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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당신은 몇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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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

속이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아이 넷이 어쩌

면 그렇게 제각각인지 타고난 성향, 성별, 성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아이의 위치(아마도 태어

난 순서?)에 따라서도 꽤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

닫게 된다. 눈치는 없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첫

째, 적당히 요령을 피우지만 기본적으로 할일은 챙

기는 둘째,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제 

편한 대로 하는 셋째, 살살 웃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넷째......

지난 몇 년간 나는 큰 아들의 문제집을 채점한 기

억이 없다. 문제집 뒤에 정답지를 아예 분리하지도 

않고 아이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다. 해보니 참 편했다. 채점한 문제집을 내게 가

져오면 확인 후 틀린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하라고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내면 그뿐이었다. 너무 많이 

틀렸거나 쉬운 문제도 틀리면 아쉬운 마음에 한

마디 했고 그러면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둘째와 셋째에게도 첫째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했다. 그런데 둘째가 3학년이 되고 얼마 안 가 

수학 문제집 단원평가에서 백점을 맞은 적이 있었

다. 문제를 훑어보니 오답이 나올 만도 한데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그 어디에도 수학 문제를 

푼 흔적조차 없었다. 합리적인 의심을 토대로 나는 

아이를 불러 제일 어려운 문제를 콕 찍어 다시 한

번 풀어보라고 했다. 예상대로 아이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 나는 정답지를 회수했고 그 후로 나에게는 

피곤한 일과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고양이에게 생

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는 것이었으니까. 그러고 보

니 둘째였던 나도 둘째 나이 때쯤 학습지에 대충 

정답을 베껴 쓰고 적당히 문제에 밑줄을 그으며 

푼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가? 엄마의 의심을 피하

기 위해 몇 문제 적당히 틀려주고 중간중간 풀이 

과정을 넣어주는 세밀함까지 있었으니 그에 비하

면 그대로 정답을 옮겨 적은 둘째의 순수함에 안

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는 어릴 때 꽤나 

별나고 유난스러웠던 오빠가 부모님께 혼나는 것

을 자주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스럽게 덜 혼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우리 집 셋째의 방식은 조금 달랐다. 아예 문제

집이 사라졌다고 잡아떼는 방법으로 꽤나 참신했

다.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했

다. 본인의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 한두 마디 나무랐던 것 같다. 그러나 주일에 분

리수거를 하기 위해 열어본 종이 분리수거 봉지에

서 셋째의 학습지 뭉치를 발견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셋째는 그 이후에도 두 차례쯤 더 같은 방

법을 시도하였으나 그럴 거면 앞으로 학습지고 뭐

고 다 때려치우라고 호되게 혼이 난 이후로 현재까

지 잠잠하다. -아이들은 왜 하기 싫어하면서 막상 

그만두라고 하면 싫다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집 하나 푸는 것을 갖고도 서로 다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내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

도 오락가락한다. 본인이 싫으면서도 요령은커녕 

융통성도 발휘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참고 해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렇

게 성실해도 눈치가 없어서 제일 많이 혼나고 책임감

의 무게 때문에 본인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으

며 사는 것이 마냥 좋지만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엄마 눈치 살피며 기분도 맞춰

주는 녀석은 훨씬 덜 혼나는 것이 현실이니깐. 하지

만 이 간단한 원리를 터득한다한들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모든 사람들

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니깐...... 

이제 내년이면 넷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나는 

넷째에게 정답지를 맡겨도 괜찮을까?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