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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집인가 한증막인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린 딸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선풍기 앞에 대자로 누워 있는데, 달갑지 않은 ‘미션’이 주어진다. 입맛이 도통 

없다던 딸이 ‘녹차파이’가 당긴다며 당장 나가서 사오라고 등을 떠민다. 마지못해 현관을 

나서는데 땡볕 아래 세워둔 차 안이 불가마 속 같다. 얼굴에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쓴 듯 

땀이 줄줄 흐른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파이나무’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냉풍에 땀이 식는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 100% 우리밀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오색찬란한 수제파이가 줄지어 선 쇼 케이스

를 홀린 듯이 쳐다보며 주문할 것을 고른다. 파이의 겉 부분은 적당히 바삭하면서 부드

럽고, 버터향 가득한 고소함이 일품이다. 속 재료는 가미를 많이 하지 않고 본연의 맛을 

살려 담백하다. “일단, 녹차파이 1개 주시고요, 단호박파이랑 에그타르트도 1개씩 주세

요. 어머, 봄에는 딸기타르트였는데 여름이라서 청포도타르트가 나왔네요. 그것도 1개 

주세요. 새로 나온 네모난 브라우니도 맛있던데, 그것도 주시고요.” ‘파이나무’의 베스트 

메뉴인 무화과파이와 호두파이도 1개씩 추가한다. 늘 그렇듯, 또 너무 많이 샀다! 냉장고

에 넣어뒀다 먹어도 맛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사실 한자리에서 3개는 거

뜬히 먹을 자신이 있지만 참아야 한다. 

 

●●● 식신에 홀린 듯 주문을 마치고 돌아서니 그제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는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카페 인근에 학교와 학원이 많아 늘 학생과 학부모로 북적거리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라서 올 때마다 반가운 만남이 생긴다. “커피도 한 잔 주세요.” 예쁘게 

포장한 파이와 커피를 받아들고, ‘아는 엄마’의 테이블에 슬쩍 끼어 앉는다. “어디 선물 

가져가? 많이 샀네?” “응? 아니, 뭐….” 딸이랑 둘이 먹을 거치고는 양이 많지. 식탐을 들

킨 것 같아 대답을 얼버무린다. 커피를 마시니 파이가 당긴다. 슬며시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무화과파이 1개를 꺼내 베어 문다. ‘음, 맛있어!’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엄마, 도대체 언제 와?” 아차, ‘미션’ 수행 중임을 잠시 잊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미션’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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