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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화화꽃꽃은은  그그렇렇게게  떨떨어어졌졌을을  것것이이다다  
                                                    ––  양정숙을 기리며

곽 상 희

線 하나를 잘 못 긋자

그림의 여백의 모서리가 지워졌다

토씨 하나 잘 못 달자 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매화꽃은 그렇게 떨어졌을 것이다

바람도 없는 밤

바람 보다 더 일찍 나온 매화꽃은

그렇게 바람에게 그리움 표 가슴에 달고 스스로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고요히 내려왔을 것이다

 

천하의 분분한 꽃들의 전송에 밀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속으로 웃으며

눈물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고요히 떨어졌을 것이다

 

천하의 새 봄을 위해

그렇게 속으로 고요히 피눈물 울었을 것이다

 

5월 어느 가장 빛나는 날

너는 고독의 문을 열고

왜 사랑해야하는지 사랑을 위해

왜 울어야하는지 그렇게 빛나서 떠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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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가가  피피를를  흘흘린린다다

곽 상 희

내가 좋아하는 그의 시를 읽다가

쇠불 같은 그의 손끝에서 흘린 피같은 시를 읽다가

일간신문에 눈이 간다 ‘또 인종혐오공격, 아시안 노인 130차례 폭행’

시인의 손끝에서 꽃향기 대신 피가 쏟아진다

가깝게 밀착된 먼 아닌 관계가 피를 흘리고

정치판과 경제판이 피를 흘리고

지구는 숨어 온몸이 가슴 탄다

갖사랑에 집착하는 2세 3세들이 달리다가

흠칫 눈망울 멍멍 하늘을 보다가

하늘도 함께 눈물 같은 소낙비 내리고

오늘 아침 모처럼 하늘 맑은 산들바람

구름 자락 흔들어 내 영혼의 시 한 수

생수 같은 맑은 피 흐른다

길가에 말간 꽃무리 한 다발에 코끝을 대고

고요히 당신의 사색처럼 흐르는

흙내는 물씬 향기롭고, 언제 오시려나 당신

손과 발 섬광처럼 눈물처럼

아직은 멀었다고 바다 건너 여기저기 피를 흘리기 바쁘고

바쁜 파즐 같은 전쟁판에서 무쇠 손들이 치솟는다

당신이 품은 사랑과 기다림 죽으라 꽃무지개 솟아오른다

곽 상 희
현대문학등단 시집<사막에서 온 푸른 엽서> ‘영한" 외 9권, 수필집 3권, 장편 영.한 3 
삶과문학지 발행,박남수시인대상,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영국국제여루시인상 & 백과사전
등제 Olympoetry(Spain),계관시인(UPLI)등국내외 수상기록,곽상희치유문학계제(코스
미안뉴스) 한미문협창립하여 영한등 workshop과 후배양성등 (1984.5-) Blue Ocean 
Trans & Publicatio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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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도도

김 명 욱

바라만 보고 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기도만 하고 있다

한 가정이 파괴되지 않길

 

사랑이 짝을 짓고

한 지붕에 봉우리를 틀다

사랑이 싹을 피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됐다

 

두 생명이 네 생명이 됐다

 

속으로 흘린 눈물

한 영혼이 부르짖는 기도

어디로 가고 있나

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멍히 보고만 있다

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기도만 하고 있다

한 지붕이 무너지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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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드드로로메메다다에에  가가면면

김 명 욱

안드로메다에 가면

우리 은하가 보일까

우리 은하에선

안드로메다가 보이는데

 

달과 지구를 안고

태양을 품고 있는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에도

인간 같은 존재가 살까

그러면 그들도 우리

은하를 보고 있을 거야

 

수천억 개의 태양이

아니, 별들이 인간을 향해

떠 있는 우리 은하

그 안에 작은 집인 지구

 

9천9백99억 개의 태양을

거느린

안드로메다와

4천억 개의 태양을 거느린

우리 은하는 서로 이웃이다

250만 광년이 떨어진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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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은하에 계실까

안드로메다에 계실까

아님, 우리들 마음에 계실까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를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품고 있는 작은 인간

 

안드로메다에 가면

우리 은하가 보일까

우리 은하에선

안드로메다가 보이는데.

김 명 욱
<시대문학>에서 시, <순수문학>에서 수필 등단. 
남가주(LA)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석사(M.Div.), 박사(D.Min.), 
뉴욕한인교회(UMC) 소속 목사, 뉴욕한국일보 논설위원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992년 가입. 
시집 <가슴깊이 구르는 소리 하나 있어> 수필집 <꿈은 나이를 상관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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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려려갈갈까까요요??

김 미 숙

그 곳에 기다리나요

당신의 달콤한 입맞춤..

당신의 포근한 가슴에

겨울바다보다

더 넓은 그대의 어깨에

기대고 싶어요

아롱지는 함박눈이

바다 위에서 안겨오면

외로워서 출렁이던 파도까지

숨을 못 쉬고 두 팔을 벌리는 곳..

푸르른 바다 위에

사그락 사그락

눈이 내리고

그대의 가슴 닮은 저 겨울바다..

달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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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의의  여여명명......

김 미 숙

무어 그리 두려운가

속의 울음 모두 다 토해내고

빈 껍데기로 길가에 섰는데

나로 햇살이 뜨는 그곳..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그대가 달려 올 그곳에서

나로 노래 부르게 하라

아직은 남아있는

잔가지들의 눈물방울

견디지 못한 여린 새순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내 모두 품에 안아

햇살이 뜨는 그곳으로

안고 달려가리라

나의 입맞춤에도

꺼져 버린 생명은..

저

햇살 고운 곳에 가면

그대가 기다리는 그곳에 가면

다시 방울방울 샘솟듯 피어나리니

나로 노래 부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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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나의 사랑을 위하여

다시 피어나는

우리들의 봄을 위하여

김 미 숙
1963년 서울출생
1991년 미국 가족이민
1999년 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등단
2000년 문학세계 소설부문 신인상등단
현재 뉴욕에 거주
미동부 한인 문인협회 회원
미주 기독교 문인협회 회원
mscho4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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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리는는  둥둥지지  지지킴킴이이

김 소 향

이제는 내 차례

우리는 둥지 지킴이

되돌아올 듯

그러나 시간에 떠밀려

썰물인 듯 떠난 아들들 가족

저마다의 그리움 품고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대륙횡단

일만 천 이백 리 먼 길 왔었는데…

다섯 송이 웃음꽃 향기

비어 있던 둥지 채우던

대여섯 밤낮은 부활절에 받은 축복

다시 들려올

밀물 파도의 함성 떠올리며

귀 기울일 우리는 둥지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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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제제는는  내내  차차례례

김 소 향

쉬운 일부터 우선…

은퇴마을에 안주한지 십 일년 만에

집 단장 서둘렀던 이유

손발이 묻힌 때 자국, 그리고 세월의 얼룩마저

감쪽같이 꼭꼭 숨기고

정결해진 집안 구석구석 둘러보며 설레네

해맑아진 유리창으로 거침없이 드나드는 햇살

쌓였던 잡동사니 꾸리고 다시 풀며 힘 겨웠던 날들

보상은 그지없이 풍요롭네

이젠 내 차례

칠십 년 넘긴 해묵은 땟국

흔적도 없이 씻어 줄 그분께 가야하리

김 소 향
1997년 <시문학>으로 등단
‘미주카톨릭문인협회’ 회원
시집: 둥그러지는 바람, 바람의 예감
이메일: mk588@ny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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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별별여여행행  11

김 송 희

노을은 은은한 그리움

먼 먼 얼굴인가요

그대 머문 곳 

바다 끝자락

그대 숨소리 찾아 떠나리다

비가 되라 하시면 비가 되고

수풀이 되라 하시면 그리 하리다

나의 하나님

내 목숨 다 하는 날

그대 사랑 꼬옥 껴안고 

노을 진 바다로 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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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별별여여행행  22

김 송 희

기도만으로 넘치는 것일까

주님 품으로 가는 저 세상 

편안함 열려 있는 가

먼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는 이름

누가 최초로 불러 줬을까

가득한 눈물 흐르지 못하고

잡히지 않은 영혼 찾을 수 있을까

그대의 별

밤하늘 바라보며 서러워마라

뜨거운 눈물로

얼음 된 발등을 녹여나 보자

서로서로

아픈 사랑과의 이별 예배

모두 주님이 거둬 가소서

김 송 희
1963년 ‘현대문학’ 등단
저서: 시집 ‘이별은 고요할수록 좋다’외 7권 외 공저, 수필집 ‘시도 때도 없이 외로울 
땐 배가 고프다’외 다수 
수상: 재미 팬 문학상, 숙명여대 문학상, 미당 서정주 시맥상
표창: 문교부 장관상, 대통령 표창( 2세 한국어 교육), 국제 PEN 한국본부 자문위원/ 
국제 팬 한국본부 미동부지역 위원회장 역임, 미동부 한인 문인협회 회장 역임, 현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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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좋은은  삶삶이이란란??

김 정 혜

흑진주가 반짝이듯

명랑한 눈빛의 그 아이는

내게 묻는다

Do you have a good life?

하루 하루 배를 채우는 걱정

길거리에서 떠돌아 다니다 잠들고

매와 사냥개가 위태로운 꿈속에 뒤쫓아

식은 땀에 잠을 깨는

그런 날은 지났어요.

밥도 매일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잠자고

양부모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좋은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밥도 매일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데

위태로운 눈빛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불안한 종소리를 듣고 해서

힘든 생활인줄 알았지

그래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욕심만 버리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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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장장  정정리리

김 정 혜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상자들

아니 나름대로

줄 맞춰 쌓여 있었지

하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모두 열어 봐야 알 수 있지

오래전 신었던 구두

나름대로 필요한 곳 걸어 다녔던 지난 날

필요할까 사두었던 구두

가끔 중요한 곳에 함께 했던 시절

무엇이 그리 필요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으로선

가늠이 잘 가지 않는

층층이 쌓여 있는

예전의 이야기들

김 정 혜
뉴욕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독어독문학 석사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총무 역임
Long Island Univ.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ster’s Degre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Substitut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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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음음

김 철 우

보이더라

보이니까 찾았다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빛

아집의 먹구름 용서 로서 벗겨내고

욕심의 먹구름 배품으로

나이가 붉게 익어 가며, 먹구름

벗겨 버렸더니

참 빛을 보았다

보석보다 더 빛나는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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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애애((熱熱愛愛))

김 철 우

밤나무 꽃 피어날 때

솔솔 바람

밤꽃 향기 코끝 스쳐가면

하얀 꽃잎 그녀 속살 같아

밤꽃향기 그리워

밤나무꽃 아래 찾아갑니다

번쩍, 번쩍, 우루루 쾅,

번개 천둥소리

몰아치는 빗줄기

휘청거리는 나뭇가지

가느다란 허리 휘어지듯

가지두개 꼬여 한몸 되었을때

흠뻑젖은 몸둥아리

빗방울 땀방울 범벅 되었네

밤나무 밑 빈터

비워 두었던 그 자리

꽃사슴 찾아와 짝짓기 하였을까

새들이 모여 축배의 노래 불렀을까

다람쥐들 꽹과리 장구춤 굿판 벌렸을까

길가던 나그네 담배 한대 피우고 갔을까

잎이

한잎 두잎 떨어지면

낙엽 위에

하얀 솜이불 펼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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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은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치마저고리 갈아입고 기다릴 때

그때 이곳 다시 찾으리.

김 철 우
1965년 서울사운드(TV,CF,CM SONG,)제작
1976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수
1977년 미국뉴욕 이주
1978년 Lexington ART Gallery 근무
2012년 Home ART Gallery 운영(Retired)
제28회 (2020년) 뉴욕문학 신인상(맨하탄 겨울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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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내내장장  수수술술

박 원 선

희망과 

절망 속의 

펜데믹 북새통에

새벽같이 

집을나서

몇시간을 기다린 후

백내장 

수술 한 번에

온 천지가 밝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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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화화  꽃꽃

박 원 선

뒷마당 

매화나무

하룻밤 자고나니

바람이 

살짝살짝

건들며 지나는데

하얀꽃 

온몸에 피우면서

흥겨운듯 춤을춘다.

현운 박 원 선
2005년 문학시대 등단.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역임.
2022년 아세아미술상 대상.
서화 개인전 3회
미주한인서화협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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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는는  일일은은  광광대대놀놀음음이이지지  뭐뭐

변 정 숙

웃는 다고 다 웃음일까

운다고 다 울음일까

보일 수 없는 마음,

무슨 대수라고

돌덩이 안고 살아온 세월,

어디 하루 이틀일까

가슴에 든 피 멍 보이지 않으면

덜 아플 줄 알았어

부모 잃고

서방 잃고

금 쪽 같은 자식 품고

먹고 사느라

울음 참고, 웃음 참고,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었지

광대 같이 살았어

고통은 칭칭 동여매고

척으로 화장하고 살았지

그래

사는 일은 광대놀음이지

외줄타기 하는 거지 뭐

이만큼 살면

다 알아

다 아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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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낭낭을을  비비우우고고  오오자자

변 정 숙

이따금

숨 가쁜 날이 있다

대나무처럼 흔들리는 날이 있다

그런 날에는

얌전하게 두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구름들이 모이는 먼데 산을 본다

청자 빛 하늘을 목에 두르고

산은

투명한 손을 흔든다

어여 오라는 묵언의 초대다

지루한 나는 수락한다

그래

가자

산으로 가자

배낭을 매고 가자

시시한 생을 담아가자

질긴 욕심들

시린 기억들 일랑

넉넉한 산에다 주고

빈 배낭을 매고 오자

아무 가책 없이 돌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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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쪽에 고여있는 햇살을 담아

슬그머니 봄을 데려오자

한 열흘은

따스하니

고요에 대해 말 할 수도 있겠다

변 정 숙
부산출생
국문학 전공
2009년 창조문학 시 부문 등단
2013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사/시분과 위원장
문학동인 글마루 회원 (서울)
계간지 미래시학 뉴욕특파원
시집:소리화가
공저:비밀의 뜰, 시의 끈을 풀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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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욕욕  훌훌러러싱싱  지지하하  전전철철역역

복 영 미

대낮처럼 환한 불빛 아래 백 여개국 인종이 오가는 

뉴욕 훌러싱 지하 전철역은 인간전시장이다

고국처럼 코스모스 살랑거리는 낭만역은 아니지만

무명 성악가가 부르는 먼 산타루치아

찌그러진 중절모 속 일불짜리 몇 장 지폐는 

전철이 뱉고 달아난 바람에 펄럭거리고

바람따라 흐르는 기타리트스의 에이는 연주는

향수에 젖은 이민자들의 마음을 

가랑비처럼 적신다 

옷 색깔만큼 들리는 소리 소리 

국기를 흔들지 않아도 천연색 표정

공짜 구경할 수 있는 인종 전시장이다 

포켓에 2불75전만 있으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하 광장

무명 화가 붓질이 날카롭고

눈이 쑥 들어간 점쟁이도 

설탕가루 솔솔 뿌린 바삭한 쥬로 장사도 있는곳

넉넉한 건 시간뿐이라는 한국할아버지들도 

훈장 눈섶 휘날리며

출발역에서 허드슨 야드까지 

수 많은 표정 읽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있는

훌러싱 지하 전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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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폰을을  든든  인인류류

복 영 미

*G세대-1995년 이후 뼈 속까지 폰이 녹아 있는 

스마트 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샤피엔스

지적 능력이 에스 엔 에스와 연결되는 

모바일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손아귀에 폰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디지털 비가 내린다

비를 맞으며

거지도 한 푼 찍어 이체해주세요 하는 문명을 

누가 막으랴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보다 

검색 능력이 뛰어난 사람 

디지털 문명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샤피엔스

다시 올까

사각사각 너의 이름 아래 손 글씨를 쓰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면 비가 내리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세계가 있었다

*G(group 약자)세대-1995 전 후로 태어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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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영 미
경남 울산에서 출생했다
2002년『한국문학평론』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시집으로 『우주의 젖이 돈다』가 있다.
2010년 재외동포 문학상 시 부문 대상 수상
한국시인협회, 해시아나 활동하고 있다.
youngmee_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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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야야

선우 옥

그 곳에

홀로 서

목청 높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아주 멀리 서 있는 당신

침묵이

당신의 얼굴입니까

내 목소리를 안고 있는

당신의 얼굴에서

예스라는 응답이 검은 하늘 반짝이는 별과 같이 당신을 에워쌌습니다

속 시원히

닫혀있는 지퍼를 열고

당신의 속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이 전부라고 말한 당신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광야에 눈이 멈추길 원합니다

홀로 서성이는 어린아이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더 이상

차디 찬 광야가 아니라 말해주세요

이제

그 곳은 꽃이 피고 새싹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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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쉼터입니다

이제

그 곳은 열매가 맺고 젖이 흐르는

당신의 풍만한 젖가슴입니다

이제

그 곳은

기쁨이 뛰노는 에덴입니다

오늘 하루

광야의 바람이 스쳐갑니다

따뜻한 봄결의 스킨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나의 볼을 힘껏 밀었습니다

향기나는 봄바람처럼 산뜻한 꽃향기처럼 

당신의 영혼과

하나이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의 눈물이

쟁반 가득 모여 은구슬처럼

당신의 영혼에 무늬가 되어 반짝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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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랑

선우 옥

사랑에서

눈물이 흐른다

죽었던 혼은 호흡이 살아나고

색채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거울이 되어

지난날들을 뒤 돌아본다

사랑에서

눈물이 흐른다

온 몸을

깨끗이 씻기우는 눈물

아침 일찍 일어나

신과 독대하며 제단에 몸을 바친다

사랑에서

꽃이 핀다

몸을 씻고 영혼을 씻은 차거운 땅덩이에서 꿈틀거리며 솟아난 새싹

작은 생명은

님이 되어

사랑으로 메아리쳐 온다

사랑이

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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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을 감싼다

원망도 빈 몸이 되어 광야에 섰다

푸른 광야에서

꽃이 핀다

슬픈 사랑에서

꽃이 핀다.

돌 무덤 너머로

한송이 국화꽃이 활짝 웃고 있다.

선우 옥
1991년 유학으로 도미
한국방송공사, 시사영어사, 동아일보 근무, 사업체 운영
순수문학 신인상 수상(2004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이사, 서기, 총무
m_groysma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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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멸멸의의  시시각각

손 정 아

내 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 

공간을 잃어버린 순간에

소멸은 시작되고

숨 쉬는 것과 쉬지 않는 것 까지

이미 

우주는 정해진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

슬프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런 

소멸이 아픈 것은 

곁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없어서

그러나

사그라지지 않는 불에 꽂혀

소멸의 사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바늘

행여 다시 한 번 기워낼까

당겨 놓는 나

차라리 소멸이지 

찢어진 기억의 솔기만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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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녕녕하하십십니니까까

손 정 아

더운 여름이 두 번 지나도록 반쯤 밖에 

열리지 않은 문

슬프도록 아픈 기억을 지우려 화사한 봄을 풀고 

어머니의 눈물샘 같은 오월의 응달을 

꽃비가 대신 지워 갑니다

숨죽이고 뛰어보지만 징검다리는 여적 멀어 

진도 팽목항에서 울던 사월도 가고 

울음 따라 나선 오월이 제자리 턱으로 들어와 

그 때 떠밀려간 그대 생각에 

마음만 급한 철이 바뀝니다. 

세월은 한창이라는데 무엇을 기리다가

호흡이 먼저와 숨 헉헉거리는가 

그래도 시간은 손을 놓고 가진 않아

저녁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의 기쁨을 위해

빛의 시선으로 어깨를 뻗어 올리면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는 

하늘의 품이 오월 앞에 다가섭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바람이 대지위에 무성의 

색깔을 입히듯 반쯤 열린 문이라도 

길은 막히지 않아 

인내할 수밖에 없는 반쯤 열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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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잔이 시간의 그리움이 되고 

한 번의 마주침이 즐거움이 되고 

그런 기대의 현실을 그리 고백하며 그 날 떠난 

당신의 오월에 

우린 살아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서로의 인사를 

안녕으로 묻습니다 

손 정 아(Sohn, Jung Ah)
전남 해남 옥천 영안출생
중앙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졸
대한민국 살아있는 상록수 
1990년 도미
2014년 한국 서울 <시문학> 신인 우수작품으로 등단
중앙일보 문학 동아리와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이사로 활동 중
작품으로는 시집 <그의 발에 운동화끈이 풀려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길 위에 길> <길 안에 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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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엄마마  달달

송 온 경

엄마 생각 하다

엄마 꿈을 꾸다

엄마 생각하며 뒤척이다

어슴프레 눈뜬 새벽

둥근 달이 창가에서 밝게 비추며 날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 밤

집 근처 하늘에서 환하게 비쳐주시던 그 달

엄마가 그리운 날이면

달이 되어 나를 바라보시는 엄마

난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엄마를 만날 수 있다니

엄마

내 마음 속에 계시고

가끔은 환한 보름달로 날 찾아 주시는

엄마 달

엄마 딸

굿나잇

2021.1.7. 3:17am 잠에서 깨어 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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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엄마마의의  포포옹옹

송 온 경

흰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

엄마가 벤치에서 일어나 서둘러 다가오신다

내 새끼 안아보자 하시며

온 몸으로 나를 끌어안으신다

너무도 생생한 그 느낌

오미크론으로 고생하는 막내딸 응원해주시러

꿈 길을 달려오신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이제 다 나았어요

*2022년 1월 9일 엄마 꿈을 꾸고나서 쓴 시

송 온 경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는 뉴욕주 공립학교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직 뉴욕주 공공도서관 사서 
퀸즈 칼리지 도서관학 석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저서: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2021) 
영어 그림책을 통한 21세기 교육과 인성개발(2018)
네이버 블로그 : 뉴욕 사서교사의 창 
유튜브 채널 : 송온경 Nature Poet
onkyungjo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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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낙엽엽에에게게  듣듣는는다다

신 동 인

떨구지 못하고 매달려있는

두잎의 색바랜 잎새 속삭인다

참 험하게 살았구나……….

구멍은 언제 난거야?

사랑하던이들 떠나면서

가슴을 떼어 갔지

너도 많이 삭고 찟기었네

끄리고 있는 짙은 색들은 무어야?

죽어도 놓지 못하는 정과 한이지

타고 남은 네 검붉은 흔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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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듬듬의의  미미학학

신 동 인

세월이 주는 선물 중 으뜸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시들어 가는 것이란다

쉼과 안식으로 가는 길목에서

색과 빛의 자랑을 버린다

정하여 준 한 자리 지키며

억수로 퍼붓던 비와 바닷바람과

혹독한 더위와 모진 추위 견뎠지

영글은 씨를 흙에게 맡긴다

곱고 화려하게 피어날

눈보라 휘몰아 친단다

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꾸미라고

위엄과 품위 지키며

여한없이 떠날 준비 끝낸

들풀이 들려주는 미학 듣는다

신 동 인
1949 충남 보령에서 출생
1971 성균관 대학교 졸업
1981 미국으로 이민
NY, NJ State Certified General Real Estate Appraiser
뉴욕 맨하탄 거리 전도인
뉴욕 시문학회 회원
창조문학 시 부문 등단
창조문학 신인 문학상 수상
저서 : 시집 ‘시를 품은 사진’
peterd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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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월월,,  루루즈즈벨벨트트  아아일일랜랜드드

안  영

강에 갔다

작은 돌 부리들에 걸렸다

푸른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낮은 구름이 깔린 바람 부는 사월

강변을 따라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서는 봄이라고 활짝 웃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 칠거라는 일기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비오고 바람 부는 이런 경우없는 계절이라니

자꾸 추억을 재생산 해내는 커피 냄새가 가득한 카페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일은 맑을까 흐릴까

알 수 없는 날들이 뇌리를 간질 거렸다

봄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아야 하나

PIGEON 인지 DOVE 인지 애매한 비둘기들이 걸어 다니고

패딩 입은 강아지들이 산책 나온 신작로

하나 밖에 없는 교회당과

하나 밖에 없는 감옥을 지나

빨간 버스는 달렸다 강의 끝으로

출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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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  눈눈  깨깨  비비

안  영

허공을 떠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추억이라는 유령

이름 모를 풀밭에 떨어뜨렸을 눈물 방울도

빛나는 졸업장으로 내밀었던 첫 걸음도

지나간 것들은 허공을 떠돈다

끝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들은 질척거린다

이번생은 도깨비들이 휘두르는 방망이

여기 저기 스러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승의 흔적들

스러지는 것들은 기약이 없다

안 영
본명: 안 영 애
전남 목포 출생
1979년 도미
1996년 뉴욕문학으로 등단
2003년 시집 ( 롱아일랜드에 부는 바람) 상재
국제 펜클럽회원
한국 문인협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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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동동

윤 관 호

오늘이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는 날

잔디에 내린 서리를 보네

나비와 잠자리는

구름 속으로 숨었는지 자취가 없고

아직 버티고 있던 나뭇잎들이

곡예 하듯 떨어지네

산책길

동네 연못이 살얼음을 띄우고 있다

눈 내리는 날

잊고 지내던 얼굴들이 떠오르듯

꿈의 나래를 타고

못 다 읽은 책들을 펼쳐

독서삼매경에 빠져보련다

추억 속 옛 친구들에게 서신도 띄우리라

눈 덮인 산이

상상만으로도, 성큼 눈앞에 다가온다

추위를 견뎌내는 나무들과

식생들이 아른거린다

겨울을 맞이하는

내 가슴은 벌써부터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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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주  공공산산성성

윤 관 호

친구 이준희와

백제유적지를 탐방하러

처음 보는 공주 공산성

가파른 공산 기슭에 위치하고

금강을 북쪽으로 인접해 두고 있어

천혜의 요새다

배산임수(背山臨水)의 길지로

백제 웅진시대 60여 년 동안 왕성이요

마지막 의자왕이 부여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쫒겨 와

항복한 성이라네

길지라는 말과 요새라는 말이

허황된 말이었던가?

산성 안을 돌아보니

웅진시대의 영화의 흔적도

패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의자왕의 자취도 보이지 않네

서늘해진 내 가슴을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

친구의 따뜻한 우정이 어루만져 주네

역사의 영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강은 오늘도 비단같이 고운 자태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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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 호
휘문중고교,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문예운동’으로 시 부문 등단
시집 "누이이야기‘ ’뉴욕의 하늘‘ 발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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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쓰레레기기는는  쓰쓰레레기기가가  아아니니다다

윤 영 미

쓰레기를 바라본다.

 

바람으로 찢어지고 부서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린다.

냄새가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핏줄까지 태우며 살아온

목 말랐던 낡은 세월들 

그렇게 서성이며 달려온 길이지만 

쓰레기가 되어보지 못한 

날들 까닭에 부끄러워 꿈을 꾼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불타고 있다.

진정 쓰레기가 되지 못하는

너와 나 우리…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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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쓰레레기기통통

윤 영 미

온 세상에 지저분한 것은 다 긁어 담아야 한다.

썩는 냄새가 난다 해도 그건 내 길이니까 

가장 추한 것의 반대말은 가장 아름다운 것.

후미진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들

그 냄새와 방황 몰래 버려진 쓰레기더미들 

이 서글픔을 아는가!

밤새 떨어진 나뭇잎들

그것들도 쓰레기가 되는 세상이다.

젖은 세월의 아픔을 하나씩 채우며 

피가 마르도록 썩어가고 썩어오는

쓰레기통 이야기

낡은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내일은

저 낡은 통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윤 영 미
삶터문학, 시대문학으로 문단 데뷔, 첫시집으로 ‘질경이 풀꽃 속에’
세계시인협회 회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이사/ 시분과위원장 현재 부회장
현재 포코노 임마누엘 수양관, 청솔쉼터, 문학마을 원장



시 ∙ 이광지 | 53 

시시린린  마마음음

이 광 지

바람이 찬 추운 겨울 밤

나는 손이 시린데

엄마는 마음이 시리다고 하네

시린 마음은 볼 수 없어도

따뜻하라고

가만히 이불 속으로

엄마 손 잡아 당기네

‘따스해’

엄마의 시린 마음이

녹았나 봐

나한테 속삭였다

앞으로 시린 마음 아닌

웃는 마음 담아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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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꽃망망울울

이 광 지

살랑살랑 봄바람

춤을 추는데

가만가만 소리없이

살찌우는 꽃망울

나뭇가지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빗물로 먼지 씻고

스며드는 햇살에

볼록볼록 부풀어 오르네

머잖아 예쁜 꽃으로

피어 날 꽃망울

봄의 들판에

파아란 잎새 흔들며

울긋불긋 고운 옷 입고

꽃잔치 할 준비하지요

이 광 지
목사
전 한국크리스천 문협회원
전 미주 ‘disapora’ 편집인
교회학교 주일공과, 성경동화, 어린이 찬송가 집필
kwangji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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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악이이  켜켜지지는는  동동안안

이 명 숙

그때는 봄과 여름

탁자의 화병에 몇송이 꽃이 있고

 

눈썹으로 다가 온 그늘이

상수리 넓은 잎들의 발등을 문지르며 켜지는 

정원의 연주를 듣는다

 

아무도 없는 저기

부풀어오르는 숲의 이슬이 마르고

 

퍼부어지는 물들이 정수리를 관통하며

꽃병이 부서진다.

 

붉은 냄새를 풍기며 떨리는 눈시울 속에

그림자가 앉아있다

 

종이 길게 울리며

아직 피지않은 꽃을 근심하는 자

 

여름의 피가 흐르는 동안

무릎을 괴고 절정을 만지는 손

 

꽃의 목을 따는 날개들이

다시 걸어야하는 숲의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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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향이 바뀐 낯선 표정

꽃이 쌓이는 시간의 탁자가 있다

이 명 숙
1988 불교문학 신인상 수상
2016년 뉴욕문학 시부분 가작 수상
myungsook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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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완전전과과  미미완완  사사이이  

이 선 희

아무렇지 않게

꽃잎 떨구며 봄 날은 갔다

우거진 나무 아래 긴 그림자 드리우고 

찾아온 여름,

태양은 먹빛 그늘 들며 날며

하루의 무게를 야금야금 때로는 성큼성큼 집어 삼킨다

아무렇지 않게 오고 또 가는 세월 속에

아무렇지 않을 수 없는 나, 

서두르며 성급히 치 달린다

임신 하지 않은 아낙의 헛구역질처럼

돈을 잉태하고

시를

그림을

사랑을 잉태하며 

줄달음 치는 초침 걸어 놓고 저물어 가는 하루

마치 최고의 진실인 것처럼,



58 | 뉴욕문학 제32집

사사랑랑초초

이 선 희

며느리 휴가철 맞아 나성 친정집

다녀 온다고 인사차 들렀다

손에 들고 온 누렇게 뜬 화초 분 하나

"어머니 얘가 아픈가 봐요. 좀 맡아 주세요"

빈 집 지킬 시원 찮은 그 불쌍하다 데리고 온 

그 마음 그 목소리 얼마나 곱던지

말간 물에 목욕시켜 축 처진 등허리에 버팀목 받쳐주고 

여름 햇살 한 광주리 머리에 뿌려 준다

그래도 부족 한 듯 영양제 꽂아주니 

언제 아팠더냐 활짝 핀 푸른 날개 윤기 자르르 

생기 띤 그 모습 고맙기가 그지없다 

내외 돌아 오는 날, 

손주 기다리는 어미 마음 

다독다독 함께 담아 제집으로 보내야지

사랑은 만물의 생명이라지

이 선 희
2005년 문예사조" 나무를 만나기위해" 외 2편으로 시인등단
크리스챤저널 창간 25주년 공모 시 부문"치유의 새벽"외 2편으로 당선
미주한국기독문인협회 회원
뉴욕시문학회 총무
한국문화미술대전 추천작가
parksunhee07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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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떤떤  도도주주

이 성 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저 깊은 숲속이나 동굴이라 

짐작할 뿐 아니 아이들 말대로 외계인이 보낸 스파이일 수도 그사이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외면하는 예의를 배웠고 텅 비워진 

도시 한 켠에 우두커니 남겨진 공원으로 오래된 습관처럼 무료한 

오후엔 산책을 나간다 그곳엔 큰 호수가 있고 늘 여남은 마리의 

오리 떼가 떠있다 문득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오리 떼에 섞이고 

싶어졌다. 물속을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 코로나로 일터를 잃은 이들인가 마스크를 쓴 채 드문드문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볼 뿐 아마도 귀 먹거나 눈 멀거나 영혼까지도 

빼앗긴 게 틀림없다 갑자기 오리 떼가 떠있던 자리로 핏빛의 석양을 

앞세운 채 바이러스가 떼지어 몰려온다. 얼른 도망가야 해 땀인지 

피인지 끈적끈적한 어쩌면 바이러스의 체액일지도 흠뻑 뒤집어 쓴 

채 알몸이 되어 풀밭을 달리는데 사방은 온통 오리똥이다. 감염된 

자들의 잔해 이리 피하고 저리 밟으며 뛰고 또 뛴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며 꿈속을 내달린다 - 2020년 5월 숨 쉬고 싶어요 / BLM ( Black 

lives matter ) 제발 무릎을 떼 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검은 피부는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상한 동네 

어두워지면 통금 사이렌은 필요조차 없어요 담배를 사러 가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니 적진을 돌파하듯 어둠의 철책을 넘어 담배 

사러가요 목표점에 다다르면 적군이 없나 일단 좌우를 살핀 후 

재빠르게 거래를 끝내야 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조심조심 

가야 해요 신의 가호를 빌면서 아뿔싸! 쏘지마세요 캄캄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뿐 선량한 시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발 목을 조~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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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곤
용산고, 한양대 화공과 졸 1975년
1984년 미국이민, 현재 뉴저지에서 전자 관련 사업중
sklee426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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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  남남

이 정 강

잠꼬대로 

"엄마, 엄마 왔어……" 

부르며

새벽 세시에 마중 나갔다

혼백으로 위로하시고

홀현히 가셨나

허공에 아무 흔적 없는데

내 목소리는 남았다

계속, 산울림같이 

떠있다

저는 잘 있는데요, 

편안한데요 

벌써 7년이 됐어요.

클라라 어머니도 그 곳이

더 편안하시죠 ~~~~~

증손녀 스카일라 그레이스가

"Heaven,

A safer and More Peacefu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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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셨다고 추모하네요

그리곤 어머니는

"Our angel every day for we feel

Her spirit among us." 라고 깨우쳐 주네요

저도 오늘부터

어머니 천사를 바라보며

평안을 도루 찾아 가졌어요

이 정 강
1970 ‘월간문학’지 신인문학상 시부 당선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부 입선, 1968년 ‘시조문학’지 추천 완료
2001년 미주 시조시인협회 ‘시조월드’ 문학상 대상 수상
2015년 국제한국 PEN본부 해외작가상 수상
시집 ‘프시케의 바다’, ‘그 바다결에 연은 뜨고’ 출간
미주시조시인혀회 회장 역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국제 PEN 한국본부 미동부 지역 위원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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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증증

이 종 비

또 하나의 계절

온몸 구석구석통증을 느낀다

3월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기만 한데 

칼날같은 바람이

창문사이로 매섭다

메마른 나무가지

겨우 싻 돋아내려 애쓰는데

봄바람에 이리저리 몸 흔들며

통증을 앓는다

큰바위 옆에 잔뜩 웅크린 

한무더기 개나리

긴 가지마다 몽우리 매달고

결실의 꽃 피워내려

통증을 앓고 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계절에 

그 희망을 맞이 하려

이렇게 함께 

통증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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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망망증증

이 종 비

반뼘이나

잘려나간 머리카락

기억이란 세포도

그렇게 조금씩

부서져 사라지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려

키를 찾는다

샅샅이 뒤져 보아도

어디에도 키는 없다

황망스러움을 감추며

자동차로 걸어가 보니

그때까지도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태연하게 키를 꽂고서 -

안도의 한숨이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서글픔이 가슴에 차오른다

이 종 비
Nina.ChongB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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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을을

이 춘 희

큰 불덩이 서쪽으로 떨어지고있다.

반짝이는 빛 수면에

일렁이며 흔들리는 금빛 바다

고개 숙인 갈매기 방파제에 몸을 뉘이고

해변가를 서성이던 여인

사진기를 계속 돌려가며

그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 넘고있다.

언어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붉은 단풍을 들고 일몰까지 걸었다고 한다.

꼭 기억해야 할 일처럼.

거대한 해가 몽땅 사라지는 절대의 순간,

사진기에 담을 수 없는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퍼덕거림, 소란스러움, 위태로운 생,

빈집에 촛불 밝히듯

자신의 온 몸을 태우고 있는 것일까?

주름진 물살따라 조용히 하루의 강을 건너고 있다.

해 떨어지는 소리없는 소리

가장 부드럽고 밝은 빛,

일몰의 시간

내 생의 노을도 그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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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  제제

이 춘 희

하얀 꽃잎 

폭포수 떨어지듯 사방으로 흩날리고

캔버스 아래 펼쳐진 

파머스 마켓 (Farmer’s Market)

염소 뿔 속에 넘쳐나는 꽃

에어 룸 토마토, 감자, 그린 빈, 옥수수, 사과, 오렌지

동네 사람들은 즐겁게 빛나고 있다

지푸라기 위에 흐트러져 있는 갓 따온 수박의 흙 냄새

귀를 가까이 대고 두드려 본다

‘텅, 텅, 팅, 팅, 하는 소리

잘 익은 빨간 과육 위에 과즙이 흘러내리고

한 여름이다.

태양의 유혹,

격동하며 수액으로 터지는 잎사귀

젖은 유칼립투스 아침바다가 되어 반짝인다.

땅속 깊이 파묻힌 비밀스런 이야기,

팽팽하게 부풀어 텅빈 세기를 채워온

참으려 해도 터져 나오는 숨소리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

공기를 휘젓고 스스로를 깨뜨리는 힘

지구위에 흐르는

이 무서운 기쁨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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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춘 희
2008년 ‘창조문학’수필부문 신인작품상으로 등단
2009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가입
2021년 ‘시문학’신인 우수 작품상 
뉴욕 중앙일보 오피니언 ‘삶의 뜨락에서’필진
미 동부 한인 문인협회 18대 이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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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리리를를  불불어어요요
                              --  우크라이나의 봄

이 혜 란

뉴스를 켜면 피리 소리가 들려요

빈 통에 숭숭 구멍만 남은

쌔애쌔애 바람 소리

성근 피리소리

손가락 마디마디 사력을 다한

필릴리 피리 소리 들려요

파삭파삭 가슴에 먼지를 일으키며

방금 바스러진 사진 한 장

아들에게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꿈, 지금은 사라진

봄

피리 소리가 들려요 뉴스에서

손가락을 놓지 말라는

숭숭 구멍마다 채우며

결코 놓을 수 없는 꿈

되찾아야 할 봄

피리를 불어요

화음을 만들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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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자자이이너너의의  눈눈

이 혜 란

글꼴마다 표정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아

그 날 따라 다르고

이 날 따라 변하더라고

마음으로 표정을 읽으래

딱 맞는 글꼴이 보일거래

화룡점정 점 하나가

그 용을 훨훨 날아가게 했다나

점 하나에도 몇 백개의 픽셀이 있다는 걸

장승요*는 알았을까

색깔마다 성품이 있어

입히기 쉽지 않아

밝은 날 다르고

흐린 날 변하더라고

마음을 다치지 말고

마음에 온전히 담으래

딱 그 색이 보일거래

반 고흐의 마음은 해바라기였을까

열 다섯 송이*의

황금빛이었을까

그리고 보니

마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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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눈은

딱 마음만큼

디자인하네.

* 장승요는 중국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가로 그가 그린 용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넣자 그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고 한다. 화룡점정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 반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화 연작 중에서 「해바라기 열다섯 송이」가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꼽힌다.

이 혜 란
‘뉴욕문학’ ‘문학세계’ ’한글문학’으로 등단
도미 전 한국교육방송(EBS)방송작가 및 문화, 홍보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5년간 활동.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 목사로 미국인 회중 목회를 
하고 있음.
hyeranleeyu@yahoo.com



시 ∙ 임선철 | 71 

혹혹  더더듬듬어어  찾찾아아

임 선 철

내가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고물 장수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징용같다 못 돌아온 큰할아버지를 닮아서

시장 골목마다 펄럭이던 푸른 하늘에

오늘은 파 뿌리 같은 비가 오는데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엄마의 좌판에 앉아있던 고구마와 감자처럼

조용히 익어 가며 등을 기댄 슬픔들이

고구마 사세요 고구마 사세요

내 이름 부르던 그 기도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촛농처럼 굳어진 믿음으로

바다로 떠나던 새벽 눈빛을 닮으려

혹 들려올 생사의 기다림을 닮으려

혹 더듬어 찾아 발견했을 기쁨을 닮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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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  개개

임 선 철

그날 난 당신 앞에서 두꺼운 얼굴을 하고

서 있겠습니다 두꺼비처럼 앉아 있는 나에게

마음이 참 두껍군요 하고 당신이 물어도

나는 여전히 두꺼운 심장을 꺼내 보이며

못 들은 척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난 내가 피가 나도록 긁었던 

두꺼운 껍질들과 

한 달쯤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던 

두꺼운 공기들이 

샤워를 하고 나와 증언해도

나는 여전히 두꺼운 눈꺼풀만 끔벅거리며

당신을 보고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두꺼운 내 입술이나

손톱과 발톱까지도 모두 공범입니다

임 선 철
1972년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다. 
2015년 뉴욕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sunchulny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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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늦은은  밤밤  카카페페에에서서  그그녀녀의의  안안부부를를  묻묻다다

마르셀로 장

지난밤 꿈 속에서 그녀는

얼굴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백수 하나론 각을 만들지 못 합니다

건달이 들어와 각을 만들려 기웃거립니다

내가 조금만 기울이면 신나게 하루를 떼 울 수 있지만

그나, 나나 마음은 이미 카지노 행 버스 뒷 꽁무니만 쫓습니다

백수의 눈길은 입구에 보초를 세우지만

타의에 의한 삶이 비비꼬인 카페는

외로움이 그리움만 들여 보냅니다

네온이 불을 켜고

카페의 각들이 활기를 뛰면

누구는 도모하던 모의만 만지작거리다 헤어지고

누구는 반가움에 수다를 떨다

아쉬움만 카페에 남기고 떠납니다

드디어 꼬던 다리를 펴고

무게의 중심을 옮겨 백수가 셀폰을 만지작거리나

목줄을 단 셀폰은 어둠을 끌어 모읍니다

조바심에 뉴저지로 가는 마지막 손님을 떠나 보내고

카페의 뒷벽에 불이 꺼지면

중력을 잃은 그녀가 카페 안을 들여다 봅니다

백수와 그녀가 만든 각은 접점을 지나

대칭의 또 다른 허공을 떠돌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 하는 것은

백수의 기울임이

보라 빛 스타티스 향에 묻혀 호우적 델 때입니다

마침내 내리기 시작한 눈송이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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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우시겠죠’

늦은 밤 카페를 뜨지 못 하는 것은

외로움만 타는 카페를 탓 해야겠지만

기울 데로 기운 백수가 직립 하자

눈송이도 솟아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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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리리탄탄  밸밸리리  행행  개개찰찰구구  11번번이이다다

마르셀로 장

아침이 찻잔의 손을 놓으며

애틋함의 이별을 고할 때 사랑은 먼 발치에 있다.

온 생을 다해 모아둔 꿀은 어디 있는가

눈만 벌집을 들락거리고

막판까지 몰린 캐럴이 브로드웨이를 지날 때는 눈송이 하나 빰에 

닿을 때.

꺼칠한 표피의 손주가 건낸 오렌지,

막 깊은 잠에서 깬 부끄러운 애교를 그는 가만히 쓰다듬는다.

대합실 입구에는

군상들의 눈들이 기다림으로 모이고,

액자에 있길 거부한 사내가 보는 것은

졸졸거림 잃어가는 냇물 소리를

서둘러 담는 바다일까?

마지막 한 잎마져 떨어 뜨리려는 바람일까?

내일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내세 울 건 엉덩이 뿐인 카리브해 여자가

행복한 색과 열정에 찬 빛의 보따리들 때문에

자꾸 그 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다둑인다.

거창한 액자를 거부한 오아시스의 야자수

뿌리를 들어내는 해변가를 거닐던

나풀거림의 의미를

그녀도 알고 있다는 듯

두 손이 다소곳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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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간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치워지는 그런 모습이 서러운 것 일가

때를 기다리는 거미줄,

오렌지를 덮이려는 두근거림의 온기,

흰 눈이 덮여주는 아침을 달려온 汽笛,

통과하지 못한 자색 불빛들 모두 한결같은 유년의 차림새다.

생활의 의지완 상관없이,

투명인간처럼 무관심의 피사체로 지워 지는 이유를,

델라웨어강 발원지를 찾기 바라는 마지막 소망이

부산을 떠는 지하 층계로 걸어간다.

라리탄 밸리 Raritan Valley행 개찰구는 1번이다.

마르셀로 장
1947년 전남 광주 출생
1972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1986년 주 금호 퇴사
1987년 미국이민
marcelosamchang@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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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꽃샘샘추추위위

전 애 자

봄은

아주 많이 추운 뒤에

온다는데

매서운 바람이

곳곳에

노랑, 분홍, 빨강…

물감 뿌려

언땅 속 새싹들이

겨울잠에서 깨어 하품하니

흙들이 길을 열어주어

얼굴 내밀고 꽃 피운다

꽃샘 추위로

아기꽃잎은 얼어 떨어지고

꽃수술 만이 남아

봄잔치 하니

모습 애처롭다.

바이러스가 쓸고간

인간세상은

별일 아닌 일이 소중해지고

웅크린 가슴 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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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은 사라지고

희망은 없는데

추운 봄빛 속에 핀

개나리꽃을 보니

시름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밝다 .

밖은 아직도 춥다.

춘사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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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겨울울  끝끝자자락락

전 애 자

날씨가 포근해서 뉴욕 북쪽에 있는

Croton Point Nature Center 로

형부,언니와 소풍을 갔다.

금,토,일만 열어서 센터에는 들어가지 못해

주변 파크를 걸었다.

건너편 들판에는 새무리들이 앉아서

포근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고,

나무들은 잎이 없는 넝쿨나무들을

이불 삼아 감은 채 잠자고 있었고,

허드슨 강물은 우리들을 보고

출렁출렁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포근한 날씨 탓인지

반바지와 짧은 소매옷을 입은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젊음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비가 온 탓인지 잔디가 물을 머금어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며 구두를 적셨다.

노란 산유초가 꽃을 피웠는데

꽃잎들이 얼어서 모습이 망가져 있었으나

반가워서 사진기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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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추운 줄모르고

성급한 마음에 나무들이 꽃봉오리를

내밀까 걱정이 되었다.

백 여명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멋진 바비큐 장소가 있어 둘러보고

우리는 뭔가 있음직한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유난히 강물 소리가 커서 폭포수가 있나 올라가 보니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 파도 치는 소리가 두 배 되어

물소리가 컸던 모양이었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구름이 바쳐주어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

섬에 온 느낌이 들었다.

발길을 돌려 나무들이 싸리비가 되어

하늘을 쓸며 놀고있는 강변을 따라 내려오니

도착 했을 때보다 많은 차들이 파킹장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낮이 길어져 5시면 땅거미가 내려 앉아

어둑어둑 했는데 해가 서산에 걸려있었다.

돌아 오는 길은 다른 날 보다 즐거웠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마스크를 벗어서

두려움에 떠는 눈은 볼 수 없고

웃는 입을 볼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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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위 걷듯이 사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

미생물이 주인 된

인정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

나는 겨울 끝자락을 잡고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봄을 기다린다.

