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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지옥

 “자유씨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고 다녀? 자유씨 보면 나까지 기분

이 좋아진다니까. 그게 자유씨 재능이야.”

 24살. 재수 없이, 휴학 없이 스트레이트로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

다. 아직 대학생 티를 벗지 못했던 사회 초년생. 보고서 때문에 혼나

고, 말투 때문에 혼나고, 옷차림 때문에 혼나던 차에 이런 칭찬을 들었

다. ‘웃음’이 재능이 될 수 있나? 분명 진심 어린 칭찬이었지만 기분

이 묘했다. 고개를 들어 최 대리의 얼굴을 보니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로 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헤헤”

*

 내가 다니던 곳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다. 설계 부서에서 근무했기

에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기계과, 혹은 전자과 등의 공대 출신이었

다. 성비는 9:1로 90% 이상이 남자 직원이었다. 대학생 시절에도 비슷

했기에 어색하진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최 대리가 말했던 내 ‘재능’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었다. “자유

씨, 이번 전무님 보고에 남 책임이랑 같이 들어가지.” 팀 주간업무 회

의 시간에 팀장님이 말했다. “네? 저는 그 프로젝트 담당이 아닌데

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팀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옆에 서있기만 하면 돼.”

 팀 주간업무 회의가 끝난 후, 남 책임에게 가서 물었다. “책임님, 제

가 같이 보고에 들어가도 되나요? 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남 책임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자유씨는 평소처럼 

그냥 옆에 있으면 돼.” 결국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전무님 보고에 남 

책임과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걱정과 달리 보고는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전무님은 새로 진행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고, 남 책임은 준비한 자료를 상세

히 설명했다. 나는 그저 옆에서 빙글빙글 웃으며 서있을 뿐이었다. 보



고가 끝난 후 남 책임이 말했다. “덕분에 보고 잘 끝났다. 고생했

어.”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칭찬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최 대리와 커피를 마시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전무 성격이 괴팍하거든. 보고서 던지고 폭언 하고 장난 아니야. 

그런데 여자 사원만 옆에 있으면 엄청 젠틀해져. 보고할 때 여사원이 

옆에 있으면 좋은 분위기로 잘 끝난다고 하더라고.” 보고를 할 때 웃

으며 “이번 프로젝트 느낌이 좋네.”라고 말씀하시던 전무님의 모습

이 떠올랐다. 폭언하는 모습은 전혀 상상되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팀에 

기여할 수 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건가. 최 대리의 말을 들으며 또 헤

헤 웃고 말았다.

 

*

 내 ‘재능’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현되곤 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업무가 종료된 시간, 바로 회식 자리에서였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던 

나는 회식을 좋아했다. 팀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즐거

웠다. 회식 자리에서는 93년생인 나와 93학번인 책임님도 친구가 되곤 

했다.

 한창 즐거운 회식을 하다가 2차로 이동 중에 남 책임이 없어졌다. 나

는 주저하지 않고 남 책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 책임님~ 어디 가

셨어요~ 같이 2차 가셔야죠! 얼른 오세요!” 누군가는 진상이라 말할 

수 있는 전화였지만 이 모습을 본 최 대리는 말했다. “역시 자유씨, 

대단해. 자유씨 애교엔 남 책임도 못 당한다니까.” 술이 확 깼다. 애

교? 이게 남들 눈엔 애교로 보이나? 그날 이후론 2차에서 사람들이 없

어져도 전화를 걸 수 없었다.

 회식 다음날 오전의 사무실은 조용하다. 기계적으로 쌓여있는 이메일

을 확인하고, 텅 빈 동태 눈깔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멍을 때린다. 때맞

춰 메신저가 울린다. [자유씨, 커피?] 메신저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

난다.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러 간다.

 “진짜 자유씨가 우리 팀의 활력소라니까. 덕분에 남 책임도 요즘 많

이 부드러워졌어. 팀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 최 대리의 칭찬은 분명 



칭찬이지만 듣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또 웃으며 화제를 돌렸

다. “감사합니다. 헤헤. 대리님, 어제 야구 보셨어요?”

*

 어느덧 나는 5년차가 됐다. 짬이 쌓이고 이력도 쌓였다. 조직은 자주 

변한다.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 인원이 나가기도 

한다. 업무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5년간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고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우리 팀에 노 책임이 들어왔다. 노 책임은 우리 팀의 업무를 

새로 배워야 했고, 마침 나는 노 책임 옆자리였다. 나는 사수가 된 것 

마냥 노 책임에게 우리 팀의 업무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다. 옆 

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했던 노 책임은 업무를 금방 파악했고, 문제

가 생기더라도 20년 경력의 노하우로 문제를 바로 해결하곤 했다. 그

런 노 책임이 신기했다. 우리 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알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노 책임이 더 뛰어났다.

 그날도 노 책임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다. “이거 작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료 찾아서 전달드릴게요.” 작년에 해결

하느라 애를 썼던 문제였다. 그때 쓴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

하며 2021년 폴더를 뒤지던 나에게 노 책임이 말했다. “자유씨, 참 일 

잘해. 멋있다니까.” 나는 깜짝 놀라 노 책임을 쳐다봤다. 노 책임은 

나를 대견하다는 듯 보고 있었다.

 순간 가슴에 뭉쳐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다. 동시에 코끝이 찡

해지는 게 느껴졌다.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떨리는 목소리를 

들킬까 봐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헤헤”

 일 잘해. 일 잘해. 일 잘해. 

 퇴근하고도 노 책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 잘해. 일 잘해. 일 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