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아버지, 도서관 가요.

한은빈

내가 도서관에 처음 가본 게 언제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3~4살

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던 집 근처에는 경기도도립평택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책을 읽으러 간 것은 아니었다. 그 도서관 건물 바로 옆이 약수터였기 때문에 할아

버지를 따라 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선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셨는데 항

상 그걸 타고 약수터에 오르내리셨다. 그 즈음의 나는 항상 뒤에 매달려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애를 썼던 게 생각난다. 물론 지금 와서 엄마랑 

얘기해보면 갓난애를 오토바이 뒤에 태워버릇 하시던 할아버지의 대담함-엄마는 무

심하다고도 말씀 하신다-에 감탄하고는 한다. 그렇게 약수터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

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는 내가 6살 때까지 아빠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사셨고, 초등

학교 5학년 때까지도 맞벌이 때문에 동생과 내가 맡겨져 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

서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한 것이 더 많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에 대해 말해보자면, 할아버지께선 나를 도맡아 키우셨던 

것을 내심 싫어하셨던 것 같다. 툭하면 느이 엄마 집으로 가라고, 느이 엄마 아빠가 

너 싫어해서 여기에 버리고 간 거라고 나를 엄청 놀려대셨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법도 했지만, 항상 그렇게 놀리시고 난 후에는 라면을 끓여주셔서 울면서 맛

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담아 두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가끔 엄마랑 통화를 할 때면 상당히 툴툴 거리시면서 나와 동생을 도맡아 키우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라서였는지 그런 

쪽에 촉이 예민하게 발달했던 나는 그 때마다 괜히 할아버지를 피해 어딘가로 도망

가곤 했다. 할아버지께선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실수에 굉장

히 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의 빨간 구두주걱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두 번째는 태극기깃봉이었다-.

그랬던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게 기다려지는 것은 도서관을 갈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할아버지께선 약수터에 가실 때 “약수터 갈껴?”가 아니라 

“도서관 갈껴?”라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도서관에 더 짙은 추억을 느

낄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크게 하고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오토바이 앞에 서있었다. 도서관 건물 옆엔 약수터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것보다 훨씬 큰 놀이터가 있었다. 할아버지께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놀던 간에 묵

묵히 앉아서 기다려주셨다. 사실 내가 무얼 하든, 넘어지든 흙을 파먹든 신경을 안 

쓰셨던 거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다.



 같이 어딘가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놀다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할아버지께선 항상 나를 지긋이 쳐다보고 계셨

다. 간섭은 없었지만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 하나로도 굉장히 기분이 편안했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때는 놀이터엔 아이들이 항상 많았다. 아이들은 나처럼 

조부모님들과 오는 경우보단 부모님들과 함께 온 경우가 많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 했던 것 같은데 입학하고 나

면서 괜히 조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사실이 창피해졌다. 그때부터 남들과 ‘다름’을 

비교하게 되어서였던 것 같다. 그래도 갓 입학해서는 할아버지와 도서관에 가는 일

은 계속해서 즐거웠다. 초등학교 입학 후 도서관에 갈 때 달라진 게 있다면 도서관 

도서대여증을 만들어 책을 한두 권씩 빌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서대여증을 

만들어 보라며 먼저 제안한 것도 할아버지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때부터 진정으로 ‘도서관’에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 무리가 생기고 점점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

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괜히 할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타는 것도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게 느껴졌다. 그렇다

고 할아버지와 멀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도 더 이상 나에

게 “도서관 갈껴?”라고 물어보지 않으셨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그만뒀냐고 하

면 또 그건 아니다. 멀리 있는 도서관 보단 하교 후 바로 들릴 수 있는 학교 도서

관을 이용하게 되어 책은 꾸준히 읽었다. 하지만 더 이상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도

서관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5학년이 끝날 무렵 할아버지께선 폐암 선고를 받으셨다. 그리고 할아버

지께서 이용하시던 오토바이도 팔아버렸다. 근 3년 간 타고 다니지 않았었지만 괜

히 내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더 타고 다닐걸, 할아버지

랑 도서관도 자주 다닐 걸 하는 후회도 많았다. 그래서 그럴 필욘 없지만 괜히 도

립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러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갔다. 더 이상 놀이터에서 노는 것

도, 그걸 할아버지께서 쳐다봐 주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가슴 한구석이 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선 6학년 무더운 여름, 시원한 새벽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그땐 할아버지 댁에서 나와 엄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

간을 함께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엄마와 동생

과 함께 부리나케 뛰어갔던 생각이 난다.

도서관이라 하면, 나에게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라는 의미가 남는다. 할아버지

와 함께 골라 빌려온 책 중 ‘안네의 일기’라는 책이 떠오른다.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책의 배경인 제 2차 세계대전-

어렸을 때 듣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다-에 대해 들어보고, 할아버지께서 참전하

셨던 6·25 전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선 마치 나의 

선생님이자, 사전이자, 책이셨다. 오랜만에 추억하는 할아버지는 어쩐지 내가 어렸

을 때 생각하던 할아버지보단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것 같다. 할아버지와 함

께 했던 도서관에 들린 것은 대학교에 입한 한 후 한 번도 없던 것 같다. 이번에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면 도서관에 들러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단풍나무 아래를 걸어가며 옛 향수에 깊게 빠져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