전 애 자
1979년 미국이민
아시아 이중언어 개발센터(시튼홀 대학)근무
미주동아일보(뉴욕)편집기자로 근무
뉴저지 YWCA한국어 교사로 근무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2003년)
미주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2005년)
삼성줌인포토리그MAJOR ACE 회원
공저: 21세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1,2,3
annieree12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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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교교지지

정 문 혜

우리 밭으로 가요

주님이 일구어 논 밭으로 가요

뜨거운 태양에 얼굴이 타고

땀방울 뚝뚝 떨어지고 옷 다 젖어도

벌레들 물어 뜯고 가려워 상처가 생겨도

씨를 심으면 싹이 돋고 풍성히 자라

기쁨으로 거두는 밭으로 가요

방안에 앉아 바라만 보는 형제여, 자매여 

비바람 천둥,번개에 망설이나요 

독사와 전갈이 두려운가요

두려운건 어디에나 있어요 힘든 이세상

두려움과 망설임 훌훌 털어버리고 밭으로 가요

힘든건 망각의 물살에 빠르게 흘러가지요

한없이 작아져서 외로와 아무것도 아닌 우릴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기쁨이 소생해 전진할 수 있다는 고백, 

들을 때면 우리도 쓰이는 존재라는 걸

밭엔 생명이 있어요 신비하고 기이한 기쁨이 있어요

넉넉하고 풍성한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밭으로 함께 가요

무수한 생명이 신비한 얼굴로 맞이하는

가슴 설레는 밭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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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장장  ((심심주주  화화백백의의  그그림림과과  함함께께  할할  시시를를  부부탁탁받받고고))

정 문 혜

그대의 강청으로 캄캄한 동굴속 깊이 빠진 시심을 건져 올리려

해산의 진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좀처럼 올라와주지 않는 혼이 빠져나간 언어들

좌정해서 무시 당하지 않을 문자들

정 문 혜
‘서서 버티는 나무’ 1989 초판, 시문학사 20172판
‘사랑’(1995 시문학사)
화가 김옥지 ‘빛(Light)’ 화보와 함께 1933
‘내 마음의 풍경(Landscape in my heart)’ 화가 윤시주와 시와 화보 2012, 2017 제작
moonhae7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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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트트

정 종 환

방문에 걸린

다트판을 향해서

하나,

둘,

셋,

화살을 던졌다

수십 번 던져도

만점

과녁을 맞히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화살 하나를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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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너는는

정 종 환

눈만 오고

오지 않네

정 종 환
1998년 원광대학교 철학과 박사
2013년 죠지아 크리스챤 대학교 신학박사
2018 Blanton-Peal Institute 상담사
2021년 뉴욕문학, 미주문학 신인상
강의, 목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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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  친친

혜 성

예약 없이

불쑥

만날 수 있는 친구

바쁘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친구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면

자기가 오겠다고 해도

무지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친구

서로의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실컷 주장할 수 있는 친구

 
설전 끝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라는

눈빛을 나누는 친구

 
그 친구가

먼저 죽으면

내가 조사를 읽고 싶은 친구

 
내가

먼저 죽으면

나를 추억하는 조사를

읽어 주었으면 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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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클로로즈즈  업업

혜 성

신이 내려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 사랑이 찾아오면

 

수많은 사람들 속

당신만 클로즈 업

 

무수한 세상사 중

우리의 사랑만 클로즈 업

정 혜 성
필명 : 혜성
1988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2년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 졸업
2008년 창조문학 시부문 등단
2012년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 졸업
시집 <길> <들겼으면>
현재 Hosanna G&D Director
haesung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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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루루살살이이의의  당당부부

정 희 수

오랫동안 새벽 창가를 서성거리던 이가

도시의 소음이 요란해지자

식사준비를 위해 찬장에서 꺼낸 비닐봉지

‘멸치도 생선이다’라는 문구를 보고

돌연 맹수의 눈빛이 되어 중얼거립니다

ㅡ잡초도 식물이다

ㅡ벌레도 동물이다

ㅡ홈 리스 장애자 난민도 사람이다!

기세등등해진 그는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금방 거리로 뛰쳐나갈 태세더니

멸치볶음 타는 냄새에 놀라 황급히 창문을 여는데

방충망에서 할딱거리며 죽어가던 하루살이가

실낱 같은 목소리로 그에게 당부합니다

"부디 가녀린 목숨들의 외침을 노래해주오"

 

볼 붉어진 무명시인은

그 비닐봉지를 시집이 꽂혀있는 책장에 공손히 모십니다

지금도 어느 부둣가 선착장에서

비린내 쩐 작업복을 입은 채

멸치 대신 우락부락 외치고 있을 어부가

그의 스승님이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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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양양이이가가  사사는는  집집

정 희 수

홀로 된 어미의 집을 방문 할 때마다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해요

"고양이를 키워보세요"

 

오래 전 이쁜 여우에게 뺏긴 후

어쩌다 차지한 애인을 위해

정성어린 밥상을 준비하느라

대답 대신 요란한 도마소리

 

여우 몰래 그리웠던 밥상이라는 듯

게걸스럽게 식사를 마친 아들은

용무를 끝낸 방문객처럼

외로움이 자욱한 집을 서둘러 떠나요

 

모처럼 손맛을 발휘하느라 지친 어미는

낡은 소파 위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고시랑 고시랑 잠꼬대를 해요

"아들아, 이 집엔 오래 전부터 고양이가 살고 있단다"

야~~옹

정 희 수 (정 레지나)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 문학상으로 등단
2015~현재, 미 동북부 문인 협회 회원
reginatj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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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종종가가를를  쳤쳤다다

조 성 자

저 아이에게 내 지분은 아주 미미하다

제 아비의 할머니 그 위의 할머니, 할머니

제 어미의 할머니 그 위의 할머니, 할머니

계보를 거슬러 오르다보면 

아이를 향한 편애는 무한리필

핏줄이라는 척추는 기울대로 기울어 있다

산등성을 아슬아슬 내려오는 생의 끄트머리

시간과의 대작으로 취기가 돌고

오감과 이목을 그러모아 오직 

우주의 절대존재로 눈을 맞추는

기이한 사랑 놀음

권한도 없이 전심을 쏟아 붓는 투자는

파도처럼 밀려갈 때 다 쓸려가겠지만

밀려올 때의 두근거림으로

밀려올 때의 신바람으로

무한정 부풀어 올라 

오늘도 상종가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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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화화상상

조 성 자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다.

밀밭 고랑을 지나온 바람처럼 해쓱한 너,

시간의 잔금을 펴보려다 분화되는 기억들

맥박 빨라지며 치솟던 목적들은 

변절자의 등처럼 휘고

전부 있었으나 다 사라진 듯

있는 줄 알았으나 없는 듯

백지로 돌아가는 노을 

거울 속으로 배경이 되어가는 너, 

다듬고 매만지던 앞태도

혼자 뒤척이다 흘러가고 

껍데기만 남아 휘적대는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질 봄날의 허상이다

무심히 돌고 도는 시간의 부품이다

전설의 마을을 향해 목 길게 뻗어

아득한 거리를 가늠하는 

키 작은 목숨이다

조 성 자
2002년 ‘미주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 2002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 : ‘기어가는 것은 담을 넘을 수 있다’ ‘새우깡’, ‘아카펠라’
산문집 : ‘바늘의 언어’
미주서시문학상(2013), 제4회 해외풀꽃시인상
jbby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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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의의  고고백백

최 임 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탄자니아 우물물

충심을 다해 해마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물물이 변하여 성령물이 되고

마시는 자 마다

성령 받고 변화 되어

주를 믿는 자 되며

다메섹 선상

사울의 눈에 껍질을 벗겨 주시며

바울이라 칭하시어 죽을 때 까지

험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죽을 때 까지 충성 할 것을 

이 죄인의 괴수가

전능 하신 하나님을 

찬송 경배 올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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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순순절절  통통회회기기도도

최 임 선

불꽃 같이 타 올랐다

사라지는 인생 길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욕심 덩어리

먼지 같이 남아

통회의 기도 올립니다

병든 자를 긍휼히 볼 줄 알며

마땅히 사랑 할 자를 사랑 할 줄 알며

원수도 사랑 할 줄 아는

예수의 제자 되는 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올라 갈 때

벗겨지는 어둠의 껍질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아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향기 되어

들려 올라 가리라

최 임 선
뉴욕 Pratt Institute college of art졸업, <조선문학> <문학세계> 등단
성화전 2회 개최. 저서: 시집 ‘깊은강’ ’정신병동’ ’불타는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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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든든  살살  이이야야기기  11,,

최 정 자

누가 알았으랴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날 줄 

누가 빌었으랴 이 세상에 자신을 태어나게 해 달라고 

쥐구멍 난 보릿자루에서 주르르 주르르 언제나 

보리쌀이 쏟아지듯 쏟아내던 어머니의 말,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와 반대인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여자로 태어날 것이다."

친구에게 말했다. 

"내 전공은 짝사랑이야." 친구는 잽싸게 "그건 내 거야."

"내 부전공은 질투야" "그것도 내 거야" 한다. 

"내 선택은 후회야." 했더니 

"나는 당당함이다"라면서 앞질러 가버리는 친구, 

세월은 깎아지른 절벽 위로 기어오르게 했고 

천야만야千耶萬耶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했다.

하루하루 살아냈다는 것은 숨을 쉬었다는 것 

숨을 쉬었다는 것은 살아냈다는 것

늘 남들은 내 속을 썩였다. 

덩달아 나도 내 속을 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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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월월의의  무무지지개개

최 정 자

무지개를 보았다. 

*‘허드슨 야드’의 빌딩군

빌딩의 유리 벽에 닿았던 햇살이 

콘크리트 길바닥에 무지개를 

깔아놓았다.

물빛도 물방울도 없이 

하늘이 아닌 땅에 햇살만으로 

유리창만으로 만든 무지개, 

길바닥에서 무지개를 본 날은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5월 12일 2021년 오후 1시, 

 

초록빛은 사방에서 물결처럼 밀려와도 

아직 아이들의 놀이터는 잠겨있고 

햇살에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

꿈속으로 간 머나먼 나라의 하늘 아래 

그 머나먼 곳에

출렁이는 *쪽빛 바다의 하얀 파도를 

만난다. 

*Hudson Yards: 맨해튼 허드슨강변 30-34가의 빌딩군.

*쪽빛 : 푸른빛이 진한 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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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자
시 집 : <개망초 꽃 사랑> 등 9권.
시선집 : <늘 있으면서 하나도 남지 않는 바람>등 2권. 
산문집 : <멀미 없는 세상> 
문학상 : 제4회 <천상병 시상> 수상.

제1회 한국 PEN <해외 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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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꽃을을  보보면면서서

하 명 자

누가 나더러 꽃을보라 한다

꽃을 곰곰이 들여다 보라고

꽃의 속삭임이 들릴때까지

비바람 치는 눈쌓인 겨울 이기고

고요히 고개 든 잎새

글썽이는 눈빛 햇살에 웃고있다

지난 봄 떠난 동생이 아른거린다

바다 건너 이별이 울고 있는 공간

나지 않는 엄마의 젖을 빠는

3살 짜리 아이의 울음이 보인다

나는 꽃의 말을 듣는다 더 깊게 울리는 꽃의 말,

어제밤 스쳐간 바람소

땅속 깊이 꿈틀거리는 바람의 소리를

내 속에 들어있는 어둠이 보인다

겹겹쌓인 아련한 어둠에 말 

내 속에 들어 있는 햇살의 소리도 함께

떨면서 떨면서 꽃이 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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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워워  내내는는  연연습습

하 명 자

백지 한 장 가득

흩어진 새똥같은 고백들이 비틀거린다

말라버린 마음의 응어리들

못다 푼 내 안의 우물바닥, 얼기설기 엉켜있는

내가 보인다

열리지 않는 문이다

어제 열리지 않는 문, 오늘도 꼼짝않고

바람찬 구름 사이 멈칫거리는

꽃 한 송이의 우물이 울, 울, 물고기가 뛰노는 바다를 꿈꾼다

그 너머 가로수 아득 저 편

고향길 한복판 뒹구는

감나무 이파리, 까치웃음소리 빨갛게 춤추며

내게로 온다

흩어진 새똥 같은 글자들이 비틀거리고

비틀비틀, 구겨진 백지 위에서 물방울 하나, 꽃으로 피어 오른다

하 명 자
1971년 : 도미
전직 간호사
2020년 : 뉴욕시문학회 회원
2021년 : 뉴욕문학 시부문 당선 (가작)
2021년 : 미주문학 시부문 신인상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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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33  진진실실  하하나나

한 다니엘

골패짝 돌리는

두더지 단칸방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하고

새벽 시장 상인 순서도

서릿발 같은 차례가 

서슬이 퍼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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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44  막막다다른른  골골목목집집

한 다니엘

거품밑에 국수가락

거푸 쓸어 넣는다

허기만 공허한 배안에

커억, 트림 한번이면

금새 꺼져버릴 신기루

풀풀 날리는 실가락이

간에 기별이나,

황소눈 껌벅이며

등 굽혀 일어선다

산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

한 다니엘
2019 한국자유문학 2회 추천 완료 
한국문협 미주회원, 대한 황실 문화원
제1시집 ‘영혼의 표정’ 문학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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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eebbrruuaarryy  2222,,  22002222//  서서리리  내내린린  아아침침

현 영 수

하얗게

서리 내린 아침

찬비에 씻기운

달님

돌림병으로 지친

세상

안쓰러이 내려보네

무에 그리 아픈 마음

갈 길을 못가시나

엷은 미소

한숨 지으니

서릿발이

더욱 하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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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arrcchh  33,,  22002222//  밤밤비비

현 영 수

밤비는

밤을 적시고

빗소리에 잠이 깬 사람의

가슴을 적시고

내리고

내리고

모든 것을 침잠 시킨다

전쟁터의

어린 병사들을 춥게 하고

어머니를 생각케 하며

얄궂은

이데올로기를 곱씹게 하고

이해 할 수 없는 전쟁터를

떠나고 싶게 한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랴

가슴 젖은 이들의 듣는 울림이

하나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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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 수 (James Heon)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BA
Manhattan School of Music MM
현재 뉴욕신광교회 지휘자
저서: ‘바닷가에 사는 아이’(두란노 서원)의 저자(현 야고보)서언
제 28회 뉴욕문학 신인상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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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목목  ((裸裸木木))

황 미 광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되고

때로는 겨울 그 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새떼들이 찾아 왔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퉁퉁 불은 여린 발목을

내게 오랫동안 올려 두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동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 일이었지만

잠시후 그들은 먼 길을 다시 날아 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내 벗은 몸에 다시 잎이 돋겠지만

난 지금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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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늘늘은은  우우리리  모모두두  하하나나되되는는  날날

- 뉴욕주 코리안 알파벳데이* 그 첫해를 축하하며 -

황 미 광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되는 날

그 옛날 575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깊고 넓은 마음

오묘한 자음과 지혜로운 모음 만나게 하였으니

가갸날*이 한글날로

이제 코리안 알파벳데이가 되었구나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맞는 너의 첫 생일

우렁차고 고고하게 탄생을 알리거라

홀로 우뚝 서서 한민족의 긍지되거라

태평양 건너 올때 함께 온 가나다라

낯설고 물설은 땅의 밤낮 없던 내 친구

전 세계의 글이 되어

어두움 밝히는 빛나는 별이 되고

마음을 열게하는 소통의 길이 되라

글자없는 미지의 땅끝까지

슬기로운 조상들이 한글을 예비하니

찬란한 문화유산 더욱 높이 더욱 멀리

스스로 꽃을 피워 온 세상의 향기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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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한글있어 모두가 하나되니

한마음 한목소리 아름다운 세상되리라

* 뉴욕주 코리안 알파벳데이 (2021년 10월9일 ) 제정 기념식 축시

* 575년 전 : 1446년 훈민정음 반포 기준

* 가갸날 : 1926년 한글날 기념식이 처음 거행될 때의 명칭

1990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꾸준한 반대로 2012년에 

공휴일로 재지정 됨

황 미 광
문학박사, 미동부 한인문인협회 17대 회장 역임, 국제펜 한국본부이사, 재외한인사회연구 
재단이사
동서희곡문학회(1981 발기인), 시맥동인(1983), 한국문인협회, 한국연극협회 회원
미주한인이민백년사 출판위원장, KCB 가톨릭방송 사장
한인여성네트워크회장, CUNY Queens College Adjunct Professor(1994-2012), L.I.U. 
Korea Center 부소장 역임
대한민국 국민 포장(2018), 대통령상(2007, 2016), 올해의 한인상(2014), 뉴욕주 여성교육
자상(2009), 창조문학 신인상(2002), 서울시 교통부 시 입상(2014, 2019), 경희해외동포문
학상, 시집 ‘지금 나는 마취중이다’외 논문집, 공동 저서 뉴욕의 한인문인들 등 다수
poethwang@gmail.com



수수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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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병병기기

곽 경 숙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셔서 열일곱 살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거의 회갑이 다 되신 어머니와 몸과 맘이 부자유하여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내 막내동생을 소위 장애자의 천국이라는 

미국으로 내가 초청했다. 재작년까지 일주일에 삼일을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며 잘 지내셨다. 어느 날 뒤로 넘어져 응급실에 갔다가 경추관 협착증

이 발견되었고 수술 뒤에 경과가 안 좋아 결국 장기요양환자가 되어버린 

막내아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만들어 나르시곤 하셨다. 너무 추운 날은 

집에 계시라는 내 애소는 귓전으로 흘리시고 "내일 또 온나" 하는 동생 

소리만 귀에 담아 워낙이 추위를 몹시 타시는 분이 영하 이십도가 넘는 

혹한의 어느 날도 동생에게 가셨다. 이튿날 마침 내가 들러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음식을 입가로 질질 흘리시는게 아닌가.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입가를 만지시며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응급실로 모시고 간 것이 뇌경색으로 진단이 되어 긴 여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나마 처음에는 입과 왼쪽 다리만 힘이 조금 없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의사도 너무 운이 좋다고 삼주간의 단기 재활치료만 거치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매일 방문하기도 쉽게 우리집 바로 

앞 길 건너의 재활원에 입원시켰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2020년 3월 

13일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펜데믹을 선언했고 재활원 

현관 입구에는 'No Visitors Allowed" 사인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그날로 나와 어머니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생이별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못 드시는 서양 식사에 직원들까지 

코비드 19에 걸려 손이 딸리니까 하루는 새벽 두시에 어머니로 부터 전화가 

와서 변을 기저귀에 본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콜 벨을 눌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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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온다고 하셨다. 그래서 널스 데스크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부족해

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퇴원 예정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와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날 여기에다 처박아 놓았느냐" 

하시며 어머니가 울부짖으셨다.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도 당신은 절대로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

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진짜 사단이 벌어진 것은 그 이튿날

이었다. 아침에 재활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갑자기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셨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뇌졸중이 온것 같다는 것이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보내라니 지금 응급실에 가면 코비드 환자로 꽉 차 

있는데 어머니 연세에 그 병에 감염되면 바로 돌아가신다며 차라리 자기네들

이 데리고 있으며 재활을 잘 시켜 좀 몸상태가 나아지면 퇴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동의하고 말았다. 그 이후 두 달을 거기에 더 계셨으나 

결국 나는 어머니의 퇴원을 결행했다. 그 몸으로 어머니가 사시던 노인 

아파트에 혼자 돌아가시게 할 수가 도저히 없어 병원 침대, 휠체어와 함께 

우리집으로 모셨다. 

집에 와서 어머니 몸을 보니 등과 그 밑으로 욕창이 생겨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 매일 목욕을 시키고 약 바르고 말리고 하여 겨우 치료하였다. 

왼쪽 마비뿐만 아니라 요실금, 변실금까지 생기셔서 매 두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밤에 깜박 잠이 들어 다섯 시간 정도 지나서 가보면 

기저귀, 윗옷, 바지, 요, 이불까지 다 젖고 분뇨가 묻어 있어 닦고 갈아입히고 

요와 담요 갈고 빨래 돌리고 나면 두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그 와중에 1년 전 어느 날은 오른쪽 가슴 바로 밑 복부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911을 불러 응급실에 갔더니 담낭의 돌 때문이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워낙 고령이라 결국은 수술을 보류하고 오른쪽 배에 구멍을 뚫어 

담관에 연결시킨 튜브를 꽂았는데 매일 상처부위에서는 진물이 나와 거즈를 

갈아주어야하고 튜브 밑에 달린 담즙 채취용 비닐주머니를 매일 두 번씩 

비워주고 튜브는 소독용액으로 매일 헹구어 내어야 했다. 그렇게 하기를 

꼭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대형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튜브를 손으로 

배에서 뽑아 던지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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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병원으로 가니 수술의 대안으로 새로 개발된 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란 시술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위

내시경을 하면서 담즙관의 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담낭 제거수술 보다는 

위험 부담률이 낮다는 것이라 해서 다시 복부 초음파 사진을 찍어 정확한 

담석의 위치를 미리 추적해 놓으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술을 하기로 

한 의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며 자기가 시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인즉슨 이번 초음파에서 돌이 사라진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낭보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래서 요즈음은 조금 어깨가 가벼워졌다. 

긴병에 효자 없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더니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를 

다시 요양원에 가시게 하지는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한다. 우리 다섯 남매가 

어릴 때 일회용 종이 기저귀도 아닌 거즈로 만든 천기저귀로 계속 빨아 

대시며 세탁기도 없던 시절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한 번도 우리들 학비 걱정 안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 내가 유치원 때 

즐겨 입던 왼쪽 가슴팍에 흰 토끼와 노란 달이 아프리케 되어 있던 까만 

우단 원피스도 생각나고 더 커서는 하늘색과 흰색이 사방무늬진 360도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가며 동무들 보라고 길가다가도 일부러 몸을 

몇 바퀴 돌려서 주위의 시선을 끌려고 했던 일. 파란 털실로 한문으로 

복자가 수놓아진 빨간색 털장갑 모두 하나밖에 없는 딸인 나를 위해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정시간의 숙제인 조각 이불을 수놓다가 내가 

잠들면 마저 끝내어 주셔서 점수 잘 받던 일. 이 모두가 자식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마흔 조금 넘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반세기 험한 세파를 헤쳐 오신 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 내 고생은 

어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키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구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더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곁에 살아 계셔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김밥싸서 

오차드 비치나 시티 아일랜드라도 나가서 맑은 공기 쐬며 높푸른 하늘을 

같이 우러르고 싶다.



수필 ∙ 곽경숙 | 111 

금금식식

곽 경 숙

따르릉 전화벨소리가 나서 받아보니 번호가 낯설다. 한참 멈칫하는 듯 

하더니 자기는 오늘 오기로 된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는 

간병인이 오게 될 줄 모르고 중요한 의사 방문예약이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얼굴에 *히잡까지 하고 있었다. 

오늘 처음 우리 집에 오는 간병인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 주고 지시를 해야 하니 내가 집을 비울 수가 없고 따라서 의사 

방문도 취소해야 했다. 처음 오는 모르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긴 채 집을 

떠날 수는 없었다. 일단 그녀에게 손씻고 앉으라고 하고 갑자기 새사람을 

예고 없이 보낸 에이전시에 전화를 거니 담당자는 오늘 없고 그 위의 직급인 

사람은 회의 중이라고 했다. 일단은 내가 사정 설명을 하고 회의가 끝나는대

로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닥터오피스에 전화걸어 예약을 취소했다. 나는 

오늘 내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생각하니 속이 상했다. 오랜만에 맨하탄에 

나간 김에 돌아 올 때 겸사겸사 코리아타운 삼십이가에 사는 친구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나는 그녀에게 환자 보호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환자 간병 지침서'를 

보여주며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전에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았다. 처음

부터 갈 때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시범도 보여주고 했다. 

내가 가책이 될 정도로 그녀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나의 그 무례함에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상냥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걸고 나에게도 

웃으면서 얘기하니 내 속상했던 맘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정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꼭 맞다. 공자님도 그러시지 않으셨는가. ‘사람이 

셋이 가면 그 중에 한명은 스승이 꼭 있다고, 나이를 물어보니 마흔 일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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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왔다고, 먹을 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에 왜 아무 것도 들지 않느냐고 음식을 

주려고 하니 자기는 무슬림이고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라 금식 중이란다. 

그래서 물이라도 마시라니 물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고도 하루종일 미소띤 

얼굴로 환자에 집중하고 청소, 빨래까지 다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고마웠다. 

오늘 아침에는 알지 못하는 간병인이 왔기에 오늘 하루 또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를 겪어 보니 기쁜 마음으로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것을 볼 때 도리어 감동 받았다. 라마단 기간이 삼십일인데 오늘이 십칠 

일째라고 했다. 나는 반성이 되었다. 일단 금식을 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니 웃을 여유를 가지기 힘들터인데…, 일단 체력 쪽으로도 감당하기 

힘들터인데….

금식을 논하자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남편이 갑자기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길어 봐야 여명이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집도의의 선고를 

받고 후유증으로 숱한 위험한 고비를 넘어 퇴원했을 때 현대의학으로는 

더 기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대체요법, 그 일환으로 조지아주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이주간의 금식요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갈론 사이즈의 

큰 물통이 각자에게 주어졌다. 나는 환자가 아니고 보호자였기에 금식을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 음식을 안 먹는데 내가 밥이 넘어 갈 것 

같지않아 같이 금식에 동참했다. 일단 일주일의 금식이 끝나면 그 다음은 

보식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코스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 

째 되는 날이었다. 매끈하고 조그만 동글동글한 돌들이 깔린 터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질어질하더니 시선이 닿는 저 끝 부분에 검은 색의 배구공 

세 개가 두둥실 떠오르기에 저게 뭐지 생각하는 찰나에 나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고 어디에선가 멀리서 미세스 곽하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고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툇마루에 

뉘여져 있었고 사람들이 내 손발을 주무르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다행히 뒷머리가 좀 아팠고 뒤로 넘어지며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던지 한 

달여를 손목 통증으로 고생은 했으나 달리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때 

나는 경험했다.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최소한의 기초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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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은 그 금식을 거뜬하게 치러 내었고, 그 이후로 

이십사 년을 더 살았다. 남편은 기초체력이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고 집이 부유하여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오후에 

간병인이 떠날 때 아침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오늘 일을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

고 아울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에이전시에다가 일을 잘했다고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이 망친 날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뜻하지 않게 

금식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되었으니 참 

축복 받은 좋은 날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hijab:가리다'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여성들이 교리에 따라 입거나 머리에 

쓰는 의복으로 아라비아반도의 기후 특성상 뜨거운 태양과 모래나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함 

** Ramadan:이슬람 달력상의 아홉번째 달로 이슬람교에서 코란이 계시된 달이라

하여 이 일개월동안 교도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모든 음식, 흡연, 성교 

따위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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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문학회, 해외기독문학회 회원 
2021년 동부문인협회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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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  름름  달달

김 기 훈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구역은 화요일이 쓰레기 날이다. 보통 쓰레기는 

매주에 한 번, 재활용품은 매 두주에 분리해서 처리한다. 금년 첫 보름날인 

1월 18일도 몹시 바빴다.(검토해보니 보름 다음 날이었다). 2년 전 아내가 

뇌졸중을 겪었기에 그동안 "주부" 노릇을 하고 있다. 언어 장애, 거동의 

제한, 일상생활의 부자유 등으로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배가 된 셈이다. 

2023년에는 90세가 되기에 우리 세대는 여자 분들의 일은 거의 무식이다. 

그래도 중년이 된 아들과 딸이 각각 매주에 한 번씩 방문해 온다. 아이들은 

오래 전 분가하였고 늙은 부부만의 삶이다.

식사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제 고백이지만 가정주부가 매일 

얼마나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낀다. 옛날 어머니가 

매일처럼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식구를 먹이느냐라는 하소연이 기억난다. 

그뿐이랴. 세탁기도 없이 빨래, 아이들을 돌보는 일, 밖에서 놀다가 다치면 

의사/간호사 일도 하셨다. 당시 더운 물도 없었고 겨울에는 수돗물이 얼어서 

멀리 있는 강물을 길러 오셔서 데워 주셨다. 김장 때에는 마늘 까는 일, 

양념 준비, 수많은 배추를 절이고 겨울을 지내는 가족의 김치 담그는 일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 이에 비하면 지금의 미국 생활은 호화판이다. 

하지만 남자가 주로 하는 일과 여자의 일이 분업화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역시 부족하다. 나이가 젊을수록 요즘은 "분업"이 그 차이가 줄어졌다. 2년 

동안 "주부" 생활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 일을 하듯 무엇인가 어색한 

점이 내재한다. 서툴다. 따라서 두 배로 늘어난 일상생활의 임무가 바쁘기 

마련이다. 매일처럼 저녁 준비와 설거지하는 일이 가장 귀찮고 하기가 싫다. 

하루의 피곤이 누적되어 그런지? 

아내를 위하여 매트리스의 상반을 올릴 수 있는 병원용 침대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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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설치하였다. 당분간 나는 같은 방의 소파에서 따로 잤었다. 아들이 

주문해준 Sofa Bed가 두 달 후에 배달이 되어 누워 봤더니 정말 편하다. 

아내는 자기의 새 침대를 포기하고 잠자리를 또 옮겼다. 

금년 셋째 쓰레기 날이 더욱 바빴다. 식사와 설거지 등 마치고 청소기로 

잠자리를 치우고 정리가 끝난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아내가 잠이 

든 시간 이후가 비로소 나의 자유시간이다. 밀린 e-mail 검색과 회답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지나갔다.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어놓은 것은 새벽 2시. 

우리집 드라이브 웨이가 약간 경사진 곳이라 내려갈 때는 무난했지만 올라올 

때가 문제였다. 낮 동안 쌓인 눈이 약간 녹았다가 해가 빠진 후 다시 언 

것을 미쳐 몰랐기에 빈손으로 돌아올 때 미끄러져 넘어져버렸다. 

오른쪽 어깨는 5년 전 지하실 계단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상금도 

통증이 남아 있는 실정에 이번에는 왼편 팔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 몹시 

아팠다. 양쪽 어깨도 아프고 몸부림을 칠수록 힘만 빠져 무엇 하나 잡을 

것이 있어야지. 혼자의 힘으로 빙판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불가능하였다. 

늦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피곤이 가중되어 하는 수 없이 차가운 땅에 누어 버렸다. 모두들 깊이 

잠든 시간이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있다. 속수무책으로 문득 생각

나는 것은 66년 전 대전에 있는 공군 훈련소의 일이다. 도미 수속을 추진 

중이라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고 

있었다. 

매일 밤 취침시간이 가장 즐거운 때였다. 동료 훈련병 하나가 가끔 ‘주보’라

는 명칭의 매점에서 사온 사탕과자 다섯 개를 자기 양쪽의 둘과 나눠 먹었었

다. 치과의사는 당장 금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매일 밤 취침 후 주번사관이 

내무반을 순찰했었다. 우리가 누워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지금 땅콩 과자를 

먹고 있는 놈들 일어나!" 하고 소리질렀다. 

그날따라 과자 속에 땅콩이 들어있었다. 우리 다섯이 내의바람으로 급히 

일어났다. 바로 연병장에 팬티만 입고 나오라고 하더니 꽤 추운 시간인데 

"엎드려뻗쳐!"라는 명령이다. 곧이어 "땅에 누워!" 라는 호령. 자갈에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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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아프고 차가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이 마비가 된 느낌이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다.

이런 회상에 잠기고 있을 때 바로 길 건너 이웃이 새벽 2시 반인데도 

개와 함께 내 앞에 서있지 않는가!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 

정말 기적이다. 이 새벽에 나를 구해 주었다. 그 때처럼 감격한 적이 없다. 

후에 온 식구에게 적절한 사례도 했지만 정말 신기하였다. 그새 체온으로 

얼음이 약간 녹아 옷이 젖었었다. 장갑도 손가락 하나의 끝이 타져서 며칠 

동안 동상으로 몹시 아팠다.

언제나 보름달을 보노라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준 이웃의 고마움과 

그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의 심정이 그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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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미미  제제6655주주년년

김 기 훈

이 원고가 출판이 될 무렵에는 도미한지 만 65년이 되는 때이다.

생각해보면 세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이가 들면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옛날 일은 똑똑히 뇌리에 입력이 되어 회상이 

잘된다.

졸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당시의 귀휴 제대제도 덕분에 도미유학의 

꿈이 실현되어 1957년 12월 19일 여의도 공항에서 Pan Am 기로 출국했었다. 

물론 제트기 이전의 시기라 프로펠러 비행기였다. 첫 착륙지는 일본. 당시 

일본에 도착 후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편이 있으면 머물지 말고 곧 출국하라

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 다행히 상기 비행기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대학 선배였는데 토요일 오후에 떠나면 일본에서 출발기가 없기 때문에 

하루 유숙할 수 있고 숙식비도 비행기 회사에서 부담이라고 귀띔을 해주어 

덕을 보았다.

비록 졸병이었는데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볼 기회가 한두 번 있었다. 여객기

는 처음이지만 어쩐지 꿈만 같았다. 고국산천을 내려다보는 경치, 프로펠러

기라 제트기에 비해 진동이 있었다. 얼마 후 음료수를 주었다. 택한 것은 

오렌지 주스. 일등병의 군대생활과는 너무나 판이한 대접이다. 귀가 멍멍했

지만 승무원이 준 껌이 완화해 주었다. 

나리타 공항 도착 후 비행기회사에서 정해준 ‘다이이찌 호텔’에는 저녁시

간에 도착. 

중학교 1학년까지 강제로 배운 일본말이 되살아나서 도움이 되었다. 

식사 후 아직도 전후의 복구가 미완인 거리를 산보하였다. 어느 미국인이 

일본을 처음 방문하고 나처럼 시내 구경을 하러 산책을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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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서 약간 먼 거리까지 와버렸다. 택시를 탔는데 언어 불통으로 손짓, 

발짓 하다가 다행히 집어온 성냥갑에 호텔 이름이 있어 손짓을 했더니 

택시기사가 OK하기에 안심하였다. 짧은 시간에 도착하리라고 기대 했었다. 

하지만 장시간 운전하기에 외국인이라 봉을 잡는지 불안했다. 다시 OK 

하기에 앞을 봤더니 성냥공장에 도착했다고.

다음날 아침 다시 나리타 공항에서 어제 보다 더 큰 비행기에 탑승. 

제트기가 아니기에 동경에서 Wake Island를 거처 하와이에 도착. 미국에 

입국하는 수속을 거쳐야 했다. 12월 21일이다. 고국을 떠난 때는 한 겨울이라 

내의, 와이샤쓰, 상의, 그리고 외투까지 입고 있었는데 열대에 속하는 곳에 

도착했으니 사우나에 든 격이다. 입국수속 때 가방 검색이다. 나의 바로 

앞에는 일본에서 미국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여객인 듯 가방 속에 든 것은 

곱게 포장이 잘된 수십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다 풀라고 검사관이 말했을 때 울상으로 하소연을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상관에게 가서 문의한 결과 같은 명령이다. 개원은 나에게 앞서 오라고 

하기에 가방을 열었다. 여의도에서 어머니의 친척 되는 분이 뉴욕 근처의 

대학에 유학 중인 자기 딸에게 전해 달라고 별로 크지 않는 꿀 두 병을 

부탁받아 비닐 가방에 넣었었다. 도중에서 유리병 두개 가 모두 깨어져 

나의 책, 옷, 기타 간단한 유학생의 소지품이 꿀 세례를 받았었다. "꿀도 

약이면 쓰다."고 하지만 이 경우도 포함되리라. 

다음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 일정한 고도에 올랐을 때 점심식사를 주었다. 

후식은 잘 익은 파인애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중년 신사가 

디저트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나에게 준다. 이 싱싱한 과일을 싫어하는가 

물었더니 대답 대신 아래 경치를 보라고 한다. 파인애플 농장이다. 자기가 

그 중 하나를 경영한다고 소개하였다.

San Francisco 와 Chicago를 거쳐 뉴욕에 도착. 버스 편으로 맨해튼에 

와서 택시로 대학을 찾아 기숙사에 입사. 시차로 머리가 멍한데 진한 향수와 

시거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 잠이 든 사이에 노크 소리. 오하이오 주에 

1년 전 유학 온 (장래)처남이다. 몹시 반가웠다. 바쁜 중에 멀리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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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러 외서 YMCA에 유숙 중. 그간의 밀린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냈다. 다음 날 둘이서 록펠러 센터를 중심으로 관광.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는 본적이 없다. 만국기가 휘날리는 아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미국인도 행복하게 보였다.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오후 

처남과 이별. 고맙다. 이제 내가 과연 미국에 왔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온 인류가 평화를 만끽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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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과과  44도도  차차이이인인데데

김 미 연

창문이 밝아온다. 희뿌연 아침에 차를 몰고 다운타운을 지나간다. 나는 

수영장으로 향한다.

Y에는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이 두 개있다. 간밤에 책 정리를 하느라 

잠을 설쳤는지 몽롱하다.

라커룸을 통해 풀로 들어가는데,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 남자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This pool is so chilly, only 78 degrees."

으스스한 새벽에 서늘한 물이라니. 나는 다른 풀로 향한다. 빨간 구명대를 

옆에 낀 라이프가드에게 물 온도를 물었더니, 82도라고 답한다.

나는 따뜻한 물에서 온천처럼 떠다닌다. 옆 레인에 배불뚝이 영감은 모자를 

쓰고 물속에서 걷고 있다. 한 할머니가 워커를 끌고 와서 조심조심 물에 

들어온다. 물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성치 않다. 몸이 성치 않으면 

마음도 가라 앉는데. 물은 추락한 마음을 수면 위로 다시 올려 주는 것일까.

나는 78도의 찬 수영장이 싫지만 선택이 없는 날도 많다. 82도 수영장은 

노인들 아쿠아틱스, 아이들 수영 레슨으로 닫혀있을 때가 많다. 나는 찬물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타일 턱에 앉아있다. 커다란 유리문 건너에 김이 

서려 있는 따뜻한 수영장을 쳐다본다. 78도와 82도, 불과 4도 차이인데, 

체감은 무척 다르다. 수영에는 찬물이 더 좋다고 한다. 찬물에는 산소 분자가 

더 많이 있어서 물결이 촘촘하다고 한다. 촘촘한 물결을 뚫으려면 팔 다리를 

세게 움직여야 한다.

힘을 받은 피 돌기는 온 몸을 헤집다가 뇌까지 올라간다. 머릿속에 대청소

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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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두 번, 세 번, 랩을 돈다.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82도는 

따뜻한 사람, 78도는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물을 좋아 하듯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누가 온화해 보이면, 그의 풀에 뛰어들어 첨벙거리

며 논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다. 그의 심해로 

갈수록 찬물이 감지된다. 누구나 있는 속마음, 본연의 모습 같은 것. 뚫기 

힘든 촘촘한 물, 나는 서늘함에 놀라서 헤엄쳐 달아난다.

어젯밤, 들쑥날쑥 삐져나오는 책꽂이를 정리했다. 어지러운 방 한 켠 

때문에 늘 개운치 않았다.

사람만 속을 숨기는 게 아니다. 책은 더 고집스럽다. 마지막 장까지 가도 

무슨 의미인지 알쏭달쏭하다. 책 탓을 하면서 책을 닫는 내 모습은 찬물에서 

도망가는 모습 그대로다. 다시 첫장으로 돌아간다. 책 중간 턱을 넘어 갈 

때 쯤이면 책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된다.

나와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 도망치면 모두에게서 도망갈 판이다. 물도 

사람도 책도 4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뜨거운 물, 찬물 다 거치고 바닥을 

친 후에 표면으로 다시 떠오르는 관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른 

아침 수영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생각, 그 생각은 어찌나 힘이 센지 

공처럼 마냥 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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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폭폭의의  그그림림  같같은은

김 미 연

오후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아들이 공항에서 밴을 빌려서 우리 식구 

6명이 모두 탔다. LA 도심 어디쯤 예약한 집에 도착했다. 튼실한 소년 

같은 선인장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하늘거리는 꽃들이 감긴 아치 밑을 

지났다. 집의 비밀번호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 길 건너편에서 다가온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쩐 일로?"

반가워하는 나에게 묵직한 상자를 내민다. 아들과 며느리는 컨테이너에 

담긴 미역국 카레 오뎅국 김밥 만두 등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진다. 뉴저지에 

살다가 이사간 소영이 어머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만한 ‘선행’을 삼십 

년 전에 했던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선물 받았던 

구슬이 달린 초록색 스웨터 생각이 났다.

꼬마들은 허기가 해결되자, 아이패드를 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아기 

천사의 뚱뚱한 얼굴이 벽에 걸려있고, 노랑 빨강의 접시들이 부엌진열장 

위에 놓여있다. 스페인 산골 어디쯤, 인적이 드문 곳의 순례객들이 남기고 

간 것처럼, 팬트리에는 파스타 국수, 통조림 캔, 커피가 온 박스로 남아있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치이익 소리를 내더니, 거품이 살짝 덮인 커피를 내려준

다. 잘 곳에 먹거리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여행이 특별한 선물처럼 여겨졌

다.

삼일 째는 아들네와 따로 다니기로 했다. 남쪽으로 두 시간을 내려가니, 

‘세인트 새크라멘토’ 사인이 보인다. 산 중턱에 빨간 지붕들이 듬성듬성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이 나타난다. 핑크 꽃이 잔디처럼 깔린 경사진 정원 

위로 친구의 집이 우뚝 솟아있다. 집에 있어도 바쁘다고, 집 관리에 정원 

손질에 피아노 연습에 할 일이 많다고 한다. 통 유리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수필 ∙ 김미연 | 123 

방에 피아노가 놓여있다. 악보를 슬쩍 보니 즉흥 교향곡이다. 아들이 사 

준 집이라고 한다. 독신을 고집하는 아들과 딸이 번갈아 주말하우스처럼 

내려온다고 한다. 아들은 장봐와서 요리하고, 딸은 묵은 음식과 엄마의 

오래된 화장품까지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니 좋겠다

며, 부러움 섞인 감탄을 연발하는 나에게, 애들이 무슨 ‘감독관’ 같다고 

하는 친구의 말이 자랑인지 불평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빈 그릇을 찾으러 온 소영이 어머니는 공항에서 먹으라며 빵 봉지를 

내민다. 삼십 년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 듯했다. 두 딸에 

사위, 손주들 챙기면서, 팬데믹 중에는 교회 노인들에게 음식을 해서 집으로 

갖다 드렸다고 한다.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주말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북적댈 것인가? 나처럼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것이고... 그녀의 넓게 벌린 

팔 끝에 매달린 호스에서는 쉬지 않고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나에게 

까지 물방울이 튀어와서 나를 정화시켜 주는 듯했다.

새크라멘토의 친구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를 직접 고쳤다고 자랑했다. 

집안을 정리하다 못해, 사람들까지도 정리한 것일까?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한다. 태평양의 일몰을 감상하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정물화처럼 떠오른다.

김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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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봉 례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 예쁜 꽃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가지 않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퇴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창가에는 화분이 여럿이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내게 보고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야위어 보이고 작은 그녀의 몸매가 

더 작아져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미소는 그대로 있었으며 

재미있게 그 남은 한곳에 물을 주기도 했다.

내가 그 방에서 나올 때 나를 부르며 선인장 세 마디를 내게 건네주었다.

휴지에 물을 묻히고 다시 종이로 싸서 내 손에 쥐어 준다.

그 세 마디의 이파리를 가져와서 키우기를 시작한 것이 조금씩 커져서 

새빨갛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준 새빨강색의 꽃이 살아서 움직이듯 웃고 있는 게발 선인장은 

나에게 유일한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밖으로 내보내고 초겨울에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은 

나의 유일한 즐거움을 주는 기쁨이었다.

빨갛고 분홍색의 꽃들이 온 방안에 퍼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전주곡

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던 색깔들이다.

한국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이 양로원은 주인도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녀의 창가에는 한가득 빨강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그녀를 닮아서 

그런지 모두 싱싱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모두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음악에 맞추어 흔들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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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간 옛노래인듯 귀에 익은 것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 방을 나와 복도로 이동하여 다른 방으로 옮겨 들어가니 선인장 위에 

꽃이 피어 있는 널따란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꽃들이 보인다. 언제나 

깔끔하고 깨끗한 할아버지는 항상 안경을 쓰고 책을 보고 있었다. 일본 

말로 된 책도 읽는 것을 여러 번 보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있었지만 

항상 꽃을 키우며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했을 

때는 그 꽃들이 이파리가 늘어져서 힘없이 있다가도 퇴원하여 다시 돌아 

오면 다시 미소를 머금고 다시 피는 연분홍 꽃이 인상적이다.

꽃을 보면 생각나는 그들은 나의 유일한 관심을 끄는 힘을 내게 주었다.

나는 가끔 그들의 꽃을 사진에 담고 지난 날의 추억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었다. 일본에서 사귀던 옛 여자 친구 얘기를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끔 

신이 나서 펼쳐 보이고 있었다.

해마다 사월이 되면 안에 있던 화초들을 밖으로 내 놓는다. 내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화초들을 밖으로 내 놓는다. 내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겨울철

의 꽃들이 주위에 있었기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다. 빨갛고 분홍색의 

꽃이 방안에 가득차고 십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기고 

웃어 주는 것 같았다. 포근한 미소를 담게 하는 예쁜 색깔의 꽃과 힘께 

겨울을 날수 있어서 좋았다.

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그어진 주름 사이에 그들만의 

추억이 있었다. 한국말이 더 편한 사람들의 훈훈한 교류가 게발 선인장의 

새빨간색의 미련만을 남겼다. 아름다운 마음만이 그들의 그어진 선을 따라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 커다란 바다로 추억을 담고 멀리 퍼지고 있으며 

나에게도 흘러오고 있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잊혀져가는 얼굴들이 꽃이 되어 다가온다. 

그 마음만 남기고 떠난 그들의 삶을 보며 꽃길이 있었던 것을 본다. 모두 

삶 자체가 꽃길에 있는 꽃잎이다. 다시 게발 같은 마디를 만들며 꽃을 

피고 있었다. 새빨갛게 환한 웃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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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봉 례

4윌이다.

만우절이다.

옛날 장난을 치던 생각이 났다.

밖으로 나온다. 약간 쌀쌀한데 뒷짐을 쥐고 어슬렁거린다.

봄이다.

약간 쌀쌀한데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내 눈을 자극한 것은 샛노란 꽃이 피었다는 것이다.

3개의 꽃이 꺾이었는지 아래로 고개를 밑으로 향해 쓰러져 있었다.

예쁜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는 모습이다. 빠르게 달려가서 내 손아귀 

안에 꺾어서 잡았다. 예쁜 얼굴이 땅에 엎어져서 숨을 못 쉬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다.

예쁘다.

아직은 싱싱한데 그대로 두면 땅에서 시들거나 누구의 발에 밟혀 죽을 

것만 같다.

따뜻한 손 안에 들고 온 것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 와서 투명한 컵에 

물을 붓고 집어넣었다.

카메라를 켜서 이 추억의 순간을 찍어 본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봄소식을 알리려 몸소 자신의 빛을 내 보낸 것이다.

샛노란색.

오늘 따라 노란 색의 옷을 입고 꽃잎이 그려진 얇은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신발은 엷은 녹두색의 옛날에 산 신발을 신었다.

오늘 나에게 꽂힌 색은 노란색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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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속에 파묻힌 노란 개나리도 아직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수선화 같은 연약한 줄기에 피어져 있는 꽃을 바라본다.

그동안 COVID-19과 겨울에 짓눌려 있는 내 마음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조금씩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속아서 산뜻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다. 팬데믹

이라는 심한 말을 남기고 어쩔 수 없이 떠난 세상.

세상은 또 다른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봄을 이길 겨울은 없다고들 하는데 여전히 

강한 봄은 안 오나 보다. 겨울 같은 추위에 여러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난의 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노란색들 세상에 태어나자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조화인 듯 하니 놀라운 일이다. 죽은 영을 위로하는 

색이라는 생각을 하니 슬프다. 스쳐 지나가는 죄 없는 삶의 얼굴이 흐르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2022년 4월 1일은 COVID-19 도 거의 끝나는 듯 

하더니 전쟁이라니. 산 것이 승리라고 소리를 지르던 지난 날이 무색하다.

죄없이 죽어야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이 문들어지는 산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떠돈다.

다시 동네 한 바퀴를 다시 돌아야겠다.

오늘은 만우절이다.

김 봉 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남
1975년 가톨릭의대 간호대 졸업
1996년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졸업
2000년 경산 한의대 졸업
병원 간호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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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리에에게게  자자유유의의  고고국국이이  있있다다는는  진진리리

김 영 자 

우리에게 자유의 고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했듯이, 신이 주신 진리요 축복이라고 이 저자는 믿고 

있다.

또한 우리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동생, 아들, 딸 등등’으로 

부를 수 있는 혈육이 있음도(물론 사람마다 가족의 구성이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류가 형성되면서 각기의 언어로 불러지는 지극히 

보편적인 명사들이나, 필자가 타국에서 반세기를 지나오는 이때 그 단어들이 

새삼스럽게 내영혼을 일깨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은 2022년 3월 말, 러시아군이 우리 고국같이 자그마한 나라 우크라이

나를 난데없이 침략한 지 한 달쯤 지난 이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어마어마한 무차별 공격으로 전국이 거반 박살 당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수백 명의(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음) 사망자들과 약 4백만 명의 

난민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피난을 해오고 있다. 온 세계가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로 UN긴급회의가 수 없이 소집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은 허둥지둥 무기조달과 피난민 구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재도 

푸틴군은 무차별 공격과 살상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없이 전 세계 자유 민주국가에 무기원조를 호소하

며 러시아 공군의 비오듯 쏟아지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다른 NATO국들과 이 전쟁이 3차전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군사대응을 삼가며 무기조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만행은 

여전한 상태이고 푸틴의 마지막 수단으로 화약무기 공격이나, 더 나아가서 

핵 공격이 되지 않을까 서방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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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끝이지 않는 공격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그 영토의 한 쪽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젤린스키 

대통령은 민주주권국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치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독재자 푸틴에게 항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그의 진정하고 뛰어난 통치력 하에 전 국민의 단결로 기적적인 방위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전개가 어찌될지 전 세계는 마음조이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문명 21세기의 사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혹한 비극이라고 

미디어들도 모두 분개하고 있다.

