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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 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작은 공간에 보물들이
가득하다. 어느 한 곳 빈 공간이 없는 디스플레이,
벽면을 가득 메운 수많은 제품들…… 이곳은 나
의 천국이다. 인준 문방구는 90년대 어린 나의 단
골집이었다. 문방구가 그곳뿐인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곳을 참새 방앗간 드나들 듯이
자주 찾았다. 돈이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 쇼핑하
던 곳으로 종이인형, 메모지 편지지 등을 구경하
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학교 후문 쪽에 살았고 후문에만 문방구
가 서너 곳쯤 있었다. 특히 우리 아파트 상가에 새
로 생긴 문방구는 뭔가 환하고 깨끗한 인테리어에
백화점에서 팔 법한 덩치 큰 장난감들도 진열되
어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기 충분했다. 그러나 왠
지 주인아저씨의 눈총과 쌔~한 분위기를 떨쳐버
릴 순 없었다. 나도 몇 번 이용을 했지만 다시 발길
이 가는 곳은 인준 문방구뿐이었다.
학교 앞 문방구는 늘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보통 등교 시간 전 그날 준비물을 사기 위해 모인
꼬마 손님들, 그리고 방과 후에는 뽑기를 하거나
오락을 하는 남자아이들이 언제나 삼삼오오 모
여있는 곳이었다. 문방구 운영이 뭔가 빠르고 체
계적이긴 했지만 여유로운 쇼핑을 하기에는 불편
한 곳이었다. 특별히 문방구 주인이 뭐라고 핀잔
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랬
다. 오래 머물며 이것저것 둘러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랄까…… 그렇다 보니 나
는 정말 깜빡하고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인준 문방구
날만 학교 앞 문방구를 이용했다.
늘 발 길이 닿는 곳은 인준 문방구였다. 그냥 동
네 문방구의 요소를 잘 갖춘 집이랄까…… 주인
아줌마는 마치 문방구 주인의 운명으로 태어난
듯 그냥 딱 문방구에 잘 어울리는 인상이다. 작
은 가게라도 제품군이 다양하니 꼼꼼하고 부지런
한 성격이셨을 테고 상대하기 번거로운 꼬마 손님
들을 대상으로 하니 인내심이 꽤 좋으실 게다. 그
리고 주인아줌마의 제품 안목 또한 꽤 좋으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늘 즐비했다. 적당히 귀엽고 적당
히 서정적인 디자인의 편지지들이 가득했고 정기
적으로 신상품이 끊임없이 입고 되었다. 단골이
다시 찾아와도 사고 싶은 물건이 끊임없이 업데이
트 되는 가게였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놀이터이자 힐링 장소였
던 인준 문방구는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지금까
지 건재하다.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날 일이 있어서
불쑥 들어가 주인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저 30년 전 여기 단골이었는데……”
하며 인사를 건네었더니
“어머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낯이 익어요.”하시
며 내가 민망하지 않도록 나의 인사를 받아주셨
다. 살짝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얼굴이 그대로이
시다.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너무 달라지지 않으
셔서 처음에는 혹시 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가게를 둘러보니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여전히 빼

곡하게 보물들이 가득했다. 향기도 느낌도 그대
로였다. 오랫동안 한곳에서 같은 사업을 유지하
신 아주머니가 새삼 대단했는데 아예 그 건물을
사셔서 이제 건물주라고 하시니 더 존경스러웠다.
가게 안쪽으로 30년 전처럼 꼬마 아이가 앉아
있는데 손자라고 하셨다. 어느새 가슴이 뭉글뭉
글해졌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파트 상가에 있
던 문방구도, 학교 앞 문방구도 모두 사라졌지만
인준 문방구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
고 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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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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