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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나는 주니어와 그 가족들하고 살았다. 내 이름은 곰돌이 테디, 테디는 유명한 어떤 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곰돌이는 나의 성(姓)이다. 테디라는 이름은 사냥꾼이기도 했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서 온 것인데 그가 한번은 곰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고 하여 나같은 곰인형들이 테디라고 잘
불린다.
내가 주니어랑 살려고 갔을 때 주니어는 아주 어렸고 나는 주니어와 항상 함께 있었다. 주니어는 나를 매우
사랑했고 언제나 나와 놀았다. 걱정없이 행복하기만 한 날들이었다.
어느날 주니어의 엄마가 주니어를 학교에 데려가서는 떨궈놓고 왔다. 주니어가 많이 울었지만 엄마는
주니어를 그냥 거기 내버려뒀다, 나도 없이! 엄마는 주니어가 거기 남아있어야한다고 했다. 잔인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가 주니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야호! 주니어가 뭘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공기중에 뭐가 날아다닌 것 같다. 그것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flew 독감 flu 이라 불렀다 (flew 와
flu 가 동음이의어라 테디가 착각한 것-역자주). 사람한테 날아와서 사람을 확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람을 아프게 만들거나 엄마를 아프게 하거나 아빠를 죽일 수도 있다. 집에서 모두가 그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나 총알처럼 공기중에 날아다니는데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떤땐
그것을 팬바보 pan dummy(pandemic 을 pan dummy 라고 들은 듯-역자주)라고 불렀다. 맞다, 바보. 하지만
주니어가 집에 있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래도 좋았다.
슬프게도 주니어가 집에 있어도 됐지만 사람들이 주니어를 책상에 앉아서 바보같은 ABC 나 쓰게 만들었다.
내가 주니어랑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니어가 책상에 앉아있기를 끝내고 나랑

마루바닥에서 놀았다. 엄마가 들어와서 소리를 많이 질렀다. 엄마는 나를 잡아서 바닥에 팽개쳐버렸다.
다행히 팔이나 다리같은데가 부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좋지는 않았다.
이런 날들이 오래갔다. 주니어는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스포츠가 다
취소되었다. 주니어는 많이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우리 가족중에 한 명이 독감으로 죽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좋지는 않았다.

엄마는 장례식에 가고싶어 했지만 엄마가 혹시
독감에 걸렸을까봐 못갔다. 장보러 갈 땐 독감을
피하려고 얼굴까지 다 덮었다.

한참 후 엄마는 주니어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주니어가 독감에 걸릴까봐 여전히
걱정했다. 나는 다시 집에 홀로 남겨졌다. 학교에는 인형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루는 주니어가 나랑 같이
안가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아픈 척 하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도 물론 주니어랑 같이 있었다.
이틀쯤 지나고 엄마는 주니어가 전혀 안 아픈 것 같다며 일어나라고 했지만, 주니어는 나랑 집에 있고
싶어했다. 누군들 안그럴까. 정말 무례한 어떤 아줌마가 집에 와서 주니어한테 일어나 학교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주니어는 가긴 했지만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다.
두주쯤 지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독감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야호! 주니어는
한두주 더 집에 있었다. 얼마나 독감이 많이 날아다녔는지 주니어는 산타가 못올까봐 걱정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더이상 쓸돈도 없었다. 어쩌면 산타도 장난감을 만들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음식을 살
돈도 없었다. 아빠가 집 정원에서 많은 식재료를 키워서 호박이며 여러가지 먹을 것이 있었다. 어떤 때는
우리 정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산타가 오긴왔다. 주니어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산타가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감때문에 돈이 없어서 선물로 줄 장난감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학교가 재개되고 나는 다시 외로워졌다. 하지만 주니어는 행복해보였다. 주니어는 학교 친구들이랑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혼날 만 할 때만 무서워진다고 한다.

주니어는 학교를 매우 좋아했고 그 학교에 오랫 동안 다녔다. 주니어가
자랄 수록 자꾸만 더 큰 학교에갔다. 나는 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올해 102 살인데, 1918 년 주니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팬바보때문에 집에 다시 보내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같은 테디곰인형이 망할 팬바보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많이 내놓는다.
끝.

진실한 친구, 테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