끊임없이 미국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는 이 저자도 분노에 떨며, 마음 

한구석에 잠재해 있던 어떤 기억이 찌르르 내 머리를 스쳐오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망각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저자는 어렸을 때 6.25 전쟁을 당했다. 예고 없이 발발한 동란은 한반도에 

수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고, 오천 년 역사를 함께 나누어 왔던 우리 

한반도가 위탁전쟁의 희생국으로 갈라진지 80년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38선은 동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미국측에서 이미 그어놓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금 몇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까.

원래는 1900년 초기에 대 침략국이었던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미국에 

패배하면서 죄 없는 한반도가 두 동강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분리된 지 5년 후에 소련과 중공의 꼭두각시가 된 이북의 남침으로 

1950년 6.25전쟁이 발생했고, 한반도가 공산권으로 될 것이 두려웠는지 

미국은 유엔군과 함께 남한에 군사 파견을 하여 대응 했지만, 결국 비무장지

대로 38선을 다시 그어놓고 불가침 조약도 없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현재 72년이 되고 있다. 그 후, 이북은 계속 핵무기 제조에 안간힘을 쏟아왔고

지금도 미사일 시험을 그치지 않고 있다.

아, 우리 고국의 이런 슬픈 과거는 이 저자가 미국에서 이민자의 역경을 

경험하면서, 특히 법정통역을 하면서 한인 교포들의 피맺힌 수모와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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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듣고 보면서" 우리는 타국에 와서 왜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하나"하는 

의문을 하면서, 고국의 역사에 시선을 돌리게 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한국에

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워낙에 파란만장

한 현실에서 생존하느라 우리 역사 관념도 사라졌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타향에서 헤메 살다보니 고국이 더욱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한다.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우리 조국을 툭하면 쳐들어와 약탈을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 고국을 삼키고, 또 동남아

를 삼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조선 청년들을 동원하여 광산에서 혹사 시키며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식량물을 일본 군대조

달로 싹싹 쓸어가는 정책을 지속했다. 그 뿐이랴, 영원한 샛별 윤동주 시인 

등 글을 쓰는 지성인들과 자유 독립을 염원하는 수많은 투쟁자들을 투옥하고 

고문하여 감옥에서 사망한 우리 선조들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 

중에는 갓 16세로 사라진 유관순의 참혹한 주검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며 현재 이화여중,고에서 그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뿐이랴, 수만 명의 처녀들을 동원하여 동물같이 끌고 다니며 일본군 

성노예물로 희생시켰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그 대부분이 이미 

사살 당했거나 질병이나 자살로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한 

분 두 분 일본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저자의 위와 같은 기억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극과 침략자의 인류범죄 행위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시실이다. 그렇게 

잔악무도한 침략자에게 용감히 대응하여 자국의 주권과 자유를 위하여 

초인간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과 용맹도 우리 선조들

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 나라의 주권과 자유는 이렇게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

아, 태평양 건너에는 우리 자유의 고국이 있고, 그곳에 거룩한 한민족이 

끈끈히 나라를 지키며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이여 이렇게 선택해 주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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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감사 하나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자유민주국

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의 미래를 

위해 여기 손모아 기도드리나이다!

김 영 자
서울 출생, 이화여고 졸업, 경희대 영문과 수료 후, 루프탄자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1972년에 
도미
뉴욕에서 25년간 미법정 및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하며 문학강좌수강 및 창작활동 시작
1996 미 Infinity 문학잡지에 단편소설"A Certain Story of War (어떤 전쟁 이야기)"등단
2006 9월호 서울 문예사조에 수필 "앨러지와 친절"등단
2007, 2015 두 편의 영문 수필이 문학잡지 Rosebud 에 등단
2010 12월호 서울 문예사조에 시"망향" 등단
2012 서울 지구문학 57호에 단편소설 "하얀 밍크 두른 여인" 신인상 수상
2017-2019 국제 온라인 잡지 Poetry Pacific과 Tuck 문학잡지에 다수의 영시와 스토리 
등단
2018 캐나다 영문잡지 The Journal of Baha’i Studies에 영시 "Arirang Lament (아리랑 
애가)"등단
2020 뉴욕 온라인 영문 잡지 October Hill 에 영시"David pour Homme" 등단
2020 미 Salem State University 의 문학잡지 Soundings East 에 영시"The Halo"등단
2022 시와 이야기와 사진이 있는 책 ‘천송이 목련화’ 대원사 출판
미동부한인문인협회회원으로 뉴욕문학에 다수의 시, 수필, 단편소설 등을 발표해 옴
웹사이트: http://yoursentimentalstranger.com/
YouTube:"Memorizing Arirang Lament (아리랑애가 암송하기)" 외에 다 수의 영시낭송
이 Therese Young Kim YouTube Channel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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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가가락락  하하나나의의  위위력력

김 옥 수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 하던 손가락에 수술을 받았다.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Trigger Finger)이란 진단으로 10여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물리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을 하였다. 별 효과를 보지 못하여

서 마지막으로 택한 시술이다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처럼 손가락이 

고부라져서 잘 펴지를 못하고 억지로 펼 때는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 

‘방아쇠’란 이름이 붙여진 의학용어이다. 

이 방아쇠 손가락은 손에 힘을 많이 주면서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농부(Farmer)나 산업현장 종사자, 또 음악인에게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문헌에는 또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에게 흔하다고 하고 청소며 

부엌일 등을 수없이 같은 동작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일종의 직업병

에 가깝다고 하였다. 

손가락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권유에 나는 흔쾌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다. 간단한 마취로 반나절이 되면 퇴원한다고 하는 간호사의 설명에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진작 해버리고 통증에서 해방되었을 터인데…." 

긴 세월을 너무 참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후회도 생겼다. 하지만 4시간 

만에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오른 쪽 손이 없는 ‘삶’을 살아야하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손가락 하나의 조직에서’ 고작 4센티미터가 절개되고 일곱 바늘을 꿰맸는

데 나의 왼쪽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었다. 

이제서야 나는 평소에 지독하게 왼 손으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심각한 

오른손잡이’임을 깨닫는다.

주위에서 왼손으로 칼을 들고 쓱삭 쓱삭 도마질을 하는 여자들을 보면 

참으로 부러운 눈길로 보기도 했었다만 오늘처럼 절실할 날이 올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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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다. 그러면서 "나의 왼손은 옷에 소매가 두 개가 달려있기에 존재한다."

는 농담을 하면서 불편을 달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왼쪽 손으로 먹은 

음식의 맛이 오른손으로 먹던 때와는 달리 완전히 맛이 없음도 놀라운 

일이었다. 

늘 쓰지 않았던 손으로 어렵사리 들어간 음식을 뇌가 어색한 반응을 

한다는 그 학설도 수긍이 간다. 대수롭지 않았던 중간 손가락 하나에 운전이

며, 부엌일, 청소는 물론 세수나 샤워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리듬이 

깡그리 막히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하였다. 

‘손가락 하나의 막강한 힘’을 새삼 깨닫는다. 하물며 ‘조물주의 위대한 

솜씨’ 운운은 아예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야 될 엄청난 창조의 이치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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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아아지지  할할머머니니

김 옥 수

늦은 나이에 붙여진 나의 별명이다 은퇴를 하였다만 바쁘게 동동거리며 

사는 분주한 일상에 조금은 응원이 담긴 ‘강아지 할머니까지’란 뜻으로 

동생이 준 나의 훈장(?)인 셈이다. 딸이 8년이나 길러온 메이시(Macy)라 

이름한 이 애견은 최근에 해외 근무가 시작된 사위로 인하여 강아지 엄마인 

안 주인이 잠깐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하루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애견 

민박집?’으로 보내진다. 

집을 오래 비울 때는 나의 집에서 지내다 간다. 딸은 당그라니 남매만 

일찍 낳아서 다 키우고 내가 기다리는 세 번째 손주의 소식 대신에 개를 

키우겠다고 운을 떼기에 말려도 보았다만 4식구가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는데 ‘강아지 조모가(?)’가 될 처지에 무슨 말인들 먹히겠는가? 

언젠가 카톡에 올라온 시골 할머니의 서글픈 이야기가 생각난다." 서울 

아들 집을 다니러온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다. 6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화에서 본인이 그 여섯 번 째 순위라는 걸 알았다" 

는 웃지 못할 신세대의 모습을 빗댄 예화일 것이다. 1번은 며느리, 2번은 

강아지, 남편은 3번, 4, 5는 아이들, 시골서 온 시어머니는 그래서 6번이라는 

설명도 들어있었다. 

나는 칠십 중반으로 오기까지 한 번도 개와 한 지붕 밑에서 생활을 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성장하면서는 도둑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 바깥에 

있었던 충견들의 이름은 생생한 기억이다. 

하지만 방바닥에 있는 푹신한 제 잠자리를 거절하고 내가 자는 침대에까지 

스스럼없이 올라오는 이 Macy의 습성으로 처음 며칠 동안은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귀가 밝아서 내가 살짝 뒤척임이라도 하면 금세 커다란 눈망울로 

쳐다본다. 작년의 혹독한 한파와 폭설이 함께 왔을 때는 길을 건너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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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보는 곳까지 걷기를 거부하는 통에 20파운드의 무게를 가슴에다 안고 

가기도 하였다.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동물의 체온을 피부로 느끼는 이 

색다른 교감은 한층 어색하기만 한 이 ‘강아지 할머니’의 마음을 녹여주는 

체험도 하였었다. 

이왕 애지중지하는 딸네 식구가 되었으니 정성껏 ‘할머니’의 임무를 하려

고 노력을 한다. 한 달 가까이 머물 때는 가고 나면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게 느껴진다. 어차피 딸집에서 나의 서열은 6번이 되겠지만 상관 

않는다. 그래도 꼬리를 흔들며 자방자방 내 뒤를 따라 다니는 이 동물에게 

마음을 주는 일은 생명있는 것들의 특권은 아닐런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게 손자’라는 농담도 다같이 고루 고루 적용하

려고 한다. 

 

김 옥 수
경북 달성 출생.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영문학과 졸업. 『한국수필』 로 등단.
수필집"허드슨강도 바다로 흐르고"
oaksoo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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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분분  

김 자 원

뉴스 아니, 한국대선후보자들 면면을 지켜보며,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한

다는 것이 한심했다. 스스로 자책하며 외면하려는 마음과 달리 신경이 쓰였

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찜찜한 기분을 자초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지적은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주는 일갈이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할 멋진 지도자 지켜보는 마음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 와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라는 독백 수없이 중얼거림. 그래서 

기분은 상쾌하지 못하고 침울하기까지 했다. 기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말이 옳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글이 아니면 안 쓰느니 못하다. 내 기분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상황이 글감 고르기 쉽지 않다. 잠간 햇살처럼 스치는 생각 속에 

담겼던 생활의 활력이 되는 글의 소제도, 상식선을 넘어선 뉴스를 접하면 

이내 힘을 잃는다. 나름 마음 다루는 일에 자신있다 생각했는데도. 간절함 

깊어서인지, 무심하려는 마음에 '이럴수가'라며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흙탕

물이 고인다.

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탐. 진. 

치(貪嗔癡) 삼독(三毒)의 마음으로 어찌 지도자의 꿈 꿀 수 있을까. 선택이 

되었다. 한들 국민 위한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까를 생각하는 흔들리는, 

고요하지 않은 마음. 그렇게 일, 이월을 보냈다. 

검푸른 하늘에 걸린 초승달의 날렵함이 가슴에 깊게 담겨지던 날 밤. 

난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고싶어 베란다로 나갔다. 찬바람이 몸을 으시시 

떨게 했지만, 볼을 스치는 그 청아한 추위가 정신을 번쩍들게 했다.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심호흡을 하게 했다. 선명한 초승달 흐려지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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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눈물을 닦아내며 그렇게 서 있었다. 광활한 밤하늘을 장식한 그 조그마

한 초승달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무유정법'<無有定法> 어떠한 정해

진 법이 없다' 란 의미, 이해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세상은 

정해진 법으로 인해 질서있게 움직인다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정의가 

있다고, 싫고 좋음이 뚜렷해야 한다고,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런 정해진 테두리에 나를 가둬 놓고 지내는 것은 진정한 나를 사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의 분별로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밖을 향해 있어 늘 시비분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인과의 법칙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내 스스로 옳다는 분별의 마음이 내 기분을 밝게 또는 찜찜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나를 살피는 마음. 스스로의 느낌에 충실하고 진실로 참 나의 

본질에 눈을 떠야한다.

스스로 평안한 마음 헤아리는 것. 그 평범 속에 깃든 위대함이 진실이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미덥지 않는 마음일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변화 할 수 있다. 알아차림의 귀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은 행운이다. 

밝은 기분의 핵심이다.

세상살이의 중심이 되는 자신에게 늘 힘을 실어줘야 기분좋게 잘 사는 

길이 열린다. 자연의 일부인 자신의 모든 구성요소가 자연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음을,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절실하게 알아차린다.

욕심 채우려 전쟁 일으키는 마음, 초라하고 불쌍한 어리석은 이의 행위다. 

푸틴의 마음에 자비 마음 깃들어 참혹한 전쟁 중단하길 바란다.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인의 인명피해와 곳곳에 페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뀌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환한 기분의 

에너지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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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끝끝에에서서  전전해해지지는는  마마음음

김 자 원

휴대폰의 보급에 우리 일상이 달라졌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다. 인간관계의 단절을 염려하는 우려의 소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다. 

유선전화기로 필요한 얘기만을 전하던 시절이 멀지 않았었다."통화는 

짧고 간단하게"라는 주의사항이 공중전화기 부스에 붙어 있었다. 전화기의 

기능이 세계를 한눈에 보게 한 이즈음엔 우리 일상의 전부가 되었다. 통화의 

기능은 작은 부분이다.

사진찍기,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 집안의 CCTV 감시. 세상의 모든 뉴스. 

건강 정보.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든다. 연예계의 각종 프로그램, 

책읽어 주는 유튜브, 게임, 요술. 그림 감상, 인생드라마까지 총망라한 또 

다른 세상이 열려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탈 이제는 3D의 입체적 효과.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든

다. 앞으로 어떤 식의 발전으로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무한의 영역이 열려있고 펼쳐져 있다는 예상은 있었다.

'삼천대천세계'의 존재 현상을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이미 언급하셨다. 

그것이 현실의 한부분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 상상세계의 그 어떤 

모습도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 일반적인 사고가 되었다. 신비하고 어마어마

한 현 물질의 영역이지만 마음을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한다. 마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꾸리게 한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갖추게 

하는 곳. 자비와 사랑으로 측은지심의 인간관계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곳. 

무한한 침묵과 고요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진실이 꿈틀거리는 곳이다. 

그러한 소소한 마음이 오고감을 감지한 행복을 그대로 열었다. 손끝에서 

전 할 수 있는 마음이 살아 감동하게 하는 개인사를 적었다. 가까운 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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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톡이다.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마음 나눔이다. 누군가 이런게 수필이

라고? 하는 얘기 들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니셜과 답은 A로 적었다.

미: 오랜만에 자원쌤 생각이 났어요.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 달이 지났네요. 오늘은 썬룸에 있는 먼지 앉은 스피커

를 떼 내느라 나사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나사를 조이고 누군가는 

풀게 되네요. 나사를 조인 이는 위치를 정하느라 내가 서있는 곳에 한동안 

서 있었겠지요. 그리고 스피커 줄을 걷어내는데 세월의 기름때마저 앉아서 

끈적거리는 그것을 그이는 설치하면서 그 선을 타고 흐를 음율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그 음악을 듣고 행복해 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

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까요? 마지막 나사를 풀며 그 남은 작은 구멍이 

왠지 서글퍼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국이 눈에 확 들어올까 염려가 

따라오네요. 하지만 알고 있지요.

세상은 불안전과 흠집으로 가득하지만 매번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는 그곳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던 스피커가 있었던 것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겠지요. 언젠가는 내가 거기 서서 스피커를 내리고 

나사를 풀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걸 아무도 모르겠지요. 저는 가끔 선생님을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A: 오랜만에 ㅡ 윤미씨 마음의 단상을 읽으며 삶을 풍지게 사는 여인임을 

재확인했어요.

'언젠가는' 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 싶어요. 항상함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이미 here and now 에 깨어있는 그대! 알아차리지 못함을 안다는 

것은 순간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스치듯 떠오르는 이의 

표정이며 눈빛은... 그 마음이 다녀갔기 때문이었음을. 

잘 계시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마음 들여다보는 글도 쓰고. 윤미씨 

멋쟁이!!! 

미: 자원쌤이 '언젠가'를 짚어내시는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현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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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살지만 인문학이나 미술사를 들으면서 ㅡ요즘은 종교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어서 빼고요ㅡ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겸손의 무게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람처럼 스쳐가는 기분이

에요. 세상에 무조건적인 내 편인 엄마 보러 갑니다. 이런 사적 감정을 

성숙한 견해로 받아주는 자원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ㅡ떨어진 꽃을 물에 꽂아 놨더니 놀랍게도 며칠을 가네요. <와인잔에 

꽂혀진 빨강꽃 사진첨부>

A: 역시 괜찮은 여인. 멋진 윤미씨 가까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냥 꽃 

이쁘네. '그리고싶다' 는 생각이 들겠어요. 한국 다니러 가세요? 두려움에 

무게 느끼셨군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겸손의 무게 커지고. 두려움의 

무게 가벼워진다니 좋아요. 그 가벼운 마음이 진짜일 것 같아요. 

미: 자원쌤 가끔은 귀엽고 가끔은 심오하고 매력있어요. 요즘은 물질적으

로나 정보면에서 너무 풍족해서 굳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 볼 

시간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맞게 살고 있는지조차 묻지 않고 사네요 가끔은 

가치관에 흔들림없던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웃어요. 하 하 하 오늘 글 감동적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자원쌤은 제게 소중한 선물이에요. 내 안을 아주 잠시나마 들여다보게 해주셨

어요. 반성 비슷한 것을 했는데 내일은 또 같은 모습으로 살겠지만요. 감사합

니다. 

A: 나의 든든한 친구! 윤미씨가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나를 장식하는 

보석이예요.

맞아요. 너무 풍부해서 늘 더 갈구하는 것에서 삶의 풍요와 가치를 추구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해요. 윤미씨는 그림 그리는 무아의 몰입시간을 

갖고 있어서겠지요? 몸놀림이나 말씨. 그러니까 언행에 남다른 깊이와 멋이 

깃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대는 보석일 수밖에 없어요. 귀하고 값나가는. 

요즘 가끔 상대 얘기를 끊는다는 PD님의 지적받아요.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알고 있다’는 자만심이 튀어 나오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대화에 신경씁

니다. 웃음. 날마다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해보고 있어요. 윤미씨 언제 시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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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집밥 한번 먹어요. 윤미씨 웃는 모습 그리며... 나도 덩달아 즐거운 미소 

잔뜩. 

미: 오늘은 친구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고시절 전 짝궁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대학 졸업 후 친구집엘 갔는데 피아노 의자 안에 그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거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미국으로 건너와 15년쯤 

지났을 무렵 한 번도 답장을 안하던 친구가 손편지와 함께 옛날 편지를 

엮은 책을 보내왔어요. '여고시절 너와 나의 소중한 추억' 혹시나 오다가 

배달 사고가 날까봐 몇 번이고 도착했냐고 물었더랬어요. 그 때는 제가 

몰랐는데 항암치료를 받던 때인가봐요. 

50이 되자 의사가 종합 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대학 보낼 연년생 애들이 

있어 기회를 놓쳤고 나중에야 암 선고를 받았고 다행이 지금은 항암치료를 

마친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90줄의 노부모가 아시면 상심할까봐 

코로나로 못간다고 고향 방문을 몇 년째 미루고 있었답니다. 이번 백신 

접종후 가겠다고 하니 시골 노인네들 아직 곡식들이 안 영글어 너에게 

줄게 없으니 다음에 와라 그러셨답니다. 친구는 펑펑 눈물을 쏟았다네요

휴대전화 충전 하는 것도 돈 든다고 집전화만 쓰셔서 논밭에 나가셔서 

일 생길까 자식들은 걱정인데 부모는 쭉정이까지 아껴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가 봅니다. 친구는 주름진 부모님 얼굴이나마 화상전화 너머로 보고싶은

데 문명의 이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으신 부모님은 따르릉 전화를 붙들고 

안들리는 귀로 서로 어긋난 대화만 하나봅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또 새끼들 

걱정 새끼들은 노부모 걱정이네요 슬프고 아름다운 친구 얘기예요 

A: 읽어가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윤미씨가 보고싶다. 고마워요. 이쁘고 

멋진 친구얘기 나눠줘서 참 아름답다. 읽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네요. 

Thank you♡ 

원: 보만스님의 강의내용 유투브 보내며: 몸의 구성요소를 낱낱히 명상해 

보는 것. 프리미티브한 원초적 감성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나 

오랜 세월 습득하고 기억된 지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접근하려하면 좀 혼란스

러울 수도 있어요. 혼자서 안 흔들릴 수 없지 싶어요. 매순간의 변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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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놓여 있어요. 단지 그 흔들림을 알아채는 것. 미세한 것까지... 예술인 

Artist에게는 작품에 심취할 때의 집중력이 순간을 영혼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참선수행의 한 부분처럼. 그래서 Artist 의 감성. 

느낌이 예삿 사람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 천천히 들어보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가 싶은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엔 제가 부족한가봐요 수천 년 수행한 이들의 얘기를 이해 한다는 

것도 오만이지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웃는게 좋은데 혼자서도 흔들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사를 덧붙이려다 상투적이 될까봐 생략합니다^̂

그냥 좋아요 보내주신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쌤 맘에 제가 

있다는 것이 더 기쁘네요. 그래서일까요? 어젯밤에도 쌤을 꿈에서 뵈었네요. 

요 며칠사이엔 생과 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분이 떠나서도 그랬겠지

요. 나중에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

A:.... 눈물이. 핑~~그대의 글에 뭣이 그러는지. 가슴이 환하네. 꿈에 

찾아가는 나 ㅡ.

고마워 분명 반겨주리라 믿어서였겠지요? 그래요. 얘기나눠요. 

김 자 원

『시대문학』 으로 등단. AM 1660 라디오코리아"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제작 및 진행.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저서: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여자', '오늘을 사는 사람들', '물같이 바람같이'.
jawonyog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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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길  치치

김 희 우

"백화점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엄마 밖에 없어요".

막내딸이 내게 건넨 유머러스한 표현이 방향에 대한 저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라다녔고,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일하는 

언니가 데리고 다녔고, 청년기엔 친구를 따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 

이제는 딸들을 따라다닙니다. 가족은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하지만, 길을 

찾는 일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곳에 몇 번이나 왔는데 모른다고 해?" 남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나의 

습성을 잘 아는 남편은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혹시 제가 바보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했고, 신문사에서 주부 기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길 찾는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무심코 다니거나, 유념해서 길을 기억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편하니까요.

나는 자기분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험이나, 독서, 대인관계, 주어지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곧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기자신에 비추어 

대입해 봅니다. 분석의 목적은 되풀이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의 

가치, 능력, 역량을 발전시킬 시금석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관성에 관해서만은 매우 관대하게 지나칩니다.

왜? 라는 한마디의 단어가 나의 화두지만, 길치에 대해서만은 그냥 건너뜁

니다.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오래전, 파라과이에 남편이 근무할 당시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

셨는데, 아침 식사 전에 산보를 나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려 큰 소동이 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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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모두가 자동차를 동원하여 어머니를 찾기에 주력하

고, 나는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정신없이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본의 아니게 대사관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거의 반나절 

만에 교민께서 운영하는 키오스코(식료품 가게) 사장님께서 대사관에 연락

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안도와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산보를 나가서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집이 보여서 

조금 더 걷다가 돌아보니 집이 안보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산책길에 아무것

도 소지하지 않은 채 길을 잃어버리셨으니 얼마나 무섭고 황당했을까요? 

길을 찾아 헤매다 둘러보니 커다란 마켓이 있어서 그곳 화장실을 사용하고 

궁리 끝에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남미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지만, 그 옛날에 고등교육을 받으신 

어머니는 무조건 택시 기사에게 코리안 마켓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택시 기사는 한국교민께서 운영하시는 식료품 가게에 모셔다 드렸고, 자초지

종을 들으신 그 곳 사장님은 택시 값을 치르시고 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케이크를 가지고 감사 방문을 했는데, 마켓 

사장님도 어머니의 기지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석꾼네 외딸

로 귀하게 자라셨는데 어머니도 누군가만 따라다니셔서 길눈이 어두우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신경과학분야 국제학술지’ 뉴런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

한 장소에서도 길을 못 찾는 길치들은 해마 속 장소세포가 위치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처럼 저장하는데,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에서 장소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길치인 이유는 과학적 근거로 머릿속의 기억장치 ‘해마’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끔씩 길을 잘 못 찾아 헤매는 불편함은 혹시 유전적인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길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노력은 

동서남북을 잘 파악해서 방향을 숙지하고 집중하며, 지역적 특이한 상태를 

기억해서 해마에 입력하고, 길치라는 두려움은 접고 자신감을 갖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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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물물

김 희 우

스페인 수녀원에 계시는 로사리아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간단한 

안부 인사 뒤에, "자매님은 정말 소중한 보물을 가지셨어요. 두 따님을 

모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로마의 현부인 코르네리아의 보석 이야기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부인들이 모여서 보석 자랑을 하면서, 침묵하던 코르네리아 부인에게도 

보석을 보여 달라고 졸랐다. 그때 조용히 밖으로 나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예요!"라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다. 크라크스 형제는 훗날 훌륭히 성장하여 로마 공화정시대의 호민관

이 되었다.

어느 가정이나 자녀 이상의 보물은 없을 것이다.

남편이 이스라엘에 근무하던 중에 스페인 수녀원에 계시는 로사리아 

수녀님이 수녀원 순회 감사 차 예루살렘에 오셔서 집에 식사 초대를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두 딸이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스페인 수녀원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행 후, 딸들이 예루살렘 집에 들렀을 때, 수녀님께서 왜 너희들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냐고 물어봤다. "모르겠어. 아침 식사시간, 저녁 귀가시간 

잘 지키고, 연세 드신 수녀님들에게 인사 잘 하고, 재미있는 얘기해 드리고, 

귀가 시에는 맛있는 간식을 사다 드린 것 외에는 없다."고 했다. 평범한 

예의와 친절이 칭찬의 핵심인 것 같았다. 요즈음 젊은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나 보다.

딸만 둘을 낳고,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 "열 아들 부럽지 않게 딸들을 잘 키울께요". 어머님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연속되는 남편의 해외 근무로 아들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46 | 뉴욕문학 제32집

그 와중에도 남편의 해외 근무 중에 시댁에 업둥이 사건이 있었다. 시댁 

대문 앞에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가 발견되었다. 훤하게 잘 생긴 아들이었는데 

아기 생년월일과 기저귀가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업둥이는 

들어온 복이라고 해서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시어머님께서 딸만 둘 

있는 우리를 잠시 떠올렸으나 그래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하고 서울 친척 

중에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근무 시간에도 아기가 보고 

싶어 점심시간에도 잠시 집에 들른다는 아기의 아빠 모습만 봐도 아기가 

그 가정에 축복이었고 아기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아기가 우리 집안에 보내진 연유는 아마도 어머님께서 3남 1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인 것 같다. 지방에서 아들 3형제를 모두 서울대에 

보냈고, 고명딸은 대법관까지 만드신 어머님의 노고는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잠시 한국에 머무르는 어느 주말에 막내가 나의 귀에 소곤댔다. 어제 

보너스 받았는데, 기념으로 귀금속을 사고 싶으니 함께 나가자고 한다. 

모처럼 오미크론을 뚫고 귀금속 가게에 갔다. 막내가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사장님께 예전에 엄마가 봤던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했다. 

모던한 금줄에 코냑 다이아가 박힌 예쁜 목걸이 였다. 목걸이를 내게 

걸어주고 "이 목걸이 어때요?" 하고 물었다. 일 년전, 귀국하였을 때 무심코 

봤던 목걸이를 딸은 기억하고 있었고, 내게 선물을 해 주려고 이 가게에 

온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며 "이 나이에 무슨 목걸이가 필요해? 너 필요한 

거나 사." "엄마, 딸이 사주는데 예쁘게 하면 고맙지"하며 거절을 못하게 

만들었다. 예쁜 목걸이와 아름다운 마음도 함께 선물을 받았다. 

언제나 같은 식이었다. 딸들은 이코노믹 클래스를 타고 여행하면서도 

연세 드신 부모님께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도록 배려하고, 용돈을 줄 때도 

부모가 거절할 수 없는 이벤트를 만들어 예쁜 봉투에 정성껏 담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마음의 진심을 담은 선물은 받는 이를 더욱 감동하게 만든다. 

딸들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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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편견을 갖지 아니하며, 사회생활에

도 솔선수범을 보이는 이상적인 성향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깊이가 있고, 

매사에 평범하고 순수해서 은은한 향기를 느끼게 한다. 오랜 다국적 생활에서 

얻은 체험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딸들은 시어머님께 약속드린 대로 잘 

성장해서 큰 딸은 미국에서 막내딸은 한국에서 대기업의 중견 변호사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사심 없는 노년의 일상은 매일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며,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한다.

김 희 우
약력 2018년 뉴욕문학 입회
15기 중앙일보 주부 통신원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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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텍사사스스  거거쳐쳐  하하와와이이까까지지

나 정 길

이 펜데믹 시기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설레임보다 걱정이 앞섰다. 아들 

내외의 통큰 권유를 물리치기 어려워 따라 나섰다.

텍사스에 직장을 구해 갔던 조카가 백인 아가씨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아들과 우리 부부만 하와이

로 가는 일정을 잡았다.

10월 2일 토요일,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우리 일곱 식구는 

큰 가방 작은 백을 끌고 매고 ‘라과디아’ 공항으로 갔다. 여행의 시작은 

기다림의 연습이다. 보딩 패스, 짐검사, 백신검사, 또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등. ‘달라스’ 공항 까지 3시간 반, 오랜만에 비행기를 탄 탓인지 조금 멀미가 

났다.

조카가 단독주택 한 채를 빌러 하객으로 온 친척들을 함께 묵을 수 있게 

하였다. 아들내외와 아이들은 호텔로 가고 우리 부부는 처남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처남댁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처남들과 조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그 동안 밀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늦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에 

열 올리는데 나는 무거운 눈을 주체할 수 없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요일, 일찍 일어나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지났으나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 괜히 눈치가 봐졌다.

예식은 오후 1시, 빌린 밴에 합승을 하고 예식장으로 향했다. 달라스 

외곽 지역으로 나오니 고가도로가 퍽 이색적으로 보였다. 넓은 땅을 활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가도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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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작은 교회같이 보이는 예식장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신부측의 

친족과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보기 좋았다. 우리 가족과 처남들의 가족이 

모두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객의 반은 미국인 반은 한국인들이 

나누어 모여 앉았다. 마치 국제결혼 축하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과 엄마는 학교 때문에 뉴욕으로 돌아가고 우리 부부는 아들을 

따라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러갔다.

10월 4일 월요일,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하와이’를 간다는 

설렘으로 8시간의 지루한 비행을 참아냈다. 해안이 아름답다는 ‘마우이(MA

UI)섬’의 ‘카후루이(Kahului) 공항에 도착했다. 아들과 조카는 차를 빌리러 

가고 처남네 식구, 처제네 식구와 함께 공항 입구에서 바람에 팔랑거리는 

야자수 인사를 받으며 기다렸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산을 돌아 

해변길을 달려 호텔로 향했다. 열대성 식물로 에워싼 호텔은 석양빛을 받아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다음날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마치고 호텔 앞 해변 길을 산책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는 벗어 버리고 뛰고 요가하며 즐기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에 발을 딛으니 짜릿한 감촉이 온몸에 퍼졌다. 파도는 잔잔히 

모래를 씻어 내고 햇빛에 반짝이는 검은 조약돌 하나를 주우니 마치 검은 

보석 같았다.

우리 일행은 두 대의 밴에 나누어 타고 아름다운 해변을 찾아 나섰다. 

자연 그대로의 지형대로 길을 내서 꾸불꾸불, 오르막 내리막이 심했다. 

바닷물이 바위를 치며 분수처럼 솟는다는데 내려가는 길이 험해서 나는 

도중 포기하고 세찬 바다 바람에 떨고 있는 들꽃을 감상하며 아득히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았다.

10월 6일 수요일, 이틀 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다. 오늘은 

핼래아카라(Haleakala; 3,000 미터) 산 등반을 하기로 했다. 멀리서 바라보

는 산 정상은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옛 원주민들은 신비의 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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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고 한다. 구름에 가린 산에서 화산 불꽃이 오르고 있었다면 근접하기 

어려운 공포였을 것이다. 여기도 꼬불꼬불 오르는 길이다. 산 중턱은 소나 

닭들을 놓아기르는 목장 같았다. 동식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쇄물과 함께 

입장권을 받고 차가 갈수 있는데 까지 오르니 기온은 한 겨울처럼 오리털 

자켓을 입어도 추워서 덜덜 떨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정상은 해가 짧아 

오르지도 못하고 석양이 구름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며 어둠에 덮이는 산을 

내려 왔다.

다음날은 해나(Hana)의 바닷가를 가기로 했다. 안내지에는 ‘해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호기심을 끌었다. 

아침을 마치고 일찍, 우리 가족은 두 대의 밴으로 나누어 타고 출발했다. 

산비탈을 따라 꾸불꾸불한 길은 좁고 험난했다. 그나마 다리는 일방통행으로 

반대편 차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가야 했다. 숲이 우거진 밀림을 지나면 

바다가 보이는 낭떠러지 옆길을 지날 때는 아찔했다. 아들이 침착하게 운전을 

잘해서 다소 안심을 했다.

먼 바다에서 부터 몰고 온 작은 집채 만한 파도는 무섭게 검은 바위들을 

부셔뜨렸다.

바위와 파도가 싸움을 한다./ 서로 뒤엉켜 아우성친다.

단단한 바위가 이길 것 같은데 / 무섭게 덤비는 파도 때문에

바위는 검게 멍들고 / 구멍이 송송 뚫렸다.

바위는 부셔져 / 항복을 했는데도

파도는 새로운 군대를 몰고 와 / 자갈로 모래로 바위를 부순다.

검은 모래 검은 자갈 밭 / 파도는 쉼 없이 보석을 다듬는다.

다음 날은 라하이나(LAHAINA)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다. 여행객을 

유혹하는 선물을 파는 가게들이 도시의 시장처럼 번화했다. 처제가 꽃무늬의 

알록달록한 반소매 셔츠를 사 줘 입으니 ‘하와이언’이 된 듯 착각에 들게 

하였다. 아내와 나는 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선물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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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선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배는 먼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해안선

을 끼고 왔다 갔다 하였다. 식사는 별로였지만 흥겨운 기타 연주는 저물어가

는 하와이의 밤을 아쉽게 하였다. 초승달이 뜨고 라하이나 상가들의 불빛이 

밝아지자 선상의 전깃불을 잠시 껐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들자 여행객들 

모두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돌아오는 길은 조금 복잡했다. 마우이에서 비행기로 큰 섬 Kailua-Kona 

으로 가서 뉴욕으로 가는 다른 여행객들과 합류해서 가야했다. 또 검사,검사

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나 정 길
뉴욕문학 수필, 동국대학 경제학과 졸업, 
수필집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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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거거벗벗은은  임임금금님님

노 려

‘모범 택시를 잡아야해.’

몇 년 만에 친구들 만나 밤늦도록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 어머니 집 

목동까지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강남친구들이 온통 난리다. 잘못하다간 

마늘까기로 납치당한다며 밤에는 일반택시를 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요금 좀 더 내더라도 모범택시를 타. 빙빙 돌지도 않아." 

"그렇다면 다른 택시는 사기택시란 말이야? 손님을 빨리 안전하게 태워다 

주는 게 택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야?" 내 말에, 친구들은 "아이고, 

쟤 또 따진다. 모범이면 그냥 모범인줄 알어." 한다. 어릴 때 어쩌다가 한번 

씩 아버지랑 탔던 택시는 ‘시발택시’였고 대학 때부터 가끔씩 타던 택시는 

‘새나라 택시’였다. 일반택시 모범택시 이런 말은 없었다.

모범이라고 하면, 여학교 때 머리 길이와 스커트 길이에서부터 모든 교칙을 

지키며 지각 결석 안하고 숙제 잘해오는 모범생이 떠오른다. 불량학생을 

아슬아슬하게 모면해 온 나로서는 공연히 모범이란 말에 억하감정을 갖는다. 

그런데 사실, 뭐가 모범인거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게 모범이란 

건가. 어쨌든,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택시 몇 대를 그냥 보내고 나서 모범 

택시를 타자 친구들이 ‘전화할께’ 손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에다가 ‘좋은게 좋은거’ 또한 ‘따지지 말고 믿으라’

는 가르침까지 동원을 했어도, 매사를 근본부터 따져야 속이 시원한 성격을 

안고 한 세상 버텨 왔는데, 요즈음 문득,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난다.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야아. 옷 참 멋있다’라고 맞장구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너무나도 아닌데도 ‘아 그래, 그러네.’ 쉽게 해버리고 마는. 

맥이 빠진 나를 향해 웃는다. 씁쓸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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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안 보이면 바보라고 누가 말했는데? 옷이 바보에게는 안 보인다는 

말이, 말이 되냐구?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어? 라고 왜들 한마디도 안하지? 

알지만 못하는 거겠지? 그것도 임금님이니까 말이야.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 못하는 내 모습을, 풍파에 

뭉툭해져 버렸다고 한탄해야 하나, 아니, 나이가 들수록 둥글게 되어서 

잘됐다고 해야 하나. 

하긴 그래그래 하는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데. 뭘 한탄 한단 말인가. 

안데르센도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니 좀 웃으라고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모범택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매번 한국엘 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주로 

싼 일반 택시를 탔다. 그러면서 모범이 아닌 아저씨가 먼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있었다. 뒷좌석에 털썩 앉으면서 

마치 매일 쓰는 말처럼 "뱅뱅 사거리 동남 플라자요" 한다.

그러나 운전수 아저씨는 백미러로 흘끔본다. 

미국에서 온 것이 뻔하게 보이는 거다. 아저씨는 내가 걸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투명한 한국 옷을 보지 않고(안 보이니까) 그 속을 보는 

것이다. 

아이가 깔깔 웃으며 소리를 지른다. "임금님 빨가벗었다아." 

요즈음은 지피에스가 있어서 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납치하거나 속이지 

못할 것 같은데도 아직도 한국에는 모범택시가 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한번 모범택시를 타고 "아니 이 차가 돈을 더 받지 않는다면 몰라도, 뭐가 

모범이예요?" 따져볼까. 미국티 나는 내 옷을 본 택시 운전기사님께서 눈 

하나 깜짝 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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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스  마마아아플플

노 려

학교 다닐 때 아가사 크리스티에 빠졌었다. 오리엔트 특급살인, 나일강의 

죽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샅샅이 다 읽었다.

깔끔하고 예리하고 섬세한 신사 탐정 무슈 푸아로에 비해, 미스 마아플은 

뜨개질 감을 무릎에 펼쳐놓고 현관문 앞 흔들의자에 앉아, 오가는 동네 

사람들 간섭하는 곱슬한 흰머리의 뺨이 발가스르한 전형적인 서양 할머니여

서인지,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미스 마아플이 그저 앉은 자리에서 꽁꽁 얽힌 실을 술술 풀어내듯이 

서서히 범위를 좁혀 들어가 범인을 찾아내는 것에는 늘 감탄을 했다. 

이제 흰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 시대에 이르러, 나 자신이 어떤 사건을 

추리를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다. 슬슬 미스 마플이 되어본다.

범행 현장은 없다. 사건의 전말은 모두 카톡과 이메일에 있다. 피흘린 

자국도, 바닥에 떨어진 칼도, 독이 묻은 유리잔도 없다.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 "아니, 뭐라고?" 기겁을 했고 잠시 얼떨떨했고 괘씸한 생각이 한참 

있다가 들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은 그 다음에야 들었다.

처음부터 범인을 안다. 공범까지 다 안다. 단지 범행 동기를 찾아야했다. 

오래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이처럼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고 놀랐어도 

의아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항상 좀 저러더라’ 라든지, ‘그래봤

자 내가 다 알지’라던가, ‘그럴 줄 알았어’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배신이라 당황까지 했다. 이들과 수박 겉핥기 

관계였던 것인데, 그렇다고 ‘까짓거’ 무시해 버리기에는 나로서는 진정이었

던 시간들을 다 지워버려야 하는 고통이 느껴온다. 일말의 자존심까지 들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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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잘 못했을까?’라는 단계는 없다. 

오직 나는 잘못이 없음을 확인할 증거와 자료를 찾는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인다.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더구나 안간힘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더 이러더라는, 

오래 전 경험이 발동을 한다. 선례가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미스 마아플의 방법이 바로 그거였다. ‘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알지. 그 사람이라면 분명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할텐데….’ 

범행의 꼬리를 이어간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냐에 따라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말이다.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미스 마아플은 길고 긴 세월 

속에 차곡이 쌓아 둔, 인간본능의 모습들을 적시적소에다 맞춰 보는 것이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야 가능한 통찰력이다.

그 옛날 나를 배신한 여자 두명도 이민 초기 어렵던 시기에 성공가도를 

향해 열심히 달리던 사람들이다. 운 좋게 일찍 자리를 잡은 나로서는 당연히 

그들을 좀 도와줬었다. 내가 도와 준 티를 냈었을까? 생명을 구해준 일도 

아니니 그냥 친한 사이로만 알고 있다가 뺨을 맞은 것이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받은 역사를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고 

싶었던 모양이다. 숨어 하던 행동을 나에게 들켜 버리고도 마치 아무일 

없었던 듯 엉기려는 그들을 나는 싹둑 가위질 해버렸다. 

이번 사건도 비슷하다. 올챙이적 모르고 무슨 조직폭력배처럼 뭉쳐서 

숙덕거리다가 들키고는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까지도. 상한 음식 먹고 심하게 

체한 것처럼 그 인간들을 아예 메뉴에서 빼 버렸다. 

사실,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 언제 

또 서로가 필요할 날이 있을테니, 그저 모든 사람과 좋게좋게 사는 게 

좋은거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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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내게는 없는가 보다. 

이번 사건을 열심히 파헤쳐 보니 뻔하고 흔한 스토리다. 

찾아낸 범행동기가 뻔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다. 

미스 마아플의 조용한 활약에는 밤을 지새웠는데. ‘목사관의 살인’, ‘서재의 

시체’, ‘패딩턴 발 4시 50분(대전발 영시 오십 분이 아니라)…’ 아가사 크리스

티에 다시 구미가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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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움움셋셋  파파크크
((CCaauummsseetttt  SSttaattee  HHiissttoorryy  PPaarrkk))에에  가가다다

방 인 숙

서폭카운티 헌팅톤(Huntington)의 북쪽, 로이드 하버(Lloyd Harbor)에, 

뉴욕주립사적공원보존지 카움셋공원이 숨어있다. 지인의 안내로 골드코스

트의 보석(Gold Coast Gem)이라 불린다는 그 공원엘 가보기로 했다. 얼마나 

멋진 곳이기에 가는 길이 이다지 숲이 깊고 그윽할까! 숲속에 안긴 거대한 

저택들이 하나같이 다 영화의 한 장면이다. 건물외양만으로도 눈이 호사하는 

느낌인데, 정원에 연꽃이 핀 작은 호수가 달린 집도 있다. 외딴 산장지대 

같은 이국적인 풍정에 가슴이 막 설렌다. 

갑자기 왼쪽으로 새파란 바다가 느닷없이 달려든다. 전연 예상치 못했던 

바다와의 조우에 탄성만 나온다. 그런데 바다가 출연한 지점부터는 스릴을 

만끽하라는지 완전 쪽 길이다. 왼편 아래론 파란바닷물이 출렁이고 오른 

편은 커다란 호수다. 대서양이 양쪽의 구릉과 주택지들 가운데로 만처럼 

깊숙이 들어와서 호수처럼 보이는 거였다. 간조 때는 쪽 차도 옆까지 온통 

바닥을 들어내 늪지가 되고, 만조엔 물이 그득 차니 분명 바닷물호수였다. 

퍼뜩 영화 ‘십계’에서 홍해가 쫙 갈라졌던 길이 이와 비슷했겠지 싶다. 

사진으로 봤던, 우리나라 진도의 갈라지는 바닷길도 연상된다. 호수가운데 

고사한 나무꼭대기 위엔 독수리집이 등대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 도로가 

호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숲길로 이어졌다. 호수를 껴안고 조금 달리니 

왼쪽에 파크사인이 나왔다. 약간 언덕진 곳을 오르니 너른 들판이다. 파킹을 

하고보니 뺨에 감기는 들바람의 상큼한 향기가 완연히 틀리다. 

계속 큰 나무들 사이로 난 양쪽 도로변엔 산딸기나무가 지천이다. 1마일 

반 정도를 걸으면 나오는 붉은 벽돌건물은 공원의 원래 임자였던 필드가가 

살던 주택이다. 현재는 로이드하버 히스토리 소사이어티가 사용 중이고, 

여름별장이던 코타지 하우스는 카운티의 야외환경교육프로그램장소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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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건물을 옆에 끼고 무심히 저택 앞쪽으로 갔다. 갑자기 눈앞에 전개된 

예측불허의 광경에 "우와!" 소리와 함께 숨이 훅 들이켜졌다. 별안간 새파란 

바다가 등장할 줄은 전연 상상도 못했으니까. 더해서 들판아래 바다 앞엔 

하늘과 나무들을 고이 담은 거울호수까지 있다. 그 파란 호수엔 하얀 오리들

까지 노닐고 있으니, 완전 감동 그 자체다. 사진가들과 미술가들이 반해서 

많이 찾게도 됐다. 워낙 전망이 뛰어나다보니 벤치가 있다. 미국에선 어디를 

가던 전망이 좋아 쉬어갔으면 하는 데엔 어김없이 벤치가 놓여있어 탄복하곤 

한다. 인종과 언어, 문화가 달라도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다 

일치하기 마련인 점에 말이다. 

먼 앞은 쪽빛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바다고, 바다와 호수를 숲이 경계를 

지어 파수막으로 서있다. 호숫가를 에워싼 숲 앞으론 산책로가 있고, 둔덕하

나 넘으면 바로 모래사장이다. 말하자면 호수가 밑의 땅속으론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석호다. 문득 역시 석호인 경포대의 경포호가 머리를 스친다. 

경포호보다 훨씬 더 바다에 근접해있지만 말이다. 

바다 건너편으로 길게 보이는 대륙이 바로 코네티컷 주의 일부라는데 

지척으로 보여 거짓말 같다. 롱아일랜드 끝에서 코네티컷으로 운항하는 

페리호가 저리로 가나보다. 이렇게 코앞에 들쑥날쑥 좁은 만이 있어도 메워서 

땅을 늘릴 생각보다는, 만을 따라 집들과 요트로 그림 같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렸다. 이 나라의 자연보존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부럽다. 땅덩이가 

커서겠지만, 그보다는 관민(官民)이 합심해 가능하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침을 강력한 우선순위로 둬서이리라. 우리나라 같으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무시한 채 넓은 땅이 생길 것만 염두에 둘 것이다. 시화 호나 새 만금 

마냥. 당장 유형적으로 보이고 얻는 것보다, 길게 보면 무형적으로 잃는 

것이 측정불가(測定不可)인데도 불구하고...

사진가는 아니지만 ‘인증샷’을 찍고는 바닷가로 내려갔다. 자갈과 돌들이 

너무 투명하고 새하얗고 예쁘다. 조금 가니 파란 물에 웬 초록 보리밭이다. 

바다갈대인가? 바닷물에 잠긴 초록 풀밭은 처음 보는 거라 생경스럽고 

싱그럽다. 새파란 물빛과 대비돼는 초록색! 기가 막힌 궁합으로 꼭 모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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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논이다. 조수의 간만에 따라 그 풀들이 물속에 숨어있기도 하고 나타나

기도 해서 바닥이 소라와 홍합마을이다. 가끔 맛살과 왕모시조개가 그 어린 

갈대숲에 은신해 있다가, 갈매기에게 들켜 목숨을 부지 못하고 껍질만 남은 

게 부지기수다. 바다를 쭉 끼고 걷는데 분명 대서양의 일부임에도 파도가 

아주 잔잔하다. 원래 베이(Bay)인 만(灣)은 파도가 약하다지만.(수도 없이 

그곳을 들락거렸는데 뒤집어질 만큼 성난 파도는 폭풍이 왔을 때 딱 한번 

보았다)물은 또 어찌나 맑은지 깊은 산속의 옹달샘이상이고 자갈들은 자태와 

색상들이 보석 뺨친다.

