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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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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용실 유목민이다. 고정적으로 찾는 단골 

미용실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나 같은 사람

을 미용실 유목민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집 근처에 

내 마음에 드는 가성비 괜찮은 미용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고 또 바라지만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 새로운 미용실에 갈 때마다 부디 웃

으며 나오기를 기도하지만 원판 불변의 원칙 탓인

지 늘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평생 마음에 드는 헤어 디자이너는 딱 한 명 기억

나는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미국에 살고 있

을 때 잠시 고국을 방문했고 그때 소개받아 멀리

까지 찾아갔었다. 그때 나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

는데 전에 했던 펌이 거의 풀려버려 너무 지저분한 

상태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시 펌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임신 중이니 펌보

다는 헤어컷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나는 헤

어컷만으로 과연 이 총체적 난국의 머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간단히 가위질 몇 번 쓱쓱하고 

나니 완성 전인데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벌

써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머리

는 머리 손질에 재능이 없는 똥손인 내게 딱이었

다. 따로 머리 손질할 것도 없고 그저 머리 감고 엎

드려서 머리를 말려주면 된다고 디자이너가 그랬

는데 정말 그랬다. 훌륭한 헤어컷 덕분에 거의 1년

간 별로 손댈 필요 없이 편안히 머리 스타일을 유

지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헤어컷을 하고 지불한 비

용이 요즘 우리 시어머니의 동네 미용실 파마 비용

과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 보면 부담스러

운 가격이었지만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돈

이 아까운 줄도 몰랐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

다. 그때 찍은 사진까지 내밀며 비슷하게 해 줄 것

을 요청도 해보았지만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미국과 한국에서 미용실을 닥치는 대로 옮

겨 다녔다. 가성비 좋은 곳도 있었고 깜짝 놀랄 정

도로 비싼 곳도 있었다. 수십 명의 스탭을 거느린 

대형 미용실도 있었고 혼자서 운영하는 1인 헤어

숍도 있었다. 망했다 싶을 정도로 끔찍했던 머리도 

있었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까울 정도로 마음

에 드는 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이튿날 머리

를 감고 나면 단 한 번도 디자이너가 해준 스타일

대로 그날의 머리를 똑같이 재현해내지는 못했다.

 

오늘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왔다. 머리하기 좋

은 햇살도 따스한 가을날이었다. 분명 지난여름 언

젠가 미용실에 다녀온 것 같은데 머리가 점점 산

발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도 미용실 갈 때가 되

지 않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걸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다. 몇 개월 단위로 머리가 부스스

해지면 어쩔 수 없이 참다 참다 미용실을 찾게 되

어있다.

 

오늘 찾아간 곳도 첫 방문이었다. 적립금도 남아

있는 최근에 다녀온 미용실을 뒤로한 채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곳은 원장이 직원 한 

명으로 두고 운영하는 크지 않은 아파트 상가 내

에 미용실이었다. 내가 앉아있는 두 시간 반 동안 

꼬마 손님과 중년 남자 손님이 다녀갔을 뿐 조용

했다. 원장은 말수가 그리 많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내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고 로드를 마는 내내 우리

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

해서 미용실은 추석 후 11월이 제일 한가하다는 이

야기, 머리 손질에 관한 이야기, 그러다가 자녀 이야

기가 시작되었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깊어질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말을 줄였더니 자연스레 대화

가 끝이 났다.

 

고작 머리를 자르고 디지털펌을 했을 뿐인데 무려 

4시간이 다 되어 끝이 났고 이번에도 생각했던 머

리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도 오랜만에 머리

를 해서 기분전환이 된 것일까 왠지 기분이 한결 홀

가분해져서 마스크 안으로 살며시 미소 지으며 방

금 한 머리를 휘날리며 걸어 나왔다. 집에 오니 남편

은 나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탐탁지 않은 모양이

고 아이들은 왜 아줌마같이 파마를 했냐고 난리였

다. 아줌마가 아줌마 파마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

으면서도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평은 뒤로하고 새로운 미용실을 찾

아 떠도는 유목민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는 일단 내

일 머리를 감아본 후 결정할 생각이다. 부디 이제는 

오랜 미용실 방랑을 마치고 말이 필요 없는 단골 미

용실에 정착하게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