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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니이해할수있다치자. 좋아죽겠는

걸어쩌냐고묻는다면할말은없다. 그러나

이웃사람들입장에서보면, 매일아침결코

아름답지않으며오로지우 차기만한똑똑

씨의노랫소리를알람처럼들어야한다는건

결코인내하기쉬운일이아니다.

“아침이오는소리에문득잠에서깨어내품

안에잠든너에게워~~ 너를사랑해...”

바윗돌만한 눈꼽과 입가에 한 줄로 말라붙

은침자국을서로바라보며, 어쩜그렇게도

애틋한사랑가가나올수있는지도무지이

해할수없는똑똑씨와미모.

사랑의 세레나데가 끝나자마자 미모양, 침

대에서쪼르르달려나와차갑게냉각된물

을공손히똑똑씨에게바친다. 

“서방님, 시원한육각수이옵니다.”

“자기야, 자기가 꼭두새벽부터 내 건강 챙

겨주는거야? 나감동해도돼?”

“서방님, 물은 3, 4, 5, 6, 7 각수등다양한

형태로결합이가능하오나, 6각형을이루는

육각수가 인체가 가장 이롭사옵니다. 체액

가운데 62%가 육각수이며, 육각수의 비중

이 높아질수록 인체가 질병에 대처하는 능

력이커지는것으로알려져있사옵니다.”

“어쩜... 점점똑똑해지기까지!!”

“존경하는 서방님을 닮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여보야! 사랑한다!!”

“더불어아침일찍마시는차가운물한잔이

백번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옵니다.

자, 이육각수를쭉들이키소서.”

지극히과학적인대화를나누면서도감전이

라도 된 듯 찌릿찌릿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똑똑씨와 미모양. 진정 닭살의 극치라

할만하다.

잠시똑똑씨가세수를하는사이, 미모양온

갖과학원리가적혀있는커닝페이퍼를보며

씩웃는다. ‘해냈어!’하는득의양양한표정

으로미역국을끓이는미모양.

“자기야, 날 위해 이다지도 구수한 미역국을

끓이고있는거야?”

“특별히파는넣지않았사옵니다. 미역국속에

유해물질을해독하고콜레스테롤이혈관에붙

는 것을 방지하는‘알긴산’성분이 제아무리

많다한들, 파를넣으면큰효능을보지못하지

요. 또한오늘아침상의핵심인이새우찜은표

고버섯과함께요리해콜레스테롤걱정을하지

않아도되니, 맘껏많이드시옵소서. 한번잡

수어보시겠사옵니까?”

마냥즐거운똑똑씨, 새우찜을하나먹어보

고는행복해서미치겠는표정이된다.

“감동, 감동! 간도완벽해!”

우리

의

끝은

어디인가요

똑똑똑똑씨씨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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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맛은온도에따라느껴지는정도가다르지

요. 짠맛과 쓴맛은 높은 온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고 식으면 강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땐좀싱겁다싶을정도로만간을해야, 식

어서도맛있게먹을수있지요. 과학원리만잘알

면누구나장금이가될수있는것이지요.”

“또한 오늘 후식은 오렌지를 준비했사옵니다. 단

맛은 섭씨 35℃ 정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렌지나 사과 같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

어두면단맛은억제되고신맛은그대로남아있어

시금털털 맛이 없어집니다. 이 오렌지는 상온에

보관하여단맛이아주좋으니, 어서드시지요.”

“미모, 도대체몇날며칠을공부한거야? 날위해

서, 그걸다외웠어? 어쩜... 당신은나의러버, 나

만의천사!”

똑똑씨와 미모양의 과학적인 닭살행각은 여기에

서끝나지않는다. 드디어출근시간. 현관문을나

서다 말고 갑자기 뒤돌아 미모를 바라보는 똑똑

씨의눈빛이이 거리기시작한다.

“그대가곁에있어도이토록그대가그리운데, 그

대가곁에없는열시간은어떻게견디냔말야. 칵

죽어버릴만큼그대가그리울거야.”

“저두요. 똑똑씨, 너무 그리워서 하루 종일 눈이

짓무를거에요.”

“우리... 정말너무너무사랑하는거지?”

“똑똑씨, 앞으로‘순간이동’을연구하면안될까?

내가부를때마다순간이동해서내앞에‘떡’하니

나타나줘요. 네?”

“알았어, 미모. 당신 부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게. 까이꺼몇가지문제만해결하면돼. 인체를

원자단위로해체하려면꽤많은에너지가필요한

데, 미모의몸무게가50kg이니까1메가톤급수소

폭탄 100개의에너지정도면돼. 또 원자각각의

정보를 담으려면 10GB용량의 PC용 하드디스크

로은하계전체를메울수있을만큼의저장매체

가있어야하고, 원자들을공간이동시킨뒤에인

체 설계도에 맞게 똑같이 결합시키는 것도 문제

고 말야...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미모가 원한다

면내가한번만들어볼게. 당신을위해서라면태

양이라고 따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당신만

을사랑해. 미모!”

“반사!”

“나두반사!”

“또반사”

본드처럼딱들어붙어떨어지지않는두사람. 수

없이 하트를 반사하며 닭살행각을 벌인지 벌써

30분 째다. 오늘도 지각을 면할 길이 없는 똑똑

씨. 그러나 똑똑씨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현관

을 빠져나올 때쯤 미모양의 눈엔 어김없이 눈물

이맺힌다.

“똑똑씨,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불안해. 사

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잖아. 똑똑씨가 변해 버

릴까봐. 겁이나”

“미모, 사랑에빠지면신경흥분을유도하는도파

민이 증가하고, 페닐에틸아민은 마치 천연 각성

제처럼작용해서상대에대한멈출수없는열정

이 샘솟아나게 하며, 옥시토신은 성적인 흥분을

유도하고, 체내 마약 성분인 엔도르핀이 급증하

면서‘사랑 호르몬’들의 합주는 극에 이르게 되

지. 물론이런호르몬들이기껏 18개월밖에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내 사랑

은그런호르몬작용을넘어서는훨씬더근본적

이고심오한감정이야. 알겠어? 그러

니까내사랑미모, 걱정일랑묶어

두고나만믿어.”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내인생의전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한 달

째 계속되는 똑똑씨와 미모양의

닭살행각은, 과연언제까지계속

될수있을것인가.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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