뉴욕에선 도통 볼 수없는 새가 제비인데, 제비 같은 날개 짓을 하는 

작은 새들이 많다. 전부 제비새끼들인가 했더니 이 공원에만 있다는 뱅크 

스웰로<Bank Swallow>다. 일명 바다제비인데 제비 과의 아주 작은 종자로 

바닷가 벼랑에다 집을 만든단다. 정말 깎아지른 바위 흙 벼랑에 동그란 

구멍이 셀 수도 없게 뽕뽕뽕 뚫려있다. 그 구멍으로 작은 제비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다. 뱅크란 이름에 수긍이 갔다. 그래서 옛 주인이 

뾰족한 바위들이 많다는 뜻의 카움셋으로 공원이름을 지었나보다. 모래사장

엔 콩돌들로 덮였다. 어느 여행기에서 백령도의 콩돌 해변 사진을 봤는데 

콩돌들 색깔이 누리끼리한 편이었다. 그런데 여긴 새알처럼 새하얗다. 

또 꽃말이 '미인의 잠결', '이끄시는 대로'인 해당화<Beach Plum＞꽃들이 

해변을 따라 쭉 이어져있다. 여태껏 내가 우리나라와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

에서 본 해당화는 핫 핑크였기에, 해당화는 화려한 진분홍색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긴 은은하고 화사한 연 핑크와 흰색으로 우아하다. 마거리

트와 어수리 꽃도 제법 무리를 지었다. 초봄엔 개나리꽃이 울타리를 이룬 

곳에 넓게 포진한 노랗고 하얀 수선화 밭들이 환상이다. 영락없이 내 귀에 

영화 ‘닥터 지바고’의 주제가가 바람에 실려 올 만큼.

‘호두나무사열대’를 지나니 툭 터진 들판광장이다. 봄바람은 코로 맡고, 

여름바람은 머리로 느끼며, 가을바람은 가슴으로 감지하고, 겨울바람은 

뼈 속으로 삼킨단다. 그런데 초여름인 지금, 나는 들판의 강한 바람을 온몸, 

온 세포로 마시게 된다. 

그 정 가운데에 이 공원의 또 하나 ‘관광명물’인 우람한 덩치의 너도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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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다. 몸통이 전연 안 보이게끔 잎과 가지들이 동그란 우산처럼 

땅에 착 드리운 자태가 너무 빼어나다. 지그시 감상하며 배우고 닮으라는 

건지, 맞은 편 언덕에 역시 벤치가 놓여있다. 

땅까지 늘어뜨린 잎가지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하늘이 안 보인다. 무성한 

잎으로 만든 성처럼 아늑해 완전 동굴의 세계다. 나무의 몸통은 분명하나인데 

무릎쯤에서부터 두 가지로 뻗어나간 부부나무연리지다. 옆으론 작은 나무 

둘이 자식처럼 의지하듯 기대서 있다. 우듬지쯤에선 잎들이 영역구분 없이 

완전 하나로 깃들어 소속이 불분명하다. 진짜 환상의 결속이자 일심동체다. 

아빠나무의 큰 품 아래 어미닭이 날개깃에 병아리를 품듯이 똘똘 뭉친 

너도밤나무가족은, 참가족상의 전형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가족 간에 

끈끈한 심리적 유대감이 전달돼 숙연함이 든다. 

그런 사랑을 영원히 꽃피우고 싶은 바램에서인지, 사람들이 나무 등걸에다 

하트와 Love, 그리고 이름들을 문신처럼 촘촘히 새겨놓았다. 아래쪽에 새겼

던 글자들은 몸피가 자람에 따라 글자들이 펴지면서, 선사시대 그림글마냥 

해독불가능의 나뭇결무늬로 화했다.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세월이 가면 희석

되는 것처럼. 나무위로 올라갈수록, 새겨진 역사가 짧을수록, 글자는 또렷해

진다. 인제 새김글자들은 사람 두길 높이까지 올라갔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처럼 글자새김은 자꾸자꾸 올라가고도 현재진행형이니 딱하다. 

나무들은 아무 죄도 없이 생 피부를 긁히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워낙 인내심 있고 조건 없이 내주는 성품이기에 아름다운 

맹세라며 지그시 인고했을까? 아니면 변덕이 심한 바람과 인간들은 유유상

종(類類相從)인데, 무모한 일에 괜히 애쓰고 나만 상처 입는다고, 피식 

웃었을까? 내 추측으론 후자가 정답이겠다 싶어 얼굴이 뜨거워진다. 어쨌건 

나무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느라 많이 아팠겠다. 그런 

값진 희생위에 새겨진 염원들이 모쪼록 허공으로 산화증발하지 말아야할 

텐데. 그래야 이 나무가족에게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할 텐데... 

인간들의 가변적인 한때의 사랑과 치기가 헛되고도 헛됨을 봐옴에 익숙해 

선가. 그 나무 문신들의 여운이 몹시도 나를 씁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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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이이드드  넥넥  타타운운인인

방 인 숙

원래 이곳은 황금시대 골드코스트거장들의 하나였던 마샬 필드3세가 

1921년에 롱아일랜드 사운드가 내려다보이는 땅을 사들여, 대형저택을 

꾸몄단다. 시카고 출생이지만 영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 와선 은행투자가, 

선지 신문과 퍼레이드 매거진을 창시해 미 경제(美經濟)를 움켜쥐었던 

마샬 필드의 아들이 바로 마샬 필드 3세다. 그가 영국식 정원, 컨트리클럽, 

헌팅 야드 등으로 꾸몄는데, 1961년 필드가의 기증으로 뉴욕 주가 구입, 

뉴욕 주 사적공원으로 편입시켰단다. 하긴 1750에이커나 되는 광대한 땅은 

개인 관리상으론 난제겠지만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도 방문해서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 

그 후론 하이킹과 조류관찰 외에 결혼사진명소로도 뭇사람들에게 애호 

받는 공원이 됐다. 단 약혼이나 결혼, 가족들의 기념촬영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뿐인가. 겨울에 눈이 쌓이면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엔 크로스카운티스키장으로도 인기가 높단다.

다른 공원들보다 목초지가 넓다했더니 Horse Riding 사인이 많다. 마사 

건물이 많고 크다. 한가로이 풀을 뜨고 있는 방목된 말들도 눈에 뜨인다. 

알고 보니 말의 주인들이 말을 맡겨놓고는, 가끔 와서 승마를 즐긴단다. 

단 말을 타고 산책하려면 반드시 말의 모든 예방접종기록제출과 헬멧착용준

수란다. 4월부터 연말까진 인기낚시터로 각광을 받지만 반드시 공원에서 

발행한 낚시허가증지참이란다. 스쿠버다이빙도 바빌론본부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하고. 

개장은 1년 내내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누구에게든 무료개방이나 

다름없다. 5월말부터 10월말까지만, 그것도 8시부터 4시까지만 주차료를 

내니까. 그런데다 이 좋은 곳을 얼리버드나 부엉이 기질의 사람들, 예컨대 

아침 일찍 오거나 오후 늦게 와서 어두워질 때까지 공짜로 구경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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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파킹장에서 양쪽으로 산책코스가 있고 그 사이사이로 오솔길이 지그재그

로 다 연결돼있다. 오른쪽 길은 아스팔트고 왼쪽 길은 황톳길이다. 오른 

쪽의 콘크리트도로를 따라 조금 걸으니 담장에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 있다. 

군데군데 화단엔 기화요초(琪花瑤草)에다 체리나무들이 도열해있어 벚꽃 

관광차 멀리 워싱턴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구석엔 작은 무대가 있는데 

가끔 아마추어들의 작은 연극무대나 발표회를 하기도 한다. (나중에 왔을 

때 딱 한번 실제로 무대행사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한번은 왼쪽의 황톳길로 가보기로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오솔길을 밟으며 

들판사이를 횡단하는 기분이 딱 고국의 시골산길이다. 2마일을 걸어가니 

바로 대서양이었다. 파킹장에 차가 몇 대가 있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중 반갑게도 한국 사람이 있다. 인제는 정말 세계 어느 구석엘 

가도 동포를 만난다.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느냐니깐, 관리소에다 돈을 내고 

낚시허가증을 받아야한단다. 오로지 허가증가진 사람들만 차를 바닷가까지 

끌고 와서 파킹할 수 있단다. 뭐가 주로 올라오느냐니까 광어하고 블루휘시

<Bluefish>가 제법 걸려든단다. 그런데 일진이 별로인지 고기 통엔 물 뿐이다.  

낚시터 옆쪽으로 보드웍<널을 깐 산책로>이 있다기에 모래사장을 따라 

쭉 가봤다. 잡목과 해당화 틈서리 땅에 애기 주먹만 한 구멍이 많이 뚫려있다. 

흔한 얼룩다람쥐 칩멍크<Chipmunk>집인가 보다 하며 걸었다. 

어! 등에 오렌지색 무늬가 있는 거북이가 가만히 앉아있다. 행여 누군가의 

발길에 밟힐까봐 옆으로 밀어주니까, 구멍에 메추리알의 2배쯤 되는 하얀 

알들이 보인다. 칩멍크 집 같은 구멍에다 알을 낳고 있는 중이었나 보다. 

어찌나 미안한지. 어련히 다 알아서 하는데, 기껏 인간들이 자연과 생물을 

도와준다는 행동이 꼭 이렇게 어설프다. 자칫 방해공작 꼴 되기 십상이다. 

마침 거북이의 산란기인지 위대한 임무수행중인 거북이들을 많이 만났다. 

오직 알을 낳을 열망만 품고 전진했을 그 더딘 행보의 수고와 모성에 코끝이 

시큰해온다. 거북이가 분명 행운을 불러다주는 영물임엔 틀림없겠다. 어찌됐

건 나로서는 진기한 산 공부를 했다. 

그러다 또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바닷가에 부채선인장<제주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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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초요, 영어론 Prickly Pear cactus 가시 많은 배 선인장>들이 민들레처럼 

쫙 깔려있는 거지? 여긴 LA나 Arizona 주도 아니고 엄연히 혹한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이 있는 뉴욕인데. 더한 건 바야흐로 빨간 심지가 박힌 노랑꽃들

이 한창 만발이었다. 이건 완전 불가사의한 딴 세계였다. 종류에 따라 사보텐

도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을 새로이 알았다. 

 갈매기들의 소리가 좀 특이해 모양을 관찰하니 흔히 눈에 띠는 갈매기랑 

틀리다. 부리가 좀 틀리고 몸통이 짧아 보이고 소리가 피리소리처럼 새되다. 

마침 사인 판이 있어 읽어보니 역시 희귀보호조류였다. Piping Plover라는 

물떼새의 보존구역이니 협조해달란다. 해당화들 틈새에서 알들을 품고 있는

데 알이 오리 알 만큼 크다. 

드디어 보드웍<Boardwalk>이 시작이다. 만든 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새까만 판자들이 삭을 대로 삭았다. 발을 내딛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다. 

구멍이 뚫린 곳에 판자를 덧 대 땜질한 곳도 많았다. 그래도 영화 ‘메디슨카운

티 의 다리’같아 로맨틱하기만하다. 하얀 해당화 밭과 노랑 선인장, 흰 

마거리트, 거북이, 물떼새, 바다제비 등, 갖출 것은 다 갖춘 곳이다. 인간의 

손때를 별로 안 탄 자연의 보고중의 보고다. 정말. 완전 뉴욕이 아닌 색다른 

나라에 와있는 기분이다.

인간이 자연의 품에 안겨, 감탄을 하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을 

접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어진단다. 오늘은 수명이 5년은 너끈히 

길어진 기분이다. 단 하나 유감은, 녹차냄새를 좋아하는지 달려드는 모기떼

에 질려 녹차를 느긋하게 마실 수 없는 점이다. 세상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하고 추한 사람도 있듯이, 자연의 세계도 그런 

것이었다. 그 불필요한 해충인 모기떼들은 우리가 들판을 가로지를 때까지도 

맹렬한 추격전을 벌려, 바쁘게 얼굴과 팔에 손바닥 운동을 해야 했다. 그렇게 

모기한테 뜯길망정, 날 파리에 학을 뗄망정,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이킹

이었다. 

좋던 나쁘던 간에 그래도 살 맛 나는 게 인생이고,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오늘 따라 더 공감이 간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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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랑이이  없없으으면면  노노력력자자체체가가  고고통통스스럽럽다다!!!!
((인인간간  사사이이에에는는  노노력력도도  한한계계가가  있있다다))

서 헬렌

성경 말씀에 ‘내 탓이요 내 탓이로이서이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내 탓만은 

아닐 때도 있다. 살아 온 성장과정이 주는 (예를 들면 부모로 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도덕성, 기본적인 예의범절. 흔히들 말하는 매너가 

결여 되어있다면 그상대 배우자로서 늦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마음에 상처만 가져다 줄 뿐이다.

사람은 10세가 지나면 영어 엑센트가 있고 그 후에 도덕성도 다시 바로 

잡기 힘들어진다 한다. 자녀가 어려서 (맞벌이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만 자라면 고집이 세어진다. (성장 후도)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No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귀엽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할 뿐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말에 ‘내가 귀하게 키운 자식은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 했다. 

청춘남녀가 그저 행복하기만 하는 신혼시절부터 예상치도 못할 실망감 

내지 사람을 잘못 본 후회로 하루도 빠짐없이 상대방으로 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랑은커녕 경멸스런 더 나아가서는 혐오스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력을 할 의욕도 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배워야한다. 학문도 가정교육도. 배울 기회가 부족하면 책으로 통해서도 

산지식을 얻어야한다.

시골의 촌노도 양반 곳의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그 예로 봐서도 학교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보이지 않는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내지 모든 주위 사람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은 개의치 않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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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관상! 곧 인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유명한 관상가의 대답은 가장 

좋은 관상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했다! 말 못하고 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부모를 홀대하며 교회나 이민 사회에 높은 직책을 가져가면 무도회에 나가는 

이중성을 가진다면 관상 아닌 인상이 그대로 실루엣처럼 비추어질 것은 

자명한 일 ---

회사에 퇴근시 한 번도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는 사람. 공공장소에 

핸드폰으로 30분씩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허세와 자존심이 자녀 결혼에 

얼마나 지장을 줄지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 남의 성공에 축하보다 먼저 

시기부터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의 고쳐야 할 점은 시기와 질투라 생각한다. 

그 점은 바로 열등감의 발로가 가져다주는 패배의식이라 생각하며 뿌리자체

를 고쳐먹고 학문이든 기술이든 인정하며 고개 숙여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력도 하지 않고 채권 컴퓨터 앞에 화로에 엿가락 붙듯이 하루 

종일 앉아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정말 한심한 백해무익한 사람들이 아닌가?

배우자 선택시 아마추어가 가진 외눈박이 시야는 자칫 실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격은 24시간 한 가지만 연구하는 전문가의 두 눈으로 

시야가 보이는 사람.

예로 처음 강단에선 목사님은 까맣게 머리만 보인다고 한다. 10년이 

지나면 손 밑에서 장난하는 모습까지도 다 훤히 보인다고 하신다.

같은 예로 소아과 의사를 선택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이론만으로 할 수 없는 오랜 경험만이 정확한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는 실로 귀한 판단력이라 생각하며 수수료가 

아까워 외눈박이 눈으로 자녀와 부모님이 단결된 과욕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위해서라도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려라 시간은 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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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의 꽃도 그 시절에 맟게 피어야 아름답다.

자녀가 사랑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 고통을 겪게 할 순 없지 않는가? 

헬렌 서
전직 공무원 10년 
2003년 뉴저지 효녀상 수상
모(장수상)100세
NY사진협회 정회원 대형교회 사진담당
2020년 뉴욕문학 수필부분당선
동물애호가(유기동물구조)
뉴저지 전문직 결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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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종종명명((考考終終命命))

송 지 선

카톡 전화가 울린다. 아직 7시 전이다. 이 시간에 울린다면 서울에서 

오는 전화다! 일어나지 않고 뭉그적거리며 누워있던 몸이 침대 밖으로 

튕겨 나간다.

"지선아, 엄마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 오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오빠, 난 아니야, 이제 엄마 가시게 해드려야

지…""그래서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네게 연락하는 거야, 여기 

형제들은 그냥 보내드리기로 했어""그래야지, 엄마 너무 고생하셨는데…."

조리 있는 답을 한껏 이성적으로, 명료한 음성으로 동의하고 전화를 끊는

다. 그러나 가슴은 방망이질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 허둥거리고 

있다.

95년을 사신 엄마, 더 이상 당신의 몸뚱아리를 자신의 의지로 어쩌지 

못하고 당신의 시선도 음성도 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엄마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높은 곳에 부탁해 

본다. 먼저 가신 아버지께도 청을 넣어 본다.

언니는 엄마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 저리 삶을 놓지 못하실까.. 한숨을 

내 쉰다. 엄마는 무서운 거다. 엄마가 요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비드로 

볼 수 없어 잊혀진 당신 자식들이 어디로 가버린 줄 알고. 엄마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다. 아니 찾아주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른다.

엄마가 하신 떠날 준비란 그저 당신 입고 갈 수의(壽衣) 한 벌, 그리고 

비워 두셨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자

다가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 하지만 엄마는 당신보다 당신의 

기억이 먼저 떠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하셨나 보다.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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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하다’ 박경리 선생의 시 구절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종명, «상서(尙書»에 나오는 오복(五福)의 마지막 복이다. 하늘이 

준 천명(天命)을 다하고 후회 없이 눈을 감는 ‘고종명(考終命)’으로 마무리된 

삶.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는 인생, 편안한 늙음에 행복하게 

살다가 눈을 감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라고들 한다. 스스로 해야 

하는 개개인의 숙제다. 원치 않는 병으로 일찍 떠나는 이들에게 고종명은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겨울, 남편과 멋진 이별 여행을 한 친구가 

있다. 그녀의 남편은 11년간의 신장 혈액투석으로 온몸이 쇠약해 있었다. 

2020년 가을, 응급실로 실려 가며 시작된 병세는 폐렴, 간경변, 고관절 

골절까지 하게 되면서 4개월 동안 입원과 퇴원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집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남편을 위해 생애 한 번만 해야 하는 결정 상황이 

그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부부는 홈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함께 결정했다.

친구는 남편을 코로나 사태로 가족의 간호 손길도 허락되지 않았던 외로운 

병원에서, 주렁주렁 달린 링거 줄에서 해방시켜 그토록 소원하던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11년 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투석 환자는 결코 먹을 수 없던 모든 메뉴들, 그것들을 식탁 쟁반에 올려주기 

계획은 친구의 이별 여행의 노른자였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헤아릴 여지도 없이 뭘 줄까 물어보면 그녀의 남편은 1초도 안 

걸리고 먹고 싶은 메뉴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오늘은 오야꼬동! 내일은 

얼큰한 수제비 짬뽕. 

다음은 지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인들을 위해 그들도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방을 만들어 문을 열어 놓고 일상을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평소 카톡과 참 친하지 못한 친구였지만 남편 친구들에게 단체방

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단다. 남편 친구들이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거기에 올려주면 깨어있는 시간에 빠짐없이 읽어주었다. 친구가 읽어 주는 

단톡방 빼곡한 이런저런 치기 많았던 시절 에피소드를 들으며 잠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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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친구는 세상에서의 

시간과 맞바꾼 귀가이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친구는 남편이 마지막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길을 모두 터놓으려 

했고, 그렇게 그는 행복한 1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옆에서 재채기하던 

아내에게 "Bless You!"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다.

편안한 늙음 뒤에 오는 죽음이든, 기억이 사라져 준비조차 사치스런 죽음이

든, 계획된 itinerary가 있는 죽음이든 죽음은 모두 남은 이들의 몫이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잊히지 않고 죽을 수 있네. 자네가 가꾼 

모든 사랑과 모든 기억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겠지. 자네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어. 자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만지고 보듬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야."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네." ‘화요일

의 모리’의 모리 슈왈츠 교수의 말이다.

엄마가 응급실에서 회복실로 올라오셨다고 전화를 받았다. 다시 한숨 

돌린다. 아직 엄마의 시간이 아니었나보다. ‘엄마! 엄마의 기억이 지워져가는 

건, 모두 우리 형제들에게로 이동, 저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음 

푹 놓으시고 훨훨 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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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뻐꾸꾸기기  시시계계

송 지 선

일요일 이른 아침, 텅 빈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287을 달린다.

코비드가 발생한 이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모든 쇼핑은 되도록 

이른 시간 사람도 한적하고 매장도 널찍한 곳을 찾아 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새로운 쇼핑 습관이 들어버렸다.

시공간적 럭셔리 쇼핑을 위해 코앞에 있는 동네 매장을 왕따시키고 30마일

이나 떨어진 뉴저지 웨인의 코스트코 매장을 가고 있다. 먼 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는 남편은 이제는 한적함보다는 그 매장에만 있는 와인, 위스키 

코너를 즐기기 위함일 거다.

춘분을 넘긴 삼월의 탱탱한 봄 햇살이 차창 유리를 뚫을 듯 쏟아진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는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탓인지 희뿌옇게 안개를 

품은 듯하다. 방금 내려 들고 나온 커피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며 

나의 40분 드라이브 시간을 향긋하게 휘감아 준다.

차창 밖 풍경은 60마일 속도에 맞춰 릴 테이프 돌아가듯 장면이 바뀌고, 

일상의 이런저런 상념들도 덩달아 모였다가 흐트러진다.

"여보, 어디서 뻐꾸기 소리가 났어! 그렇지?"

"웬 뻐꾸기 소리? 여보, 도로가 안 좋아서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예요…. 

커피 좀 더 마시지…. 하하, 하긴 뻐꾸기 소리 비슷하긴 했네" "그러게나 

말이야….어디서 뻐꾸기가 울겠어요!"

남편의 놀림은 금세 귓전을 넘어 사라지고, 나는 계속 맴도는 뻐꾸기 

소리를 따라가고 있다.

오래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던 시절, 어느 봄날에, 서울에서 

소포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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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뭘 보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열어보니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뻐꾸기시계가 들어있다. 유럽풍의 예쁜 ‘쿠쿠 클락’도 많은데 플라스틱 

가짜 나무로 만들어 촌스럽기까지 한 이런 조악한 것을 보내셨다고 아버지에

게 불평을 마구 했다. 전화선 너머 아버지는"얘 그게 그래 보여도 특허받은 

시계야… 한번 들어봐라. 뻐꾸기 소리가 여간 운치 있는 게 아니야." 하셨다.

"그래, 처음엔 나도 너처럼 뭐라 했는데, 자꾸 들을수록 좋더라, 너희는 

미국에 사니 그런 소리는 못들을 거라고 아버지가 보내신 거야!" 아버지의 

음성 너머로 엄마까지 덩달아 한 유세 하신다.

남편은 시계 등을 열어 건전지를 넣고 벽에 걸더니 시간을 맞추려고 

바늘을 돌린다. 시계 바늘을 1자에 맞추자 꼭대기에 달린 새장에서 새가 

튀어나오면서 뻐꾹! 한 시다. 다시 바늘을 두 시로 돌리려는 순간 뻐꾸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더니 뻐꾹! 한다."얘가 쓰기도 전에 고장 난 건가?" 

내가 볼멘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시간을 두 시에 

맞춘다. 뻐꾹뻐꾹! 새가 두 번을 들락날락. 세 시에 바늘이 가기도 전에 

역시나 다시 두 번을 들락거리는 게 아닌가.

"하하, 이 말씀이셨어…. 메아리도 울어주네!" 아버지께서 향수를 달래라

고 보내신 선물이었다.

어릴 적 살던 녹번동 집은 사방에 산이 있었다. 봄이면 늘 뻐꾸기가 

울었고 울음소리가 흐릿해질만 하면 다시 은은해진 소리로 돌아와 제 소리터

를 찾았다. 엄마는 봄이 생기가 넘쳐야 하는데 저 뻐꾹새 메아리는 이유 

없이 마음을 헛헛하게 한다며 한숨을 내쉬곤 하셨다. 그러던 엄마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니 그 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 뻐꾸기시계를 보자마자 

엄마를 위해 덥석 사오셨단다.

나도 어느새 뻐꾸기 소리에 정감을 느끼며 소박한 모습은 산골 시계라서....

하며 봐주자 했는데, 이 뻐꾸기가 밤낮 안 가리고 12시가 되면 스물네 

번을 뻐꾹거리니 잠귀 얇은 나는 한밤중에도 엄마의 이유 없는 쓸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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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야 했다. 결국 뻐꾸기는 남편 한의원으로 이주시켰다. 한의원에서도 

이전한 병원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기에 은퇴를 시켰지만, 시계는 아버지의 

선물이었다는 명분 덕분에 아직도 벽장 선반 위에 누워 있다. 떠난 이의 

흔적은 그이가 남긴 물건들로 채워진다. 거기에 우리는 그리움을 쏟아붓는

다. 하여 나도 벽장을 열 때마다 저 시계를 치워야지 하면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선뜻 버리지 못하고 이사 때마다 들고 다녔다.

이제 내게 뻐꾸기의 메아리가 쓸쓸한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다! 함께 

했던 지난 봄들이 그리워서….

차는 어느새 쇼핑몰 파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에서 내려 차창 밖 

풍경 안으로 나도 들어간다.

양지바른 곁길, 어느새 꽃망울을 달고 개나리 가지들이 봄을 서두르고 

있다.

송 지 선
2022 미동부한인 문인 협회 입회
문학시대 등단 (2021)
경희 한의원 오피스 매니저
동산 서원 간사 ( 동아시아 철학과 사서 공부)
전 뉴욕, 뉴저지 차사랑회 총무 / 차 시연, 차 강연
전 뉴욕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강사
전 미주 한국 문화 연구 재단 산하 입양아 학교 한국어 교사
이화 여자 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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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금금  손손해해  보보더더라라도도

양 주 희

팬데믹으로 세탁소도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가게 주위에 몇 개 세탁소들이 

문을 닫았다. 완전 봉쇄 정책이 발동되었지만 세탁소는 예외였다. 빨래를 

가져다 세탁해주던 세탁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웠다. 마침 

소개를 받은 사람이 호세다. 호세는 젊고 재주가 많다. 빨래를 빨고 다림질도

하고 얼룩도 제거하는 만능 세탁인이다. 팬데믹 직전에 오래된 가게를 인수했

다. 오랫동안 한국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경영 수업도 받았다. 

아무도 우리가게 옷을 빨아줄 곳이 없었는데 얼마나 잘된 일인가. 한국 

사람들에 비해 기술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엉성했지만 손님들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불평이 없었다.

그런데 날씨도 더워지고 낡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어 고치고 나면 며칠 후에는 빨래 머신이 고장이다. 웬만한 

고장은 호세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았다. 머신에 

이상이 생기면 호세가 고칠 수 있는 기준을 넘으면 문제였다. 급하게 맡긴 

옷들을 찾아갈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가게에 옷을 찾으러 손님이 오면 

가슴부터 뛴다.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호세는 무소식이다. 내일 아니 

모레 했더니 손님들이 방방뛴다. 그렇게 급하게 입을 옷들을 왜 하필 이때 

가져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몇 달씩 걸어놔도 찾아가지 

않으면서 준비되지 않은 옷들은 찾으러 온다.

전화가 울리고 큰소리 날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기계 고장으로 

옷이 준비가 어려우니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주면 세탁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달랬다. 이 한마디에 전화통이 조용해 졌다. 물론 손님들은 자기 

옷을 잃어 버렸거나 잘못되어 그런 줄 알고 야무지게 다그친다. 우리도 

가끔씩 약속 이행이 불발하면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 좋은 면으로 이해해 

주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데 날씨까지 90도가 넘으니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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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기계 고장과 배달 날짜를 어기고 속도가 느리지만 호세는 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비즈니스니까 하면서 팬데믹 전에 빨래를 

해주던 세탁소에 전화를 했다. 일찍 문을 닫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튿날 호세가 일주일 분 옷을 다 빨아서 가지고 왔다.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다행히 어제 전화를 안 받은 세탁소가 고마웠다.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호세를 조금 불편했다고 내치면 호세에 대한 배반이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도의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나무랐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익이다. 내가 이익이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더 적극적이고 상냥한 웃음도 

내비치고 감사함을 자주 표현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내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대충 대하거나 

무심해 진다. 그리고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손해나 스트레스를 앙갚음하려한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익과 손해 관계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악마의 소굴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다행이 우리들의 가슴속엔 사랑과 배려라는 따뜻한 감성이 

남아 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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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볼  수수  없없는는  사사람람

양 주 희

우리가게 건물 옆에는 수 천 명의 교인을 가진 이집트 교회가 있다. 

교회 문을 24시간 열어두고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거기에서 집사 일을 

맡은 남자는 바쁜 걸음으로 우리가게 앞을 자주 지나간다. 햇볕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아침 연세가 많으신 여자 분과 같이 왔다. 굿모닝 하는 사이에 

여자 분은 의자에 더럭 주저앉는다. 왼쪽 손에는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에서 바지를 꺼냈다. 그 바지 주머니에는 봉투가 만져졌다. 

바지 주머니를 촘촘히 여러 번 꿰매어 도저히 뜯을 수 없어 가지고 온 

것이다. 나도 실밥 하나하나를 뜯기 어렵게 박아놓은 상태였다. 그 할머니 

표정을 보니 어떻게 해서든 풀어 주어야 했다. 바지 주머니를 자르면 어떠냐

고 물었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실밥을 뜯는 사이 집사는 두서없이 말을 이어 간다. 이 주인은 죠지 

알마니 회사에서 재봉사로 일을 했다며 옷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재봉일도 

탁월하여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게에서 옷을 고쳐간다고 했다. 몇 

년 전에는 맨해튼에서 뷰틱 가게를 했는데 탐 크루스가 영화 출연할 때 

커스텀을 만들어 주었다고 웃으면서 그럴싸하게 풍자한다. 하는 말마다 

뻥이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진실인 듯 대꾸하며 웃는다.

몇 달 전에는 옆 가게 캐럴이 게이트를 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줄을 올렸다 내렸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다. 가게 앞에 서서 궁리하는 시늉을 하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달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장통을 꺼냈다. 일을 시작하

기도 전에 이런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으스댔다. 며칠 전에 세인트 피터스 

칼리지 정문이 잠겨서 자기가 5분 만에 열었고 시청 시장 귀빈실이 잠겼는데 

자기만이 열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시장이 전화 연락이 와서 

열어주었다고 으스대며 뻥을 친다. 뻥인 줄 알면서도 재미있게 들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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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옆문을 열어 젖치고 꼬인 줄을 반듯이 돌리면서 열어 주었다. 이것도 

기네스북에 기록될 거라며 걱정하던 캐럴을 위로했다.

어렵사리 주머니를 열었다. 그 속에는 편지 한 장과 100달러짜리 3-4장이 

보였다. 가슴을 움켜쥐며 눈을 지극히 감는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 편지 

사연을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군복무중 휴가를 나왔다

가 엄마에게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간 것이다. 너무도 소중한지라 할머니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꿰매고 꿰매어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는데 찾으려고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귀중한 것을 잘 놓아둔다고 어디에 

놓았는지 잊어버려 우리도 당황하는 때가 있다. 겨울옷과 봄옷을 교체하려고 

장롱을 뒤적이다 이 바지를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는 편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세상에서 제일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집사에게 묻는다. 장난기가 발동하

나 싶었는데 할머니 표정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큼큼 목청을 가다듬고 

글쎄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점잖게 되물었다. 어느새 애잔해진 할머니

가 말했다.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할머니는 가방 제일 밑바닥에 편지를 

넣고 바지로 덮어 두 끈을 한손에 쥐고 가게 문을 나갔다. 갑자기 집사가 

나에게 불쑥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 게? 일차방정식처

럼 대답했다. 볼 수 없는 사람. 그랬더니 집사가 다시 물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게 누구였겠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사진을 바라보는 가슴에 묻어둔 하나밖

에 없는 아들. 암호처럼 편지하나 남기고 먼저 간 아들. 더는 볼 수 없는 

사람. 그녀가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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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어어의의  기기원원
- 언어학의 미스테리 -

연 봉 원

한국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도 자세히 모른다. 

서양 언어는 인도·유러피안이란 큰 언어군(言語群)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유럽의 끝인 아이스랜드에서부터 놀랍게도 이란,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인도의 여러 방언이 같은 언어군에 속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서양 언어 중에서도 헝가리·핀랜드 말은 인도·유러피안어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곳 학자들이 뿌리 찾기에 많은 연구를 한 결과, 

핀랜드에서 근세기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람스테드의 초기 주장

그 중에서도 람스테드라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몽골어 전문 학자가" 

일곱번의 동방 여행" 이란 책을 발간한 후 1920년경 일본 주재 초대 핀랜드 

공사로 부임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그는 한국어가 터키, 

몽골, 만주어와 문법구조가 매우 유사 한 것에 착안해서 연구 한 결과, 

한국어를 포함하여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는 인도·유러피안어에 

필적하는 우랄 알타이어라는 대 언어군에 속한다고 발표하여 세계 언어 

학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세기 중엽 같은 핀랜드 언어학자인 Castren이 처음으로 우랄 알타이 

어군이란 말을 쓴 것은 사실이나 카스트렌이 외형상의 유사성이나 비슷한 

낱말을 나열한 대신 G.J Ramstedt는 처음으로 일정한 음운 대응을 관찰하고 

문법 형태소를 분석한 과학적인 비교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더군다나 동양에서도 신라 고유의 향가(鄕歌)를 연구하여 일왕에게서 

상과 하사품을 받은 고꾸라 진뻬이 (小倉進平) 경성제국 대학 조선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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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까지 람스테드의 논문을 본후 1934년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우랄 알타이

어에 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여담이지만 우리 고유의 향가를 일본인 교수가 

연구한 것에 분개한 당시 숭실대학 영어 교수이던 양주동 교수가 심혈을 

기우려 진뻬이 교수의 향가 연구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 논문을 

내 놓은 책이 고가 연구(古歌硏究)이다. 양주동 교수의 ‘고가연구’를 반박할 

논문을 내지 못한 일본인들이 드디어 조선인도 공부를 시작했군,하고 말했다

고 한다.

1956년 핀랜드의 수도 헬싱키 올림픽 대회에 다녀온 한국 올림픽 단장 

이상백 박사는 이숭녕 박사의 부탁으로 람스테드의 저서 일체를 구입하여 

서울대학교 국문과 주임 교수였던 이숭녕 박사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서울대

학교 출신의 국문학자와 언어학자를 통해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군에 

속한다는 이론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람스테드는 갑자기 한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숭녕 박사는 강연 할 때마다 우랄 알타이와 람스테드

를 빼놓지 않았다. 이기문, 남광우 교수들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군에 속한다는 이론은 불변의 진리처럼 되어버렸다.

기본어와 차용어

그러나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다는 이론에 처음으로 이의(異議)

를 제기한 것은 러시아 언어학자인 ‘포페’를 위시한 서양 학자들이었다. 

한 언어가 딴 언어와 같은 계통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통되

는 270여 가지의 기본 언어 중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이 기본 

언어는 해, 달, 별, 신체 부위, 친척에 대한 호칭, 수사(數詞)에 대한 명칭 

등 을 말한다.

우리가 서양어를 보면 가족 간의 호칭, 숫자 세는 방식 등 기본 어휘에 

동일성이 있는 것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은 일본어, 터키, 몽골, 만주어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의 순서라든가 두음법칙 등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같은 계통이라고 말하기에는 기본 언어가 단 하나도 딴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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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적어도 어떤 언어 군과 같은 계통이라고 

하려면 기본 어휘 중에 상당 부분이 같거나 비슷해야만 같은 계통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터키어와, 몽골 그리고 만주어 사이에는 기본 어휘가 같은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하나도 그 예가 없다. 차라리 일본어에는 터키, 

몽골어와 기본어가 같은 것이 몇 개 발견되었으나 한국어에는 단 하나도 

없으니 문제다.

순수 한국어와 비슷한 것은 좀더 연구해 보면 차용어(借用語)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도중에 

터키, 몽골, 만주어 쓰는 민족과 가까이 사는 과정에서 빌려 온 말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발음과 뜻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계통의 언어라고 속단하는 것은 언어학

에서 금물(禁物) 제 일조(一條)에 해당한다. 영어의 ‘매니’(many) 와 한국어

의 ‘많이’ 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같다고 해서 영어와 한국어가 같은 

계통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거와 같은 이치다. 

확실히 터키어와 몽골어가 우리나라 말에 차용된 경우는 있다. 터키어에서 

물을 ‘수’ 라고 하는데 터키 민족이 중국의 명나라에 용병으로 와서 ‘水’ 

를 차용한 것이다. ‘송골매, 인두, 무두질 등은 몽골어에서 왔다. 그 외 

‘벼슬아치’ 하는 ‘아치’라는 접미사도 몽골어에서 유래한다. 영조의 어머니는 

궁궐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무수리’ 출신이데 이 말도 몽골어에서 온 말이다.

한국어는 수수께끼

그러나 이러한 예는 차용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빵, 

보당, 뎀뿌라, 토마토’ 등이 일본을 경유한 폴투갈어나 마찬가지인 경우다.

람스테드 자신도 말년에는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에 속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1950년경 람스테드 별세 이후 우랄 알타이어 대신, 알타이어

란 말만 언어학자들이 쓰기 시작했다. 지금의 대략적인 결론은 한국어는 

알타이어와 상관관계는 있으나, 알타이어가 아니라 독립적인 고(古)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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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속하는 언어가 아닌가 하는 이론이 우세하다.

독립 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던 허버트 박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 말과 

인도의 드라비다어간의 유사함을 비교한 적도 있다. 드라비다어에는 한국어

와 비슷한 낱말이 약 1,000개 가량 있는데 이것은 드라비다 족이 시베리아에 

살다가 아리안족이 인도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인도로 남하하여 살았기 

때문이란 이론도 있으나 하여튼 한국어는 세계 언어학자들이 아직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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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라라센센  문문화화와와  인인류류

연 봉 원

많은 사람들이 아랍 국가는 후진국이고 미개 민족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대답은 ‘천만의 말씀입니다’가 맞는 말이다.

지금의 이라크에는 세계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있던 

곳이고 성경에도 나오는 바벨로니아 문화가 찬란하였던 지역이다. 유럽 

사람들이 암흑시대를 헤매고 있을 때 바그다드는 빛나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바그다드의 도둑’도 아라비안 나이트

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대인들, 이베리아반도 진출 

그러면 인류 문화에 큰 족적을 남긴 아랍인들의 사라센 문화를 좀 생각해보

자. 사라센 문화가 오늘날 서양인이 문화 민족이 되게 하는데 얼마만큼이나 

기여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城)이 로마 군에

게 철저히 파괴된 후(서기 72년쯤) 대량의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 이른바 

이베리아 반도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은 크게 서유럽의 아시케나지와 기타 지역의 세파르드로 나누는데, 

고대 히브리어의 세파르드는 스페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스페인에 가려고 했던 것만 보아도 오랜 옛날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했다.

스페인은 원래 로마 가톨릭이 국교였으나, 서기 7백년 경에는 인종적으로 

독일계에 가까운 비스고드족에게 지배받고 있었다. 비스고드족도 가톨릭이

었으므로, 이베리아 반도에는 가톨릭교인과 유대인이 수백 년간 같이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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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아랍 민족의 종주국이었던 다마스커스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우마야드 왕조를 뒤엎고 압바시드 왕조가 들어섰다. 이때 

요행히 살아남은 왕자 한 명이 북아프리카로 도망쳐 권력을 잡은 다음 

북 아프리카 본토인인 벨베르인 부대를 이끌고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 이베리

아 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세운 것이 이베리아 반도의 우마야드 왕조이고, 

그래서 가톨릭국인 유럽과 아랍인간의 문화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

서기 712년부터 서기 149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는 가톨릭과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인이 서로 이웃하면서 큰 탈 없이 평화적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같이 농사짓고, 장사하면서 모르는 것은 서로 배워가면서 협동하는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양 문명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에 전승(傳承)되었다. 로마 제국은 

당시까지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야만 생활을 하던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문명을 전수하였고 나중에는 기독교

도 전파되었다.

세월이 가면서 기독교의 힘은 점점 강화되고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하였다. 모든 학문은 일제히 스톱하고 모든 것은 기독교

로 귀일(歸一)하였다. 가톨릭은 중세 암흑시대를 천당, 지옥으로 협박하면서 

다스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까맣게 잊어 버렸다.

희랍 문화도, 신화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발달했던 로마법도 잊어버리고 

사회 일상사는 교회법으로 다스렸다. 로마 법왕권(法王權)의 최고 전성 

시기에는 왕들도 교회에서 파문(破門)을 당할 것을 우려해 벌벌 떨다시피 

했다. 모든 학문 발달이 완전히 정지한 수백 년 간을 역사학자들은 중세 

암흑 시기라고 부른다.

깊은 잠 깨워준 은인은 아랍이들에게 서양 선조들인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고 알려 준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랍 학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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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부는 ‘무어인’이라는 아랍인들에게, 8세기에

서 15세기까지 약 7백년간 통치를 받았다. 아랍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콜도바 왕조를 세우고 유럽인들을 다스리면서 바그다드와 페르시아에서 

당대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서 찬란한 사라센 문화를 꽃피웠다. 이 아랍 

학자들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의 책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인에게 소개하였고, 그 덕분에 긴 잠에서 서양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리상(地理上) 발견에서 서양 어느 나라보다도 

앞섰던 것도 아랍인에게서 항해술을 배운 덕분이다. 아랍인들은 나침반과 

무역풍(貿易風)을 이용해서 항해할 줄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만일 사라센 문화가 없었다면 신대륙 발견도 늦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의 미국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마스커스의 우마야드 왕자가 북 아프리카의 토인 군대를 끌고 이베리아 

반도로 칩입해서는 유럽에 이슬람 왕국을 세우니,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교도인 아랍의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아랍인들은 그때까지 서양이 모르던 여러 가지 문화를 전파하였

으며 그 덕분에 서양은 중세 암흑시기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언급했다.

거기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랍인들은 오늘날 스페인의 중부 지방인 

코르도바에 왕실을 세웠는데, 기독교가 정복한 후 많이 파괴되었으나 아직도 

남은 일부 건축물은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였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당대의 여행가들이 남긴 여행기에 보면, 코르도바는 서양 어느 수도(首都) 

보다도 아름다웠으며 동서양에 아랍식을 혼합한 건축물과 일반 주택, 상하수

도 시설, 공중목욕탕은 그 아름다움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에 천국이 있으면 지상에는 코르도바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도 코르도바에 가보면 당시 화려했던 코르도바 궁전이나 모스크 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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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 남아있다.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모슬렘 왕인 칼리프의 궁전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외국 사신들의 눈이 휘둥그레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내부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궁(宮)에 

가보면, 그 내부 장식의 화려함과 섬세함에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다. 더군다

나 코르도바의 칼리프 궁에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방은 자연 채광(採光)을 

교묘하게 장치하고 중앙에는 큰 그릇에 수은(水銀)을 가득 담아서, 칼리프가 

손짓만 하면 햇빛이 수은 그릇에 반사되어 갑자기 온 방안이 빙빙 도는 

것 같이 만들어 놓아 웬만큼 간이 큰 사신들도 놀라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여튼 칼리프 궁의 연못에 사는 물고기 하루 양식이 빵 1만2천개였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랍인들의 공헌은 이런 건축물만 아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전에는 

본적도 없고 먹어 본적도 없는 농산물들이 유입됐다. 쌀과 대맥, 사탕수수, 

면화, 오렌지, 레몬, 올리브, 바나나, 수박, 시금치, 무화과 등이 전부 아랍인이 

서양에 가져 온 것이다. 그리고 발달된 농사 기술, 관개 시설도 아랍인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오늘날도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농사와 관개 시설과 

관련된 단어들은 대부분 아랍어가 그 어원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관개시설과 

새로운 농작물, 그리고 알맞은 기후는 금방 이베리아 반도에 번영을 가지고 

왔고, 아랍인이 다스리는 코르도바 왕국에는 문화의 꽃이 만발하기 시작했

다.

당시 서양인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리스 철학, 과학, 수학도 

아랍인들이 가르쳐주었다. 알키메데스, 피타고라스를 모르고는 아이삭 뉴턴

이 있을 수 없으며, 뉴턴이 없이 아인슈타인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쓰는 

숫자도 아랍인에게서 배운 것이다. 당시 쓰던 그 불편한 로마자로 2014년이

라고 쓴다고 상상해 보라. 아랍인들은 상· 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서양에 

최초로 비누 쓰는 법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도 유입하였다. 

좌변식 변기와 여자들이 쓰는 비데도 이때 서양에 보급되어서 서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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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광산과 유리세공, 자기, 상아 조각 기술도 가지고 왔으나, 큰 공헌은 

아랍인들이 최초로 서양인들에게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문서를 양피지에 쓰다가 종이를 쓰게 됐으니 종이가 얼마나 서양 

문화 발달에 공헌했는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종이는 천연적으로 이집트의 나일 강변의 갈대인 파피루스도 있었으나 

파피루스는 재배가 힘들어서 보급이 되지 않았다. 마침 , 중국인들이 어디에

서나 재배가 가능한 닥나무로 종이 만드는 법을 발견하였고,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하였던 당나라 시대, 고구려 유민의 자손인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서기 751년 중앙아시아 탈라스 (오늘날 키르키스스탄)에서 

동진(東進)하던 압바스 왕조의 아랍 군대에게 패했을 때, 아랍 군에 포로가 

되었던 당나라 군인 중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군인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아랍인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오늘날 스페인에 있었던 아랍인들이 

서양에 가르쳐 주어 인류 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으니, 하여튼 역사는 돌고 

도는가 보다.

아랍인들은 찬란한 사라센 문화를 가진 민족이고 그들이 유럽에 종이를 

위시한 새로운 문물을 가르쳐 주었고, 유럽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희랍, 

로마 문화도 가르쳐 준 덕분에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으니 아랍인들은 

인류 문화에 큰 이바지를 한 민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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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그그만만큼큼만만

이 경 숙

미국에서의 친구는 나이 구분이 그리 되지 않는다. 줄잡아 10여 년 안팎은 

늙고 젊음을 버무려 친구이고 싶어한다. 머잖아 내 모습이 될 열 살 더 

먹은 친구를 보며 선경지명을 가질 수 있고, 열 살 덜 먹은 친구를 보며 

모자란 나를 되짚어 볼 수 있다. 물론 동갑내기 친구들에게서도 다른 방식의 

지혜와 혜안을 배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도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고. 그 선택이 차선이 될 수밖에는 없을 상황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 그런데 말이야 절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사려 깊었다면, 더 현명했더라면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내 기준으로는"

"벚꽃이 화들짝 피어서 황홀하게 만드네. 이 시기 놓치면 또 1년 기다려야 

하잖아."

"고마워요. 이렇게 불러 내 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봄이 온 줄도 모르고 

후딱 가버렸다고 했을거예요. 여느 때처럼." 

"맞아. 사는 게 바쁘면 계절을 만끽하기가 쉽지는 않아. 소중한 자연의 

선물을 못 보는거지."

"그러게요, 사는 게 매일 전쟁이에요. 어째 그렇게들 내 말을 안 듣는지. 

한 말 또 해야 하고… 정말 화가나서 미치겠어요. 제 안에 분노만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에게 소리나 지르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어가 안되는 거죠. 자연과 호흡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예요. 글쎄 말이예요. 어휴! 정말 기가 막혀서… 참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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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기 상황이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전화했어."

"그랬구나. 고마워, 별 진전은 없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네."

"그럼 결말이 아직 나지 않은거네. 그래도 표현 할 것은 다 한거잖아?"

"응. 내가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했어. 들어볼래?"

"그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

"아후… 뭔일을 저렇게 하는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고. 

그게 더 일이 꼬여서 골치가 아프네. 그저께 그 일 때문에 자문을 구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완전 쇼크야. 완전 절망이야. 어떻해야 할 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요구받지 않은 충고는 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지식이 최고인 양 내세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싶다. 또한,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다른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관대함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필요한 

것임을 절실하게 느낀다. 

삐죽삐죽 내밀게 되는 자만, 자랑, 자기기만, 우월감등은 결국은 열등의식

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낙하산을 접듯이, 병풍을 접듯이 포개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딱 그만큼만 해야함을 오늘도 사람을 만나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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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꾸꾸  궁궁금금해해지지는는  편편지지들들

이 경 숙

고흐와 테오의 편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그리고 채링 크로스 

84번지 등 주고받은 편지들을 엮어 낸 책을 읽으며 남의 마음을 몰래 보는 

재미까지 더해져 꿀꺽 읽은 기억이 난다.

