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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갑작스러운 일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

다. 나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

험도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급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면 은근 당황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이 되었든 

미리 준비하는 편이고 최대한 다양한 수를 고려

하여 미리 계획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물론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지만. 

뭐 기껏 해 봤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미리 청소

를 하고 약속이 있으면 일찌감치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하고, 나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

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 정도랄

까…… 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만큼은 어

려서부터 꽤나 몸에 잘 배어 있고 잘 관리하는 편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오랜 습

관으로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

져야만 움직이고 만다는 것이다. 많은 상황에 그

랬다. 공부할 때도, 직장 프로젝트를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늘 궁지까지 몰아넣은 상태에서 뇌를 닦

달하고 그래야만 결과물이 완성되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믿

거나 말거나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책

상에 앉아 몽상에 빠지거나, 뜬금없이 책상 정리

를 하게 되거나, 갑자기 미치도록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다. 아무리 일찍부터 시험공

부 스케줄을 짜도 결국 막판까지 와야 진짜 제대

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지표가 보 다. 

이상하게 조금 넉넉히 여유를 두고 일부러 시간

을 내어 시작부터 해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

지 방향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아무

리 머리를 쥐어짜도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

고 머릿속이 캄캄하기만 할 때도 있다. 더 이상 물

러날 곳이 없는 막판의“배수의 진”을 쳐야만 그

제서야 고도의 집중력도 생겨나고 섬광처럼 아이

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매주 칼럼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배 째라 모드로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어

떤 주제가 좋을까 평상시에 늘 염두에 두고 있고 

마감 날짜가 가까워지면 곰곰이 고민도 하고 관

련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

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은 꼭 원고 마감 직전이

다. 시험 직전 벼락치기 습관처럼 마감 직전이 되

어야만 글이 써지고 진도가 나간다. 아마도 내 머

리와 몸은 이런 패턴에 꽤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

닌가 생각된다.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그

제야 초인적 힘을 내기라도 하는 모양이다. 물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솔직히 매주 올라오는 내 칼럼을 읽을 때마다 부

족함이 여기저기 엿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표현

들도 수두룩해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다음

에는 더 일찌감치 글을 쓰기 시작해야지 하고 다

짐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좀처럼 실천으로 연결되

지는 않고 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평소 시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간 개념이 없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방법으로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겨 생활

하듯 내게 마감일을 며칠 앞당겨 생각하라고 권

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시간을 한 시

간 앞당겨도 그들은 계속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마감시간이 코 앞까지 다가온 상태

에서 뇌를 독촉한다. 빨리 아이디어를 내놓으라

고. 발등에 불이 꽤 뜨겁다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