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

“나는 1월 1일을 싫어한다”

선거법 개정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이러려고, 그 난
리를 벌였나?’
‘이러려고 내가 ○○를 지지했나?’
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만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크리스마스 시
기 무기 실험이 묘하게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
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다. 물론 이러는 사이에도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온다.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이다. 한 해가 가
고 새로운 해가 오니, 안타깝더라도 매듭지을 것은 매듭짓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 같은 절망을 느낀다.
인위적인 매듭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동기에 의해 시간의
흐름을 끊거나 잇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104년
전에 쓴 글을 권한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워
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일어날 때마다, 이게 나에게는

1월 1일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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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내가 고정된 만기일처럼 도래하는 1월 1일을 싫어하는 이유다.
그런 1월 1일은 삶과 인간의 정신을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맞춰진
균형, 미결 금액, 새로운 경영을 위한 예산 등이 있는 상업적
관심으로 바꾼다. 1월 1일은 우리로 하여금 삶과 정신의 지속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 해와 다음 해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심하고,
지키지 못한 결심을 후회하고 등등. 이것이 일반적으로 날짜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연대기가 역사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좋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선량한 사람이 머릿속에 넣어 두고 있는 네다섯 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날짜는 역사에서
농간을 부린다. 1월 1일도 이 날짜에 속한다. 로마 역사의 1월 1일,
중세의 1월 1일, 현대의 1월 1일.
그리고 이 날짜는 너무나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고 화석화되어,
가끔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삶은 752년에 시작되었고, 1490년이나

1492년은 인류가 뛰어넘은 거대한 산맥이 되어 갑자기 신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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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동일하게 중요한, 변화하지 않는 노선에 따라, 갑작스러운
중단 없이 지속해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난간이 된다. 마치 극장에서 필름이 찢겨 잠시 밝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게 내가 1월 1일을 싫어하는 이유다. 나는 매일 아침이 내게는

1월 1일이기를 원한다. 매일 나에 대해 숙고하고 매일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하루도 이렇게 하지 않는 날이 없게. 나는 내 휴식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삶이 너무 격렬하다고 느끼거나, 좀 마음껏
즐겨 여기서 활력을 찾고자 할 때 말이다.
정신적으로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순간이 지나간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매 순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집단적 리듬으로 축하해야 하는 날은 없다. 나의 고조할아버지
등등이 축하했기 때문에 우리도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야
한단다. 이는 불쾌한 일이다.
나는 또한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주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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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울림이 없는 이 모든 날짜를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다른 날짜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최소한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조상에게서 아무런 유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나는 1월 1일을 싫어한다」
『전진』
,
, 1916년 1월 1일.
https://www.viewpointmag.com/2015/01/01/i-hate-newyears-day/에 실린 영어 번역본에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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