화창한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라지에서 그녀는 슬픈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복도식 아파트의 바로 옆에 사는 Sherry였다. 간단한 안부와 

자기 남편이 3주 전에 돌아가신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너무 놀래서 전혀 

몰랐다고 하며 그녀를 껴안아 주는데 눈물이 났다. 내 설움까지 더해졌으리

라. 몇 분간의 등 도닥임과 눈물을 서로 훔치며 진득한 감정을 나누었다.

납골당처럼 바로 옆에 모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듯이 바로 옆에 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아파트이다. 가깝고도 먼 당신이다. 

Sherry 가 이사 온 후 2-3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던 것 같다. 백인을 

만나 가벼운 인사와 이름을 교환해도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 한국 이름 

기억하기도 가물한데 익숙지 않은 미국 이름은 잊기가 다반사다. 그래서 

더 더욱 친해지지 않는가 보다.

며칠 후, 내 출입문 밑으로 편지하나가 들이밀어져 있었다. Sherry의 

편지였다. 콜라주로 장식된 편지지에 아름다운 핸드라이딩이 작품의 정점을 

찍은, 정성이 가득한 편지였다. 그녀의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편지지와 

수려한 핸드라이팅 그리고 따뜻한 인사말과 나와 공유하고 싶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서로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아꼈던 창호지 재질의 카드에 걸맞는 그림을 한 귀퉁이에 그려 마음 

담은 답장을 썼다. 그녀의 핸드라이팅이 워낙 빼어나 나는 예쁘게 쓰려 

하지 않았다. 그저 반듯하게만 썼다. 내용 역시 영어로 해야 하니 마음만 

전달이 되면 되지 않나 싶어 편안하게 북북 썼다. 자발적인 마음의 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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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 뒤로 서로 문 밑으로 슬쩍 편지를 들이밀어 놓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외출하고 들어오니 출입문 손잡이에 샤핑백이 걸려 있었다. 케이크

와 초콜릿과 콜라주로 장식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고 콜라주를 

감상하는 기쁨이 달콤한 케이크와 함께 춤을 추었다.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했고 필기체인 알파벳이 안 읽혀져 앞뒤 말을 유추해서 알아냈다. 여러 

번 반복하니 그녀의 필기체에 익숙해져 갔다. 집중하면 통한다.

자그마하게 부친 녹두전을 그녀의 문 손잡이에 걸어 두었다. 채식주의자가 

많아 고기를 빼고 고사리, 숙주나물, 김치, 쪽파만 넣었다. 물론 한국 음식의 

설명과 재료를 알렸다.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음식 나눠 먹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그러나 음식 알러지가 있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었다.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이 도졌다. 마음의 세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콜라주로 작은 책을 만든다. 그녀의 펜트 하우스

에 초대되었을 때 본 그녀의 작은 책들의 디자인과 좋은 글귀나 시 내용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번은 내 그림들을 하나씩 작게 카피를 해서 한 페이지

씩 만들고, 세련된 콜라주 북커버에 마음의 글까지 적힌 작은 책을 선사해 

주어 전율을 느꼈다. 내가 국도를 타고 주변을 즐기며 해리스버그를 갔다 

하니 국도를 표현한 콜라주로 만든 편지로 감동을 주었다. 얼마나 품위 

있고 예술적인지 한참을 보고 또 보았다. 감동이 있으니 명작이다.

겨울의 끝자락, 봄기운이 스멀거릴 때 피는 작은 하얀 꽃들의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쓴 snowdrop 이란 제목의 시를 복사하

여 콜라주로 장식한 편지와 함께 문 밑에 두었다. 나는 그 꽃의 이름을 

그제야 알았다. 이른 아침에 창 너머로 들리는 새들의 이름을 알려 주기도 

하고 좋은 시를 나누기도 했다. 주로 초상화를 퀼트로 표현하는 아티스트 

대해 느낌을 서로 전달하기도 했다. 관심과 이해는 지식의 폭을 넓힌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와 교감을 하고 

관심을 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니 이웃의 사랑이 꾹 닫힌 아파트의 문으로 

가벼운 봄바람처럼 스민다. 언제부턴가 문 밑을 자주 쳐다보는 것이 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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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혹시나 또 놓여 있는지, 내 질문의 대답이 쓰여진 편지가 빛을 

뿜으며 밝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또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고개를 쭈욱 

뽑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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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쿄쿄  올올림림픽픽  관관전전

이 경 애

내 어릴적, 할머니 집에 가면 삼촌들은 한살 아래인 사촌 남동생과 나에게 

유도인지 씨름인지 불분명한 싸움을 붙이곤 했다. 나는 씨름이 뭔지도 몰랐지

만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양손으로 남동생의 허리춤을 꽉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워낙 순한 남동생은 나보다 덩치도 더 크고, 힘도 세었지만 

쪼그만 누나가 하는대로 그냥 넘어가 준 듯하다. 그 모습을 보며 삼촌들은 

매우 재미있어하던 생각이 올림픽 유도경기를 보면서 퍼뜩 났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안창림은 조국 대한민국에 동메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에서 뛰어난 유도선수였다. 일본은 아직도 

재일 조선인 정책으로 몇 대 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바라는 꿈의 무대 올림픽에 나가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조부모와 부모님, 그 자신이 여태 지켜온 한국이름도 버려야했다. 

그는 한국 이름을 버릴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유도선수로 살아갈 결심을 한다.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을 준비했고 그의 가슴에 자랑스러

운 태극마크를 달았다. 동메달을 따고 시상식장에 선 안창림…, 펄럭이는 

조국의 국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르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소설 『파친코』는 일본에 사는 한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재미 한인 

1.5세인 이민진 작가의 이 소설을 읽으며 일본의 범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재일 한인들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본사회의 지도층에 세우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직업 차별정책 때문에 공부 잘하는 영특한 한인 자녀들

도 결국 파친코 사업같은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의 대상이 아닌 하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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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게 됨을 이민진 작가는 세상에 펼쳐내어 보이고 있다.

재일한국인인 세계적인 기업가 손정의 역시 특출한 수재였으나, 한인에게

는 선생님이나 국가공무원같은 직업에 제한이 있어 그는 결국 장사하는 

경영인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 역시, 막노동이나 

생선장사, 양돈업 등을 하다 파친코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이민진 작가는 인터뷰에서 "현대의 일본인에게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것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일본 속에서 한인

들이 겪어온 차별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소설을 통해 역사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책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읽혀 알려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현대의 일본과 재일한인을 향한 그의 시선은 옳다고 생각한

다.

『파친코』의 첫문장이 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괜찮다"

2020 도쿄올림픽이 거의 결말을 향해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경기들을 

TV로 시청하며 즐거웠다. 그 중에 유도경기를 보며 내 일곱, 여덟 살 때의 

기억도 떠오르게 했다.

안창림 선수로 인해 재일교포들의 삶도 잠시 생각하게도 했다. 우리도 

조국을 떠나 이 미국에 살면서 일부 지각없는 자들이 피부색깔로 인종간 

편을 가르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미국정부의 차별은 없는 

것 같다.

언제 한국에 나가면 이제 60이 훨씬 넘었을 그 사촌동생을 찾아볼까? 

만약 다시 씨름을 겨루어 본다면 내가 이길 것은 뻔하다. 그는 절대 나를 

안 이길테니까…. 

뼈 부러질 헛 공상을 하며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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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  설설

이 경 애

눈이 많이 왔다. 50센티 이상 온 것 같다.

사람들이 눈에 파묻힌 차를 빼 내느라 애를 쓰고 있다. 그래도 모두 

즐거운 얼굴이다.

아이들은 더 신이 났다. 눈 위에 누워 날으는 나비모양을 그려놓고,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고, 앞 뜰 한켠으로 비스듬히 눈 언덕을 쌓아 골판지를 

타고 미끄럼도 탄다. 몇 해 겨울을 지나도록 눈 다운 눈이 내려주지 않아 

이런 재미를 가질 수 없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겨울을 즐기고 있다. 그들에겐 

내려준 눈이 고맙기만 하다. 그들의 즐거운 웃음이 밝은 햇살아래 별 무더기

를 쌓아놓은 것처럼 반짝인다. 이런 풍경은 겨울이어서 만날 수 있는 그림들

로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옛날엔 한국의 겨울도 지금보다 더 추웠고 눈도 많이 왔었다. 티브이에서는 

헬기를 타고 카메라에 담은 강원도의 어느 산골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동화(冬畵) 그 자체였다.

연거푸 온 폭설로 산골짝 낮은 초가집 한 채 눈 속에 묻혔다. 그 외딴 

집을 둘러싼 높은 산들도 낮게 둥글어져 있고 나무들도 목을 빼고 두 팔만 

겨우 들고섰다.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싸리 담장을 넘긴 눈이 처마에 

닿을 정도로 차올랐다. 물론 몇십 년 전 이야기다.

지금은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같은 초가집을 산골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한

다. 내 기억 속에서만 겨울 산수화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눈 내리는 날이면 

꼭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온통 눈을 뒤집어 쓴 그 외딴집 모습이 비춰진 그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먹을 것은 넉넉할까?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셀폰이 없던 시절… 어디에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 고립 속에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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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들이 자꾸 떠올랐으나 한 편 나도 눈 덮인 그 초가집 속에 갇혀보고싶다

는 꿈도 꿔 본다. 이런 날을 대비해 여름동안 마련해 둔 장작으로 아궁이에 

장작을 깊이 밀어넣으면 아랫목에 펴 놓은 이불속은 얼마나 따뜻할까? 

불화로 속에 밤이 익어가고… 흰 창호지 문을 열어 쪽마루 눈을 밀어내면 

눈 세상의 설화(雪畵)가 펼쳐지는 그 곳에 있고 싶다는 상상을 해 보았다.

오래 전 보았던 미국 영화에서 사람들이 극심한 혹한을 피해 따뜻함을 

찾아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미국의 초기 개척시대에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통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짐승 가죽을 지붕으로 덮고 살고 있었다. 겨울이 

되면 거의 매일 내리는 눈으로 사냥도 할 수 없었고 엉성한 통나무집은 

추위를 막지 못했다. 그들은 지붕을 덮은 가죽들을 걷어 마차에 싣고 오면서 

그것들을 조각으로 잘라내어 끓여 먹으며 남으로의 이동을 계속했다. 마차를 

탄 사람들도 있지만 걸어서 무리와 함께 한 사람도 많았다. 도중에 노인이나, 

여자들, 아이들도 많이 죽었다. 병들어 마차에 누워 오던 어느 노인은 어차피 

죽을 몸, 일행에 짐이 되기 싫어 밤에 몰래 내려와 근처 숲속의 나무 뒤에 

기대앉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 미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폭설은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겨울 그림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긴 겨울이 

있어 봄은 더 따뜻하게 익을 것이며, 더 반갑고, 더 기다려지는 것일 게다.

벌써 발밑에 무언가 꿈틀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 가을, 땅속에 묻어둔 보랏빛 크로커스 구근의 보랏빛 꽃이 곧 얼굴을 

내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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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는는

이 미 경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에 대한 신비감이라든지 욕심은 덜해진듯하다. 같이 

걷고 작은 것에 얘기를 얹는 소소한 일상 상황에 적당히 자신을 꿰맞추기도 

하는 능란함(?)에 식겁하기도 한다. 내 본 바탕은 필시 유순한 편은 아닐진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평생을 타지에서 지내다보니 조금은 모난 부분이 

깎였거나 혹은 처세술이 늘은 탓일까,나름의 인과관계에서 마음의 요동이 

덜해진듯하다. 

단발머리 학창시절에 ‘그는’이란 제목으로 먼친척을 묘사한 적이 있었다. 

글에서 서술한 듯이 그는 엉뚱하고 그 시대에 한참 뒤지는 순진함이랄까 

순수함이랄까가 있어 그 장본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 했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 일인칭인 ‘나’에 대해 조금 꺼내 보고 싶어졌다. 

글을 쓰려면 나 자신을 먼저 풀어내야한다고들 한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부터 내 트레이드 마크가 됐던 앞머리 모양 - 참고로, 나는 이마에 

흉터따윈 없다 - 바람이라도 불어 행여 이마가 열리면 마치 치부를 드러낸 

듯 황당함과 허탈감을 주는 것에 준한다. 보편적인 진대, 나 또한 열등감과 

그렇지 않음이 맘 깊숙이 존재한다. 여차하는 상황에서의 스스로의 가능성에 

뿌듯해 하기도 하고 다음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경험과 큰 노력없이 조금의 감성과 표현력으로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짓던 어릴적이 분명히 존재했고 현재의 나는 그나마 빛바랜 감성으로 

이전과 현재의 중간쯤에서 정체되어 있다고나 할까. 나는 단단하고 안정된 

글을 동경한다. 나처럼 대책없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밖에.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 문학동기 중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는 한 

사람을 꼽을 수 있겠다. 

그의 글은 절제되어 있고 가슴 밑바닥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 고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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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사는 더러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을 주었다. 그의 글은 비판적

이고 스스로의 모난 부분도 드러내고 있어 우리에게 나름의 화두를 제시하기

도 했는데 근년의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안팎으로(?) 풍요로워진 그는 여유롭고 그의 글은 안정된 생활이나 기르는 

애완동물의 묘사로 전환되어 있었다. 기실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는 본인이 

극히 편협적으로 이를테면 양귀비가 남을 감동시키는 글을 쓴다면 공평치 

않다는 가설이 존재한다.

나는 권위를 혐오하고 형식을 불편해 한다. 쓰잘것 없이 오기를 발동시키다

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맘속의 독이 급격히 용해되기도 한다. 책이라도 

책꽂이에서 흔적 없이 빼낼라 쳐도 주위의 무너진 책으로 쉽사리 자신을 

드러냈고 글자의 크기는 칸에서 항시 벗어났었다.

나는, 

좌충우돌하고 오늘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내일은 저 사람에 섭섭해하며 

이러한 일상에서 만족감과 그렇지 않음에 동요되며 살지 않을까. 참,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친척은 급변(?)하는 사회에 너무나도 적응이 잘된 시민이 

되어 잘 살고 있다. 아무도 그가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내 글 속의 ‘그’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을 언급하면 그는 그저 겸연쩍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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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피에에  관관해해서서

이 미 경

나는 저녁 어스름 즈음해서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대를 

좋아하고 커피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을 또한 좋아한다. 목구멍에 닿아 따끔할 

정도의 뜨거운 커피를 마실 시에는 가능한 한 머릿속을 멈추고-온갖 상념이 

헤집고 다니나-시간을 할애함에 절대 인색하지 않다. 

이는 여유이고 느낌인게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누군가는 인생의 어떤 

멋을 포기한거라고 이 시간만큼은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나는 가재도구에 

그닥 관심을 쏟는 쪽은 아니나 커피를 담는 용기 만큼엔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커피잔은 속이 움푹하고 그 색은 엷어야 커피 본연의 색이 보이고 잔의 

입구는 넓지 않아야 빨리 식지 않겠다. 쥐는 손잡이 부분은 잡고 놓기에 

편안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 첫 만남에 무심한 듯 커피잔을 쥐는 손동작에 

가슴을 뛰게하던 사람이 있었음을 이참에 실토한다. 

커피를 즐기는 농도와 온도도 제각각으로 아침을 깨우는 첫 커피의 맛은 

그 하루의 무드를 주관한다. 몇 년 전, 서울 방문 중 부부가 사이도 좋게 

커피 비애호가인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인스턴트 커피나 아쉬운대로 

근처 편의점 신세를 지다 다른 친구를 만나 제대로 된 커피에 굶주린 처지를 

하소연하니 소위 커피 맛의 진수를 소개한다며 뒷마당도 근사한 커피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삼십여 분을 기다려 마치 와인 테스팅하듯 세 종류의 커피가 든 , 실험실의 

비이커 잔들이 등장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지루하게 기다린 

후에야 그 산미가 독특했던 소위 커피 맛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거꾸로 

미국에서 상륙한 B브랜드 커피를 알게 된 것도 이 때였다. 

강남에서 두 시간 남짓을 기다려야 맛 볼 수 있었단 그 놈을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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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운 좋게도 십오 분 기다려 삼청동 쪽에서 맛볼 수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특정 부류의 신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가히 대단하

다. 만나면 의례적으로 주문하는 커피말고 나는 언제부터 커피를 좋아하게 

됐을까. 나에게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성인으로의 일종의 전환과 도약이었고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에서 그를 배제한 맛, 우유만 넣다 이른바 블랙커피

로 전향한 건 내 씁쓸한 청춘의 한 자락에서 비롯된다. 그 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고 행동은 왜 그리 부자연스러웠는지. 

이를테면 설탕 등 첨가물을 내 커피잔에 후들거리는 손으로 실패 없이 

운반하기가 힘들었다. 소태처럼 쓰던 커피를 홀짝거리다 다소 힘들게 그러나 

자연스레 커피에의 취향이 정해진 듯하다. 

이십대 후반쯤, 어떤 농가에서- 비가 왔고, 젖은 짚단 냄새가 나는-부엌 

부뚜막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허접한 그릇에 마시던 그 커피 맛은 

지금도 입맛에 느껴지는 감성적인 맛이었다.

내게 있어 음식은 때로 기억으로 먹고 커피는 멋이고 느낌이고 여유이다. 

사십년도 넘게 커피를 마셔왔으니 내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운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머릿속이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 할 때, 진정으로 외롭다 느껴질 

때에 내 옆을 지켜준 건 역시 커피란 놈이다. 

이 한잔의 지옥같이 뜨겁고 검은 커피가 내 온밤을 뒤흔들리라는 것, 

허나 가히 그 유혹을 떨치기 힘든 오늘 밤이다.

이 미 경
서울 출생. 대학졸업후 일본계 회사 근무, 후에 동경유학 
대학원에서 번역 및 임상심리 과정이수
2020 미동부 문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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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학학시시험험  수수험험표표  사사기기사사건건  PP33

한세상 살다보면 황당한 사건 몇 가지는 겪게 마련이다. 

사례 중 한 가지를 옮긴다.

전 설 자

진학에 대한 꿈으로 

이모님이 계시는 도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때 마침 아버지와 안면이 있으신 분이 인사차 회사에 들리셨다. 이런 

저런 화제 끝에 빠질 수 없는 자식 자랑을 하시다 진학에 관한 예기도 

나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뜻을 들으신 그분은 흔쾌히, 갔다 왔다 할 것 

없이 마침 그 학교 이사장과 친분도 있으니 자기에게 맞기라고 나섰다. 

모든 준비를 하여 약속대로 시험 당일 날 K여고 교정에서 이모님과 함께 

그분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체되어가고 마침내 시험 시작종은 울렸지만 

수험표를 가진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사람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는 진학 문제이기에 한 치의 의심도하지 않았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 

땅으로 빨려들듯 주저앉고 말았다.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반쯤 

정신이 나가 집으로 끌리듯 돌아왔다. 

먼저 이모부님께 대책 없는 막다른 상황을 전화로 알려드렸다. 곧 바로 

이웃에 있는 N여고에 연락을 해 놓을 테니 서두르라고 재촉하셨다. (구구 

설명은 생략) 운명은 아슬아슬 한 시간차로 시험장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었

다. 입학식 날 ‘대국에 졸병보다 소국의 왕이 났다’ 는 위로의 말을 흘려 

넘기며 집을 나섰다. 이해할 수 없는 사기극으로 뜻 아닌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내내 상실감을 견뎌내기 힘들었으며 그 후유증은 꽤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N여고와의 숙명적인 인연은 그렇게 황망하게 

시작되었으나 뜻하지 않게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어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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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영예스러운 졸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었다. 더하여 명문대학 

합격으로 각 대학별 합격자 명단 공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과 교무실에서 

축하박수를 받는 기쁨을 누리긴 했었다. 담임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해 하셨

고, 과분한 칭찬으로 끝을 장식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 드리긴 했지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려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를 암운을 품은 

체 보내야했다. 

표면과 달리 내면으론 3년을 견뎌야 하는 긴 시간이 너무 힘들어 말이 

없어지고 마음을 닫아걸어 활달했던 성격은 내성적으로 변해있었다. 적극적

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 친구들이 손꼽을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았다. 세월이 또박또박 나누어 주는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개운치 않은 얼룩진 한 토막 생의 

길목이었다. 학교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달랐으며 학력은 평생 따라다니는 

이력이기에…….

오래전 일이건만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아직도 가끔 그때 

그 일을 알고 있는 집안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 잊지 못할 어이없었던 

오래 전 사건으로 대두된다. 그럴 때면 조카들까지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렇듯 대를 이어 전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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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곱다다시시  기기다다려려주주는는  사사진진첩첩

전 설 자

초로기에 들어 숙연(宿緣)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고 있다.

온몸으로 회한을 안고 긴 슬픔에 잠겨 무념무상 요지부동이 된다. 지상의 

무게에 눌린 할미새는 유일하게 젊음과 그 시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앨범을 펴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추억으로 무리되어 

반긴다. 

나열된 사진들 사이에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소녀시절 친구들을 만났다. 

추억의 길목 열셋 꽃잎들이 품은 한들거리는 바람 한 자락을 띄워 

하늘 닿은 동심 스린 언덕을 뛰어올라 그리운 이름들을 외친다. 

언제부터인가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산뜻한 단발머리에 교복시대 

제복은 그 느낌은 모두 다르나 내제된 힘이 있다. 승려들이나 수녀님들을 

마주하면 숙연해져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게 되고, 사관생도들은 늠름하고 

멋지다. 드디어 생애 첫 제복인 교복이 완성되는 날이다. 여학생교복은 

깔끔하고 반듯해 신선함이 느껴진다. 

선망과 기대에 부풀어 약속한 시간에 교복가게로 향했다. 마술에 걸린 

듯 들어설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느낌이다. 한몫을 더한 단정한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모습은 어느새 자세도 발걸음도 정숙해져있었다. 폴딱거리며 

다니던 지난날들을 잊은 듯 성숙해진 걸음으로 구름 위를 걷듯 사뿐사뿐 

집으로 돌아왔다. 

각오와 선의의 경쟁

교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왼 팔목엔 황금빛으로 빛나는 큼지막한 입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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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시계, 오른팔엔 새 책가방을 들고 약간 들떠 향했다. 운동회 때 1등을 

도맡아 해온 달리기선수였던 나는 체육 선생님께 바로 눈도장이 찍혀 으쓱해

지는 어께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체질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연체동물 같은 유연성을 가져 꼿꼿이 서서 허리를 뒤로 제켜 하나, 

둘 구령에 정확하게 머리가 바닥에 닿은 묘기에 모두들 놀라워하는 찬사를 

즐기게 되었다. 학예회 때마다 주역이었던 전력으로 행사의 꽃인 무용반과 

연극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약간 고조된 여중생 행진의 출발이었다.

그룹과 에스 언니

교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흥미로운 유행성 기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적 학풍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었다. 자발적인 가입은 아니며 입학과 동시에 상급반 언니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룹 내에서 짝짓기 식으로 언니가 선택한 동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으로 약간 티내는 유명분자들의 집단 같은 것이다. K군 

K여중 몇 개 그룹에서 막강한 Lily Group에 일원이 되고 곱살한 현숙 

언니의 동생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정기모임을 가져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도움말들을 아끼지 않으며 격려와 칭찬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친목단체다. 

단팥죽 국화빵 찐빵을 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정말 감질나게 생각나는 

추억의 간식들이다. 같은 학년은 거의 매일 한번은 뭉쳐 수다를 떨며 몰려다

니다 헤어졌다. 조용한 군, 읍이었던 우리 동네 어머님들은 남의 딸 내 

딸 할 것 없이 모두 당신 딸처럼 나무라고 간섭하셨다. 몰려다니다 보면 

한번만 왔다 갔다 해도 각인(刻印)된다. 어쩌다 두어 번 지나치게 되면 

어김없이 공부는 안하고 하루 웬 종일 싸돌아다닌다고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꾸중하셨다.

가슴을 죄이며

어른들 눈도 눈이지만, 눌러쓴 학모 밑에 뱁새눈이 노려보고 있음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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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Lily 배지에 Lily 글자를 수놓는 가방을 들고 몰려 다녔으니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소식통에 불을 지피듯 이웃 남중 고에 알려졌고, 드디어 

감당 못할 화근에 휩싸이게 되었다. 꿀통을 싸고도는 벌들처럼 주변을 돌며 

오빠하자 친구하자 따라붙어 길을 점거, 점차 땅벌로 변해 심해져갔다. 

혼자서 해결할 묘책도 당해낼 도리도 없었다. 가슴 두근거리는 불안으로 

지새는 나날의 연속이 되었다. 

다니는 길목에 지켜 서 있다 따라오는 건 일과가 되어 집 주위를 웬 

종일 왔다갔다 서성거렸다.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벼르고 계시던 어머님께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먼발치에서나마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집 앞을 배회하

며 기웃거렸다. 잠깐 나오든지 아는 체라도 하라고 따르릉 따르릉대며 왔다갔

다 반복할 때면 불안해서 간이 콩알만 해진다. 급기야 친구 집에도 못 

가는 금족령이 내려지고 꼭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거처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무섭기도 하고 겁이나 어떤 해결을 보고자 

몰래 만나 사정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장작불에 석유를 끼얹는 

격이 되고 꼬투리만 잡혀 더욱더 막무가내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철저히 

밀폐되었던 이성교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콩닥 방아를 찧는 듯 전신이 

쿵쾅거리고 가슴 조이는 순간들이었다. 

나의 십대는 그렇게 매섭고 알싸한 꽃샘추위로 시작되었다.

졸업 기념으로 

졸업장과 함께 주어진 기념선물은 한복 만들 때 쓰는 자개로 꾸민 ‘치수 

자’이다. 지금까지 보관해 함께 하고 있다. ‘자’를 보면 세월이란 나날들이 

존재하긴 했는지, 60여년이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헤아려지질 않는다. 밤을 

주관하시는 달님께서 모두가 잠든 틈에 로켓을 타고 나르시는 게 아닐까, 

수십 년 긴 긴 세월이 하 오리무중이라........

또 한 졸업하기직전 선후배로 부터 받는 축하 메시지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앞날을 위한 성원에 칭찬과 덕담이 빼곡히 적혀있는 소중한 노트 

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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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아버지의 인사이동으로 먼 타지로 이사를 하느라 헤어진 절친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하루 전에 도착을 하여 얼굴 마사지부터 당일 뒷바라지를 

손수 도맡아하며 회포를 풀었던 ‘이순자’ 고마운 마음을 담뿍 담아 한번 

다녀가라는 당부와 함께 사진을 보내온 마지막 소식지는 대전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살아내고 있을까, 

산허리 푸른 들판을 무대삼아 이런저런 동작을 찰각대며 놀던 

무용반 친구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몰려다녔던 친구들, 현숙 언니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오빠하자 조르던 고삐리들은, 

벨을 울려대며 겁을 주던 공포의 까까머리 사내애들은, 

지금쯤 석양녘의 나그네로 추억의 마루터기에 앉아 무슨 상념으로……. 

넘실거리는 세월의 흔적에 젖어 넋 놓아 잠겨든다. 

익숙한 노래 한 구절이……. 

아 ! 옛 날 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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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구구  감감소소

전 수 중

초등학교 축구 대표선수로 같이 뛰었던 흥대가 가끔 생각난다. 그는 연습 

전에 학교 뒤 언덕배기로 나를 불러 음식을 나눠주던 고마운 친구다. 그때 

나는 위협적인 왼발 센터링으로 감독의 칭찬을 받았었는데, 사이드라인을 

따라가며 구십 도로 꺾어 차면 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골대 중앙 부근에 

떨어지곤 했다.

아직도 축구선수 손흥민의 슛 동작에 내 왼발이 움찔거리는 이유다. 아름다

운 미소를 짓는 손흥민이 인성이 좋다는 것은 한국인의 고유한 품성이 

틀림없다. 그의 출중한 실력에도 월드 클래스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 

영국 신사들이 외국인에게 부리는 텃세일까 아니면 시샘인가. ‘나도 축구에 

내 인생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금세 헛웃음이 난다. ‘집안이 넉넉했어야 

말이지…’ 점점 잘 사니까 그런지 지금은 잘난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가, 이민자의 애환을 파헤친 "파친코"라는 

소설로 찬사를 받았는데, 최근 드라마를 얹어 더욱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그 작품 속의 무엇이 그렇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을까. 어린 나이에 체험한 

그녀의 언어 소통과 인종 차별에서 겪은 서러움들이 아니었을까.

하물며 미국에서 태어나 언어의 문제가 없는 우리 아이들도 인종 차별에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녀는 강연에서 한 질문자에게 고백했다. "이민자인 너희 젊은이들을 

위해 이 소설을 썼다."라고.

"파친코"로 많은 외국인이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참상을 처음 

알았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근래 중국과 일본의 한국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한 차원 높은 처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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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나, 해외 참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려는 일본은, 그 저의가 부끄러운 저들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선조들이 외세의 침략은 격퇴하되 그들을 지배하지

는 않은, 대한의 오천 년 역사가 증명하는 ‘홍익인간’의 참 의미를 저들은 

알기나 하는가.

"법이 요구한다면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

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나는 시민권 시험을 

치는 응시자들에게 당부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모국

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있지 않은 응시자들이 있겠는가. 저들도 나도 살아생전 

미국과 조국이 적대관계에 놓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 조국을 떠난 이방인들에

게 향수와 애국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닌가.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기에 꼭 가보고 싶은 나라를 냉큼 말했는데, 

여권 만료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갱신을 신청했다. 우송과 처리 

기간을 거쳐 4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으로 확인됐고, 그로부터 

5주에서 7주가 걸린다니 빨라도 출발 날짜와 빠듯했다. 아이들은 동동대도 

나는 왠지 느긋했다. "빨리 올 거야." 14일에 만든 것을 주말 후 월요일인 

18일에 받았다.

"열흘만이라, 아빠, 대단해요!" 이민자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당당히 

미국 시민으로서 특별대우를 받은 느낌이었다.

지금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들이 있다. 인구학자들은 머지않아 

한국도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에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 대기자들이 아이를 낳거나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쌍이 결혼해서 적어도 자녀 둘을 낳아야, 한 나라의 인구가 

산술적으로 유지가 된다. 물론 출산율과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서로 아귀가 맞지만. 인구의 성별 연령별 균형도 작은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한국이 왜 잘 사는지 한국인들은 따지지도 않는다. 왜 많은 외국인

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한국을 동경하는가. 한국이 잘 살기 때문인가. 

모두 제 눈에 안경이다. 넉넉한 인정과 서로 믿는 치안 등으로 별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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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보이는 것도 한몫한단다. 한국이 넉넉한 이때 이민 문호를 열면, 인구수

를 채워 균형을 맞추는 일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다. 잘하면 먹거리를 

창출할 좋은 이민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애국가의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서 ‘대한’을 좁게 한반도가 

아니라, 크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보면 어떤가. 해외를 

다녀보며 "한국인은 생명력이 끈질겨 세계의 도시마다 구석마다 안 사는 

곳이 없다."고들 말한다. 이미 세계는 점점 난민과 이민과 이중 국적과 

인종적인 혼혈로 뒤섞이고 있다. 단일민족은커녕 국가적인 경계도 모호해져 

가고 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자라난 나라, 부모의 나라, 형제자매의 나라보

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더욱 소중할 뿐이다. 누구나 돌아갈 나라가 

없다면 기꺼이 무기를 들고 위험에 처한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겠는가.

한국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답을 이민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도 법 앞의 평등은 이룬 것 같지만, 

인종 간 마음속의 평등은 영원한 난제처럼 보인다.

한국에는 홍익인간으로 요약되는 몸에 밴 훈훈한 인정이 있지 않은가. 

이민자들을 배려하는 교육과 인종차별이 없는 법질서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간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한국을 두고두고 자랑

스러운 ‘우리나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마치 미국 이민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인 조국과 함께 미국을 사랑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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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간간은은  왜왜  죽죽나나

전 수 중

봄이 오면 나만 고향 생각이 나는가. ‘내가 살던 고향은…’하고 가사를 

바꿔 "고향의 봄"을 가만히 불러 본다. 얼마나 많은 마음이 나처럼 봄에 

들뜰까. 얼마나 많은 첫사랑이 봄에 시작될까. 얼마나 많은 희망이 봄꽃처럼 

피어날까. 겨우내 움츠렸던 푸나무가 너나없이 뿜어내는 꽃과 새순에,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덩달아 소용돌이칠까.

봄은 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화사한 벚꽃을 으뜸으로 봄이 기지개를 

켠다. 눈 덮인 겨울처럼 자는 우리 마음을 봄꽃이 살며시 흔들어 깨운다. 

고요한 마음에 사랑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혼자임을 깨닫는 것은 인간다움이다. 엄마 아빠와 

함께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못내 아쉬워, 오래전 유럽 여행을 간 우리 

아이들이 전화에서 울먹이던 일이 생각난다.

혹 당신은 훅 지나가 버릴 봄의 아름다움을 나누고픈 사람이 없었던가.

봄은 나뭇잎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나무가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저들도 예쁜 색동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봄을 맞는다. 연한 노란색으로, 짙은 붉은색으로, 또는 연한 분홍색 등으로 

먼저 잎 봉우리를 틔운다. 연두색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록색으로 

짙어지지 않는가. 화사한 꽃보다 신록에 더 취하는 사람들은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겨우내 누런 풀밭도 노란 민들레꽃이 피기가 무섭게, 

대머리 꽃대가 멀뚱히 서며 온통 초록 바다가 된다.

그뿐인가. 봄은 아지랑이로 우리를 유혹한다. 봄볕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양지바른 언덕에 누워 기지개를 켜보라. 추위에 떨었던 우리의 몸은 노곤해지

고 휘늘어진다. 마치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처럼 몸이 춤추듯 잘도 움직이지 

않는가. 몸에는 숨어 있던 기운이 나오고, 마음에는 전에 없던 자신도 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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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 여름도 오지 않았고 가을도 저 멀리 있겠다. ‘에라! 풀피리 신나게 

불며 무엇인가 시작해보아야겠다.’

우리가 언제 계절을 처음으로 즐겨 보았을까. 아마 어린아이였을 때가 

아닐까. ‘고향의 봄’을 아무리 불러도 누가 말리지 않던 그 때. 인생의 봄이라

고 불러도 좋을 그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립다.

봄꽃을 보러 다니고, 달래와 냉이를 캐러 다니고, 정 심심하면 나비를 

쫓아다니고. 먹고 입고 자는 걱정도 나의 몫이 아니어서, 도무지 마음에 

걱정이 없었는데. 그 봄날이 끝이 없었더라면...

꽃피는 계절은 항상 아름다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끔 변덕스러운 

날씨가 꽃이 한창 필 때 꽃샘 폭우나 눈 폭탄을 퍼붓는다. 꽃들은 애석하게도 

날씨를 살펴 가며 피어나기를 멈출 재주는 없나 보다. 추위에 연약한 꽃잎은 

찢어지고 떨어지며 아름다움은 순식간 추함으로 변한다. 혹 눈이 망친 목련화

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자연재해를 두고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읊은 시인이 있지 않았던가.

올해는 그 잔인한 달 4월을 인재가 망쳐놓고 있다. 수많은 포탄이 꽃밭에 

날아들어 이 봄에 봄꽃들이 망쳐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월을 더욱 잔인하게 바꾸고 있다. 인생의 봄꽃 같은 수많은 어린아이의 

목숨이 스러지고 있다. 그 봄꽃들이 망쳐지니, 봄이 망쳐지고, 인간의 마음들

이 망쳐지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망쳐진다. 누가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었나. 내가 넉넉히 살자고 남을 죽인다면, 

코로나로 죽어 나간 수많은 생명이 부족했느냐고 묻고 싶다. 생생히 전해지는 

전쟁의 참상이 아물었던 마음마다 트라우마로 되살아나고 있다. 아! 전쟁은 

꼭 해야만 하는가. 아니 그것이 꼭 이 아름다운 봄에 할 짓인가.

‘너는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오판이 전쟁을 부르는가. ‘나는 살 

수 있다.’는 근거가 핵폭탄에 있는가. 깊은 은신처에 숨은 독재자가 오판으로 

벌이는 핵전쟁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다만 저에게도 지키고 싶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인질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가족의 생사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자가 있다면 자기의 죽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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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끝이 된다. 지구 끝까지라도 파고드는 "모든 포탄의 어머니"를 만들 

수밖에.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격용으로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주적

은 미국이 아니었나.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우세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의 핵 공격을 비켜 갈 재주는 없다고 본다. 남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핵우산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유엔의 

거부권에 갇힌 강대국들의 이해타산과 독립해서, 남한이 자력으로 갖출 

유일한 전쟁 억제력은 핵 보유가 아닐까. 점차 한반도에서 핵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될 필요악이 되어가고 있다.

봄 산등성이와 들판을 누비는 우크라이나 전사들의 발길에 꽃송이들이 

차이고 있다. 이미 핵폭탄은 포기한 지 오래고 군사 동맹마저 없어 도움이 

절실한 그들의 회한을 누가 달래주나. 목숨을 걸고 진군하는 그들의 어깨너머

로 꽃나무에 선혈같은 붉은 꽃이 흔들린다.

인간의 악함을 막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인생의 끝에 죽음을 마련하셨나. 

봄은 오고 또다시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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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랑방방

차 덕 선

오래 전 한국서 살 때 일이다. 아파트 시대가 처음 열릴 때 한강 옆 

동부 이촌동에 B 아파트 신축 광고를 보고 두 동을 계약 했다. 한 동은 

구조변경을 해서 약국으로 사용하고 한 동은 살림집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아파트는 계속 지어져 많은 사람들은 입주를 하는데 가까이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피숍 하나도 없었다. 나의 약국은 

어느 듯 아파트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또는 사람들의 건강상담의 장소로 

때론 부부 싸움하고 우리약국에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의 상담사 역할도 

했었다. 부부싸움하고 속이 상해 집을 뛰쳐나와 갈 곳이 없는 사람, 우리 

약국에서 재워주기도 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우리약국에서 아내가 자니 

걱정 말라고 전화로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약국을 찾았다.

나는 약사이면서 동네 반장 역할도 하게 되었다.

내 위층에는 고급 공무원이 살았는데 그 아내는 집안에서 양장점을 하고 

있었다. 그 양장점을 찾는 사람들은 30대 전후로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남편들 역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내 막내 딸 아이가 

4살 때였다. 윗층의 아들아이가 내 딸과 동갑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과 소꿉놀이를 하며 잘 놀았다. 때로는 저녁때가 되어도 가지를 않아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반찬을 

먹지를 않았다. 오직 먹는 반찬은 그 당시 100원짜리 소세지 였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옆 슈퍼에서 100원짜리 소세지를 

사 와야 했다. 나는 다른 반찬을 먹지 않는 아이가 이상해서 위층의 식모 

아줌마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반찬이 없다고 말을 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던져 준단다. 그러면 옆의 슈퍼에 가서 소세지 하나를 사서 아이 반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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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단다. 때문에 아이가 다른 반찬은 먹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이 

때문에 더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위층에서 잠깐 올라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라고 전화가 왔다. 내가 올라 가보고 깜짝 놀랐다.

여자들 몇 사람들이 둘러 앉아 놀음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 주인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약사님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무안해 할까봐 나는"옛날에 졸업을 했답니다."라고 말을 받았다. 그리고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내 약국으로 내려왔다. 아이가 왜 소세지 반찬만 

먹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눈을 뜨고 내 이웃 주부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기 시작했다. 놀음을 하는 주부들이 내 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옆 아파트에도 내 뒤 아파트에도 있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 양장점에 모여 놀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내 나름대로 고민에 

빠졌다.

결국 생각해 낸 것이 약국에 딸린 방 하나를 동네 사랑방으로 내 놓았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 사랑방에서 사람과 약속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간단한 차와 다과는 내가 항상 준비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명동에 있는 YWCA에서 강사를 초빙해 강사비는 내가 부담하고 

주민들을 사랑방으로 모이게 했다. 2주에 한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교양강좌와 다방면의 듣고 싶은 강의를 듣기도 했다. 뜨개질, 꽃꽂이 등도 

했다. 제일 인기를 끈 것은 뜨개질이었다.

처음에는 뜨개질을 배워 작은 소품을 짜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스카프도 

짜고 자켓도 짜고, 커다란 이불도 짜게 되었다. 뜨개질 하는 날은 방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아파트 

반상회도 이 방에서 모였다. 그 후 내가 이민을 온 다음 아파트의 한 분이 

미국 시카고에 출장을 왔었다. 저녁을 같이하며 옛날 아파트에서 함께 있었던 

추억을 얘기하며 개개인의 집이 도박보다는 건전한 일에 더 많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도 마음이 흐뭇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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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온 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사랑방’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나를 반기며 하는 말이 내가 떠난 다음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 면서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성화였다. 함께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에 감사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에 나가 내가 살았던 

동부 이촌동 아파트를 가 보았다. 그 장소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져있고 

옛날의 흔적은 없었다. 한참 그곳을 머물며 그 옛날의 사랑방의 추억을 

생각하며 내 이웃과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고 지나갔

다. 지금, 그 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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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먼  훗훗날날

차 덕 선

"박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나는 식품점에서 주문한 팥죽과 코카골라 큰 병 두병을 테이블에 놓으면서 

인사를 했다. 박 교수는 벌써 3층에 있는 노인들을 휠체어에 태워 열 분 

이상이 아래층 홀에 와 있었다. 매달 셋째 수요일은 한인노인 들이 40명 

정도 있는 엠버스더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날이다. 

한인 매니저가 있어 소통이 잘 되었다. 박 교수는 시카고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로서 한 시간을 운전해서 양로원 봉사를 오는 분이다. 미국 양로원 

이므로 한국 음식이 주된 음식이 아니므로 내가 봉사하는 날은 노인들이 

먹고 싶어 하는 한국음식 한 가지 씩을 주문해 가지고 간다. 잡채라던가 

고구마전, 생선전 또는 호박죽, 팥죽 등 때로는 떡도 요구한다. 

오늘은 팥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30명분을 식품점에 주문을 해서 가지고 

갔다. 11시에 우리교회 목사님과 여전도회 회원 다섯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준비해 간 음식을 대접한다. 그런 후 노인들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주고 1시간 정도 있다 오곤 한다. 

평소 때 친하게 지내시던 분 들을 이곳 양로원에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노인들의 건강은 내일을 모르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 

상점에도 가끔 오시고 교회 행사나 한인사회 행사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셨던 분도 이곳 양로원에서 만났다. 

1년 가까이 뵙지를 못해서 궁금했는데, 깔끔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중풍이 걸려 거동이 불편하고 말 도 어눌하게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또 유일하게 젊은 30대 초반의 미스 오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양로원에 와 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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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어야 한다. 잘 웃고 밝은 표정으로 내가 가면 

반가워한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어도 휠체어를 밀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 

박 교수는 항상 미리 와서 30명 정도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휠체어에 

태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아래층 홀까지 모셔온다. 예배를 마치면 또 

방까지 모셔다 드린다. 3층에 계신 분들은 기저귀를 차는 노인들도 있고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 이 많으므로 노인들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불평 한마디 없이 정성껏 모시는 박 교수를 보면서"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한없는 존경을 보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여자 노인이 앉은 의자 밑으로 물이 

줄줄 내리고 있었다. 오줌이다. 기저귀를 차지 않은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똥을 싸는 사람도 있다. 참지 못하고 앉은대로 똥을 싸 냄새가 진동 할 

때도 있다. 어린 아기처럼 변해 버린 노인들을 보면서 어쩜 저 모습이 

언젠가 먼 훗날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어느 날 나도 저런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산다면 어쩌나? 우울해진다. 

계속 예배에 참석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지도 않으신 분인데 갑자기 넘어져 뇌사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뇌가 98% 이상 죽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단다.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지만 호흡기를 떼면 사망을 한다고 했다. 생존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끼리 의논한 결과 호흡기를 떼기로 했다. 그분은 

호흡기를 뗀 후 3일후에 운명 하셨다고 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삶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한 상항이었다. 나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만약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뇌사 상태면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고, 음식을 튜브로 투여해야 하고, 대 소변을 혼자 가릴 수 

없을 때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지 마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신체에 

괴로움을 주지말 것,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 하도록 내버려 둘 것. 육체 가운데 쓸 만한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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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적제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 그런 다음 화장을 해서 남편 

뼈 가루를 뿌렸던 하와이 바닷가에 뿌려줄 것 등 죽음이 문턱에 왔을 때, 

추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의식이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다. 

양로원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내 스스로가 더욱 겸손해 지며 

한없이 낮아진다. 양로원 로비에 줄을 지어 휠체어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고개 숙인 노인들을 보며 나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를 생각하니 착찹한 심정이 된다.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다가 품격 있게 

죽고 싶다. 건강하게 선한 삶을 살다가 죽음이 나를 찾아 왔을 때 두 팔을 

번쩍 올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 칠 것이다. 

"나는 행복 한 사람" 온 세상에 퍼지는 메아리 속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이 가까운 날이 될지 먼 훗날이 될지 그려본다.

차 덕 선
부산 출생/ 약사
현 미국 하와이 거주
그린에세이 등단
뉴욕문학, 하와이 문인회 신인상
한국 산문 작가협회 회원
한국 그린 에세이 작가회 회원
미동부한국문인협회 회원
재미수필 문학가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Korean American Literature Academy(KALA) 회원
2011년 뉴욕 문학 수필 <봄비 내리던 날>신인상
gloria.d.cha@.gmail.com



218 | 뉴욕문학 제32집

獨獨逸逸은은  露露西西亞亞의의  卒卒((PPaawwnn))인인가가??
(Wohin geht Angela Merkel? Missing Angela Merkel)

韓 泰 格

러시아의 Ukraine 침공(侵攻)이 초(秒)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들에겐 

아직 얼굴도 이름도 생경(生梗) 한 Olaf Schlof 독일총리가 급거(急遽)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한다. 필경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일게다. 그는 작년 9월26일 실시된 총선결과, 3당 

연정(聯政)합의로 12월 8일 SDP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총리에 취임한 

사람이다. 이전 16년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던 이는 CDU(기독교민주당츨

신) ‘여걸(女傑)’ Angela Merkel이었다. 

그녀가 총리직을 물러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전임자는 

현안(懸案)에 대하여 대안(代案)이 있어도 후임자를 위하여 침묵을 지켜주

는 것이 관행(慣行)이기도하고 예의(禮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예외다. 왜냐하면, 동-서 진영간(陣營間) 전쟁으로까지 비화(飛火)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일 뿐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에게 전쟁의 유혹 또는 도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장본인이 그녀이기 때문이다. 

그녀 집권시 설계, 완공되었던 러시아 천연가스 프로젝트때문이다. 최근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잠적(潛跡)하였거나 종적(踪跡)을 감추었다. 

그녀답지 않다. Mutti(그녀의 애칭,Mother의 독어 애칭)같지 않은 행동이

다. 아니 요즈음 독일의 외교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독일답지 않다. 마치 

조폭(組暴)두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같다

서방세계가 독일의 대 Ukraine 정책에 분노(憤怒)하고 있다.

풍전등화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독일제 무기 및 군사물자 수출요청에, 

무기수출은 단칼에 거절하였고, 전투용 Helmet 5,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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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ngela Merkel총리가 밀어붙였던 러시아-독

일 직결 Nord Stream천연가스관 프로젝트로 인하여 독일은 스스로 러시아

에게 가스자원 종속국(從屬國)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스스로 독일은 러시아

의 졸(卒, Pawn)이 되고 말았다. 고양이 앞에 쥐가 되고 만 것이다. Angela 

Merkel은 Putin이 가스를 무기화(武器化)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때문에 

결정하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분단시절 동독(東獨) Rostock출신으로 초록

(草綠)은 동색(同色), 아직은 붉은 색이 빠지지 않아서였을까? 그녀는 푸틴

을 천사(天使)로 보았음엔 틀림없다.

그는 나쁘다… 2014년 푸틴의 크리미아반도 침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푸틴을 ‘천사’로 보았다는 사실에 필자는 그를 남들처럼 평가할 수 

없다. 아니 러시아-독일 직결 Nord Stream 프로젝트 설계 강행은 천인공노

(天人共怒)할 일이었다. 그는 친(親)공산주의자라고 규정지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이 EU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친중정책에 기인한다. 그의 

집권 16년동안 중국을 열다섯 번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푸틴을 천사로 보았던 앙켈라 메르켈이 무슨 면목으로 유럽인들 앞에, 

독일인들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나라의 이미지가"늑대에 쫓기는 강아지

새끼"로 변하고 말았다.

명색인 유럽의 얼굴이며, EU의 지도국이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창립 멤버 아닌가?

