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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싶다
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

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

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 1회 학교에 가던 우리 집 초등 어린이들이 이

번 주는 주 2회 등교, 다음 주는 주 3회 등교를 앞

두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하

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학교 

하루 덜 가고 더 가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원래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었지만 이제는 등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공

부하고 싶어서 안달 난 것은 확실히 아니고 아이

들은 그저 간절히 놀고 싶은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와 3학년인 셋째는 학교

에서 급식을 먹고 12:50분쯤 하교하는데 이 시간

만 되면 어김없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오

거나 콜렉트콜이 걸려온다. 우리 아이들은 휴대

폰이 없기 때문에 친구 전화를 빌리는 모양이다. 

둘째는 친구를 활용한다.“수 어머니, 수 놀이터

에서 놀다 가도 되나요?”이런 귀여운 문자에 안

된다고 퇴짜를 놓을 재간이 어디 있으랴…… 학

원 가기 전까지 놀다가 오라고 허락을 한다. 기다

렸다는 듯이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는 토끼 이모

티콘이 날아온다. 

셋째는 학교 전화기로 콜렉트콜을 걸어온다.“엄

마, 친구랑 좀만 놀다가 가도 돼?”아이의 목소리

는 이미 흥분의 도가니이다. 알겠다는 내 말이 미

처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어졌다. 잠시 후 

집 앞 놀이터에 우리 아이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그나마도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되며 가능

해진 일들이다.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된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워

낙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것이 최고였던 

나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올해 

들어 거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했다. 마스크

와 건강 상태 자가진단 없이는 교문을 통과할 수 

없으며 학교 쉬는 시간에도 아예 대화 금지, 급식 

먹을 때는 가림판이 턱 버티고 있으며 하교 후에

는 학교 도서실이나 놀이터 그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다. 학교 밖에서도 가을이면 매일같이 놀이

터에서 한두 시간 뛰어놀았을 텐데 그마저도 허

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일파티들도 모두 취

소되거나 간소화 되었고 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

대하는 것마저 망설여졌다. 곧 핼러윈데이가 다가

오는데 올해는 매년 하던 이벤트도 패스해야 할 

상황이다. 

한창 친구와 어울려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

게 참으로 미안할 노릇이다. 이게 다 얼어 죽을 코

로나19 때문이라고 어디 가서 빽빽 소리라도 치

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는 상상도 못 했다. 눈 딱 감고 몇 달만 참아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

데 이렇게 연말을 향해 가면서도 종식에 대한 기

약이 없다는 사실에 맥이 확 빠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은 

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상황에도 아이들은 아랑

곳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맛있는 주 1회 먹는 급

식 반찬을 기대하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라도 선

생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여전히 학교가 즐겁고 틈만 나면 놀고 싶다. 이 끝나

지 않는 답답하고 지겨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

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다. 날마다 커

가는 아이들에게 종식될 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

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할 텐

데 나조차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에게 다시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어깨

동무를 하며 땀 흘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아이들뿐

만 아니라 중년 아줌마인 나 역시 아이들 학교 보낸 

후 내 육아 동지들과 함께  차 한 잔하며 육아 스트

레스를 공유하고 가끔씩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하며 깔깔 거리며 놀 수 있길 학수고대한다. 아이

도 어른도 마음껏 놀고 싶다. 그런 날이 사무치게 그

리운 2020년 10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