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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챠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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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전투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해내던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강화 등등도 (프랑스경우)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 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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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맘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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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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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갖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에)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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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


이 전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