천연가스에너지의 종속으로 말미암아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유럽의 겨울철 연료비는 천정부지(天井不知)다. 독일인들은 이번 겨울을 

냉방(冷房)에서 견뎌야 한다…

Olaf Schlof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깡패두목 Putin의"앵벌

이" 역할이외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자신 좌파적(左派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회민주당 당수(黨首)임에야…



220 | 뉴욕문학 제32집

失失地地收收復復의의  꿈꿈
(副副題題: 風風前前燈燈火火  우크라이나)

韓 泰 格

*푸틴전쟁(Putin’s War)이 발발(勃發)되기 4주 전인 2022년 1월 27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러시아 브라디미르 푸친(Vladimir Putin)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전략적 요충 흑해안 크리미아반도를 집어삼킨 지 8년만에 또 

다시 세계의 곡창(穀倉)이라고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넘나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러시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푸틴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리상태와 정신세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언제나 국제무대에서 주인공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그의 Macho

성격이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挫折)당해 왔으나, 평소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를 엿보아 오던 차, 이제는 여건이 무르익었다 

싶었는지 2022년 신년벽두(新年劈頭)에 ‘일’을 벌릴 모양(摸樣)새다.

21세기 푸틴의 꿈은 17세기후반~18세기 초, 러시아를 통치하였던 뽀뜨르

(Peter or Pyotr)대제(大帝) (재위1682~1725)가 되어 러시아의 영광을 

모국(母國)에 안겨주고 싶은 것이다. 그는 냉전시대 동독(東獨) 드레스텐에

서 KGB요원으로 미국 CIA를 적(敵)으로 상대하였던 골수(骨髓) 공산주의

자다. 그의 머리 에는 언제나 상대는 최강자(最强者) 미국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연방 해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

의 국격이 추락, 중국보다 순위가 밀리는 현실을 도저히 용인(容認)해 낼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데 중심에 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저울질하여 왔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며, 그 이후, 종신(終身)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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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에게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이외엔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인간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만하더라

도 그러한 그의 성격, 의지 그리고 아집(我執)과 강박(强迫)의 일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러시아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러시아

를 자신이 언제나 통치하여야 한다는 허망된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이’ 냉전 이후 지난 30년동안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러시아를 구해내었을 뿐아니라, 냉전 이후 30년 동안 상처받을대

로 상처받고, 꾸겨질대로 꾸겨진 러시아의 위상(位相)과 위신(威信) 그리고 

체면(體面)을 제고(提高)시키는데 ‘자신이’ 헌신해 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1999년 집권한 푸틴은 집권 초반(2000년~2008년)에는 국내정치안정에 

힘입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아니라 국내산 유류와 천연자

원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러시아 역사상 근자에 보기드문 국부(國富)를 

창츨해 낼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제유류가 인하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도 침체,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집권초기 그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인기있는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었고,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아니라 서방세계로부터 천대(賤待)와 괄시(恝
視)를 받아오던 러시아인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인물로 각인

(刻印)되었다. 그는 자신이 종신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마치 세계 2차대전 

당시 스탈린이 하였던 것처럼 전권(全權)을 행사하는 전시(戰時)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하여왔다.

푸틴을 포함한 다수 러시안인들에게 있어, 우크라이나사(史)는 러시아사

(史)와 뗄레야 뗄 수없는 일심동체이며 순치(脣齒)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고, 우크라이나는 오랜 세월 러시아에게 곡창(穀倉)역할을 수행하였다. 

수도 끼예프는 유럽의 정복자들로 부터 러시아를 방어, 보호하여왔던 성채

(城砦) 또는 전초기지(前哨基地)로 인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구 4천3백만 중 러시아계는 8백만에 이른다. 최대의 소수민

족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합병(合倂)은 자신의 소임(所任) 내지는 

의무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역사를 달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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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언어가 러시아어와 상이할 뿐아나라 소련해체 후 우크라이나 신세대들

이 독립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일축해 버린다.

푸틴에게 있어 우크라이나없는 러시아는 신체에서 사지(四枝)가 잘려나

간 불구(不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이 학교에서 

러시아어(語)를 퇴출(退出)시키고 러시아 TV 및 공중파방송을 차단(遮斷)

시키는 우크라이나화(化)정책을 가속화(加速化)시키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면 러시아어를 구사(驅使)할 수 있는 인구는 대부분 사라진다. 푸틴의 

마음은 조급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軍)이 비대(肥大)해 

지기 전에, 그리고 서방세계가 Corona사태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무드에 사로잡혀 전쟁에는 별 관심이 없는 틈을 타 기선(機先)

을 잡으려는 듯하다.

조폭(組暴) 또는 막가파 전략으로 "나와 결혼할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꺼야!"

Reference: The New York Times Columnist Thomas L. Friedman Putin to Ukraine: 

‘Marry Me of I’ll Kill You’ Published on January 19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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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복복수수채채화화

김 근 영

기울어져가는 황혼녘, 성황당 마루 고개에서 수채화를 그리던 화가는 

곧, 난리라도 날듯 짖어대는 까마귀들의 소리를 뒤로하며 동네로 내려와 

망령든 선지자 마냥 ‘곧 난리가 날 징조이니. 어서 피난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사자성어로는 선견지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긴 다음날 새벽녘이었던가,

평화롭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군기빠진 병사들은 막사 속 베치카 난로 옆에서 꿈 속을 헤메며, 그리던 

고향 금순이와 한가로이 로맨틱한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였고. 휴가 나온 

병사들도 얼씨구! 무거운 철모 다 던져버리고 동네 주막집 주모 엉덩이나 

찝적거리며. 막걸리에 취해 음담패설하던 한가한 시간대였다.

눈치 빠른 북한 인민괴뢰 짱개들은 이때를 노렸다는 듯 벌써 귀신같이 

그 탄탄하다는 낙동강 전선까지 삽시간에 진격하고 있었고, 대구근교 

칠곡 그 유명하고 치열했던 다부동전투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난리를 피해 전국각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몰려든 피난민

들의 끈질긴 생존본능 아우성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사투리가 뒤범벅되어 그야말로 쑥대밭처럼 되어버린 피난행렬을 

수채화로 그려내기엔 너무 혼란스러웠다.

화가는 이 잔인한 4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수채화에 재현

시키기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니라, 피난 대열 속에서 부모 잃고 울부짖으며 

전쟁고아가 된 이 두 놈의 아픔을 그려보기 위해. 내 아끼던 수채화 붓을 

꺼내어 물감을  적신 것이다.

더구나 전쟁 중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야 어떠하리요만, 부모 잃고 

우는 자식들의 심정도 이해해 줘야할 것이. 부모형제 잃고 굶주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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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켜쥐고 성냥팔이 구두닦이 하며 전전하는 죄없는 어린 것들이 때를 

잘못 만나고 나라 잘못 만나 외로운 기러기신세가 된 것이 무려 10만이 

넘는다고 하니 그 누굴 원망할소냐,

그나마 다리는 성하여 공짜로 입혀준다 먹여준다는 소리 소문만 듣고 

찾아온 곳이 어느 선교사가 운영한다는 대구 내당동 반고개에 위치한 

애육원 탁아소였던 것이다.

애육원 바로 밑에는 나병환자 수용소가 있어서 다들 접근하기 꺼려하던 

곳이었지만. 밤엔 영도다리 밑에서 가마니 덮어쓰고 낮엔 쓰레기 통 뒤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나머지 찾아온 곳이었다.

그 애육원에는 그지반 50명 쯤 되는 남녀 전쟁고아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강냉이죽 한사발 주는것이 고작이었지만 그것도 감수하고 

찾아온 '다복'의 속마음은 육신의 배고픔보다는, 외로운 마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벌써 이곳에 온지도 수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오후시간이었다. 사감 

선생이 신상명세서 작성을 위해 '다복'을 불러 앉혔다.

"김다복! 앞으로는 네 이름을 '따빅'이라 부를끼다. 따빅이 넌 우짜다가 

고아가 됐노?" 묻는 것이다.

"예, 피난길에 울 아부지가 지개다리만 단디 잡고 따라오라케서 한참 

따라가다가 밀양 다리에 와서 "아부지! 똥누릅씸더! 하며 쳐다봤더니 그게 

울아부지가 아니라 왠 낯선 남자 지개다리 붙들고 와서 그만 아부지 잃었씸

더!"

"정말 정신빠진 눔이구나 ! 니 예기 자시 들어보이끼네 꼭 '복금'이 같구

나! 우리 원생 중에도 복금이라고 얼굴 반반한 여식아 하나가 있는데, 

가아도 피난길에 저거 엄마가 치마짜락 단디잡고 따라오라케서 한참 따라 

가다가 "오매요! 오줌 누릅씸더! 하며 쳐다봤더니 저거 엄마가 아니고, 

왠 딴여자 치마짜락 붙잡고 따라가다. 고아가 됐다 카더라! 아무리 복잡한 

피난길이라케도 옛 말에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채리면 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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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들었나? 이 정신빠진 눔아!"하며 호통하며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쓰는 무식하고 냉정한 사감선생이라고, 따빅이는 긴장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글쎄, 알고 보니 대구 모 대학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했고, 

또 그의 아버지는 나병환자 교회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난 후부터는 

사감선생님을 마치 자기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속마음까지 열게 되었단다.

또한 한편으로, 겨우 50여명 밖에 안되는 고아원 속에서도 심심찮게 

남의 말을 화제꺼리로 만들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사람 모인 단체의 

속성이라, 그 누군가가 퍼터린 소문인지 모르나, 저쪽 남자 기숙사, 따빅이

의 소문이 벌써부터 화제가 되어 씹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복금도 

따빅이 고아가 된 연유를 알게 되었고, 어쩌면 자신과도 비슷한 처지로 

고아가 된 일치감도 있고 해서, 우연 중 따빅이에게 관심과 함께 호감까지 

가지게 되었지만, 그건 마음뿐이었다.

멀찍히 스쳐 지나가는 따빅의 남성다운 어깨를 보면, 어쩐지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안그런척 했고, 이심전심, 

또 언젠가는 고백하리라 잔뜩 용기를 가졌던 따빅도 겉으로는 고까짖 

것! 하며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왠일인지 따빅의 꿈속에선 늘 고까짖 것 하던 복금의 얼굴이 

자꾸만 재생되어 괴롭혔다.

이 둘의 속사정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눈치 

빠른 사감의 눈은 피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났나? 사감선생은 동네 다방에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하

여 그 둘을 앉혀놓고 다짜고짜, 결혼할 것을 다그치게 되었다.

"너거 둘다 내 말 잘 듣거라! 귀신을 쏙이면 속였지, 내 눈은 속일쑤 

없는기라! 솔찍히 말해 보거라! 너것들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째? 시간 

끌지 말고. 돈 없으면 찬물 한 그릇 떠놓고라도 결혼식 올리거라! 그리고 

어서 이 고아원 떠나 자수성가하거라! 내 말 우째 생각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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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처럼 꼬집어 내는 사감선생을 보며, 겉으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지,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동료 고아하객들에게 둘러싸여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례 김목사님의 나즉한 목소리의 주례사를 들은. 신랑신부는 그동안 

고아로서 북받혔던 설움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일생일대, 

감동의 결혼식을 경험하게된다.

여기서 잠시, 주례사의 녹음 테이프를 재생시키자면,,

"신랑신부여! 귀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누가. 이 세상에 참 고아인줄 

아는가? 그건 두 눈 벌겋게 뜨고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않고 

아버지집을 떠난 자식이 진짜 고아이니라! 또 만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내껄쎄! 신랑신부는 명심하게나!"

이 김목사님의 명 주례사를 듣던, 신랑신부는 물론이거니와 거기 모인 

고아 동료하객들 모두 초상집 마냥 감격과 희망의 눈물을 글썽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두류산 밑에 따복이와 복금이 손수 흙벽돌 디뎌 토담집이나

마 일구어 머리라도 눕힐 장소는 마련되었지만 워낙 가진 것 배운 것 

빽도 인맥도 없는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였다. 고아원에서는. 강냉이 죽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시 고아원에 찾아가 강냉이가루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복금이 배는 달이 갈수록 보름달

처럼 불러만 가고 있고, 도적질 하려니 주례 말씀이 앞을 가리고, 할 수 

없이 궁여지책 생각해 낸 것이, 힘으로 때우는 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복금 남의 집 식모살이, 따복은. 건너편 과수원집에 머슴살이 

하기로 작정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형편을 애매한 주례목사님께 분풀

이를 하고 있었다. "김목사님이 아버지집이 부자라케놓고 왜, 이렇게 가난

한 아들한테는 유산 한 푼도 안주시노? 헛말이네, 시발!"

아내 복금의 배가 만삭되어 10개월이 차는 어느 날 새벽, 남편 따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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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복금의 출산을 준비하며 숫돌에 칼을 갈고 있었다.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문안에서는 복금의 진통소리를. 들으며 따복은 

생각했다. "우째서 저사람 배는 딴 임신부 배보다 더 커노? 쌍둥이를 

가지면 배가 커다던데,, 설마, 그럴리가,, 하며,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온 

따복은, 연거퍼 진통하는 복금의 빰을 어루만져주며 "여보, 얼마나 아퍼?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 만 있다면,, 위로하는 척하는 따복을 

향해 복수라도 하듯, 반사적으로 따귀를 후려 갈기며 "그것보다 100배나 

더 아퍼!! 이 거짓말쟁이 강도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이구 배야!"

하는 순간, "응아! 소리 외치는 사내아이의 테너 음성이 터져 나왔다.

"아, 여보! 사내야! 축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연이어 그놈의 뒷꿈치

를 붙들고 따라나오는 손이 하나 더 보이더니, 연거퍼 "응아!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영락없는 여자아기의 소프라노 음색이 또렷하였다. 그건 

아까 따복이가 설마했던 일란성 쌍둥이 남매였던 것이다.

불행하고 가난한 이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돈보다도 더 귀한 

행복을 선물하신 것이다.

따복은 손바닥을 치며, "저놈 귀를 좀 봐! 장래에 큰 부자될 상이야! 

우리 이름이 다 복자 돌림이니, 우리 왕자님은. '행복'이라 이름 짖고, 

우리 공주님은 '행란‘이라 이름짓기로 합의하고, 그것도 행빅이 앵란이란 

사투리 이름까지 지으며, 이 가난했던 가정에 훈훈한 행복의 봄바람이 

불어 닥쳤던 것이다.

어느덧, 행복이와 행란이 따뜻한 봄, 아장 아장 걷기 시작한 것이다.

화가는 행복하게 수채화를 그리다가. 물감이 모자라 잠시 읍내에 물감 

사러 나왔다가 읍내에 있는 만석꾼 최부자댁 고대광실 풍경을 수채화 

에 그리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팔레트와 붓을 울러 메고 최부자집 대문을 

두들겼다.

이내, 황소만한 늙은 개와 함께, 이집 노인집사가 삐걱 문을 열고 나오더

니, 베레모를 쓰고있는 화가를 보더니 형사인 줄 알고, 대뜸 "경찰서에서 



소설 ∙ 김근영 | 229 

나오신 양반 같아 보이는데, 이 집에 무슨 절도 사고라도 있습니꺼?" 

물어왔다.

세상 어떤 집도, 걱정꺼리 없는 집 없다듯이, 만석꾼 최부자집에 무슨 

돈 걱정이야 있을리 만무하지만, 이 고대광실 기와지붕 밑에도 말못할 

걱정꺼리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하나뿐인 외아들이 장가를 

든 지도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최부자 내외는 '우리 죽기 전에 손자 한번 안아보고 눈 감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소문난 한약방이란 약방은 다 뒤지고 다니며 좋다는 

명약, 인삼녹용 다 처방해 보았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할 수 없이 

용하다는 무당까지 불러들여, 많은 복채 깔고, 내림굿까지 해봤으나, 여전

히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부자 내외는 두류산 밑에 있는 봉정사에서 불공드리

고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한 토담집 삽짝문 안에서, 한 서너 살쯤 되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아장 아장 노니는 것을 정신없이 바라본 마님은 "아! 조런 

귀여운 손자 녀석 한번 안아봤으면 한이 없을낀데!"하며 돌아서는 길이었

는데, 아 글쎄, 그놈이 나를 따라오면서, "할매! 사탕 하나 사줘! "하며. 

따라오는게 아닌가, 그래서 얼른 안고 동네가게에 들러 사탕 한봉지와 

장난감 권총 하나 사서 돌려보냈지! 그 날 밤, 그 놈이 꼭, 내 손자같이 

귀여워, 밤잠까지 설쳤지뭔가!"

지난 40여 성상, 주인 마나님을 위해서라면, 궂은 일, 좋은 일 마다않고 

시중 든 노인 집사로서, 모처럼 애원이나 하는듯한 애절한 마나님의. 이야

기를. 듣고 있던 노인 집사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노인 집사는 헛간에서 만난 마나님에게 귓속말로 

무슨 묘안이라도 찾아낸듯,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도 지난 밤, 한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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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잤씸더, 주인 마님! 글쎄,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걱정 탁 

꺼뿌이소! 이 몸이 다 십자가 질껍니더! 마님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수시면 됩니다. 그대신 비밀만은 절대 지키셔야 합니더! "당부하는 노인

집사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다.

오늘 당장에라도 행상으로 가장해서 그 토막집으로 가서, 부모들 모두 

일나간 틈을 타, 사탕 한봉지로 그 놈을 유인해서 꼴망테기에 감추어 

자전거에 싣고와 유괴해오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의 분부만 

떨어지면 거사하겠다는 단호한 결의였다.

거나 져나, 노인집사가 다 십자가 지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마님은 

몇날 며칠 골몰히 생각 끝에, 수척한 얼굴로. 최부자 영감이 타고 다니던. 

삼천리 자전거 열쇠를 말없이 건네주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집사는 계획했던대로, 부모없는 오전시간대를 틈타 어린 행복이를 

사탕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고, 행복이를 태운 자전가가 최부자 문중으로 

들어 서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김가의 성이 최가로 둔갑됨과 동시에, 

이름까지 바뀌어 "이제부터 네 이름은 행복이가 아니고, 최칠덕이야! 하며 

호적초본에 등제되는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행복이 내외는 행복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 식음전폐, 잠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는 실종된 행복의 몽따쥬를 그려 전봇대에 부치며 "행복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행복 나이는 3살, 인상착의로는 팬티에 런닝차림, 눈에는 쌍꺼풀이 

있고, 턱 밑에는 작은 점이 있음, 이 아이를 찾아 주시는 분께는 사례하겠음"

이 몽따지 광고를 본 최부자 내외는 마침 일본 유학열풍의 호기회를 

틈타 행복의 유괴를 은폐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긴, 아들 내외의 일본 

유학 이민으로 위장하여 어린 행복을 안겨 일본으로 도피시킨다.

그 시간에도 행복을 잃은 부모는 산 속을 헤메며,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찾아 헤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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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잃음-찾음, 절망-희

망, 죽음-부활, 전쟁-평화, 가난-부유, 아픔-치유, 흑-백, 이런 반어적 

언어의 상대성으로 얼룩진 게 우리네의 인생사이다.

화가는 그동안 융통성 없고 편협한 자신의 색채감에 대한 반성으로, 

화풍을 흑백논리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아니야! 인생은 모두 흑백이야! 다시 자신의 회화철학의 전환과 동시에 

천연색 물깜을 모두 쏟아버리고 흑백을 고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가정을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수십 년 동안 행복을 잃은 부모의 얼굴엔 걱정 근심 기다림이 어느 

듯 깊은 주름살로 변해 있었고, 행복이 같은 청년만 봐도, '우리 행복이도 

저만 할텐데,,' 엄마가 벽에 못을 칠 때만 해도, 우리 행복이 있으면, 이 

장도리를 빼앗아 대신 쳐줄건데,, 하며 오매불망 행복이 귀가 해줄 것에 

대한 희망은 쉬지 않았고, 밤마다 문열어 놓고, 목빼고 기다리던 어느 

날 ! 설상가상으로 딸 행란이마저 행방불명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한달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빨래터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얼마 전에 읍내에서 여고생 납치 사건이 

있었다 카더라는 뒤숭숭한 소문을 들으며, 복금은 새벽기도 때마다 딸 

행란이가 돌아올 것을 울며 불며 기도하던 어느 날, 우편 배달부로부터 

일본 우표 붙은 편지 한통을 받아든다. "보고싶은, 엄마 전상서"로 시작하는 

편지 내용에는,

"엄마 몰래 일본으로 도망온 이 불효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다는 동경 제국대학 성악과 오디션을 1등으로 합격했다는 것, 그리고 

동경 한인교회에서 법률학 전공하는 한국 청년을 만나, 장차 결혼까지 

생각 중이란 기쁜 소식 다음으로, 엄마! 그러나 그 많은 입학금과 등록금 

마련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다는 걱정이 담긴 내용이었다.

행란이 일본으로 도망하게 된 동기를 스케치하자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행란이 희도 보통학교 다닐 때도 성악에 재능이 있어 전교에서 노래 



232 | 뉴욕문학 제32집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전교 조회 시간 때마다 뽑혀다니며 애국가니 

교가 독창을 도맡아 할만큼 끼가 넘치는 소프라노였던 것이다. 그의 음악 

선생님으로 부터도 장래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다는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아, 성악과를 지원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아 왔던 것이다.

행란도 그럴 때마다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한 부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늘 가난한 집안 경제가 눈 앞을 가로막아 좌절하던 

중,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일본 원정 도피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곧장 부산항으로 도망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밀항선에 

몸을 맡긴 것이다.

한편, 딸의 기쁜 소식에 발 뻗고 잠은 잘 수 있었으나, 막상 그 많은 

학자금을 마련할 일을 생각하니, 또 다시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다.

"행란 아빠! 이 일을 대체 우짜만 좋소! 돈 꿀 데는 없고 이럴 땐 내 

몸을 팔아서라도,,," 라는 기맥히는 소리를 들은 남편 다복은, 말없이 천정

만 쳐다보다 결심이라도 한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여보! 너무 걱정 마라카이! 무슨 일이 생기겠지, 나도 생각이 있소!"하며, 

통 큰 사내다운 척하는 제스쳐를 보이더니, 왠걸, 밤마다 곁을 떠나지 

않던 남편 따복이마저, 밤새토록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마 저 사람도 

나같이 걱정이 되어 동네 주막집에서 술로 마음을 달래겠지 하여, 주막에 

가보았지만 거기도 남편 따복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릴 때 고아되고, 

아들 잃고 딸잃고 남편까지 사라진 복금은 말띠 팔자 타령만하며 독수공방 

긴 한숨만 쉬고 있었다.

화가는 다시 이날 밤 궁여지책으로 딸 행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따빅의 

수상한 행동거지를 수채화에 담기 위해 몰래 추적하기로 하였다. 다복은 

그날 밤, 주례 김목사님의 주례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에서야 거나하게 취한 모습으로 나타난 다복은 행복이의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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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서성이더니, 엉뚱하게 아들 행복이가 애지중지 갖고 놀던, 장난감 

권총을 안주머니에 넣고. 또 검은 마스크까지 한 채 헐레벌떡 어느 집 

철조망 담장을 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다름 아닌 읍내에 있는 최부자 

집이었던 것이었다. 마침, 늦게 잠을 청하여 누워있는 최부자 방으로 쳐들

어가 권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시요, 애걸하며 "평생 모아논 돈, 아들 놈이 일본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남은 것이라곤 이 집 한 채뿐이오!" 목숨 구걸하는 

최부자 머릿맡에 벗어놓은 나이론 양말 한 켤레 달랑 손에 쥐고, 영감이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삼천리 자전거 훔쳐타고 그 집 대문을 나서는 찰라, 

읍내 순찰도는 방범대원들에게 덜미를 잡혀, 지금 청송 교도소에 수감된 

신세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화가는 일본 동경에 있는 행란과 동경 제국대학 에서 법률학 

공부한다는 그 한국 청년은 최부자 의붓 손자로 화풍을 돌렸다. 동경이란 

객지 생활 속, 동경 한인교회서 우연히 만난 그 청년에 대한 행란의 관심은 

남달랐고, 부리부리한 눈매에 우뚝선 콧대, 그리고 턱밑에 있는 매력 포인

트, 훤칠하고 건장한 모습까지 그리다 보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 미남형

이었다.

외로운 이국 땅, 일본 땅에서 만난 이 두 남녀는 드디어,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서로의 통성명을 했지, "저는 ××읍에서 나서 일찌기 3살 때 

양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온, 최씨 문중의 장손 최칠덕이라 해요, 우리 

집에서는 내 이름을 칠떡이라해요! (서로 웃음!) 잘 부탁합니다!"

"어머나! 저도 ××읍에서 났고 거기 보통학교를 졸업한 김행란이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는 부르기 좋게 앵란이라 부르지요, 예뿌게 봐 주세요!"

객지에서 또 더더욱 같은 고향사람 만났다는 동류의식과 함께, 또 한편으

로는 이상야릇한  만남을 통해 무언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는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행란에게 있어서 이 동경 한인교회란 장소는 등록금이 없어 가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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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란에게 있어서는 매주 독창을 맡아 해서 아르바이트 한 대가를 지급받던 

행란의 핏줄같은 신성한 직장이기도 하였지만 어느새, 이 두 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칠덕은 동경 예술학교에서 주최하는 세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쥴리엣' 연극 티켓을 사들고 와서 행란에게 건네며, "혹시,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시간 낼 수 있느냐? 같이 연극관람 하자는 뜻밖의 

제의에 행란도 선뜻 승락을 하고, 서로가 손목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본 연극이었지만, 앵란의 소감은 원수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비극적 

사랑이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칠덕씨, 나 오늘 밤엔. 줄리엣처럼 수면제 

먹지 않고는 잠못들 것 같아! 칠덕씨는 어땠어?" 하는 질문에 칠덕도 

"세익스피어는 너무 비극적인 시나리오 작가야! 나도 오늘밤, 로미오처럼 

독약이라도 먹지 않고는 죽지 못할 것 같아!"이렇게 서로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감이라도 하듯 세기의 문호 세익스피어를 비난하는 농담까지 

하며 작별한 저녁이었다.

연극을 관람하고 귀가한 행란은 우편함에서 한국 엄마로부터 온 급박한 

편지를 꺼내 든다.

"아버지가 자신의 입학금 마련을 위해 강도로 변신 했다가 검거되어 

지금 청송 감호소에 수감 중이시며, 수 주일 후에는 부산지검에서 공판이 

열리는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청천벽력같은 편지 내용이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생각 끝에 수치스런 집안일이라 들어내기가 부끄럽지만 칠덕과 의논해

봐야겠노라 고 마음을 먹었다. 마침, 칠덕은 법률을 전공했고, 얼마 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이미 법조계에서도 정의롭고 실력있는 젊은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었기 때문이다. 칠덕은 또 행란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의리의 청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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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란 아버지의 이 비보를 들은 칠덕은 예상한대로 흔쾌히 변호할 것을 

자청하여 같이 동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 시민들은 이런 행란의 내막도 모른채, 한국이 낳은 성악가 

김행란이 휴가차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프레카드까지 내 걸고 

부산 역전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란의 노래 한곡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행란이 부른 노래는 괴테의 가사에 슈베르트가 곡을 부친 "들장미"

였다.

"왠 아이가 보았네, 들에 핀 장미화 갓 피어난 어여쁜 그 향기에 탐나서 

정신없이 보네, 장미화야 장미화, 들에 핀 장미화" 

"소년은 말했다. 나는 너를 꺾을테야!"장미가 말했다.,"나는 너를 찌르겠

다. 네가 영원히 생각토록,,,"(후략)

 
앵란의 등 뒤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있던 칠덕은 뭔가 장미같은 

행란의 가시에라도 찔린듯 움찔했으나 한편으로 이 노래를 듣던 부산 

시민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로 앵콜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휘날레로 접어든 화가는 손빠르게 흰물감 검정물감으로 팔레트에 

갈아 넣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공판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양 손이 수갑에 묶인채 

고개를 떨군 죄수의 가슴엔 777이란 죄수 번호가 붙어있었다.

드디어 공판 시작을 알리는 법망이 두들겨 지면서 "먼저, 법정대리인인 

변호사의 변호를 듣겠소!"란 재판장소리에 이어, 최변호사는 죄수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였다.

최변호사는 죄인이 범행때 사용한 증거품인 권총을 치켜들어 보이며 

재판장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권총은 보시다시피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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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권총입니다. 본 피고는 애초에 살인하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목적이었다면 그의 딸을 세계적인 성악가로 한국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일념 하나만으로 그의 딸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난 모방범죄"에 

불과하오며 또 훔친거라곤 단지 양말 한 켤레와 헌 자전거뿐입니다. 그러니 

재판장님의 넓은 법해석과 인도주의적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리는 바입니다!"는 변호사 칠덕의 변호가 끝나자말자,

재판장은 이어 "나의 법해석은 변호인의 법해석과 다르오! 아무리 장난

감 권총이라 할찌라도 살인을 의도한 목적이 다분이 있고, 양말 한 켤레 

훔친 것도 어쨌던 절도는 절도요! 옛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변호인은 못들었소! 하는 동시 칠덕은 어느덧 그 옛날, 배가 고파 

빵 한 조각 훔친 죄수 장발장에게 매정하고 비인도적인 법을 적용해 중형을 

내린,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비 직업주의 재판장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말없이 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본 재판장은 피고에게, 살인미수 상습절도범죄 및 장난 모방범죄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하며 법망을 두들기려는 순간!이

었다.

갑자기 방청석 뒤에서 큰소리가 들려왔다. "탕, 탕, 탕!!

법정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 졌고 이어, 시선은 방청석 뒤로 

집중되었다.

그건, 한 노인이 부축하고 있던 지팡이로 의자를 부수듯이 내려치는 

소리였다. 

"탕! 탕! 탕!"우뢰와 같은 뇌성이 울리더니, 마치 노망한 늙은이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판석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노? 바른말 한번 해보고 죽으란다!"하며, 

재판석 마이크를 손으로 조정하더니, 나즈막한 목소리로, 그 동안의 모든 

자초지종 일어난 혼자만의 비밀들을 샅샅이 절규나 하듯 진술하였다.

"재판장님! 이 늙은 놈이 죽을 죄인이오! 행복했던 한 가정에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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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고, 불행을 갖다준 이놈에게 사형을 선고하시오!!"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겠소!" 마치 그 옛날, 최부자 주인 마님에게 

한, 그 말을 되씹으며, 그 말이 씨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꽂히고 

있었던 것이다. 횡설수설 망령이라도 든 것 같은 노인의 진술을 듣고 

있던 행란의 애인 최칠덕 변호사는, 창백한 안색으로 아연실색을 연출함과 

동시, 그의 떨리는 손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의 안주머니를 더듬고 있었

다. 그리고, 행복의 아버지 피고가 범행 때 사용한 증거물 권총을 말없이 

꺼내 들고는, 노인집사의 심장을 향하여, 분노의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짙은 화약 냄새와 함께, 칠덕의 통한의 함성은 이내 피눈물의 강이 

되어, 흐느껴 우는, 행란의 뺨 위로 교차되고 있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그렇게나 찾아 헤매었던 그 행복

!!! 그 행복의 해묵은 숙적인 ‘불행’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늙은 속죄양의 

긴 그림자를 수채화에 마감하고 화가도 기울어져 가는 황혼길을 재촉하며 

그림자와 함께 말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끝)

김 근 영
대구 개성학교, 대구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서울 장신대학원 졸업
포항 북부 교회 목사
서울 백주년 기념관 예장통합본부 어촌부 목사
김포 금곡 중앙교회 설립 목회
L.I 빈들의 교회 개척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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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다다지지  캐캐러러  가가자자

민 병 임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명이 멕시코 북부와 미국 국경 

근처에 버려진 채 적발되었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 이동하던 이들 중에는 

임산부 1명도 있었다. 이 임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으로 입원 하루가 지난 후 사망했다. 엄마를 따라 뱃속의 태아도 숨졌다.

이 트럭엔 수많은 미국행 이민자들이 환기장치도 없는 짐칸에 갇힌 

채 방치돼 있었다. 실내온도는 화씨 110도가 가까웠다.

밀입국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이민자들을 화물트럭 등에 욱여넣은 채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그대로 트럭을 버려둔 채 달아난 것이다. 구조된 

이민자들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쿠바 출신 수십 명으로 어린이

도 일곱 명 있었다. 함께 트럭에 실렸던 다른 수십 명은 달아났다.

하영은 더 이상 뉴스를 듣고 싶지 않다. 리모트 컨트롤로 TV 화면을 

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네. 코로나19로 수년간 고통 받으면서도 뉴욕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 것인가. 이들이 요행 뉴욕에 도착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 힘들 텐데…"

하영이 부부는 써니사이드 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플러싱에서 자그마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침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 몰려드는 거리를 지나서 일터로 간다. 롱아일랜드 방향으로 노던 블러바

드를 타고 가다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을 지나게 된다.

메인 스트릿을 지나고 유니온 스트릿을 지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파슨스 

블러바드에서 남미 인력시장을 볼 수 있다. 한때 성행하다 현재는 문을 

닫은 한국마트 처마 밑과 바로 옆 주유소 주차장 곳곳에 서있는 이들의 

모습은 비슷하다. 하나같이 후드 달린 트레이닝복 차림에 배낭을 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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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우두커니 서있다. 자신에게 하루 일거리를 줄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이삿짐 배달이나 집수리, 페인트칠, 식당 설거지나 쓰레기 

분류 등의 막노동에 동원된다. 운이 좋으면 2, 3일간 이어지는 일거리도 

얻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히스패닉들로 하나같이 

어둡고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 옆 사람과 별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도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일당을 줄 일거리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드디어, 밴 한 대가 천천히 이들에게 접근하면 그곳으로 일제히 몰려간

다. 서로 그 차를 타겠다고 아우성친다. 운전사나 함께 탄 주인이 차의 

옆문을 열고 검지 손가락으로 건장하고 성실해 보이는 두어 명을 손가락으

로 지명한다. 얼른 그 차에 올라타야 한다. 자칫 못타면 손가락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 낙점된 이들은 그야말로 운수좋은 날이다.

그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일터로 가서는 종일 

막노동을 하고 저녁 다섯 시면 일당을 받는다. 밴은 일을 마친 그들을 

다시 파슨스 블러바드의 아침에 서있던 장소에 내려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빵과 우유, 기타 식품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남은 돈을 모아서 방값을 치르고 한 달 이상 모은 품삯은 떠나온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지기도 한다.

퀸즈 잭슨하잇이나 코로나, 플러싱 지역에는 밀입국한 자들이 모여 

사는 하우스가 있다. 집은 한 채인데 입구가 여럿이고 각 층마다 방문이 

여러 개 있다. 보통 한 집에 방이 십여 개 이상 있고 집주인은 방마다 

렌트를 준다. 각 방에는 서너 명이 사는 것이 보통이고 많을 때는 열 

명까지도 산다. 이럴 경우 이층 침대를 사용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주로 

잠만 자는 룸메이트들이 이용한다.

몇 년간 룸메이트로 살면서 못 먹고 못자면서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가족을 부르려고 노력한다. 운이 좋으면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한 조국을 

떠나 국경을 몰래 넘어와 합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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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은 이민 초기에 플러싱에 살았는데 아파트 주차장 옆에 그런 집이 

있었다. 지은 지 100년은 되어 보이는 낡고 허름한 집인데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 집에 아침저녁으로 들락거리는 히스패닉과 중국인이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았다. 넓은 주차장에도 늘 대여섯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바로 옆집인 그 수상한 집에서 음식 냄새를 

맡은 적은 물론 가정주부 같은 여성도 단 한 번 본 적이 없었다. 이 플러싱 

아파트에 살 때 하영은 한국에 사는 친구 종미로부터 ‘동생을 찾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었다. 종미의 남동생 종구도 불법체류자였다. 요즘은 불법체류

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분미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다.

오래 전인 그 날, 새벽 다섯 시가 좀 넘어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보나마다 한국에서 오는 전화라고 하영은 잠자리에서 짐작했다. 이민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가 늘 새벽에 왔다. 한밤중에 곤히 자다가 

받는 전화는 어김없이 한국으로부터의 전화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한결같이 "뉴욕은 지금 몇 시니?" 였다.

한국과 미국의 시간 차이가 열 두 시간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소용없

었다. 한국 사람들은 전화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 순간 전화기를 들었고 

하영은 늘 한밤중이나 새벽에 잠을 깨야 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새벽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날도 남편이 깰 세라 얼른 거실에 나가 전화를 받으니 대학교 단짝 

친구 종미였다.

"하영아, 내 동생 좀 찾아줘."

"누구? 종구?"

"응, 그 애가 2년째 연락이 안 된다. 뉴욕에 있다는 전화가 온 이후 

2년이 넘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한국 갈 거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 한국 간 줄 

알았는데......"

"오빠도 사라지고, 동생도 사라지고, 노부모가 그새 더욱 늙어 꼬부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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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 그때 한국 안가고 알래스카에 갔나? 나한테 알래스카에 일자리가 

많다고 얼핏 말을 했었는데...."

"그래? 네가 수고 좀 해줄래? 한국보다야 미국에서 알기가 쉽지 않을까? 

알래스카 한인회 같은데 통하면......"

"그래, 종미야, 내가 알아볼 게. 그런데 진작 전화 하지. 2년이면 그새 

다른 주로 옮기고도 남았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있겠거니 했지. 워낙 전화를 잘 안하는 

애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찾으신다."

"요즘도 일 하셔?"

"아니, 세운상가 전자대리점은 오래 전에 문 닫았고 을지로에 있던 가게 

하나 남은 것은 70세 넘어서도 열고 있었지. 종구가 서울에 돌아오면 

물려준다고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올 초에 정리했어. 노부모가 저녁나절이

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밖만 쳐다봐. 시커먼 밤이 몰려오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내내 막내아들 연락을 기다려. 그 좋아하시던 TV 연속극도 

안 보신다. 그런 부모를 지켜보는 내게는 정원의 시커먼 나무들이 귀신같이 

보인다. 미안해, 하영아, 부탁할 데가 너 밖에 없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 게."

목소리가 축 처져서 동생 소식을 알아봐 달라는 종미, 대학 시절 참으로 

명랑하고 착했다. ‘종달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밝았다. 그런데 오빠와 

동생, 두 형제가 집을 떠나고 똑같이 종적이 묘연해지면서 평생 결혼도 

못한 채 친정 부모 뒷바라지에 꼭 묶여서 살고 있다.

대학시절 하영은 종미네 집에 수시로 놀러갔었다. 종로구 부암동 부촌에 

있는 저택 2층에 종미만의 공간이 있었다. 종미 부모는 아들 둘은 1층 

구석에 작은 방 하나씩 주고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종미에게는 넓은 방과 

거실이 있는 별도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하영과 종미는 2층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 콘을 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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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영아, 내 것 한입 먹어, 껍데기 먹지 마."

하영이 껍데기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자 종미는 자신의 아이스크

림을 내밀곤 했다.

"종이에 묻은 게 아깝잖아. 어때, 내가 먹던 건데..."

"그래도 흉해, 이것 먹어."

종미네 정원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품위 있는 정원수들이 가득 자라고 

있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종일 그 집에 가서 

놀았다. 종미 부모는 딸 친구인 하영을 언제나 환영했다. 시험 때는 책 

보따리를 들고 가서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면 쉴 새 없이 먹을 것을 올려다 

주었다.

그때 종미 엄마가 부쳐준 따끈한 파전이며 매운 비빔국수며 시원한 

냉커피 맛은 대학 시절 입맛으로 고스란히 살아있다. 하영은 3년 전 종미 

동생 종구가 뉴욕에 와서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참으로 반가웠었다.

"저, 종미 누나 동생 종굽니다. 하영이 누나,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었지

요."

"응, 종구구나, 너 잘 알지, 뉴욕에 언제 왔니?"

"좀 됐어요."

"그래, 우리 집에 놀러와,"

하영은 종구를 집으로 초대했고 남편에게 종구를 소개시켰다.

"대학시절 단짝 친구 종미 알지요? 당신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동생이 

뉴욕에 왔어요. 대학시절 내내 그 집 가서 살았는데, 그때 종미 부모가 

정말 내게 잘해 주었어요."

종구는 하영이네 플러싱 아파트에 놀러 와서 갈비와 잡채 등 한식을 

실컷 먹고 갔다. 파슨스 블러바드 고층 아파트의 방 하나에서 룸메이트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후 두 번 더 하영이집에 놀러 왔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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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날에 자기가 취직을 했다고 했다. 플러싱의 한국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고기를 썰고 있다는 것이다.

하영이 종미네 집에서 종구를 본 적은 두어 번이다. 늘 밖에 나가 놀던 

종구가 어느 날, "누나 !" 하고 큰 소리로 부르더니 계단을 퉁탕거리고 

올라왔다. 하영에게 고개를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니 종미로부터 용돈을 

받아 쏜살같이 밖으로 내뺐다.

부잣집 막내 도련님 종구는 부모가 주는 용돈을 다 쓰면 누나에게 손을 

벌렸다.

아메리칸 드림이 뭐라고, 그 넓고 쾌적한 집을 버려두고 좁고 복잡한 

주방에서 종일 칼질을 하는 지, 종구는 일주일 꼬박 일하고 300불을 받는다

고 했다.

그 당시, 하영 부부도 각각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막 세탁소를 시작했

을 때라 더 이상 종구를 챙기지 못했다, 그 때가 언젠가, 지금 하영은 

종구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앞 동에 사는 선자네가 앵커리지에서 살다가 1년 전에 뉴욕으로 왔다고 

했어요. 종구가 2년 전 알래스카로 갔다면 1년간은 같은 하늘아래 있었을 

텐데, 혹시 물어물어 알 수도 있으니 같이 가서 알아봅시다."

하영 부부는 미리 선자네 집에 전화로 양해를 구한 다음, 약속한 날에 

그 집으로 갔다. 선자네는 알래스카에서 일식집을 하여 모은 돈으로 맨하탄 

네일 가게를 인수했다. 그 집도 정신없이 바삐 살다보니 일요일 저녁에야 

겨우 서로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커피 잔을 앞에 놓고 그 집 부부와 

마주 앉았다.

"친구 동생을 찾아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제동생과 다름없어요."

"아, 네, 전화로 미리 말씀하셨지요. 알래스카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세

요?"

알래스카 앵커리지 시내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선자네는 아들이 뉴욕

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뉴욕 퀸즈 지역으로 아예 이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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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동생이 2년 전 앵커리지로 일자리를 찾아 간 것 같아요. 그곳에 

한인가게가 많다죠?"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앵커리지지요. 앵커리지 시내에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업체가 다양하게 늘었어요. 우리 있을 때도 한국떡집. 

한국식당, 화장품 가게, 식품점, 순두부집 다 있고요, 단층짜리 쇼핑타운 

전체가 한글간판으로 뒤덮인 곳도 있어요."

"한국 가게가 그렇게 많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싶겠네요."

"그럼요,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주노, 배로우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알래스카 한인회가 추정하기를 모두 8,000여 명, 그 중 반 이상이 앵커리지

에 몰려 살지요. 10년 전부터 급증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텍사스 

같은 본토에서 오고 기회의 땅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많나요?"

"네, 봄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 목돈 모아서 타주로 가는 젊은이들이 

많지요. 알래스카에는 60세 이상 노인들도 많아요.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

이 좋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다른 주보다 많아요. 물론 식품은 

본토에서 수입하니 물가는 좀 비싸지요. 돈을 벌려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도 일식집을 했지만 한인신문 구인란에 스시맨 구한다는 광고가 

늘 나오지요. 식당 딜리버리맨, 택시 운전사, 청소부, 페인트공 찾는다는 

광고도 줄줄이 나와요. 그런 일들은 젊은이들이 하지요. 10월부터 4월까지

는 춥고 도로가 얼음에 덮혀 있는 날이 많아요. 백야 현상으로 낮이 길지만 

잠을 제대로 못자니 일하기가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죠 뭐."

"그렇군요. 혹시 친구 동생이 미술을 전공해서 강남 역 근처에서 액자가

게도 한 적 있다는데. 걔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식당이나 페인트공 같은 일? 한인들이 앵커리지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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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항공료가 워낙 비싸니 

같은 앵커리지 주에 산다면 한번 쯤 마주칠 수도 있었겠지요."

선자네는 앵커리지에만 한인교회가 수십여 개인데 교회의 도움으로 

직업을 구하는 이가 많다고 했다. 앵커리지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녔다는 

선자네는 한국과 타주에서 이주 및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을 몇 명 

알았다. 그 중에 키가 작고 몸이 재빠르며 약간 말을 더듬는 종구의 인적사

항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알래스카 최북단 지역에서 모텔, 식당, 무역, 자동차정비소를 하는 한국

인, 개썰매를 타고 다니는 에스키모가 사는 바로우 지역에 사는 한국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사는 베링 해안 도시의 한국인 등, 어느 곳에서나 

한국인이 산다고 했다. 어디서부터 종구를 찾을지 그야말로 광활한 사막에

서 바늘 찾기였다.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하영이 부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종구의 종적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의논 했다.

"앵커리지로 갔다면 선자네가 종구의 흔적을 알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모르네요.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한 것 같지 않으니, 설마, 노다지 캐러 

간 걸까요? 노다지 캐러간다는 말도 얼핏 한 것 같은데....왜, 종구가 사라지

던 2010년에 알래스카에 골드러시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2011년 금값이 

폭등하자 캘리포니아주 해안가와 시에라 네바다 산맥 등으로 금을 찾으러 

나서는 일반인들이 늘었잖아요. 제2의 골드러시 바람을 맞아 폐광이 된 

금광을 찾아 다시 채광을 추진하는 사람들, 당시 미국 케이블 티브이 

프로그램으로 ‘골드러시 알래스카’도 있었잖아요. 그 프로, 기억 안나요?"

"아하, 6명의 남자가 금을 캐러 알래스카를 떠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장비를 실은 트럭에 올라 번쩍거리는 노다지를 캐는 커다란 꿈을 갖고 

오지로 들어갔었지."

"1948년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골드러시 드림이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지만 마지막 가진 돈을 짜내어 개발에 

나섰어도 실패하잖아요, 결과가 뜻대로 안되다 보니 화내고 다투고,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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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구도 이런 싸움에 휘말려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선자네 하는 

말이 한국사람 한 명이 금 채취권을 판다는 광고를 오랫동안 냈다고 했잖아

요. 일정한 땅의 사금 채취권이 수천 달러면 살 수 있다는데 혹시 종구가 

그것을 사가지고 금 채취하러 들어간 것 아닐까 싶네요."

"종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당신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대신 끊어주지 

않았어? 그 돈에 한국 누나가 보내준 돈을 합치면 금 채취권 살 수 있었겠네."

"종미가 자기 대신 종구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좀 사줄 수 있냐고, 

나중에 돈 보내주겠다고 해서 내가 여행사 통해 티켓을 끊으려니 종구가 

그 비행기 티켓 값 캐시로 주면 안되냐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여러 번 

사업을 망해 먹어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못 벌린다더니, 그렇게 돈을 모아 

채굴권을 샀을까요? 그런데 채굴권 판다던 한국사람, 사기꾼은 아니겠지

요?"

"설사 금 채취권을 사서 금광작업을 했다고 치자, 그게 몇 퍼센트나 

성공하겠어? 여름 한철에만 할 수 있고 소규모라도 작업장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지, 들어올 돈은 없고 시간제한의 악조건 속에 결국 실패하고 말 

텐데...,원래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노다지가 나온다는 말이 돌았을 때는 

누군가 다 챙겼고 뒤늦게, 한마디로 기차 떠난 다음에 빈 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일확천금 노리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 나면 더 허무해질 텐데, 종구가 

낙망한 나머지 아예 가족들과 스스로 연락을 끊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금의환향 할 때까지 전화도 안한다며, 어쩜 지금도 어디서 막노동 하고 

있을 지도 몰라요."

하영이 부부는 다음날 아침 뉴욕 로칼 신문사가 발간한 한인업소록에서 

앵커리지 한인회와 신문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 했다. 어렵게 전화가 

연결되고 앵커리지에서 발행되는 한국 신문과 한인회 회보에 사람 찾는다

는 광고를 내었다.

‘종구야. 한국 부암동 종미 누나가 찾는다. 부모님이 너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오너라. 어려운 일 있으면 뉴욕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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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연락해라."

한달 동안 앵커리지 신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었으나 종구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말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세상은 이상하게 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영은 한국 방문은 엄두도 못 내고 가끔 종미와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막내아들을 기다리던 종미 엄마가 죽었다. 워낙 

고혈압에 심장병으로 약을 달고 살던 종미 엄마는 몸이 퉁퉁 부어 몇 

달 간을 자리보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나중에는 치매가 심해졌어. 배변 활동을 못해서 내가 다 받아내

야 했어. 말도 못하던 양반이 임종이 가까우니 오빠 이름도 부르고 종구 

이름도 부르더라. 아버지는 90이 가까운데도 정신이 말짱하셔. 아침에 

놓은 반찬 저녁에 놓으면 왜 맨날 같으냐며 반찬 투정을 하시네."

