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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소소(笑笑)한 
일상 나누기

취재·사진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자녀들과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마주하게 

되죠.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거나, 속을 알 수 없어 눈물이 나거나, 어느새 다 자랐나 싶어 기

특함도 느껴집니다. 소소하지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부모들의 해

우소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메일(lena @naeil.com)

로 보내주세요. _편집자

2월 초, 3년 터울인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졸업식이 있

었습니다. 또 한 번의 학창 시절을 건강히 마무리한 큰

아이와 드디어 꼬꼬마 티를 벗고 중학생이 된 작은아

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누려야 할 자리였지만 학교

는 ‘입장 불가’였지요. 5인 이상 집합금지다 보니 학생

들도 시간대를 나눠 007 첩보작전처럼 각자 교실에서 

얼른 졸업장을 챙겨 나와야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졸

업식이었죠. 작은아이는 집에서 나간 지 20분 만에, 큰

아이는 그보단 좀 더 오래 있다가 ‘졸업을 했구나~’ 싶

은 증거물들을 수집(?)해왔습니다.  

서운한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두 녀석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찍은 졸업 사진을 메시지로 보

내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꽃다발도 준비해주시고 사진

도 담아주셨구나, 감사해라. 엊그제 내 품에 온 것 같

은 너희가 벌써 자라서 초졸, 중졸 학위도 따보는구나, 

사진을 보다 감동에 젖어 “OO야~ 

이리 와봐! 담임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네~”하니 작은아이가 소

리칩니다. “엄마! 나 아까 교실 잘

못 찾은 줄 알았어! 선생님이 초특

급 풀메(풀메이크업)로 나타나셨다

니까! 처음 본 모습에 완전 깜놀!” 1

년 만에 어렵게 본 마스크로 가려

진 선생님의 얼굴, 엄마도 반가워

하고 함께 놀라고 싶다. ㅜㅜ 

아쉬운 졸업

설레는 입학

TAKE #1. 생에 다시 없을, 아니 없어야 할 

먼 훗날 이 사진들을 보며 ‘그땐 그랬지’ 하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스크 쓴 졸업식과 입학식이 일상이 되지 않길 바라본다. 1년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보낸다.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저희 ‘풀메’하고 만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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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2. 교복의 생명은 ‘핏’이지!

TAKE #3. 하늘에서 내린 새 학기 선물

저녁 8시경, 공부를 하던 고등학생 아들이 “와~ 눈 내린다!” 하며 베란다로 뛰어나갔습니다. “눈

이 쌓였어 엄마, 하늘이 나한테 준 선물을 무시할 수 없지! 아빠~ 나가자!” 올해 반백 살을 맞은 

남편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세상 편하게 드러누워 영화를 감상하다 갑작스레 아들의 부름에 

소환됐습니다. 18살, 한창 눈을 좋아 할 나이. 50살, 그런 아들과 놀아주기 좋은 나이.

두 남자가 나간 지 어언 1시간째. 눈싸움을 이렇게나 오래 하나?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병원에 가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야 할 텐데….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쯤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 아빠랑 아들 

같은 크고 작은 눈사람 사진이 도착했죠. 집에 돌아온 두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나랑 만든 눈사람 인기 짱이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기념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니까~” “야! 그럼 누구 

손길이 닿았는데! 아빠가 만들면 다 예술이지, 너 봐! 예술이잖아~” 두 부자

는 오랜만에 껄껄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지난주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의 교복을 맞췄습니다. 태권도 4품에 빛나

는 운동 ‘쫌’ 하는 언니라 다리 찢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치마는 불편해하고 잘 

입지 않았었죠. 바지를 맞춰줘야 하나 생각하다 교복점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 환복을 하고 나온 딸아이 모습에 주책없이 눈물이 나려고 하

는 거예요. 고슴도치 엄마 눈에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아이도 치마를 입은 본인의 자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지도 입어보겠냐는 권

유를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OO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서 이모한테 보내주자!” 평소 조카에게 “우리 OO는 엄

마 말고 이모 닮았어” 하는 동생에게 사진을 보내며 ‘옛날 나 교복 입은 모습이 이랬니?” 하

고 물었습니다. 바로 칼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우리 OO 옆으로 세 배 

늘려야 그때 언니 핏이야. 역시 우리 OO는 이모 닮아 교복 핏이 살아 있네!” 당분간 저희 

자매는 연락이 두절될듯 합니다.         

교복 입은 모습을 아빠와 
오빠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집에서 한바탕 패션쇼를 벌인 
딸아이. 그런 동생에게 오빠는 
‘불타는 자색 고구마’ 같다고 
했다가 태권도 4품에 빛나는 
동생에게 발차기를 당했다는 
슬픈 후문.       

아빠와 아들이 혼을 담아 
제작한 눈사람 ‘큰 놈, 작은 
놈’. ‘엣지’와 ‘스똬일’이 
살아 있는 게 보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올곧은 세월을 
살아왔음을 자부하는 엄마는 
오직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