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 2017

Laguna Woods Village

제15호

4월
발행인
출판부

LWV
문예 협회

편집인
고영주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of our
work are presented for your enjoyment.

ㅡ1ㅡ

Spring-Blossoms (Daniel Ridgway 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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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she's so cute!

ㅡ3ㅡ

***우리는 조국을 떠난 이민 1세입니다.
1세라는 이름은 새 시대의 개척자요, 창조자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의 환경과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장
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가족사로 보면 나는 시조입니다.
내가 조지 와싱턴이며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만이 내 조국을 잘 알고 역사를 말하고 조국의 정서를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역사의 강줄기를 우리 스스로 막
으면 족보 제1호의 신화는 끝나버립니다.
앞으로의 미국 속의 우리 후예들은 미국에 깃발을 꽂은 우리 가족의
선조가 과연 누구실까, 당연히 궁금하게 여기겠지만 사진 한 장, 생
각의 한 조각, 말 한마디 어록, 그것조차 알 수 없다면 기억에서 멀
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를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불행입니다.
‘역사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체성은 알려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우리 정신과 감정, 특히 조국 강산의 추억
한 마디라도, 수필이나 자서전을 통해 남기는 일은 어쩌면 자신의
흔적을 떠나 우리 이민 1세인 우리의 사명이자, 자존일런지 모릅니
다.
이번 <라구나문예협회>에서 발간할 책자는 자녀에게는 물론 자자
손손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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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in April
==================

For our members who prefer English,
enclosed below are the works of
Alice Min and Sun Ha Kim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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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er book "A long journey, a memoir" by Alice Min.
VOYAGE ABOARD THE 'FLYING SCUD'
Around seven o'clock in the evening, December 28, 1955, after bidding
farewell to friends and relatives at Busan Harbor, I
boarded the 'Flying Scud,’ an empty American cargo
ship scheduled to depart for Seattle, Washington, USA,
across the Pacific Ocean.
Standing on the deck under the clear night sky with a
radiant full moon and myriad stars, I watched Young-Do
Island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as the ship slowly inched eastward. It was indeed beautiful night as if to
bid me 'bon voyage!' My heart was racing with excitement for I was finally goin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nown throughout the world as the "land of
opportunity," to fulfill my hopes and dreams.
I was the lone female out of six lucky recipients of a cheap fare made
available by the Korean-American Foundation for America-bound college
students.
It cost each of us a mere $150! I was quietly praying to God for a safe trip
to my destination.
Our group of six were treated as VIPs by the captain and the entire crew
of sixty during the twelve-day voyage aboard the Flying Scud. We ate all of
our meals in the elegant dining room with the captain and his officers, and
being the only female passenger aboard I was seated next to the captain at
every meal.
However, all of us were on edge when the mealtime approached for none
of us were familiar with the choices listed on the menu. More often than
not, when one of us ordered a dish, the rest of us chanted "me too" in unison, and ended up eating the same food day after day.
There was one dessert I liked very much - soft, red stuff served in a small
glass bowl that I wanted to order when the elderly waiter came by our table
the following morning, but I did not recall what it was called. Having failed
to make him understand in my limited English, I looked straight into his
eyes, in desperation, shaking my face vigorously sid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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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ooked hard at me for a few seconds before yelling out "Oh, you mean
strawberry Jello!"
LAND OF PROMISE

