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가 예쁜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지현동이다. 오르락내리락 꼬불꼬불 골목길도 많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사과유래비가 있다. 그곳에 충주에서 처음으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학교 갈 때 골목길로 가면 멍멍, 야옹 고양이와 개도 만난다. 그리고 집집마다 감나
무, 오디나무, 포도나무가 담을 넘어와 학교 가는 길, 나에게 인사한다.
우리 집은 이곳에 14년 전에 이사를 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형이 4살 때 이곳
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난 태어나서 계속 이곳에서 자랐다. 난 우리 동네가 참 좋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또 우리 집 골목길에 있는 산딸기, 뽕나무, 앵
두나무에서 열리는 빨간 산딸기, 탱탱한 오디, 예쁜 앵두를 따 먹는 것도 재미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동네가 더 멋지게 바뀌었다. 구불구불 골목길 허름한 담에 예쁜
사과도 그려져 있고 멋진 꽃도 그려져 있다. 또 사과에 대한 동화도 그려져 있다.
“엄마, 엄마, 저 빨간 사과 좀 보세요. 진짜 같지 않아요?”
“어머! 그래. 진짜 같다.”

처음 엄마랑 그 길을 갔을 땐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구경을 했다. 그다음

부터는 친구들과 가보고 혼자서도 가보았다. 놀다가 심심하면 벽에 그려진 동화도 읽
고 그림 구경도 한다. 참 내가 쓴 동시도 벽에 쓰여 있다. 나는 유명한 사람들의 글만
그렇게 벽에 써놓는 줄 알았는데 멋진 그림과 같이 내 동시가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다. 그 동시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 골목길 이름은 ‘사과나무 이야기길’이다. 내 동시가 쓰여 있는 길은 ‘글길’이고,
예쁜 꽃이 그려져 있는 곳은 ‘꽃길’이다. 또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곳은
사과 길, 멋진 음악가가 그려진 재즈 길도 있다. 중간중간 예쁜 화분도 걸려 있고 독
특한 그림을 그린 타일이 벽에 붙어 있다.
예전에는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골목길을 이제는 일부러 골목길
로 해서 집으로 온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름길이 있는데도 자꾸자꾸 벽
화 길로 가게 된다. 벽화 길은 살아서 날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
예쁜 꽃도 심어져 있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어서 좋다.
우리 동네가 꽃처럼 활짝 피어난 느낌이 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난 친구들처럼 가족여행을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요즘은 엄마랑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여행한다.
엄마 손을 잡고 예쁜 골목길을 천천히 구경하고 찰칵 사진도 찍고 그러면 행복하다.
“지우야, 사진 찍어줄게.”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면 난 활짝 웃으며 브이자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골목길을 지나 시내로 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가끔 영화도 보
고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 이다음에 꼭 같이 여행가요.”
“그래, 어디로 가지? 지우랑 여행가면 정말 좋겠다.”

엄마랑 우리 동네 골목길을 지나오면서 난 엄마랑 여행가는 이야기를 하며 신나는
상상을 한다. ‘하하하’ 엄마와 나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퍼진다.
난 우리 동네 지현동이 좋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 아빠 손
잡고 걸었던 길이 있고, 윗집 앞집 누나랑 형들과 같이 놀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동네가 멋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신다. 이
런 멋진 우리 동네가 세월이 지나도 더 멋지게 건강하게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로 놀러 오세요. ‘뿌웅~’ 사과방귀도 향긋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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