"종미야, 네가 참 용하다. 노부모 모시고 살면서 그 뒤치닥 꺼리를 다 

하고... 오빠도 영 소식이 없지?"

"그때가 언젠데. 조카애가 결혼 할 나이가 됐어, 올케가 재혼을 한 지도 

20년이 되어간다."

종미오빠는 30대 중반 시절, 갓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그 아이가 아장 아장 걸을 무렵, 강원도 태백 인근 도시에 몰아닥친 

광산 바람을 타고 집을 떠났다. 명랑하고 씩씩한 종미 오빠는 하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이층으로 뛰어올라와 종미의 귀에 귓속말을 하며 ‘엄마한테 잘 말해줘.’ 

하고 동생에게 애교를 부리던 종미오빠, 종미가 부모에게 여러 번 말하여 

원하던 오토바이를 사주자 종미 오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여자 친구를 등에 매달고 "부우우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암동 주택가

를 빠져나갔다. 로칼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려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

다. 그렇게 신나게 세상을 살더니 결혼 한 지 2년 후 강원도의 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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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홀랑 빼앗겼다.

"글쎄, 싯누런 금이 올라오더라니까? 내 눈이 황홀한 거야. 강바닥이고 

광산 안이고 금이 데굴데굴 널렸어."

희색이 만연하여 서울을 몇 번이고 들락거렸다. 부모를 졸라서 기어이 

돈을 타내었다. 본격적으로 광산에 투자를 한다, 개발에 들어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투자자들 하고 매일 싸우더니,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는지, 백골이 

어느 산골짜기에 파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 이제는 야속하지도 원망스럽지

도 않아.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일거야. 잊혀진 자식이야. 그런데 종구마

저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무작정 미국으로 가더니 얘도 연락두절이다. 

엄마 살아생전에도, 정신이 말짱한 아버지도 더 이상 아들들 이야기를 

안했어. 노다지를 캐러 간 건지, 꿈을 캐러 간거지, 다 소용이 없어. 나만 

나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고 있어.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 팔아서 서촌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어. 남은 돈은 은행에 

넣고 조금씩 생활비로 쓰고 있다.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으니 고맙지 뭐."

정원이 아름다운, 그 넓고 쾌적한 저택은 그렇게 사라졌다. 이것이 코로

나 팬데믹 전에 종미와 나눈 대화였다.

2022년 3월, 뉴욕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사라져가면서 마스크

를 벗는다 만다 하는 때, 다시 종미의 전화가 왔다.

"하영아, 미국에 오래 살아보니 어떠니?"

"한국에서 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까 하여 미국에 온 거잖아. 아이들 

영어 걱정 없이 공부 시키고 좀 잘 살아볼까 하고 왔지. 말하자면 기회를 

찾아 온 거야."

"그래, 미국에 처음 올 때 가졌던 꿈은 이룬 거니? 아직 찾고 있는 

거니?"

하영은 반 장난처럼 묻는 종미에게 대답한다.

"우린 너무 늦었어. 19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주로 자영업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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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장사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현금 셀 시간이 없었다지, 검정 비닐 쓰레기 봉지에 그대로 쓸어 담아서 

집에 와서 밤중에 세기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빌딩 사고 집 사고,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이민 1세들이 제법 있어. 과거에는 금을 

발견하면 모두 왕이나 지배층의 것이었지만 골드러시는 평범한 사람들도 

금을 찾아내면 자기 것이 된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지. 

요즘 같아서는 종구뿐 아니라 나도 금맥이 있다면 노다지 캐러 가고 싶다."

‘세탁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말짱 헛것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

9로 인해 손님이 뚝 끊어졌다. 하영이 부부는 풀타임이던 재봉사 아주머니

를 일주일에 두 번만 오게 했다. 간단한 바느질은 하영이 직접 한다. 눈 

빠지도록 손바느질을 하고 ‘밟아라 삼천리’로 재봉틀을 돌린다. 양복을 

줄인다거나 늘리는 등 어려운 것만 재봉사 아주머니가 하고 있다.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다보니 옷을 드라이 한다

거나 새옷을 사는 사람이 드물다. 겨우 물빨래 손님만 올 뿐이다. 그나마 

건물주가 렌트비를 반값으로 낮춰주었기 망정이자. 아니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겨울에 문 닫을 뻔 했다. 세탁물을 받고 컴퓨터에 

입력하던 직원도 내보내고 하영 부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주급도 빠듯하니 세탁소의 앞날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 장사는 

안되는데 물가는 다락같이 올라간다.

한주에 150달러면 되던 식품비가 산 것도 없는데 250달러가 들 정도로 

모든 식품비가 올랐다.

"정말이지, 노다지라도 캐러 가고 싶다."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잠잠해지자, 최근 알래스카 여행을 다녀온 영혜가 

‘노다지 캐러가자’는 유행어를 퍼뜨렸다. 영혜는 하영이네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알래스카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 알래스카 지역 

관광보다도 금광 체험 프로그램이야. 주최 측이 포크레인으로 금이 나온다

는 지역에서 퍼온 흙을 봉지에 담아 팔거든. 이 흙을 채에 담아 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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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살살 흔들어 금 알갱이를 찾는 거야.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할아버지나 중년여성이나 청년이나 연령 불문, 인종 불문, 누구나 눈을 

크게 뜨고 물에서 건진 채를 흔들면서 금 알갱이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금이 나오긴 나와?"

"참, 신기하지, 흙 몇 봉지를 사다가 열심히 채를 흔들다보면 채 바닥에 

반짝이는 금이 보인단 말야, 몇 시간 노동에 잘 해 봐야 수십 달러지만 

그게 어디냐고, 다들 너무 좋아해. 노다지를 캔 것처럼...하하하."

하영이 영혜에게 말해 준다.

"우리말 ‘노다지’는 영어로 ‘노터치’(No touch)‘에서 유래했대. 일제치

하에서 금광 개발을 외국인 광산주들이 했잖아. 금이 나오자 가난한 인부들

이 금을 훔쳐갈 까봐 ‘노터치'를 외쳤대. 이 '노터치'가 나중에 '노다지'가 

되었다고 해. 한국 금은 그때 다 파내가고 빈 폐광만 끌어안은 셈이 되니, 

뒤늦게 금광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지."

하영은 영혜가 퍼뜨린 ‘노다지 캐러간다’ 는 말이 종미와 통화하며 스스

럼없이 나온다.

알래스카 금광 이야기를 듣던 종미는 조용히 말한다.

"그러면 종구도 오빠처럼......."

"종미야, 속단은 하지말자, 종구가 알래스카행 비행기를 탔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벌써 15년이 되어간다. 노다지 바람에 

안 휩쓸리고 뉴욕 한인식당 주방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종일 

고기를 썰거나 새우 까느라 손이 퉁퉁 부어도 쉴 틈이 없다고 했었어. 

그래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종미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같이 알래스

카에 갈까?"

"너네 세탁소 일은 어쩌고? 나도 아버지 연세가 많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지 몰라. 아직 못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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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일이야 어차피 장사 안되는 것, 내일 문 닫으나, 내년에 닫으나 

어차피 곧 문닫을 지경이야, 하하, 나 없이 남편 혼자 해도 되고...."

"그래, 그까짓 것, 우리 나이에 뭘 못해. 가자, 자작나무와 백야가 있는 

알래스카로!"

"그래, 우리, 꼭 그러자. 빙하와 오로라가 있는 알래스카로!"

하영과 종미는 의기투합한다. 둘 사이에 어떤 맥이 흐르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는 부부나 부모 자식, 친지, 친구들을 이르는 인맥(人脈)이란 

것이 있다는데, 이런 것인지. 그 놈의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노다지가 

무엇인지 알 바 없다.

분명한 것은 인맥은 산이나 강에서 줍거나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금맥(金脈)하고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하영과 종미 사이에는 새파란 청춘 

시절을 함께 건너와 황혼의 나이로 가면서 공감의 정이 깊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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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식식  메메들들리리

임 혜 기

난 삶이 두려워. 그분이 두렵다 했을 때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해 

하기에는 그 삶이라는 형태가 내게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기껏 떠오른 

동영상은 삶은 달걀이었다.

카운터에 올라가 껍질을 벗겨놓은 그 하얗고 매끄럽고 맛나는 냄새의 

먹거리 하나를 낚아채서 시식했을 때 그것이 삶은 달걀이라는 것을 들었기

에 삶이 두렵다는 고백에 떠올린 것이 그 모습이다. 그러나 두려운 삶은 

둥글고 맛있는 물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를 것이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삶이고 그렇게 지내며 사는 삶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지 않는 추억과 기억의 아픔이 커서 오늘도 울고 또 울었어. 정녕 

사라지고 싶어. 왜 살아 이렇게 슬픈데. 희망도 의욕도 즐거움도 없는데 

왜 살어 왜?

나는 짐짓 놀라서 물끄러미 그분을 바라 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 보았다.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그지?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아예 놓아 버릴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구나.

우리는 멍하니 서로 바라보고 있다가 좀 걷기로 했다. 나는 부지런히 

걷고 그분도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예전에도 이렇게 혼자 걷고 혼자 다니고 

늘 혼자였어. 새삼 외로울 것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 왜 더 외롭지? 더 

외롭고 힘들지. 내게 묻는 것은 아니다. 난 할 말 없음으로 일관하니까.

그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난 흘깃 올려다 본다. 이젠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울어. 외로워서 울어. 심장이 북치듯 두근거려. 심장이 힘들어서 멈췄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우리는 다시 걸었다. 계속 하던 일의 진행. 이건 삶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

인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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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아무 일없이 잘 지내셨어요? 하는 물음에 그냥 미소만 

지었어. 어찌 예사롭게 답할 수 있겠어. 그저 웃기만 했지. 난 그 마음을 

이해한다.

날마다 한숨과 탄식과 눈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삶의 일과에 사이사이 끼어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찌 

그렇게 수시로 엄습하는 감정이 그런 슬픈 것들이랴. 

그의 저녁은 역시 샌드위치 등분 낸 것 한 조각과 생야채 그리고 맥주 

한 병이다. 고정 메뉴다. 다른 거 먹을 맘이 없어. 내게 속삭였다.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날 때 까지 그렇게 때울테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식욕은 

왕성해서 잘 먹는 족속과 못먹는 사람의 마음이 이 문제에 대해선 통할 

수가 없다. 극단적인 것은 없어. 다른 사람에겐 보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내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느닷없이 띄우는 주장도 나로선 이해 불가다. 

그런 건 그냥 못들은 걸로 여긴다.

오늘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공을 쳤어. 모처럼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

가 있었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공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루의 

축복으로 여겨져. 대화의 상대가 나 이외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혼자의 외로움을 상상할 수 있으랴.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이 시간이 어서 지나고 힘들지 않게 가는 거야. 

시간이 해결한다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냐. 다만 해결되어질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든거야. 어떻게 해야 시간이 힘들지 않게 가는 거지? 좋은 

생각을 해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요. 나의 묘안을 눈치챈 듯 그는 

계속되는 탄식을 보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처지에서.

그의 처지? 맞다 그의 처지는 무인고도와 같은 네모난 별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닥치고 겪어야 할 모든 난관을 헤치는 것인데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옆 사람이 하늘로 증발하고 난 후의 고독을 

누가 가늠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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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가득 낀 아침. 안개속을 헤치고 우리는 골프 라운딩을 나갔다. 

한 사람을 패스하고 앞서 가니까 코스가 텅 빈 듯이 우리의 세상이다. 

나는 카트에 앉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볼거리가 없나 체크하고 앉았고 

그분은 혼자 운동을 했다. 보는 사람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아침 시간을 나는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그는 또 

한 순간 울먹였다. 혼자서 공을 치는 모습이 너무 외롭고 적적하고 슬프다며 

울었다. 

혼자서 죽도록 일하며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골프치는 팔자가 

왜 울어? 그는 에스의 말을 전하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일이라도 하며 

잊을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나 여건이라도 있다면 시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겠냐고! 아무 재주도 없는 무능력자, 옆에서 다 해준 것을 내가 독립적이

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염치부재의 헛똑똑이다. 그분이 단정을 했고 나는 

카트 위에 오두마니 앉아 그의 라운딩을 동행했다.

저물어 가는 시간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참 힘들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같은 나날 우두커니 화면을 보되 머리속으로는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불안하고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시츄에이션이구나. 그분은 시간을 보낸다며 풀장에 가고 나는 뒷전이다. 

풀에는 내가 출입금지.

모처럼 밝은 음성이 졸고 있는 내게 들려왔다. 이 삶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야. 오랜만에 감사를 잊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왔어.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랴 싶지만 상처를 받았어도 그 심장을 복구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이가 있다는 깨달음, 슬픔에 갇힌 이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애통하는 나를 위로하러 오시는 이. 내 생각이 들어오셨어. 어느 

순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 하던 증세가 없어진 것을 느꼈어. 

우리는 포옹을 하고 한결 나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자꾸만 그 순간들을 설명하고 알리고 하는 나의 저의는 무엇일까? 그분

이 물었다.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 순간의 회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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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과 자백? 유감의 나열로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걸까. 물론 내가 못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다정하게 위로해 줘야 하는데 내 불만에 

차서 위로 따위는 생각도 못한 잔인한 이기주의자. 정녕 그것이 나의 

이름일까!

점심을 먹고 온 그가 무너지는 한숨을 또 쉬었다. 항상 함께 가던 식당에

서 멀쩡하게 혼자 먹고 왔단다. 이 세상에 없고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깨우침이 엄청 슬퍼져서 마구 울었어. 함께 하던 생각하면 설움이 복바치고 

간 사람이 너무 불쌍해. 산 사람도 이렇게 슬퍼야 하니까 불쌍하기 그지없

어. 아무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도 기가 막혀.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냐? 이런 결론이 기막혀서 또 울었어.

그분이 울었다는 것은 진심이다. 그러나 울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다.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건 건강한 리액션.

진정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때란다. 

자동차 서비스를 맡기고 근처 쇼핑몰을 걸었어. 기다려야 하니까. 혼자 

살아서 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기가 차서 엉엉 울며 

걸었지. 이렇게 울고 다니는 거 하늘에서 보고 가슴 아파 할까, 혼자의 

슬픔. 혼자서 감당하는 서러움. 왕왕 울다가 흑흑 울다가 진정 살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며 흐느낌.

나의 분석, 흐느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끝내면 시원해지는 

것이 흐느낌 효과다.

몇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없어지는 것같아. 

그 자리에 있으나 어딘가로 사라지고 내가 없는 거야. 맞아 존재의 부재. 

어느 곳에도 함깨 즐겁고 기쁜 내가 없구나. 정녕 섞이지도 못하고 돌출되지

도 못하는 존재의 마몰. 내가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명백한 답을 알린다. 

내 옆에,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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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시시간간의의  길길이이

정 은 실

"여보세요, 최기숙씨 맞으시죠? 여기는 A통증병원인데요, 흉부 엑스레

이에서 이상 병변이 발견됐어요, 꼭 주치의한테 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잡힌 무릎 수술은 일단 캔슬합니다"

A통증병원에서 온 전화다. 기숙은 '이상 병변'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이상 병변이라니? 도대체 무슨 병변이지? 일단 이멜로 

엑스레이 소견서를 보내준다니까 기다려보기로 했다. 한 달 전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다. 기숙이 자기 집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파란 불이 바뀌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기숙의 

차를 받은 것이다. 뒤에서 몇 번을 빵빵하고 크락션을 울렸을 것인데 

기숙은 듣지 못했다. 요즘 기숙은 어디다 정신을 빼놓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얼빠진 상태로 다니는 때가 많아졌다. 작년에 남편이 너무 어이없이 

심장마비로 가고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슬픔을 미쳐 

주워 담을 겨를도 없었다. 

이메일이 왔다. 'suspicion of developing pneumonia' 폐렴으로 발전될 

의심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주에 몇 번 기침을 했고 딸아이가 

전화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근데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까지 폐렴으로 발전 되도록 증상이 없었지? 이상하

네...' 발전이니 의심이니 하는 단어보다도 백배나 크게 느껴지는 '폐렴'이란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기숙은 잠시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일단 숨을 고르고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니 마침 예약한 사람이 

캔슬되었다고 지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한다. 주치의는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숨을 쉬어보라, 기침은 그동안 없었냐, 열은 없었냐, 

남편은 왜 돌아가셨나, 집안에 혹시 폐가 나쁜 사람이 있냐, 정말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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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것을 다 물어봤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기가 시기니만큼 펜데믹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의 구십 프로는 결국 폐렴이라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라는 

주치의의 오더로 방사선과에 전화를 거니 내일 모레는 주말이라 월요일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한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금요일이군, 이틀,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내온 자신이 한심할 뿐이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요 그럼 월요일 오전 11시로 예약할게요." 

일단 월요일로 예약을 해놓았지만 기숙의 마음속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분주하다. '그래, 맞아. 친정아버지가 항상 기침을 달고 사셨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남편도 돌아가시기 일주 전부터 가슴이 결리고 한 

번씩 숨이 찬다고도 했어. 아아, 그러네. 내가 2년 전인가 혹독하게 독감을 

앓은 적이 있었네' 기숙은 조금이라도 폐렴과 연관되는 증상이라도 있으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 누구라도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그래, 폐렴이 맞을 

거야, 엑스레이 상에는 정확하게 안 보이겠지만 아마 지금쯤 더 크게 

폐렴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기숙은 집에 

돌아와 사진첩부터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딸아이에게 먼저 전화해야겠네'

"응 엄마, 뭐라고요? 폐렴이라고? 확실한거야? 다른 의사한테 재진을 

받아보지 그래요?(Hi, Mom. What's going on? What did you say? 

Pneumonia? Are you sure? Why don't you get a second opinion?)"

바쁘다는 이유로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딸아이를 기숙은 이길 자신이 

없다. 나무랄 생각도 없다. 맞을 것이다. 딸아이는 누구보다 바쁠 것이다. 

기업변호사(Corporate Lawyer)하기도 바쁜데 요새는 정계 쪽에 나갈 

생각으로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듣고 있는 아이다. 기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지, 그 바쁜 애한테 무슨 이런 쓸데없는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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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나? 단 일분일초가 아까운 아이를 돕지는 못할망정, 에미가 되서 걱정을 

끼치면 안 되지, 안되고말고.'

교회 목사님한테라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기숙은 목사님께 문자부터 

드렸다

"목사님, 제가 좀 상의드릴 일이 있는데 지금 바쁘세요?" 

금방 답문자가 왔다. 

"아, 네. 지금 막 데코컴퍼니 심방 마치고 나왔는데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설교 준비 땜에 좀 힘들고요. 급한 일이세요? 아니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뵙죠." 

테코컴페니는 우리 교회 장로님 회사로 교회 재정의 거의 삼분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다. 팬데믹 전까지는 전도사와 함께 금요일마다 심방을 

했던 곳인데 아마 그동안 팬데믹으로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심방한다고 

했다. 급한 일이냐고 묻는 목사의 질문에 기숙은 '급한 일' 글쎄... 목사가 

말하는 급한 일이라는 건 소위 당장 생사를 다투는 일 일텐데, 그렇다면 

이 일은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기숙은 마지막 말,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고 한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이 말의 뜻은 요즘 기숙이 

교회에 안 나가고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본다는 사실을 목사가 모른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벌써 다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나오라고 은근히 

찔러보는 말 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목사한테 말을 하면 성도들이 다 

알 텐데 차라리 말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숙은 짧은 답문자를 

보냈다. 

"녜, 알겠습니다."

그 이후 목사에게는 아무런 문자가 오지도 않았고 물론 전화도 없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기숙은 

교회 주소록을 펼쳐서 사랑회 회장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사랑회는 교회 

안에서 70대 여성의 모임으로 열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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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동안 바자회도 함께 했고 기숙의 남편 장례에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섰

던 모임이다.

"김권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교회가세요?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보거든요. 뭣 좀 말씀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머! 반갑네요. 그래요, 난 교회 가죠. 다들 나오던데? 왜 나오지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나이엔 대면 예배가 낫더라고. 남편도 안 계신데 

훨씬 홀가분하겠구먼. 근데 무슨 일?"

"아, 네. 제가 아마 폐렴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봐야 알겠지만 의사들이 뭐 틀린 말 하겠어요?"

"그래요? 어머, 언제 알았는데? 빨리 가 보지 그랬어요. 요즘 다 죽는 

사인들이 폐렴이더라고요, 아니 뭐 기숙 자매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폐렴이라고 다 죽지는 않겠죠."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기숙은 왜 자기가 이렇게 철없이 덜컹 김권사

에게 전화를 했는지 스스로 부끄럽기만 하다. 남편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하고 

잘 이겨 나간 것 같은데 막상 남편이 가고 나니 딱히 말할 사람도 없다. 

기숙은 카톡에 다 알려서 기도요청을 하자는 김권사의 입을 막느라고 

혼났다.

이민 와서 첫 5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30년을 우체국에 다닌 기숙은 

한국 친구보다는 외국 친구가 더 많다. 5년 전에 동갑인 남편과 함께 

칠순을 맞아 우체국 안에서 크게 칠순잔치를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둘 

다 정년퇴직을 했다. 물론 미리 다 계획해 놓았던 일이고 결국 칠순 겸 

퇴직 잔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급한 일이 생기면 딱히 전화할 

가까운 외국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동갑인 남편과는 우체국에서 만났고 

40이 넘어서 어렵게 하나 낳은 딸아이는 따로 산다. 문득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던 남편이 그리워진다. 남편과는 항상 작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아옹다옹 싸우며 살았던 기억 밖에 없는데 막상 곁에 없으니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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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꼭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결코 떨쳐 버릴 수 없는 

기숙은 전화의 컨택 리스트를 들여다보다가 대학동문 P를 생각해냈다. 

항상 대학동문 P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 할 때마다 기숙에게 

연락했었다. 한번은 동문이 남편과 크게 싸우고 호텔에 들어가서 기숙에게 

전화를 했다. 그때 급히 달려가 준 일이 생각났다. 그때 호텔에서 거의 

같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다음 날 돌려보냈다. 그 일로 남편에게 오지랖도 

넓다고 핀잔을 받았던 기숙이다, 또 한 번은 동문의 딸아이가 12학년 

시절 가출을 했다고 기숙에게 전화가 와서 함께 찾아다닌 적도 있었다. 

갱단의 남자아이들과 혼숙을 하고 있는 동문의 딸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울고불고하는 동문을 달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생각하면서 기숙은 

혼자 슬며시 웃었다. 그렇게 가출을 했던 동문의 딸아이가 지금은 한인사회 

가장 큰 기업체의 사장 부인이 되어 부모님께 럭셔리 콘도를 사줬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 P생각을 내가 못 했군. 얘라면 

발 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줄 거야' 기숙은 내친 김에 한다고 당장 P에게 

전화를 했다. 

"잘 지내지? 럭셔리 콘도가 좋긴 좋은 가봐, 그동안 연락도 없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P는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이 나오듯 말을 이어

갔다.

"좋긴 뭐가 좋아. 죽지 못해 산다. 김치를 담글 수 있나, 된장을 끓일 

수 있나, 진짜 감옥이 따로 없네.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엊그제는 한국 S그룹 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자기가 S그룹 막내라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호강하지 뭐, 그냥 꼼짝 말고 호강시켜줄 때 

잠자코 있어"

"어머, 넌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남편은 골프레인지도 콘도 안에 있어서 

좋다고 매일 싱글벙글인데 나는 감옥이다. 너라도 좀 놀러와" 

P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동안 못 다한 넋두리를 널어놓느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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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정작 기숙은 자기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먼저 

전화를 해 놓고는 P의 얘기만 듣고 있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껄이던 

P는 그제야 가까스로 한 마디 물어본다.

"근데 웬일이니 네가 다 전화를 하고? 주로 내가 전화를 했잖아. 너 

참 나 많이 도와줬다. 아마 내 인생사를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너 밖에 없을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이다. P의 딸아이만 해도 그렇다. 한동안 부끄럽다고 

어디다 내놓지도 못한다고 항상 P는 딸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었고 

동문회에도 얼굴을 안 비쳤다. 그런 P를 항상 감싸고 데리고 다닌 게 

기숙이었다. 

"응,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거든.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너 남편 말하는 거야? 혹시 네 남편은 돌아가시지 않았니? 

내가 잘못 알았으면 미안! 어머 우리 딸이 전화 온다. 잠깐만,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일단 끊어" 

기숙은 전화를 끊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P가 힘들 땐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기숙인데 지금 P는 자기 얘기에만 열을 올리고 단 1분도 기숙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숙은 속으로 되뇌었다. '차라리 말 안 하길 

잘 했어. 말해봤자 뭐 좋은 얘기 듣겠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린다. 항상 듣는 전화벨 

소리가 오늘따라 기숙에겐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게 들린다. 산악회 총무한

테 온 전화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둘은 산악회에 가입해서 매주 근처로 

산행을 갔었다.

"미세스 최,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우리 산행 다시 시작했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땜에 몇 달을 쉬었잖아. 남편도 돌아가시고 마음도 싱숭생

숭할 텐데 함께 산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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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말이다. 기숙이 먼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먼저 손 내밀어주다니. 콧등이 시큰거리며 목이 메어지기 시작했다. 기숙은 

말을 할까 말까 잠시 뜸을 들이다 크게 기침을 한번 하고 말을 이어갔다.

"고마워요. 저한테 전화까지 해주시고. 산에 가면 좋죠. 저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산악회 회원이 모두 몇 명이었죠?"

"그때, 미세스 최 부부가 나올 때 말야, 그때는 스무 명이 넘었잖아. 

그래서 공원에서 야유회할 때도 시에서 퍼밋을 받곤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말예요.... 아휴, 이런 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팬데믹을 지나면

서 코로나로 몇 분이 가셨어요. 여섯 분이지, 아마? 나도 가족들한테 들었어

요. 아 참, 알겠네. 김호씨 생각나죠? 미세스 최 남편이랑 친했잖아요. 

전에 유도하셨던 분. 얼마나 건강했어요. 산에 갈 때도 항상 앞장 서서 

가고 우리가 헉헉거리면 다시 내려와서 손도 잡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로 장례도 못 치뤘다 하더라고. TV 좀 보세요, 아휴, 시체 위에 시체를 

겹겹이 쌓아 놓고.... 난 냉동고라는 건 생전 처음 봤네."

산악회 총무는 남의 일 처럼 덤덤히 말한다. TV에서 보여주는 프로를 

보듯이. 그러면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자기 남편은 잘 가신거야. 이런 험한 꼴 안 보고."

아무리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칠십 중반에 심장마비로 

간 걸 잘 갔다 해야하다니. 기숙은 다시 머리가 착잡해진다. 

"아무튼.... 그나저나 여섯 분이라 하셨죠, 그 분들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다 유명을 달리 하신 거예요? 안 믿어 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더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라구요. 우리

는 누가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죠. 다 들 쉬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이 전화와서는 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혹시 더 좋은 병원 아는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리곤 며칠 후에 전화와서는 장례식장이 꽉 차서 장례 

날짜를 잡을 수 없다나, 매장이니 화장이니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쭈삣 

서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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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폐렴으로 죽었는지 몰라, 참, 폐렴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기숙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떻게 통화를 끝냈는지 기억도 없다. 

"폐렴"이라니. 쿵하고 가슴에 큰 돌 하나 맞은 느낌으로 소파에 덜컥 주저 

앉았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려는 사람인 줄 알았다. 기숙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산악회 총무에게 

매달리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도 바보스러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자체가 싫다. 자신이 스스로를 추스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적

인 소리를 기대했던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누군가가 

해 주는 '괜찮을거예요' 한 마디가 무척 그리워진다. 

토요일과 일요일, 48시간은 기숙에게 48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기숙

이 정작 전화로 자기 근황을 알리려고 이리 저리 뒤져서 전화했던 어떤 

사람도 희망적인 말 한 마디는 커녕 기숙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었다. 

기숙은 이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대문을 나섰다.

'이젠 어쩔 수 없지, 폐렴으로 확진되면 일단 집을 처분하고 조용히 

퀸즈근교의 원 베드룸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살까, 죽을까. 남편이 간 지 이제 1년이 막 지났고 다음 달이면 

75세의 생일을 맞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한번 온 인생 언젠가는 모두 다 갈 것이라는 스스로의 체념을 

해 보아도 뻥 뚫려서 비어 있는 마음 한 구석을 채울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바둥거려도,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가는 그 순간만은 모두들 황망히 

가던데, 어쩔 것인가, 나 역시도 이렇게 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숙은 방사선 병원으로 발길을 향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 전에는 한두 사람만 보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 퍼지면서 줄이 길어진 것 같다. 바이러스는 연령과도 상관이 없는지 

나이도 십대부터 팔십대까지 한 곳에 모두 서 있다. 

드디어 기숙의 차례가 되었다. 엑스레이 기사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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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 5초만 참으라고 한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폐렴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참는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단 3분 만에 엑스레이 촬영이 끝났다.

옷을 갈아 입고 나오면서 기숙은 리셉셔니스트에게 물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아, 네, 곧 주치의에게 보내질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가 전화를 

할 거고요"

"그래요? 혹시 지금 알 수는 없나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지금 아신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사무적으로 쌀쌀맞게 말하는 리셉셔니스트의 말을 뒤로 하고 기숙은 

방사선 병원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달라질 게 없다고? 왜 없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텐데.... 흥, 자기들 

일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하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기숙은 일분이 하루 같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결국 한 시간을 참았다가 주치의에게 전화를 

했다. 

"저.... 최기숙인데요, 혹시 제 흉부 엑스레이 결과 나왔나요?" 

"아, 네. 받았어요. 그렇잖아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잖아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숙은 가슴이 콩닥거리고 입이 바짝바

짝 타기 시작했다. 정상인 경우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뜻이다. 기숙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나서 제대로 들을 준비를 하고 물을 한 컵 떠와서 마시기 

시작했다. 이제 주치의는 곧 폐렴이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CT나 MRI를 찍으라고 권유하겠지. 그래야지 

치료를 어떻게 할지도 계획이 설 테니까. 만약, 혹시 만약에 오른쪽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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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다 폐렴이 퍼졌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겠지. 나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은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최소한 석 달은 되어야 할 거야. 

주치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결과용지를 가지러 간 사이, 그 

‘잠깐‘의 5초 동안 기숙은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콩닥거림 반, 체념 

반의 상태로 스스로를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찍으셨을 땐 아마 숨을 쉬고 찍으셨나봐요.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는 잠깐이지만 꼭 숨을 참아야 하거든요. 숨을 쉬면 폐 속이 

팽팽하지 않고 줄어 들어서 사진을 찍어도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보

면 마치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많죠. 아주 깨끗합니다.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면서 

허탈함과 함께 기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정은실 Eunsil Chung(Choi)
약력: 서울출생. 국립의료원 간호대학(NMC)졸업
등단: 2005년5월 문학저널 수필부문 등단. 
2020년 ‘사랑법 개론’으로 미주한국소설가협회 신인상수상
저서: 2015년 ‘뉴요커 정은실의 클래식과 에세이의 만남’출간
2019년 ‘정은실의 영화 속 클래식 산책’출간
문협 입회연도: 2014년
chungeunsil@gmail.com
자택 주소: 5707 223rd Street Oakland Gardens NY11364
전화번호: 646.363.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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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타타토토피피아아((MMeettaattooppiiaa))

한 영 국

나는 경계선 인격 장애를 앓고 있어요. 해리성 정체성장애일 수도 있죠. 

나는 인터넷과 틱톡에서 자가진단으로 이를 확실히 검증했어요. 여기 

열거한 항목들을 체크해서 총 33점 이상이면 중증이고, 20에서 32점 

사이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처음엔 ‘가능성’으

로 나왔지만 두번째부터는 곧 ‘중증’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각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를 매기세

요. 질문은 이래요. 이 자가검진법은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틀림없어요.

1. 나는 거의 언제나 공허하다. (이건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허무니 실존이니 떠들기 이전에 인간이 본래 그런 거잖아요. 뭘 새삼스럽

게……)

2. 무모한 운전, 문란한 성생활, 술과 약물의 남용, 폭식, 도박, 생각 

없는 쇼핑 중 하나나 그 이상의 행동을 자주 한다. (나는 이 문항에서 

좀 힘들었어요. 차가 없으니 운전할 수 없고, 남자친구가 없으니 문란할 

수 없고, 음주는 돈이 들어 싫은데다 실수를 할 것 같아 피해야 하고, 

약물은 돈문제에다 어디서 사는지 연결도 안 되고, 도박도 역시 돈이 

들고…… 남은 게 폭식과 쇼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46Kg에서 

71Kg으로 올라갔죠. 쇼핑은 엄마가 내게 카드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폭식에 도움이 되는 과자 쇼핑만 해요. 물론 ‘과도’하게요.)

3.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등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매우 편집적으로 

변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된 것 같이 느낀다. (나는 이런 

바보같은 문장은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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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기 죽어도 싫은 사람에게서 버림받으면서 편집적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편집적이지 않다면 그 이별이 ‘버림’일 

리도 없잖아요. 그 누군가가 떠나버리는데 불안을 안 느낀다면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일 리도 없고요. 

아버지는 내가 여섯 살 때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어

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여자는 아들도 낳았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내게 완벽한 아바마마였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주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었고, 많이 사주었고, 공주님처럼 위해 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공주님 대우’ 그 자체가 ‘학대’라는 걸 알아요. 자연재해

나 사망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니면서 하루 아침에 공주였던 나를 

절벽 아래로 떠민 거잖아요.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그리고 그 떠밀 가능성을 

꽤 오랫동안 자신 안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내게는 예방주사를 놓아준 

적이 없어요. 그는 아마 마음 속으로 이미 수없이 나를 떠밀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앞에서는 웃었겠지요.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딱 한 번 다시 찾아왔었어요. 엄마가 외출하고 

없던 날이었죠. 나는 아버지가 날 보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갈

까 잠시나마 심각하게 고민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마루로 올라서더

니 곧바로 장식장 안에 모셔져 있던 루이비통 재떨이를 꺼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내가 그대로 문간에 서있는데도요. 재떨이 안쪽에 도금된 

금접시에 뜨거운 담뱃불이 닿지 않도록 아버지는 늘 그 안에다 내 아이스크

림 종지를 넣고 썼더랬어요. 그는 그걸 보물처럼 들고 신발을 신더니 

잘 있어, 우리 공주님, 하면서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주님’이 그냥 하나의 기호, 아니면 아버지의 의미 없는 말버릇의 일종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나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증스러운 건 그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죠?)

4. 사람과의 관계를 이상화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사사로운 것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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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느낀다. (나는 여러 

번 왕따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아주 많고, 후에 생각하니 어떤 것들은 

그럴 만하다, 싶기도 해요. 가령 엄마 직업이 그렇죠. 엄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자 호구지책으로 수퍼마켓에서 어리굴젓이나 조개젓, 혹은 오징

어젓 같은 걸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잠시 해보는 

거라고 했지만, 그 잠시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다니다 보니 

의외로 수입을 올리는 방법까지 터득했기 때문이겠죠. 엄마에게는 자연히 

젓갈 냄새가 몸에 뱄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좀 만들까 싶으면 꼭 그 

냄새가 문제가 되곤 했죠. 내 옷에 이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도 처음엔 

난 몰랐어요. 안 다음에는 서글펐죠. 엄마에게 직업을 바꾸어 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직장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 

굶게 될까 봐 겁이 났거든요. 나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

에게 쓸개며 간을 다 빼주곤 했지만, 결국은 그 쓸개며 간이 다 내 몸밖에서 

나부끼는 것을 보았어요.)

5. 때때로 매우 화가 나 가학적이고 신랄해지며 이런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 (화가 난 후 1초만에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도사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도사는 없다고 봐요. 이건 그냥 별 

의미도 없는, 그저 점수를 주기 위한 질문에 불과하죠.)

6. 자학, 자해, 자살 등의 행동이나 위협을 한다. (죽고 싶은 건 수 

백 수 천 번이었던데 비해 정말 일으킨 위협적인 행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나는 이 부분만으로도 구원를 받아 마땅해요. 그 극소수의 행동

을 문제 삼는다면 내 속에서 일어난 폭풍과 해일과 가뭄과 쓰나미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밖으로 풀어버리고 싶고, 그것은 아마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7. 나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갑자기 바뀌어 나의 가치관과 목표, 

직업의식이 변한다.

(이건 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정신적 반응이라는 걸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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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상증상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나같은 사람

이 이런 트릭이라도 잠시 쓰지 않으면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가령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오지랖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와 젓갈 코너에서 

같이 일하는 ‘오 여사’라는 엄마 친구인데, 나도 그 아줌마를 ‘오 여사’라고 

부를 수 없어서 예의상 내가 적절히 붙인 별명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기호 같은 거죠.

아줌마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게 거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엄마인줄 알고 받은 것이고요. 엄마는 가끔 나와의 줄다리기에서 쉬고 

싶을 때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고 묻기 위해 전화를 해요. 먹는 동안의 

나는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 너무 바쁘고, 엄마는 그런 내 곁에서 쉬는 

거예요. 행복한 표정은 아니지만, 내가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왕지사 아줌마의 전화를 받았으니 친절해야죠. 엄마와 나의 체면을 

위해서요. 아줌마네 아들과는 전에 같은 교회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엄마는 결혼식 초대를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 집 아들을 생각하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긴 하지만, 관점과 

가치관은 몰라도 목표와 직업의식이 일순 확 바뀌더라구요.

엄마가 부재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아줌마가 먼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나는 명랑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지내는데?"

나는 아줌마의 말을 자르고 선수를 쳤어요. "아줌마,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 뭔데?"

"나 결혼할까 봐요. 부잣집 아들 하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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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아무튼 바다가 가로막힌 먼 데로요. 그러면 

엄마도 좀 편해질 거고."

전화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친 김에 계속했죠. 언변

에는 소피스트처럼 자신이 있거든요. 달변은 아버지에게서 온 유전일 

거예요. 우리 공주님,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하던 

아버지니까.

"내가 매일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을 

척 알아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불신의 시대에, 아버지다운 

아버지 하나 없고 어머니다운 어머니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모두들 

타락한 사랑에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헌데 명상을 하다 보니 영혼의 눈이 뜨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심전

심의 비법, 염화시중의 미소가 증득되는 거예요. 나는 운명의 사람을 즉시 

알아볼 자신이 있어요. 누군가, 어디선가, 운명의 나를 찾고 있다는 확신도 

들고요. 그를 만나면 나도 그도 서로 일별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아줌마도 명상을 하세요."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건너왔어요.

"난 됐다. 넌 오늘도 네 방에서 과자 먹으며 컴퓨터 보고 있지?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 운명의 남자를 만난다는 거니?"

"아줌마도 참, 이래서 세대차가 무섭다니까요. 인터넷에서 만나지 어디

서 만나겠어요!"

"아이구, 아서라. 조주빈 만날라."

"아줌마, 그게 아니라 내 말좀 잘 들어보세요." 나는 2절로 들어갔어요.

"어떤 외로운 남자가 있어요. 집은 부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실제로는 다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아줌마가 재빨리 끼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 

자수성가했어? 물려받았어? 복권에 당첨됐어? 도둑질했어? 어느 쪽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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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아줌만 못 말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부자면 그냥 부자지. 

아무튼……" 나는 계속했어요.

"그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불행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으로 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연히 

서핑하다가요. 그는 한 여자를 보자 마자 편도체에 강력히 꽂히는 게 

있었지만, 워낙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녀는 자신과 같은 취향에, 같은 취약에, 같은 몽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으면서도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도 가질 만큼의 

몽니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아줌마도 알아야 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 외로운 남자가 스낵거리를 

사러 거리로 나간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집 길 건너 편의점을 이용했지만, 

이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가 마음을 

바꿔요. 좀 먼 데로 산책 겸 가보기로 한 거죠.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첫 골목을 만나자 다시 

좌회전을 해요. 그러자 거리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는 게 느껴져요.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그리고는 다시 그 길에서 만난 첫번째 골목에서 

또 좌회전을 해요. 이 세 번의 좌회전이 중요한 건 아니예요. 세 번의 

우회전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는 한참을 걷다가 이상한 풍경을 

목격해요. 어디서 많이 본 지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길로 걸은 적이 없어서 그 집 지붕을 이런 각도에서 올려다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 지붕은 그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공을 차며 시간을 

보낼 때 자연히 올려다 뵈는 바로 그 지붕이네요.

그러고 보니 지붕만 빼고 집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높게 

둘러친 담도 눈에 익어요. 자기 집 담인 거죠. 그는 비로소 자기가 자기 

집 뒤편으로 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집 뒤쪽으로도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허름한 그 뒷집에서 마침 어떤 소녀가 나와요. 작고 여리지만 

똑똑하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아가씨네요. 그는 깜짝 놀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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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나 시간 없어.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엄마 들어오시면 

내게 전화하시라고 해라." 아줌마가 또다시 끼어 들었어요.

"어머, 아줌마는……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집과 우리집이 

앞뒷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보니까 얼마 전 인터넷에

서 본 그 운명의 여자가 바로 그 아가씨인 거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생연분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떠나 먼 먼 

곳으로 떠나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데……"

"얘, 다행이다. 난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앞뒷집에 사는 그런 

얘긴 줄 알았다. 아무튼 다행이야. 거기다가 너네는 뒷집이 없잖니. 너네 

뒷방은 주인집 보일러실이니까."

이 오지랖 아줌마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영 재미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나도 조심해야 해요. 사실 나는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퇴직하면 해리성 

정체성장애에 취업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 중이고요. 

아직 초보지만……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만큼 해리성 정체성장애에 

적합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에게 괜한 얘기를 

해서 미리 힌트를 주었나, 살짝 걱정도 돼요. 

하지만 나는 한 때 정말로 나의 목표를 수정하고 결혼을 해서 진짜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포기했어요. 엄마 때문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을 때 엄마가 당장 그랬거든요. 아휴, 그렇게만 되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나는 엄마가 나를 죽일 때가 

가까와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 새 비전을 깨끗이 포기했어요. 이대로 두 번의 죽임을 당할 수야 없잖아

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길을 버리고 오늘의 이 새 길로 들어선 거예요. 내가 

결혼 포기를 선언했을 때 엄마가 한숨을 쉬는 걸 보았어요. 참, 기가 막혀

서…… 그렇게도 죽이고 싶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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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거나 떠날까봐 두려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어느 날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버린다, 는 거죠. 누구나, 그리고 하나도 남김 없이. 이별로든 

죽음으로든. 어찌 보면 버리기 위해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가 언제 나를 버리나,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왔어요. 

한 아이에게 부와 모의 두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건 신일텐데, 하나가 

시원찮은 이유로 떠나고 말았으니 다른 하나와의 결별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나도 노력했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나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성인이 되면, 돈을 엄청 벌어서 우리 엄마를 저 고생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어리굴젓과 조개젓과 오징어젓에서 해방시킬 거야. 우리를 

절벽 아래로 떠민 나쁜 놈에게 보란 듯 보여줄 거야.

그렇게 복수할 거야, 라고. 그게 내 간절하고 유일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난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실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꿈이 그냥 꿈으로 남을 까봐 두렵고 화가 나요. 이건 꼭 현실이 되어야 

하는 꿈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9번 항목에 높은 점수를 매긴 이유예요. ‘내 기분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불안과 우울과 과민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가 9번 항목이에

요. 좌절이 종착지인 게 뻔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내가 불안과 우울과 

과민에 시달리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당신이 대답해 봐요! 대답하라니

까!)

9. 8번과의 인과관계로 이미 설명했으니 지나가고,

10.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예고도 없이 극적으

로 바뀐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자기방어본능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죽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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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제 나는 엄마에게 죽임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엄마가 

가능한 한 날짜와 시간을 잘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썩 괜찮을 

때, 인생이란 게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렇고 그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내가 한없이 무기력하고 그래서 너그러워졌을 때, 그때를 잘 

골라주었으면 해요.

이런 날들이 엄마로부터의 죽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거든요. 

만일에 내가 이와는 반대로 분기탱천 한 날,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누구에게

도 무해한 작은 일들 -예를 들어 과자를 사러 외출한다든가 직업 연구차 

몇 날 며칠 칩거한다든가-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지옥같은 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날이면 참 곤란한 거죠. 나도 알아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극적으로 바뀌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엄마나 오지랖 아줌마,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나 그의 ‘우리 왕자님’ 

정도밖에 ‘주변 사람들’이 없거든요. 나는 엄마에 대한 내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졌을 때를 대비해 남몰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점은 알아주

세요.)

11. 이성을 사귈 때, 관계가 매우 강렬하지만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건 

나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아버지도 나를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안정은커녕 기본 절차도 없이 떠났잖아요. 아버지도 이럴진대, 

그 누가 다르겠어요. 뻔하죠. 기대 안해요. 하지만 이 문구를 작성한 인사들

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는 열정적이고 강렬하지만 안정적이 

아닌 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강렬한 거예요. 뭘좀 

알고 얘기하세요.)

12.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등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삶에서 현재 나는 넘치는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엄마는 내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해요. 그러면 기분도 나아지고 일도 하게 되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 다 해본 짓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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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없이 왕따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친구사귀기를 시도했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요.

이제는 마음도 줄어들고 이성도 줄어들고 의지도 줄어들고 세상도 줄어

들었어요. 이 집안이 이제 내 세상이고 이 직업이 이제 내 삶이에요. 하지만 

이 삶이 절대 좁아터진 건 아니예요. 그건 아셔야 해요. 나는 이 집안에서 

광막한 세상과 광대한 우주를 다 보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선과 악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들이, 항상 내게로 

와요. 와이파이로요.)

* * *

나는 딸이 무섭다. 그 애가 죽는 것도 무섭고 안 죽는 것도 무섭다. 

내가 그 애를 남겨두고 죽는 것도 무섭고, 그 애가 나 죽을 때까지 내게 

달라붙어 있는 것도 무섭다. 다 무섭다.

의사는 내게 한 번 같이 데리고 나오라고 권한다. 하지만 딸을 설득하다가 

내가 지레 죽을 판이다.

한 마디를 하면 열 마디가 나오고, 과자 사는 것 외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의 속편한 소리다. 더구나 그는 딸을 데리고 나와도 치료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경계선 인격장애

는 해시태그만 6억 회,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7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단

다. 그렇게 생긴 직업형 자가 정신병자는 치료가 더 어렵댔다.

나도 한 때는 반항이 심했다. 소싯적에 말이다. 그때는 열심히 밖으로 

돌면서 노는 게 부모 속을 썩이는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나보다. 열심한 무위도식이 대세일까? 

의사는 내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있다고 말한다. 이혼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도 원인 중 하나랬다. 나는 에시탈로프람을 처방받았다. 우울도 

치료하고 강박도 치료하고 불안도 치료한다는 약이다. 받아오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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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복용할 의사가 없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치료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를 키워야 할 만큼 나는 지은 죄가 없다.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하는지 시시때때로 화가 난다. 애가 어려서부터 

나는 아이에게 좋다는 온갖 것을 다 시도해보았다.

소변 요법, 뱀 마사지 요법, 돌핀 요법도 그런 것들이다. 아이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잡아 쥐면서 아침에 받아놓았던 자기 소변을 입에 부으면 

아이는 꿀꺽 마시게 되어 있다. 때로는 그 액체가 내게로 뿜어져 나왔다. 

나는 아이에게는 배우들이 예뻐지려고 몰래 쓰는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뱀 마사지 요법은 아쉽게도 한 번으로 끝났다. 어느 사막에서 왔다는, 

흰 터번을 두른 남자가 가져온 큰 구렁이를 아이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뻣뻣이 얼어붙었다가 뱀이 이리저리 꿈틀대자 기절해버렸

다. 돌핀과 노는 돌핀 요법은 제일 무난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딱 

한번으로 그친 게 나로서는 못내 아쉽다. 이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해서 

고기를 일체 끊고 채식만을 먹인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식이요법이 효과를 

보리라고는 나 자신도 믿지 않았다. 그냥 해본 것뿐이다. 채식주의자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무처럼 비폭력적으로 살고 싶었던 영혜가 동박새를 

잡아 쥔 것만 봐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를 보고 나서 새로운 치료법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딸을 

의사에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에시탈로프람을 몰래 먹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울도 치료하고 강박도 치료하고 불안도 치료한다니까. 부작용도 

찾아봤다. 결코 만만치는 않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과 졸림, 어지럼

증, 지각이상, 떨림 같은 게 있다는데, 불면증과 졸림같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나란히 적힌 걸 보면 이 말들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어지럽고 떨리는 증상은 딸이 외출을 하지 않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드물게는 공격성과 이인증과 환각이 나타난다 하고, 더 드물게는 

공황발작과 혼돈상태가 온다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

면 나보다 젊은 딸은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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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애가 내게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물론 모든 게 당연히 

좋아지겠지. 알약이 깨알같이 작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아 나는 

두 알을 갈아서 주스에 섞는다.

