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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미국을 다녀와서
글l

하일지

고속도로 풍경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고속도로에만 그치

만이라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미국 시장을

는 것이 아니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

휩쓸고 있는 까닭을 나는 이해할 것 같았다. 금전만능주

미시간 주립대학이 있는 이스트 렌싱으로 가는 동안에 펼

의, 상업주의가 산업은 물론이고 문화까지 황폐화 시킬

쳐진 풍경은 흡사 러시아나 동유럽의 어느 시골에 온 것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새삼 하게 되었다.

처럼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사람들이 들려준 바에 따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도하지 않았다. 팍스 아메리

르면 디트로이트 시내에 들어가면 90% 이상의 주민이 흑

카나를 아직도 믿는 사람은 만나볼 수 없었다. 머지않은

인이고, 도시는 슬럼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장래에 세계의 중심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옮겨질 것이

디트로이트에 남아 있는 소수의 백인들은 신변의 안전을

라는 것을 굳이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위해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겠지만,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난 미국인 학생

17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아침 산

중 하나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불교문화에 관심이 높다

책길에 나가보면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조깅을 하

고 하면서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조지 메이슨

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조깅 족 중에 누구

대학에서 만난 금발의 여학생 하나는 한국문학을 번역하

하나 나에게“하이!”
,“하이!”
하고 자신감에 찬 인사를 건네

는 일을 하고 싶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미국 안에서 피어

오는 사람은 없었다. 17년 동안을 달리는 사이에 미국인들

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는 그저 신기하게

은 방향감각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껴질 정도였다.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무조건적인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

동경은 머지않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동경으로 옮겨갈

내가 미국에 처음 갔던 것은 1993년이었다. 그때 나는 아

류진흥회와 풀턴 교수의 눈물겨운 노력은 감동적이었다.

이오와 대학 초청으로 국제작가프로그램(International

그런데도 이번 여행을 통하여 나는 분명한 희망을 보았

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Writing Program)에 참석하여 약 4개월간 체류하였다.

다.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이미 거역

의 현역 작가인 하인츠 팽클 교수에 따르면, 윌리엄 포크

찰스 강가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 후 17년간 미국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제교류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눈치 챘던 것이다.

너 같은 작가를 배출했던 미국 문학계에는 이제 순수문

서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조깅은 육체를 관리

진흥회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2주간 한국문학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17년 전에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한다. 스

하는 것이고, 산책은 정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의 젊

작품낭송을 위해 다시금 미국을 여행하게 되었다.

때, 미국은 나에게 퍽 인상적이었다. 맨허턴의 위용을 굳

티븐 킹 같은 추리소설가의 작품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은이들은 육체만 관리하지 말고, 정신도 함께 관리할 필

이번 미국 여행은 시에틀의 워싱턴대학부터 시작하여 버

이 말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 가득히 질주하던 크고 화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메이저 출판사들마저 문학적 가

요가 있다”
라고. 그러나 물론 나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지니아 주립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려한 미국 자동차들, 기다란 리무진들, 금발 머리를 흩날

치 따위는 이제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팔리기만 하면 그

는 않았다.

하버드대학을 2주간에 걸쳐 순회하는 것이었다. 나와 함

리는 미녀들이 탄 멋진 스포츠카들은 나를 촌뜨기로 만

께 여행했던 사람은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의 브루스 플

들기에 충분했다. 마주칠 때마다“하이!”
,“하이!”
하고 상

턴 교수와 소설가 천운영 씨였다. 그리고 국제교류진흥

냥한 미소로 나에게 인사를 던지며 달리던 조깅하는 사

회의 김호연 과장도 처음 1주일간 우리와 함께했다.

람들의 그 건강이 또한 나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미국은 나나 천운영 씨 같은 애연가에게는 파라다이스가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자신감이었

아니었다. 시차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두 시에 잠에서 깨

다. 그들의 그 자신감이 나에게는 때로 도도하게 느껴지

어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현관

기도 했다. 그런데, 17년 만에 다시 가본 미국의 고속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곤란이 없지 않았지만,

로에는 혼다, 도요타, 미쯔비시 등 조그마한 일본차로 가

웃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이 어느 듯 2주일이 훌쩍 흘러

득했다. 그 변화가 하도 예사롭지 않아서 어느 날 아침에

갔다.

나는 주차장에 즐비한 차들의 종류를 일일이 헤아려보았

한국문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이제 초기 단계라 할

다. 그 결과 대략 70% 이상이 일본차였고, 10%가 아우

수 있었다. 일본문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에 비하면

디, 폭스바겐, BMW 등의 유럽 차였고, 10% 가량이 포

한국문학에 대한 그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었다.

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차였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도

이 미개척의 독서시장에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한 국제교

이따금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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