At the end of a long, twelve-day journey across the Pacific Ocean, I
stepped onto the soi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nown throughout
the world as the land of promise, and many in Asia believed the streets
here were paved with gold!
I was met by two American women at the Port of Seattle on the morning of
January 9, 1956. One of them, a tall brunette with
glasses on and a big smile, was Ruth Froude, to
whom I had been introduced a few years before by
Miss Martin who taught English at Ewha High, and
the shorter woman, slightly chubby with large brown
eyes, was Sal who, I learned later, was remotely related to Ruth and shared a house with her.
They drove me through the beautiful, tree-lined
boulevards with spectacular mountains looming behind en route to their house, a modest ranch surrounded by lush lawns still wet from the morning
dew. Riding in the back seat, what struck me the
most was the absence of fences around any of the houses in the whole
neighborhood. "Wouldn't they become easy targets for burglars?”
I wondered to myself for most houses in my country have high fences
around them. Ed, Sal's husband, and Polka, the family pet, welcomed me
on the front porch when we arrived. (An animal living in the house with
people, unthinkable in Korea!)
A quiet gentleman with a friendly smile, Ed was employed as an engineer
at Boeing Company; and Ruth, probably in her forties, was President of the
Women's Guild at a local Methodist church and basketball coach at the
YWCA.
I was taken aback when Ruth told me I may call anyone in the family by
their first name (addressing anyone older than me without Mr., Mrs., aunt,
or a title, if any, would be considered ru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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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 a sensitive and kindly housewife, took me to a local supermarket the
following morning where the food and supplies were stacked from wall to
wall and from floor to ceiling were most impressive the likes of which I had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These shoppers must all be millionaires living
in Paradise," I thought to myself, and at the same time, couldn't help thinking of the folks back home trying to eke out a livelihood in the country
where cities and towns had been reduced to rubble by the ravaging war of
three years.
Ruth and Sal kept me occupied during the fortnight I stayed as their house
guest.
Once Ruth took me to her Women’s Guild meeting where I was asked to
share my experiences living through the Korean War and the tragic capture
of my father by the invading Communists six years before. I was impressed
by the enthusiasm and curiosity the members showed about the War and
the Korean people.
One evening, with a bunch of American coins spread out before me, Sal
patiently explained to me the value of each of them - a penny, nickel, dime,
and quarter.
One piece of advice that Ruth gave me still rings in my ears and came in
handy during the next few years in college: "Just say 'I can't afford it' when
confronted with an awkward situation."
I was saddened to leave this wonderful family, the very first Americans I
came in contact with in the strange, unfamiliar country, who nurtured me, a
total stranger,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during the fortnight I stayed in
their house.
They continued to be concerned about my well-being during my college
years by sending me cards with encouraging words and advice, sometimes
including a check.
I bid them goodbye on a cold January morning and continued my journey
eastward by train.
I shall never forget Ruth, Sal, and Ed for their hospitality as long as I 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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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을 건너다
2003년 9월 27일 나는 마사 홀이라는 분에게서 엽서를 받았다. 워
싱턴주 시애틀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누구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루스 부이 엘리자베스 프라우드씨 2003년 9월 4일 작고
향년 94세” 이 소식에 가벼운 전율을 느끼면서 먼 옛날 시애틀항에
도착했던 47년 전으로 돌아갔다.
1955년 12월 28일 저녁 7시경 부산항의 건널 판자에서 다정한 친
구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플라잉 스커드호에 승선했다. 이 배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하는 빈 미국 화물선이었
다. 휘영청 보름달,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 아래 갑판
에 서서 배가 동쪽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영
도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아름다운 밤, 우리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
