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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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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집을 나선다. 귀찮은 마음을 이겨내고 겨

우 집밖으로 나왔지만 기온이 확 낮아져서 어깨가 

자꾸만 움츠려 든다. 이제 제법 패딩을 입은 사람

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몇 주 후면 장갑

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빠른 

발걸음만큼 빠르게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얇은 재

킷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집에서 나와 동네 가게들을 지나고 큰길을 건너

면 길게 뻗은 은행나무 길이 나온다. 아래위로 샛

노란 길을 걷다 보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황홀

해진다. 그렇게 혼자 뿌듯해하다가 우측으로 길을 

건너면 왕벚나무 길이 시작된다. 당연히 벚꽃은 없

다. 벚꽃도 없는데 뭐 볼 게 있겠냐고도 하겠지만 

꽃은 없지만 여전히 나무는 있다. 벚나무의 절정이 

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가을의 벚나

무는 붉은 단풍으로 또다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그래서 매년 우리 동네 왕벚나무가 물들

기 시작하면‘아...... 이제 가을이구나’싶다.  

왕벚나무는 벚나무 종류 중에서 꽃이 가장 화려

하고 아름답다. 진분홍색의 봉오리를 맺을 때부터 

곱디곱다가 활짝 만개했을 때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다. 왕벚나무 가로수 길을 걸으면 연분홍색 꽃

으로 뒤덮인 눈부신 수관에 그만 압도당하고 만

다. 그렇게 봄에는 설렘과 흥분을 안겨주며 마음

을 홀딱 가져가 버린다. 꽃이 활짝 핀 후에는 바람

에 날리며 눈처럼 휘날리는 꽃잎이 너무도 아름다

워 눈물이 날 것만 같다. 

꽃을 잃었지만 무더위와 여름 장마를 지낸 왕벚

나무는 싱그러움이 극대화되고 초록 잎사귀들은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안겨준다. 바라보는 것만

으로 마음이 평온해져서 왕벚나무 그늘 밑에 오래

오래 앉아 쉬고 싶어 진다. 

가을을 맞이하고 나무 중 가장 먼저 잎이 떨어져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대견하고 장한

가. 다른 나무들은 아직 울긋불긋 화려한 가을 잎

을 뽐내기 바쁜데 혼자서 하늘에 가지를 내준 모

습마저 아름답다. 앙상한 나뭇가지는 지난 계절들

을 버텨내고 추위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생존

자이자 수호자처럼 숭고하다. 

자연에서 나무가 제 생명을 유지하며 계절을 살

아가는 모습에는 천리(天理)가 담겨있다. 계절에 

맞춰 순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은 인간이 평생을 따

라 해도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자

연은 제가 할 일을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의

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욕심내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걸어 한 나무 앞에 멈춰 섰다. 그 누

구도 이 계절에 벚나무를 찾지 않지만 나는 요즘 

매일 이 나무를 찾아오고 있다.  이 나무 덕분에 

매일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일석이조로 

만보 걷기에도 성공하고 있다. 나무 앞에 서서 한

참을 바라보다가 나뭇가지를 어루만지며 인사한

다.“오늘도 안녕?” 

삼 개월 전 하늘로 먼저 떠난 열세 살 아들의 이

름으로 우리 동네 둘레길에 헌수 한 나무이다. 왕

벚나무의 수명이 60년에서 80년쯤 된다고 하니 너

무 빨리 세상을 떠난 아들 대신 세상에 남아 풍파

를 버텨내고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줄 녀석이다. 우리 

가족이 자주 찾던 공원,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 바로 

맞은편, 볕이 잘 드는 산책로에 자리한 이 나무에 새

싹이 움트고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길 기

다린다. 그렇게 나무를 보며 감격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도 계절과 세월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