 입장이 되면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왠지 묻기만 하면 행방불명된 책까지도 GPS라도 달아놓은 것

처럼 순식간에 척척 찾아내줄 것 같다. 아마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거다. 나를 바라보는, 내게 문의하던 많은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

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정말이지 착각이다. 일을 하고 꽤 지나서도 나는 ‘무

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묻는 여자를 안심하며 도와줬는데, 바로 3분 전에 정리했던 

곳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또 저기쯤이었던 것 같아요-라는 

불확실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했을 테지.

 ‘내 앞에 선 직원으로 추정되는 저 이’가 사람임을 잊는 건 비단 능력 면에서만

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서, 보통의 이용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인간적인 면'까

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1) Non-Player Character,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플레이어에게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가 나의 불룩 나온 아랫배를 통통 두드려가며 책 정리를 했다거나 검은 마스크

를 쓴 신비한 느낌을 주는 외국인 미남을 흘끗거리다 그와 눈이 마주쳐 얼른 고개

를 돌려버렸단 사실 같은 걸 도서관 이용자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애초에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했던 은밀하고도 사소한 행동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 너무 고될 때, 나 또한 시험 기간임에도 불

구하고 도서관을 가득 채운 공부하는 이들을 책 정리 하며 바라만 봐야 할 때, 어

디에라도 한 번씩 힘듦을 내색하고 싶어지곤 했다.

어쩌면, 일하는 동안의 나는 도서관의 일부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을 이루고 있는 수만 권의 책처럼 나 역시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입

을 열 일이 없었다. 책상, 컴퓨터, 소파처럼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자리할 이

유가 없는 듯했다. 그리고 그건 정말이지 어렸을 적 즐겨 했던 게임 속 NPC와 꼭 

닮아있다. 늘 한 자리를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다가 유저가 다가와 말을 걸 때만 

비로소 입을 열던 이들. 어린 내 눈엔 아무리 염색을 하고 펫을 달고 다니고, 심지

어 캐쉬템으로 도배를 한다 해도, 소품종 대량 생산을 거쳐 비등비등한 모습인 우

리 유저들과 NPC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였다. 엄청나게 예쁘거나 울퉁불퉁한 근육

을 가진 건 물론 짤똥하고 못생긴 모습까지도, 우리 이용자들과는 다른 NPC 고유

의 이질성으로 다가와 생경하기만 했다. 그를 바라보며 생긴 우리의 호기심이 잘못 

방향을 틀면 종종 그를 가둬논다든가 계속해서 말을 거는 다소 안쓰러울 정도로 변

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로 인해 고생했을 가상 세계 속 우리 NPC들의 처지를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감해보니 자연히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또 다른 'NPC'들로 생각이 번진다. 

불과 며칠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화점 갑질 고객, 무릎 사과’ 사건 말

이다. 지나치다 싶은 고객의 항의(를 가장한 진상 짓)를 무마하고자 무릎을 꿇고 사

과했던 직원의 모습이 찍히면서 도마에 올랐다. 공손히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은 모

습이 가련하다. 분란의 원인이 된 두 모녀도 나처럼 이상한 취향의 소유자였던 걸

까. 아니. 돈과 처지를 앞세워 타인을 몰아붙이는 진상 짓을, 나름대로 애정과 동경 

위에 선 호기심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짧은 기사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생각은 없다. 사건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진상 짓들에도 분명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꽤 확신

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이 '사람임을 잊음'으로써 빚어진다는 것이다. 내 앞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도서관의, 맥도날드의, 백화점의, 다른 어떤 기관의 일부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도 사람임을 잊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게임이, 그 속의 사람들은 NPC가 아니지 않나. 퇴근하면 친구를 

만나기도, 어느 곳의 이용자가 되기도 하는, 사실은 일하는 와중에도 배를 두드리거

나 미남을 훔쳐보기도 하는 것이 그들이고, 또 우리다.

하물며 말하지 않는 책도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일을 하며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책도 살찐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많은 이들의 손을 

탄 책은 때 묻고 뚱뚱하다. 수많은 이들의 손길과 눈길이 그 책만의 두툼한 사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역시 오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의 사연이 보이는 법이다. 

이왕이면 그 눈길을 우리 NPC들, 지척에 서있는 서로에게도 주면 안 될까. 현실은 

게임이 아니지만, 게임처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갈 수는 있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