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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얼어 죽어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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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전 라떼요.”

“저도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요.”

“음... 저는..... 배도라지 생강차요.” 

주문대 앞에 주르륵 같이 서있던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본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생강차라니!

나는 커피 맛을 모른다.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 내 

기준에 그나마 맛있는 커피는 시원하고 깔끔한 아

이스 아메리카노였다. 고로 나는 일평생 얼어 죽어

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얼죽아”로 살

아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꽃피는 봄이 오나, 무더운 여름

은 물론이오, 가을에도 한파가 와도 언제나 얼죽아

의 권위를 지켜왔다. 한겨울 롱패딩을 입은 채로 아

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새파래진 입술이 덜덜 

떨려와도 어김없이 얼죽아를 고집해서 동행한 지인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안 추워?”라고 말해야 자

연스러웠다. 그게 나였다. 어떤 이는 내가 남들보다 

열이 많아서 그런 거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가슴 답답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한 것이 없다고도 했다. 

내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가는 일은 

단연코 없었다. 두어 번 모닝커피를 마시는 이들을 

흉내 냈다가 카페인에 취해 하루 종일 울렁울렁 마

치 과음한 다음날의 숙취를 경험 이후로 더욱 확고

해졌다. 내가 카페에 가는 것은 누군가와 시간과 이

야기를 향유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

되기 전에는 최소 주 2-3회 이상 카페를 찾기도 했

었다.  커피도 즐기지 않는 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는 곧 만남이었고 대화였다. 컵 안에 얼음이 다 녹아 

사라질 때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사실 커피 맛을 잘 모르는 내게 4천 원짜리 아메리

카노(아이스는 5백원을 추가하기도 함) 한잔은 결코 

싸지 않다. 차라리 김밥이나 햄버거를 사 먹지 싶을 

정도로 따지고 보면 세상 아까운 돈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가면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 맛을 몰라도 시원함

이 좋았고 식사 후 마시면 입안이 정돈되는 것 같아 

좋았다. 게다가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제일 빨리 나

오고 단체 주문 시 한 가지 메뉴 통일화에도 적당했

다. 사실 새콤달콤한 생과일 주스나 청량한 에이드 

음료가 훨씬 맛있지만 아메리카노보다 곱절은 비싸

고 칼로리도 곱절 이상 높았다. 아무튼 남들 다 아메

리카노 마시는 분위기인데 혼자 색다른 것을 주문

하면 남들 다 짜장, 짬뽕 먹는데 혼자 팔보채 밥이

나 삼선짜장을 주문하는 기분이랄까......  결국 한마

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장 만만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얼죽아 인생에 치명타가 날아들었다. 

작년 가을부터 지독한 비염에 시달렸고 이따금씩 

기침이 발작처럼 터져 나오면 통제가 불가능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기관지가 차

가워지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기침

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공공장소에서의 기

침은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었고 마치 테러라도 

저지른 대역죄인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산부 

비타민 한번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던 내가 비염약

만큼은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

리카노뿐 아니라 그 좋아하던 더운 날 꿀꺽꿀꺽 마

셔야 제맛인 생맥주를 급기야 천천히 식혀(?) 먹는 사

태까지 오고 말았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더 

이상 비염약을 품고 다니는 일은 없어졌지만 아이스

가 잔뜩 담긴 음료를 손에 쥐면 이상하게 목구멍이 간

질간질해진다. 

코로나로 인해 카페 출입도 자유롭지 않은 요즘이

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카페에 모여 아침부터 목이 탄

다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켰던 친구들을 마지

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

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생기면 아

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레몬차, 생강

차 등을 즐겨 마시게 되었다. 중년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분하기도 하지만 뜨거운 차가 몸을 따뜻하

게 데워주는 느낌이 싫진 않다.  물론 앞으로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공

식적으로 얼죽아 클럽은 탈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아

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하는 것

에 대해서 크게 호들갑 떨지는 않을 것이다(이런 글 자

체가 이미 호들갑이려나?). 

얼어 죽을라고 환장했냐는 소리를 들어가며 한겨울 

미니스커트에 브이넥 블라우스를 입고 손 시린 줄도 

모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너는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