* * *

엄마, 잘못했어요.

나를 여기서 꺼내 주세요.

나는 메타버스에 갇힌 것 같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출구를 못찾겠어요.

엄마가 출근한 후 과자와 주스를 먹고 나서 나는 여기에 갇혔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여기’는 내가 ‘저기’에서 만든 제페토 유토피아예요. 이곳엔 아빠 천사와 

엄마 천사와 내 천사가 살아요. 아주 사이 좋게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빠가 떠나는 일도 없어요.

우리 셋은 바람 따라 구름 가고 구름 따라 용이 가요. 여긴 나의 오아시스예

요. 

나는 저기에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기로 돌아가는 

게 싫었어요. 이곳은 진과 선과 미가 지배하는 곳.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설정했어요. 나는 여기로 

들어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출근하고 없을 

때 나는 줄곧 이 유토피아의 천사들과 함께 놀았어요. 나는 내 오아시스의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되려면 전체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오아시스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머물러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지만요. 

하지만 나는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라고

요. 또 밖의 저기로 나가서 여기 있는 아빠와 엄마와 내 천사들을 계속 

증강시켜줘야 해요. 그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와 몸짓을 

불어넣어줘야 해요. 천사들만 사는 이런 유토피아를 만든 건 내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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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지만, 그 규칙 때문에 나도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부정한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그들이 큰 일을 저지를 거예요.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에게 유토피아는 아무래도 위험한 장소였나봐요. 항상 

아슬아슬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 천사가 정의의 

칼을 뽑아 들고 나를 찾으러 나설 거예요. 그러면 엄마 천사와 아빠 천사는 

천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천사를 도우려 할 거구요.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죽고 싶지 않아요. ‘그쪽’에서 나는 정말 지지리 못난 딸이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난 살고 싶어요. 나를 내보내 주세요, 엄마. 

난 당신 천사도 꼭 살리고 싶어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천사가 나의 구원이었어요.

오늘은 왜 이리 퇴근이 늦는 거예요? 벌써 밤이에요. 메타버스에도 

밤이 왔어요. 별 세 개가 뜨면 안식일은 끝나요.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제발, 엄마.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여사 둘이 들어선다. 그들은 보자기에 싼 커다란 

김치통을 하나씩 들고 있다. 대문을 가만히 닫고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보자기를 풀더니 그 안에 있던 무거운 통을 꺼내 보일러실 안으로 

옮긴다. 김치통 안에서는 젓갈 냄새가 난다.

"수고했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휴, 오랜만에 한 탕 했네."

"회사에서 무슨 낌새를 챈 걸까? 요즘 도무지 삥땅할 틈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오늘은 또 웬일이래? 가져가려면 가져 가라, 식이었으니."

"그나저나 우리도 머릴 좀 짜봐야 돼. 허구한 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니 

빼내오는 것도 힘들고 냄새도 골치고. 오늘도 난 그 큰 쓰레기통 뒤지다가 

허리 부러질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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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른 포장 쓰레기와 함께 비닐째 던지는 게 그나마 눈속임이 

잘 되잖아. 이제 내다 파는 거나 신경 씁시다. 지난번에 샀던 사람들은 

다 또 사려고 몰려들 거야. 같은 돈 주고 매장보다 거의 배를 받아가니까. 

이 고생을 해 나르니 지들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말야."

"그런데 이 보일러실은 안전한 거야? 혹 주인이 내려와 보지 않을까? 

우리 집에도 둘 데가 없는데."

"여태 괜찮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김치통에 넣었으니까 봐도 김치인 

줄 알 거야. 주인네는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한 저 안은 들여다보지도 

않아. 설비가 오래 돼서 들여다 보면 돈 들어갈 생각에 골치가 아픈가 

봐. 잡동사니 쌓인 거 봐. 창고나 매한가지지."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건 어떻게 아는데?"

"기름 보일러는 돌아갈 때 소리가 엄청 크거든. 어젯밤에도 밤새 잘 

돌아갔어. 우리집에서는 고스란히 다 들리는데, 영락없이 화산 폭발하는 

소리야. 피곤할 때 그 소릴 들으면 미칠 것 같아. 망치를 들고 달려가서 

확 깨부수고 싶다니까."

그들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아이 방 문은 닫혀 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도 없는 걸 보면 자는가 보다. 주스 통은 비워져 개수대 

안에 놓였다. 아이에게는 약의 부작용이 쏟아지는 잠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 하긴 그것도 좋은 일이다. 푹 자는 사이 과거사를 모두 잊고 거뜬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천사같은 아이가 되어서.

엄마, 스파르타에서는 일곱 살 때부터 아이들을 합숙시키면서 군사훈련

을 시켰대요. 훈련 과목 중에는 도둑질도 있었어요. 그것도 생존 전력 

중 하나라는 거죠. 엄마도 내게 그걸 가르치고 싶지요? 지구상의 가능한 

모든 무기와 방패로 무장하고 이 험한 세상을 강골로 뛰라는 거죠? 이해해

요. 혐오도 전략이고, 악명도 전략이고, 궤변도 전략이잖아요. 엄마도 알다

시피, 나도 여태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사실은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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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날 때마다 날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큰 소리 쳐본 거예요. 확실히 이것들

의 전략적 기능은 우수해요. 위선도 위악도 다 무기며 방패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아직 미성년자여서 그런지 난 정말은 RPP이고 싶어요. 

Reasonably Prudent Person. 합리적으로 분별 있는 사람. 이건 사실 법적 

기준이라는데, 예를 들어 이런 합리적이고 분별 있는 ‘보통’ 사람이 이건 

사기야, 라고 판단하면 그게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점이래요. 나는 

내 제페토로 들어가는 드넓은 해자 위에 이걸로 다리를 놓았어요. 합리적으

로 분별 있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다리. RPB. Reasonably Prudent 

Bridge. 합리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리는 무너지고 당신은 물에 빠져요. 

그래서 내 메타버스에는 당신이 없고 당신의 천사만이 사는 거예요. 아빠는 

없고 아빠의 천사만이 살아요.

자, 오늘도 당신은 오지랖 아줌마와 함께 젓갈을 포장째 훔쳐 왔군요. 

이유를 물으면 당신은 딸을 위해서, 라고 할 거예요. 내 과자값과 치료비와 

생활비와 기타 등등을 버느라고요. 맞는 말씀이겠죠. 나도 알아요. 그러니 

엄마, 빨리 날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문책하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난 당신을 문책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라면 장발장이라도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 천사가 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나를 찾아와요. 내 천사는 낙원 안에서 유일하게 낙엽이 지는 나무를 

보고는 금세 내가 숨은 곳을 알아내요. 나를 여기서 빼내 주지 않으면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RPB 끝에 문이 있어요. 그걸 열어주세요.

나를 이 위험한 유토피아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오 여사가 나가보라고 했지만 나는 이 밤에 

날 찾아올 사람이 도무지 없었으므로 주인집 손님일 거라며 커피를 마저 

마신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급기야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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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번쩍 든다. 목소리가 귀에 익다. 마켓의 식품부 과장. 낌새를 챈 

것일까?

오 여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얼른 그녀를 

딸 방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는 목욕탕에서 수건을 잡아 채 목에 걸고는 

심호흡을 하며 마당으로 나선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목욕을 하려던 참이

라고 해야 한다.

문고리를 풀자 과장이 밀고 들어선다. 그러면서 "조용히 처리합시다." 

한다.

나는 "아휴, 과장님이 웬일이세요, 이 밤중에?"하면서 우리 집 현관문을 

막아선다. "이제 막 샤워하고 자려던 참인데. 웬일로?"

그가 천천히 담배를 피워 물며 "어딨어요?" 한다.

"뭐가요?"

그는 대답이 없다. 길어질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건 

내 쪽이다. 출입문 곁에 붙어 있는 딸 방의 어두운 창문이 불안하다. 그 

어둠 속의 고요도 불안하다. 약을 먹이길 잘 했다. 제발 계속 쿨쿨 자거라. 

착하지.

"아휴, 참 힘드네!" 하면서 과장은 입고 있는 아메 네온 도르 바지의 

가격을 무시하고 이층 주인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냥 조용히 잘 처리하자니까." 한다.

나도 버틴다. 이미 알고 온 것 같기는 하다. 어째 오늘 어리숙하게 잘 

넘어간다 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빼낼 걸 너무 서둘렀다는 때늦은 후회도 

든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버티는 수밖에.

"참 이상하시네. 나도 힘들어요. 빨리 눕고 싶다니까."하며 나도 그대로 

서 있다. 그는 증거가 없다.

째깍, 째깍, 째깍……

우주의 초침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디에선가 개가 공허하

게 짖는다. 커엉, 커엉……, 그 소리에 집중하려고 애쓰다 보니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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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락, 쉭 쉭, 찌르 찌르, 똑 똑, 웅얼 웅얼, 딩 딩……온갖 소리들이 

째깍 째깍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당당하고 요란한 건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다. 까톡 까톡도 분명 하늘 가득 메아리칠 것이다. 

사실 피곤한 걸로 따지자면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이건 성취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간만 끌면 내가 이긴다. 그는 절대로 

저 김치통에 든 젓갈을 찾을 수 없다.

아무 성과도 없이 그가 내 집에서 그냥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나도 안다. 그는 내 집을 뒤질 권리가 없다. 그건 상식이다. 하지만 그를 

마냥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아침이면 다시 그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관계가 너무 얼어붙으면 골치 아프다.

엄마, 오지랖 아줌마가 나를 가위눌림에서 깨웠어요. 아줌마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내 발을 밟으면서 내 이불 속으로 숨어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좀 깨긴 했지만 아직 해자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어지럼증이 나를 

RPB위를 걷지 못하게 해요.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별이 잘 

안돼서 그래요. 미안해요. 아직도 메타버스의 잔광과 현실의 풍경이 마구 

뒤섞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의 담배 

냄새도 맡았어요. 그리운 냄새. 두런두런 얘기 소리도 들리네요. 내다보고 

싶은데 아줌마가 자꾸 말려요. 내 입을 틀어막으면서. 창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사코 막아서요.

딸 방의 네모진 창문 안쪽이 수선스러워진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감지되더니, 차차 수위가 높아진다. 내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고 있다. 어쩌자고. 오 여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애 좀 잘 붙들고 

있지.

덜컹.

갑자기 현관문이 열린다. 내가 돌아보고, 남자도 일어선다. 환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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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일까? 아이가 "아버지"하며 맨발로 남자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을 껴안으려 한다.

남자는 재빨리 두어 계단을 뒤로 뛰어오르며 물러선다. 아이도 주춤하고 

멈추어 선다.

"어딨니?"

남자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묻는다. 아이는 멍하니 그가 물고 있는 담뱃불

을 올려다보다가 남자가 앉았던 계단에 주저 않는다. 어지러워, 하면서. 

남자가 아이의 옆구리를 돌아 마당으로 내려서며 "어딨어? 넌 알지?" 

하고 다시 묻는다.

아이가 보일러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얘가 미쳤나. 저기 뭐가 있다고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사나운 목소리가 

나를 떠난다.

엄마, 달라잖아. 제 것이라고 내놓으라잖아. 줘버려요. 

줘서 보내 버려. 필요 없다고 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 우리끼리 

잘 살 거라고 해. 폐렴으로든 폐암으로든 죽으라고 해.

헤이, 거기, 아저씨, 그건 저 보일러실 안에 있고요 오 여사는 우리집 

안에 있어요.

아저씨, 잡동사니가 많아서 잘 안 보여? 내가 도와드리지.

아이가 비척걸음으로 남자를 뒤따라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간다. 문은 

열린 채로다. 설왕설래를 다들었을 오 여사도 어느 새 나와 섰다. "거지같은 

것들." 남자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싸잡아 욕설까지 보태며 잡동사니들

을 발로 걷어찬다. 쓰레받기가 아이를 맞추자 아이는 화가 난다. 저도 

같이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안쪽 구석에 모셔 둔 김치통으로 다가간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통을 집어 들어 아무 데로나 힘껏 던진다. 

받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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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하나가 날고 또 하나가 난다. 하나는 벽에 부딪쳤다 떨어지면서 단열재로 

감싸인 은색 파이프들을 친다. 분리된 파이프 두어 개가 무슨 액체인가를 

토해내며 공중에서 춤을 추다가 바닥에 눕는다. 다른 통 하나는 보일러보다 

두 배는 더 큰 기름통 위로 날아간다. 잘 세워져 붙어 있던 검유 호스가 

바닥으로 내려 앉는다. 기름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사방엔 질척한 젓갈이다. 남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아, 정말, 성질나게!" 하고 외친다.

"안 돼!"

두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열정적인 주홍의 불길 사이로 메타토피아의 위안도 거느리지 못한 날것

의 아픔이 뜨겁게 뜨겁게 타오른다.

사이버 천사들은 결코 RPB를 넘지 못할 것이다.

한 영 국 
뉴욕문학 소설 신인상. 뉴욕한국일보 시 신인상. 제1회 해외동포문학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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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다다린린  자자국국

홍 남 표

화장실의 물 내려가는 소리에 선뜻 잠을 깼다. 이어져 들리는 코 푸는 

소리. 세면대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폭포수처럼 느껴질 때, 오전 여섯 시 

삼십 분 인걸 상기시킨다. 집사람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화장실을 

애써 무시하며 돌아누웠다. 소음은 차차 낮아지고 집사람의 기척이 멀어진

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긴장이 풀리고 얕은 잠으로 서서히 빠진다. 

다시 눈을 뜬 건 아홉 시가 넘어서였다. 어두웠던 방의 커튼을 조금 열어 

놓고 방 밖으로 나갔다. 거실의 식탁에는 어젯밤 영화를 보며 마셨던 

맥주병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병 두개가 보기 싫어 바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두커니 병을 든 채로 냉장고에 붙어있는 달력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오늘은 화요일. 그 옆은 기다리던 내일이 시뻘겋게 

표시 돼있다. 쓰레기 수거 날은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 괜한 한숨을 

내쉬고는, 거실로 돌아가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전경. 옆 아파트

의 뿌연 벽이 거울 마냥 나를 보고 있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내일로 

정해진 만남.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기척 없는 딸아이의 방을 흘깃거리다가 방문을 열었다. 몇 년째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들. 붙박이 옷장은 닫혀있고 작고 단순한 방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실재가 확실치 않지만 듬성듬

성 빈칸이 보이는 책꽂이에도 덩그런 책상에도 내가 찾는 물건은 없었다. 

옷장 옆에 비스듬히 서 있는 기타가 눈에 띄었다. 딸아이가 한 달을 

사달라고 조르던 기타지만 지금은 하얀 먼지만 맞고 있었다. 잠시 기타를 

쏘아봤다. 기타로 해볼까? 기타를 들어 살짝 줄을 튕겨본다. 먼지 묻은 

소리가 방안에 퍼졌다. 망설이다가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련을

버린다. 허탕 친 기분으로 아이의 방을 나와 신발장과 마주쳤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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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파트와 일체가 돼버린 듯한 자줏빛 신발장. 위태롭게 달린 신발장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어디서 들어 온 그림자 때문인지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허리를 좀 더 굽히고 신발들을 스캔하듯 살펴보니 맨 

밑 칸으로 비스듬히 뭔가가 튀어 나와있었다. 굽혔던 허리를 펴고 앉은뱅이 

자세가 된다. 살펴보니 구두주걱에 가려져 있던 롤러 블레이드였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아이가 어릴 적 타던 롤러 블레이드였다.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

는데 먼지 맞으며 제 자리에 있었다. 박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욕심까지 

부려본다. 들뜬 마음으로 롤러 블레이드를 화장실로 가져갔다. 세면대 

밑 수납장에서 낡은 칫솔을 꺼내 롤러 블레이드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묵은 먼지는 쉽게 털리지 않았다. 물을 묻혀 닦아 볼까 하다가 관둔다. 

지난 번 청소기를 물로 닦으려다 묵은 때가 번지기만 해, 애쓴 경험이 

있었다. 얼마 받지도 못할 걸 갖고 힘을 허투루 낭비한 꼴이라 후회했었다.

좁은 거실, 볕 잘 드는 곳을 찾아 웅크린 채 롤러 블레이드 사진을 

찍었다. 다섯 장 이상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어 손가락이 신중해진다. 

아이의 발이 금방 자라 몇 번 타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자리한 물품이지만 

뒤축과 바퀴에는 생채기가 남아있었다. 할퀸 듯한 흠을 피해서 사진을 

찍으려니 쉬운 일이 아니다. 롤러 블레이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사진을 

찍다가는 제풀에 지쳐 사진 찍는걸 대충 마무리했다. 가격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 내가 얼마 주고 샀었지? 백 불은 줬던 거 같은데….사진 찍던 

전화로 중고마켓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스포츠용품을 찾아봤다. 첫 목록의 

상품은 여자 수영복이었다. 입던 수영복도 파나? 대체 누가 살까? 다행인지 

어린이용 롤러 블레이드 판매자는 없었다. 사진과 함께 구매자를 기다리는 

두 개의 롤러 블레이드는 모두 성인용이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좋은 어린이 롤러 블레이드라는 내용으로 소개 글을 시작했다. 가격은 

삼십 불. 아니 사십 불로 할까? 아예 오십 불로 해봐? 사십 불은 어감이 

이상하고 오십 불은 어때? 너무 비싸다! 라는 자기 검열에 포기한다. 

결국 가격은 삼십 불로 결정됐다. 연락처를 적어야 할 칸에 내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적고는 다시 한번 번호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관심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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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부탁드립니다. 로 조심스럽게 소개 글을 마무리하고 광고가 포스트 

된 것을 재차 확인하고서야 전화기를 시야 밖으로 밀어냈다. 문득 수 

천만의 사람이 보내는 수억 개의 문자가 착오를 일으켜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 해 봤다.

지난 몇 주간 두 번의 거래가 있었다. 거래가 성사 되기 전 까지 불특정 

다수가 보내는 고루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했다. 물건 상태를 묻는 상식적인 

질문부터 구입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달라는 비상식적인 문자 대화가 

오고 갔다. 문자 대화가 오가며 병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하는 나. 기다림에 

애간장이 타다 가는 이게 그럴 일인가? 라는 자괴감이 움츠린 목을 펴줬다. 

기다리지 않을 때 기다림은 쉬었다. 시간을 견디어 내고는 상대와 만날 

약속을 정했다. 성별도 모르는 아무 사전 지식없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라 

약속 장소로 향할 때는 떨림과 호기심으로 입안이 말라갔다. 만날 장소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자신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으로 정했다. 누가 중고품 거래자 따위에게 관심을 두겠어! 라고 믿으면서

도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첫 거래는 부엌 한 구석에 장식처럼 버티고 있던 쥬서기였다.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하자고 제법 비싸게 구입한 물품이지만 역할은 좁은 부엌의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구매자는 다섯, 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앞장 

세워 온 주부였다. 입 가린 마스크 위의 눈으로만 서로를 알아봤고, 인사했

고, 돈 받고, 물건을 건네주고는 뒤 돌아보지 말자는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왔다. 그 후, 차량용 진공 청소기는 할아버지를 운전사로 데리고 

온 할머니가 구매했다. 차안의 할아버지와는 얼핏 눈이 마주쳤지만, 곁눈질

로 내 시선을 외면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지 조차 않았다. 혼잣말인

지, 나에게 한 말인지 모를 말투로 ‘작동은 잘되나? 젊은 양반이 거짓말은 

안하겠지’ 가 할머니가 한 말이었고, 멍하니 서 있다가 ‘걱정 마세요’ 

가 내가 한 말의 전부였다.

이번에는 내가 급히 빠져 나가는 그들의 차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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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나눈 긴 대화 후의 짧은 만남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졌다. 무슨 

다른 말이라도 해야 했던 건가?....하지만 도무지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두 번의 거래로 내가 받은 돈은 쥬서기 삼십 불, 청소기 이십 불, 모두 

오십 불이었다.

일주일에 오 일을 퀸즈 코로나의 운동화 가게에서 일했다. 전염병이 

퍼지기 전까지 코로나는 왕관의 의미로만 알고 있었다. 소개로 알게 된 

가게 사장은 면접 같지 않던 면접에서 젊은 사람들은 붙어있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는지를 물었었다. 주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는 말에 시작한 일자리였는데 햇수로 3년을 넘겼다.

"선배님도 참.. 아니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어차피 떠날 직원하고 가까워 질 필요 없다니까요."

일 시작하고 얼마 안돼 사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됐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전화기를 귀로 더욱 밀착 시키며 나에게서 멀어지던 

사장의 뒷모습. 멀어졌던 그 거리는 결코 가까워지지 않았고, 나는 관계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사장은 간혹 

오버타임이라도 하게 되면 동전까지 꼼꼼히 계산해주는 사람이었다. 동전

의 반올림 같은 것은 없었다. 생소했던 주급 봉투의 찰랑거림에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브루클린에 가게가 하나 더 있고 한창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던 사장은 

점점 바빠졌다.

내가 쉬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나오던 사장 부인이 가게에 나오는 

날이 많아졌다. 남매같이 유난히 닮은 사장 부부의 행동은 정글의 거대한 

눈과 귀를 가진 어떤 포유류를 연상시켰다. 공포 때문에 제 그림자 조차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지해야 하지만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생물체. 

사장 부인과 내가 같이 일하는 날은, 부인이 카운터에 있으면 나는 스패니쉬 

직원과 입구 쪽에서 손님을 맞고, 카운터가 지겨운 듯 부인이 입구 쪽으로 



290 | 뉴욕문학 제32집

나오면, 나는 카운터 계산을 하거나 지하의 창고 정리를 했다. 말 없이 

정해진 약속이지만 금방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약속은 잘 지켜졌다.

"미스터 신, 이따가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하죠" 삼 일만에 

본 사장이 점심시간에 한 말이었다. 듣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야기

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는 한산하기만 했고 근처 식당과 잡화점

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미스터 신 미안하네요, 미리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러게요. 상태 좋아지면 연락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사장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내밀었다.

받아 드는 봉투에서 동전의 촉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었고 기다리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그 형과의 만남은 항상 기다려졌다. 형과의 첫 만남은 이제 얼굴도 

기억 안나는 어떤 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송별회 자리였다. 그게 벌써 

십 년은 지난 일이다. 형과는 비슷한 시기에 이민자가 된 것 이외에 둘만의 

은밀한 공감대가 있어 잘 통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있는 추억의 

광물,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서로의 기억들. 그 형과 나는 아리기만 한 

이십 대를 종로구 관철동에서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살짝 밀봉되어 

있는 추억이 있는가 하면 깊이 파묻혀 채굴을 기다리는 추억이 있었다. 

대화를 주고 받으며 추억을 찾고 채굴하는 재미가 서로를 의지케 해줬다. 

"와, 형도 야구 연습장 옆의 8번가 호프를 아신다고요?"

"그럼, 그때 그곳이 획기적이었어, 규모도 크고 1층에는 그네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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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놨었다니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쁜 곳이었지만 첫 잔은 꼭 그 곳에서 

시작할 정도로 친구들 모두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현기가 흔들리는 그네에 

앉아 술이 빨리 취해 돈 절약이라는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던 곳이었다. 

그 당시 형은 입시생을 가르치던 미술 학원이 인사동에 있어 관철동에는 

매일 갔다고 했다.

"그 때는 술을 드셨나 봐요?"

"아닌데, 그 때나 지금이나 안주빨" 이라며 부끄럽게 웃던 형의 솔직한 

웃음에 동지애를 느꼈다.

관철동 뒷골목, 그 많던 카페와 주점을 기억하고 있던 형이 좋았다. 

어쩌면 벽마다 가득했던 낙서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채우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우리는 그 인연을 낙원정서라 부르며 인사동에

서 걸어 내려와 관철동으로 들어서는 형과 파고다학원을 나와 관철동으로 

향하던 내가 틀림없이 교차로에서 만났다고 믿었다. 같은 신호등의 파란불

을 기다리던 사이. 우리는 스쳐 지나갔고,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는 다소 

컬트적이고 가소로운 믿음에 동조했다. 타국에서 살다 보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 만으로 반갑다가도, 과거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경계심이 생기는데, 관철동은 마음의 차단기를 걷어 올렸다. 

쫓기듯 사는 이민 생활 이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만나기라도 하면 

같이 있는 시간을 고마워하며 말꼬리를 늘리고 늘리는 사이였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형이라 만나면 밥을 먹고 커피숍을 옮겨 다니다가 늘 

헤어짐을 아쉬워 하곤 했다. 만남이 뜸해져 어쩌다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되면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말이 부딪치기 일쑤였다. 작년에 형이 떡 

가게를 개업한 후에는 근처 갈 일이 생기면 조금 돌아 가더라도 꼭 들려서 

몇 마디 말을 나눠야 마음이 편했다. 형과 나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사이였다.

그러던 형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내 전화를 피하는 거 같았다.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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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해도 며칠이 지나서야 읽음 표시가 없어졌고 답장도 없었다. 며칠을 

혼자 앓듯이 걱정을 하다가 집사람에게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같다고 

얘기를 꺼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쉬는 날 가봐야겠어. 그 날 저녁은 애하고 먼저 

먹어."

대답 없는 집사람은 빨래를 차곡차곡 개고 있었다. 삼일 후, 쉬는 날이 

될 때까지 형과 연락은 안됐다.

전화를 안 받는 형에게 무작정 갔다. 형에게 무슨 사고라고 생긴 건 

아닐까? 운전하는 내내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형의 가게 건너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마음은 급하지만 무겁기만 한 다리를 차에서 내렸다. 다행히 

가게의 초록색 ‘영업중’ 사인은 밝게 켜져 있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어림잡으며 주차기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끔은 들리던 

동네였는데 낯 설게만 느껴졌다. 한 한 시간 이면 되려나? 형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형이 없으면 형수라도 계시겠지를…. 생각하며 주차기에 

동전을 넣었다. 얼마 전까지 한 시간에 일 불 이었던 주차비가 일 불 

오십 센트로 올라있었다. 이제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푸념하며 주차표를 

뽑아 차로 돌아오다가 가게 안의 형을 보게 됐다. 형은 창가에 기대어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빵 같아 보였다. 

나도 모르게 숨듯이 하며 차에 올랐다. 가로수의 그림자를 헤치고 보니 

형수도 형 옆에 서 있었다. 드문드문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연신 웃음을 

흘렸고 먹고 마시던 것을 서로에게 권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듣기라도 

하는 듯 조심스럽게 운전석 의자를 눕히고 슬쩍슬쩍 고개를 돌려가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유달리 그들의 눈이 커 보였다.

손님 없는 가게는 무슨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형이 아파 보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길 건너 내 귀에 박히는 듯 했다. 가슴이 

요동을 쳤다. 더듬거리는 손으로 눕혀있던 의자를 곧추 세웠다. 아직도 

웃고 있을 것만 같은 그 두 사람을 피하며 차의 시동을 걸었다. 괜히 



소설 ∙ 홍남표 | 293 

일 불 오십 센트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받기로 한 날 보다 

한 달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삼천 불 딱 이 주만 쓰고 줄게."

"형 솔직히 이 주고 삼 주고 상관 없어요, 정해진 날짜만 정확히 지켜주세

요. 그래야 애 엄마에게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라며 돈 봉투를 건넸다.

"상철아! 정말 고맙다. 잊지 않을게…. 차용증이라도 쓸까?"

"이 주 쓰신다며 무슨 차용증 씩 이나요!" 어색함이 무서워 우린 그냥 

크게 웃고 말았다. 

약속했던 날짜가 다가오고 미리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형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마음에 약속 날짜가 지나고, 삼 일이 더 흐른 후에야 연락을 

했다.

"형 안녕하셨어요?"

"상철아 미안한데! 형이 바로 전화 줄게" 뭐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기고 형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전화를 해왔다.

"상철아 미안한데 형에게 딱 일 주일만 시간을 더 줄 수 없겠니?"

오죽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럴까 싶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형, 다음주에 봐요…." 하지만 형의 연락은 없었다.

전화를 기다리는 내내 칼날 같은 모멸감이 가슴을 할퀴었다. 괜히 돈은 

빌려줘서 멀어진 관계라는 생각이 들다가는, 어쩌면 한 번도 가까워 본적이 

없는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호해진 관계가 혼란스러웠다.

친한 사이끼리는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 집사람의 말을 무시한 건 

나였다.

"그럼 친하지도 않은데 누가 돈을 빌려 주겠어! 그리고 돈 삼천 불에 

끝날 관계라면 언제 끝나도 끝날 관계야! 그 형 무시하지 마.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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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라고." 무안해 하던 집사람의 표정에 나는 의기양양했었다.

주차비 일 불 오십 센트 만 허비하고 돌아 온 나에게 와이프는 재촉하듯 

물었다.

"형님은 어떠셔?, 어디가 아프신거야?"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려는 하소

연을 억지로 참았다. 

"다행히 아프진 않던데 사정이 안 좋더라고..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밥도 여태 못 먹었어?"

돌아 앉아 양말을 벗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돈 빌려주고 삼 개월하고 이 주가 지났고 달력의 시뻘건 표시를 일주일 

넘게 본 후에야 오늘 형의 얼굴을 보게 됐다. 만나자는 약속은 망설이고 

망설이다 보낸 몇 번의 안부 문자 뒤에 할 수 있었다.

형네 가게를 다시 찾았다. 운전하며 가는 동안 내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 시켜야 했다. 그 동안 나를 수단으로만 봐 왔던 건가? 그건 그렇고 

말머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해야 하나? 

형이 나를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야 하나? 그러기에 갑자기 

웬 떡집을 오픈 한 거래? 떡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리 본사에서 떡 배달을 해주고 카페 분위기를 

내준다고…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어! 

누군 왕년에 사업 안 해봤나! 형이 떡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입방정이 

될까 봐 얘기 못 한 것들이 후회됐다. 걱정 없다며 떡집 운영 누워서 

떡 먹기라던 형의 말이 우습지 않았다.

주차비를 아끼려고 몇 블록 떨어진 골목길에서 주차 자리를 찾았다. 

10여 분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저 멀리 나가려는 차를 발견했다. 

급히 차를 몰아 옆에 세우고 차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금방 나갈 것 같던 차 속 운전자는 전화 통화 중 이었다. 형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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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늦을까 봐 조바심이 날 때 쯤, 차가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 급한 마음에 잰걸음으로 형에게 향했다. 그때 진동과 함께 

가슴에서 전달되는 문자 알림소리. 걷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속주머니의 

전화를 꺼냈다.

[롤러블레이드 얼마나 쓰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걸음은 절로 멈춰지고 입 꼬리 마저 쓰윽 올라갔다. 

광고 올리고 처음 온 문자였다.

잠시 서서 엄지 손가락을 놀린다.

[산지는 좀 됐는데 몇 번 쓰지는 못했어요. 애가 금방 커서요.] 

구차하게 아이 얘기까지 꺼냈다.

선채로 멍하니 전화기를 응시하며 문자를 기다렸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다. 전화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뛰듯이 

걸었다. 

한 눈에 봐도 장사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개업 날부터도 변변치 않던 

장사였다. 진열대는 곳곳이 비어 있었다. 실내 영업정지로 인해 구석으로 

모아 논 빈 테이블. 의자들은 눕혀져 있는게 철 지난 해변가를 보는 듯 

했다. 형에게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했다. 둘 다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 마스크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형 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형수는 괜찮다는 내 말을 무시한 채, 기어코 차를 한 잔 내줬다. 

티백이 담긴 종이컵을 남겨놓고 그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퇴장했다.

그때서야 나는 먼지 오른 의자 중 하나를 들어 올린다. 의자와 함께 

쥐색 먼지 뭉치가 길게 딸려 나왔다. 폐활량을 최대로 해 입으로 불어 

봤다. 먼지 뭉치는 잠시 발악을 하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의자를 내려 끌며 슬쩍 밟아 먼지를 단념시켰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형과 마주 앉았다. 

마음에도 없던 내 첫마디는 형 요즘 힘 드시죠? 였다. 무슨 말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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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야 할 지 오래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의외의 말이 튀어 나왔다.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이 시국에."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 시선을 돌려 가게 인테리어를 둘러봤다. 

시선은 진열장 위 백설기를 지나 바람떡으로 다음은 이름 모를 떡에 

머물다가 그 옆 인절미에서 멈췄다. 넘쳐 보이는 콩고물이 사막의 모래를 

연상시켰다. 빵보다 촌스러워 보였던 떡을 예나 지금이나 좋아해 본 적이 

없다. 지난한 마음을 감추려고, 머뭇거림 없이 말을 홱 던져 버렸다.

"형 왜 제 전화 피하셨어요?" 

"상철아 미안하다. 사정이 좀 있었어 " 형이 카운터 위, 깍지 껴있던 

두 손을 뒤통수로 가져가며 천천히 말했다.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꾸했다. 

나는 카운터에 두 팔을 괸 자세가 된다. 등이 불편해 고쳐 앉았는데 

형에게 다가간 모양새가 됐다.

"솔직히 말하자면…. 쪽 팔려서 연락 못했어. 미안하다."

"형! 연락 못하는게 더 쪽팔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 정말 미안하다." 

세 번의 미안하다는 말. 듣는 내가 미안해지라고 하는 말 같았다. 형이 

슬쩍 눈을 피하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처음 보는 익숙지 않은 웃음이었

다. 형을 외면하며 테이블의 종이컵으로 손을 가져갔다. 멀건 차가 종이컵

을 눅눅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정작 쪽팔린 건 나라고 돈 삼 천불에 갈등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형은 알까?

가난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들켜 당황스러웠다. 안착 할 곳을 못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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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형의 어깨 뒤를 바라본다. 

축 개업이라고 쓰인 거울 속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마스크가 

턱에 걸려있었다.

침묵이 두려워 말머리를 쉴 새 없이 찾았다. 말머리를 찾을 수 있다면 

먼지 구덩이라도 들출 수 있을 거 같았다.

"너 정 사장 기억하지? 얼마 전에 가게 둘 다 내놓았단다. 정신 없어 

보이던데….그게 팔리기나 하겠냐?"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가? 를 고민하는데 형의 말이 이어졌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코로나가 문제다 문제.. 큰 

문제!"

형도 나와 비슷한 심정인지 노력하고 있었다. 침묵을 깨려는 노력을. 

학업마저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많다는 말은, 요즘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천지라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되묻지 못했다. 나도 힘들다고, 일하던 가게가 휴업했고 지금은 놀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한다. 딴 세계 이야기를 하는 형을 내 세계로 끌어 

오려고 안간힘을 써 본다. 코앞에 앉아있는 형을 생각해본다.

관철동의 나그랑, 포시즌, 보니앤클라이드를 정확히 아는 형이었다. 

자뎅 커피숍, 그 앞 좁은 골목길의 설렁탕 집도 알던 형이었다. 약간은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형의 얼굴은 불그스레 변했고 턱의 근육은 훈련 

된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훈련 된 얼굴위로 연약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눈 앞, 형의 존재에 거리감이 느껴졌다. 불과 

몇 개월 만의 일이다.

갑자기 입안에서 먼지가 씹히는듯한 이물감이 들었다. 등이 저려왔다. 

덥지 않은 날씨에도 환풍구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서먹함, 실망감, 억울함, 수치감, 모호함,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는 단어들

이 머릿속에서 회오리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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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공유하는 사이였는데 막상 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형을 

의식적으로 배려하려는 내가 지겹다가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남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형에게서 귀를 닫고 진열대 위의 아까 그 인절미를 노려봤다. 

비닐 랩으로 싸여 있는 인절미가 답답하게 눌려있었다.

약속한 날을 못 지키겠으면, 형편이 안된다면, 양해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형편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차차 

갚아 나가겠다는 말을 기대했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넌 형도 아니야 송창만 씨! 어디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차라리 어디 뒈지게 아팠다면 고맙기라도 했을 거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거다! 뱉지 못할 말들이 양은 냄비 속 라면 물처럼 팔팔 끓었다. 

입 밖으로 튀어 나오려는…. 어차피 하지 못 할 말들을 욱여 넣었다. 형과

나는 각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내 뒤로 문이 열리며 차임벨 

소리가 들렸다. 형은 양손을 카운터에 의지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와 동시

에 "어서 오세요!" 침묵을 깨는 경쾌한 말투였다.

"손주 돌떡 좀 보려고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샘플 사진 보여 드릴게요."

나는 형이 보내는 눈짓을 못 본 체하며 일어났다. 미안해하는 듯한 

미소의 젊은 할머니를 지나쳐 밖으로 나왔다. 차임벨의 여운이 내 뒤를 

따랐다. 턱에 걸려있던 마스크를 입으로 올리고 주머니 속 전화기를 꺼내 

시계를 보니 지긋한 시간이 고작 20 여분이었다. 전화기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우두커니 서서 주차하고 있는 차를 쳐다보고 가로수

를 쳐다봤다. 곧 가을인데도 잎이 풍성했다. 고개 내려보니 언제 묻었는지 

운동화 코에 엄지 손톱만한 얼룩이 있었다. 의자를 옮기다가 묻었나? 

쪼그려 앉아 얼룩을 문질러 본다. 얼룩은 번지면서 되레 커졌다. 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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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했다. 포기한 얼룩이 열등감처럼 보였다. 열등감을 피하듯 몸을 돌려 

가게 안을 들여 다 봤다. 손님이 뭔가를 물어 보는지 형이 예의,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로 대답하고 있었다.

부엌에 있던 형수도 어느새 나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아까는 

못 봤던, 어울리지 않는 곰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잠시 주춤하다

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차임벨 소리가 세 사람의 고개를 내쪽으로 

돌렸다. 형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얼떨결에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형, 바쁘신 거 같은데 먼저 가볼게요., 형수님도 안녕히 계세요!"

"그럴래? 내가 다음주에 꼭 연락할게!" 내가 연락할 때 까지, 너는 연락하

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세요" 미련을 털어버리려 가게 안을 훑어 보며 돌아섰다.

"상철 씨 잠깐만요" 형수가 부르는 소리에 슬쩍 고개만 형수 쪽으로 

돌렸다.

"떡 좀 가져 가세요. 은주 씨하고 아이랑 같이 드세요." 형수 손에는 

이미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과장되게 손사래 치며 가게를 빠져 나왔다. 계속 신경 쓰이던 

차임벨이 등을 떠밀듯 했다.

가게를 몇 발자국 뒤로 하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새삼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마스크로 전해지는 내 숨의 

뜨듯함에 안도했다. 그 안도의 순간, 억세게 팔을 잡아 끌며 형수가 비닐봉

지를 쥐여줬다. 마다 할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받아든 봉지를 바라보는데 

형수는 이미 가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봉지 안에는 답답한 인절미가 

들어있었다. 가게의 모퉁이를 지나 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잘못이라는 

생각. 추억의 가격을 알게 돼 가슴이 시렸다. 발아래로만 향하던 고개를 

들어 올렸다. 의미 없는 기다림은 정신을 갉아 먹을 텐데. 형의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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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다림을 견디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기다린 자국만 남지 않을까? 형의 존재가 허상처럼 느껴지고 자국만 

남는다. 걸으면서 시선은 또 다시 발밑을 향했다. 몇 블록 떨어진 차가 

멀게만 느껴졌다. 

차 앞에 다다라 힘없이 차 문을 여는데 하필 전화의 알림 소리가 울렸다. 

급하게 안주머니의 전화기로 손을 향했다. 허둥거리다가는 기어코 차문에 

무릎을 찧는다. 뇌로 전해지는 고통은 무시됐고 기어오르듯 차에 올랐다. 

급해서일까? 옷 끄덩이에 걸린 지퍼가 열리지 않았다. 왼 팔목에 걸려 

있던 인절미 봉지는 대롱거리며 꼬여만 갔다. 성가심에 신경질을 내며 

지퍼를 여니 이번에는 주머니의 전화기가 빠지질 않았다. 작기만 한 주머니

와 다툼 끝에 문자를 확인한다.

[ 롤러블레이드 십 불만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 ㅋㅋ]

그제서야 팔목에서 나불대던 인절미 봉지를 빼 옆 좌석에 내려놓았다.

차의 시동을 건다.

홍 남 표 
뉴욕 시립대 영화과 졸업
전 문화방송(MBC) 뉴욕지사 카메라 감독
전 뉴욕 KTV 방송 연출
2016년 뉴욕문학 소설부문 가작 수상
2021년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기다린 자국’ 단편소설 당선
nampyohong@hotmail.com



22002222년년
신신인인상상  작작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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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국국장장
 유 경 순

맑은 물에 새 단장을 하고

콩깍지 겉옷은

세상의 먼지를 털듯

훌훌 벗어버리고

맨몸이 되었다

뜨뜻한 아랫목에

몸을 감싸고

한 많은 여인네가 되어

한숨이 깃들어진

몸뚱아리를 움켜쥐고 앉아있다

얼마를 참아야 하는지

인고의 고통은 무디어져만 가고

삭아져 꽃피우는 인내는

서로의 몸부림 속에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냄새나는 인간들의

불편한 현실은

삐죽삐죽 쭉정이 일뿐

힘이 들었지만

너의 승리이다

그대의 구수함속에

인생의 진실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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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곡으로 익어가는

삶의 노래를

너에게서 듣는다

다시 느끼고 싶은

행복한 맛이다

***청국장은 우리의 깨끗한 삶의 맛 냄새이다.

유 경 순
1958년도 충남 온양 출생
1987년 도미
한국문협 미주지회 '한미문단' 신인상
한·아세안포럼 시문학상
서울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문협 미주지회회원
시집: 재봉틀 앞에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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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유경순 - "청국장"

반딧불이 깻잎파리 속을 드나들며 연두빛 노란 불빛을 뿜으며 뒷마당에서 

여름을 노래합니다.

한낮의 뜨겁고 후덥지근했던 날씨가 나뭇잎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이면 마당 맷방석에 누워 하늘가득 떠있는 별을 

보며 낮에 읽은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던 사춘기적을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뉴욕의 밤 하늘이 가끔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가게문을 잠시 닫고 원치않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애기 낳을 때 외에 쉬어 본적이 없던 나에게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황금같은 시간이었고 마음은 무겁던 때였지만 정신은 시간적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을 꺼내 읽고 지나간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고 시를 

쓰며 다소 사치스런 생각이다 생각도 하며 이순의 나이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국장, 이라는 시를 쓰면서 하늘에 계신 시어머님을 생각합니다. 며느리

가 좋아한다고 아들은 먹지도 않는 청국장을 LA 에서 항상 UPS 로 보내주시

면서 이다음에 만들어 먹으라고 일러 주셨는데 항상 청국장은 정성이 들어가

야 잘 뜬다며 음식은 모든것이 정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그때는 왜 그렇게 잔소리로 들렸는지요.

네 번 청국장을 시도해서 실패를 하고 다섯 번째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시로써 마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남편과 딸 아들 사랑합니

다. 뉴욕 문학과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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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겨울울  속속의의  봄봄
최 주 석

차창 밖으로 흩어져 보이는 잔설들

밝아야할 아침이지만 희끄므래한 잿빛 하늘

내 마음을 침잠케하는 엄숙한 시간이다

그래도 봄은 움트고 있다

공원의 나무들에게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를 전율케 한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강렬하게 꽃망울을 터트릴 그 날을

베르그송의 창조의 연속성을 보여줄 그때를

우리도 지난 겨울의 묵은 때를 과감하게 털어내자

봄의 역동성을 위해서

젊은 시절의 연인을 추억하자

어수룩한 방황의 젊음을 되돌아 보자

축축함에 기대면서

풋풋함은 봄의 요채요, 절명이다

따사로운 미소가 어울리는 봄이 올 것이다

마음속의 두손을 모아 하늘과 맞닿게 하자

봄을 경건하게 맞이하자

최 주 석
1954년생
서강대 졸업(73학번)
1985년 도미
자영업후 은퇴
흥사단 뉴욕지부 단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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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 최주석 - "겨울 속의 봄"

어쩌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란 말이 있듯이 어쩌다 시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모였지만 제 속마음은 혹시나 하고 바라고 

또 바라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이중적인 제 태도가 탄로난 것 같아서 쑥스러운 

느낌입니다.

항상 문학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많은 문학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느꼈고 글이 주는 힘에 감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사람의 공감을 얻어내고 기쁨을 주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이 출렁일때, 이미지가 떠오를 때 신변잡기 식으로 

펜을 들고 글을 쓰곤 하였습니다. 제가 쓴 어떤 글은 그 당시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어서 다시는 쓰기 어려운 것을 깨닫고 스스로 기쁨을 가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의 테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단 선배님들과 

공유할 수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뒤늦게나마 문학모임의 말석에 앉게 된 것 또한 제 기쁨중의 하나임을 

밝힙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생활에 쫒기거나, 여건이 안되어서 글을 못 쓰는 

동포들에게 글 쓰는 장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문학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과 더불어 저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정제된 

이성으로, 치밀한 정신을 가지고 명징한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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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선선작작  ::  유유경경순순  <<청청국국장장>>

가가작작  ::  최최주주석석  <<겨겨울울  속속의의  봄봄>>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자기 연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라는 우물에 빠지기 십상이기도 합니다.

자기에 함몰되다보면 객관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투고된 대부분의 작품들이 감정의 증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물 이미지의 객관화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경우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경우마다 시의 진실성이랄 수 있겠고, 묘사는 시적 인식이랄 수 있겠고,

발견은 시적 새로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응모된 작품이 많지는 않았지만 삶의 애환을 시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 있어 반가웠습니다. 

당선작으로 청국장을, 가작으로 겨울 속의 봄을 선정합니다.

사물의 이미지를 객관화 시키며 한 주제를 풀어가는 힘이 보였습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시가 동무가 되어 좋은 시인이 되길 바랍니다. 

* 2022 신인상 시부분 심사위원 : 변정숙, 조성자



(2022년 10월 27일 실시)

Bayside H.S 김지환 

Palisades Park H.S 김연서 

Francis Lewis H.S 강서현

심사위원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 곽상희/ 선우옥/ 양정숙

팰리세이드 고등학교 : 노려/ 이경애

2021
고고교교백백일일장장
수수상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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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ayyssiiddee  HHiigghh  SScchhooooll  //  11등등

나나의의  장장래래  희희망망

김 지 환 (11학년) - 미국 거주기간 17년

저는 엄마하고 아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사람을 

돕는 직업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 교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어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꿈도 있지만, 장애인 그리고 심리 장애인 아이들이 

바라보고 의지할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현재 아이를 후원을 하며, 아이와 가진 관계가 저한테 특별하며, 

아이들을 도우며 마음이 따듯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육교사가 되어서 힘든 것도 많지만 아이하고 특별한 관계를 세우고 

싶고, 매일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딸, 친구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부모니을 돕고 싶고, 부모님 이 미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한 것은 부모님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사드려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특별 교육교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단체들 한테 기부를 하고 싶어요.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겨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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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의의  장장래래  희희망망
-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대통령 -

김 연 서 (12학년) - 미국거주기간 17년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으러 갔습니다. 엄마가 항상 

제 대신 주문을 해주었고 주문 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옷을 잡으면서 엄마한테 

귀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초콜릿도 먹을래요." 그래야 엄마가 기억하고 

아이스크림 아저씨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게 

상상으로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웠고, 대화에 필요성

을 잘 몰랐습니다. 혼자 다니는 딸을 보고 속상했는지 엄마는 저를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하는 Debate 수업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디베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 학교 수업처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듣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도 안되자 저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려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연 순간, 터진 풍선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제 입에서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집중하는 것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게 편해졌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팰팍 학생 대표로 No Ra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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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대회에서 연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저는 말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저 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싶고 좋은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문도 

할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애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 할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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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raanncciiss  LLeewwiiss  HHiigghh  SScchhooooll  //  11등등

나나의의  장장래래  희희망망

강 서 현 (11학년) - 미국 거주기간 8년

나의 장래 희망, 꿈은 여객기 조정사예요. 어렷을 때 서울에서 제주도로 

여행 갈 때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그때 딱 마음에 들어온게 "아, 나는 

나중에 커서 이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

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을 보면 꿈이 많고 마음이 항상 바뀌는데 저는 안 바뀌고 계속 

유지하면서 조종사가 되길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장래 희망은 그냥 

조종사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태우는

게 제일 큰 꿈이예요. 하지만 한 달 전에 그 꿈이 망쳐졌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따나가서 다시는 제가 

원하던 희망을 못 이루어 지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그 

못하는 마음을 지울지 모르고 제가 조종사가 되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계속 꽂혀있는 생각은 "나는 무조건 하늘에 바람을 

느낀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종사들은 어떤 

날씨가 되어도, 폭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항상 구름 위에서 햇빛하고 

저녁 하늘을 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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