사를 건네는 듯했다. 내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었다.
드디어 기회의 땅 미국으로 나의 희망과 꿈을 이루러 가는구나.
이 배는 서울의 한미재단 주선으로 미국행 대학생들을 염가에 태워
주었는데 나는 행운의 수혜자 6명 중 하나였다. 뱃삯은 일 인당 단
돈 150불이었다. 나는 승선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목적지에 무사히 닿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다.
xxxx
플라잉 스커트 선상에서 우리는 선장과 60명 승무원에게 VIP처럼
대접받았다. 이들은 한 바퀴 멋진 배구경까지 시켜주었다.
이 사이 우리는 마음대로 거닐면서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우아하게 꾸민 식당에서 매끼 선장, 간부들과 함께 음식을 제공받았
다. 그러나 식사 때가 되면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고 당황스러웠다.
6.25 후 접할 수 있던 미국의 음식이라야 고작 비프스테이크,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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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 카레 라이스 같은 몇 가지뿐이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 메뉴에
적힌 음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가 용기를 내어 음식
을 시키면 나머지는 “나도요”하고 한목소리를 내곤 했다. 우리는 결
국 날이며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었다. 디저트 하나가 마음에 들어
다음 날에도 먹고 싶었다. 작은 유리그릇에 나오는 부드럽고 빨간
음식이었는데 그만 이름을 잊어버렸다. 나이가 지긋한 웨이터가
다음 날 아침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식탁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전
날 먹었던 부드럽고 빨간 디저트를 설명하려 했다. 내 짧은 영어로
의사 전달이 안 되자, 나는 속상해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
개를 세게 저었다.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
다. “아, 딸기 젤리구먼!”
불운하게도 항해는 기대했던 즐거운 여행과 거리가 멀었다. 거센 바
다 물결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 선실 바닥에 내동뎅이 쳐지는 일이
잦았다. 더욱이, 배가 흔들리면 심한 두통이 나고, 함께 식욕도 앗아
갔다. 사실상 선실의 포로였다. 한번은 여덟 끼를 내리 굶었는데, 물
론 좋아하는 딸기 젤리도 함께 걸렀다. 그때 선실에서 쓰라고 준 부
케이(Bouquet)표 비누 냄새를 맡으면 오늘날도 불편했던 태평양
횡단이 떠오른다.
워싱턴주 시애틀
12일간 태평양 횡단 끝에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다. 전 세계인에게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미국, 많은 아시아 인들이 거리가 금으로 포
장되었다고 믿는 미국, 내가 도착한 1956년 1월 9일 아침, 중년의
두 미국인 부인이 항구에 마중 나왔다. 한 분은 루스 프라우드, 안경
을 낀 갈색 머리의 장신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화여중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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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사 마거리트 마틴 선생님을 통해 시애틀 시에 사는 미스 프라
우드를 소개받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편지를 주고받았다. 셀은 갈
색 눈의 약간 통통한 단신, 루스의 먼 친척으로 한 집에 살았다.
이들은 나를 태우고 시내를 지나 집에 도착했다. 잘 자란 잔디에 둘
러싸인 수수한 목장이었다. 아직 아침 이슬이 축축했다. 뒷좌석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온 동네 어느 집도 담장이 없는 것이었다. “도
둑의 쉬운 표적이 될 텐데.” 의아스러웠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둘레에 높은 담장을 친다.) 셀의 남편 에드와 애완견 폴카가 현관
에서 나를 맞았다.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개는 한국에서는 상상
도 할 수 없었다.) 에드는 다감한 미소를 띈 조용한 신사였다. 그는
보잉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40대의 루스는 어느 감리교
회의 여성회 회장이며 지역 YMCA의 농구 코치였다. 배려가 깊고
친절한 셀은 다음 날 아침 나를 동네 슈퍼마켓에 데리고 갔다. 사람
들이 쇼핑 카트에 식품을 계속 쌓는 것을 보고 혼자 생각했다. “이
사람들 천국에 사는 백만장자인가 보다.” 나는 도시가 전쟁으로 잿
더미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고국의 동포들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루스와 셀은 내가 그들의 손님으로 머문 2주, 다양한 일로 나를 분
주하게 했다. 일례로 , 루스는 나를 여성회 회의에 몇 차례 데리고
나가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나에게 한국, 한국전쟁, 수년 전
침공한 공산군에게 비극적으로 잡혀간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진정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한국과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
놀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세계지도에
서 찾아본 정도였다. 셀은 어느 날 저녁 동전 한 무더기를 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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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 놓고 일일이 얼마짜리인지 설명했다.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루스가 나에게 한 조언 중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것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저,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하라
는 것이었다. 대학생활 몇 년간, 이 말을 편리하게 써먹었다. 머무
는 동안 생판 남인 나에게 사랑과 동정 어린 숙식을 제공해 준 이들
을 떠날 때 슬펐다. 그들은 내내 나의 안부에 관심을 두고 격려와 조
언을 담은 카드를 보내 주었고 종종 수표를 끼워 넣기도 했다. 1월
의 어느 추운 아침,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기차로 동쪽을 향해 여행
을 계속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루스와 셀, 에드의 너그러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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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ticle on two famous writers, Jack
London and Thomas Hardy, are written by our neighbor, Kim Sun Ha
————————————————————————————-

Jack London
American novelist, journalist,
and social activist.
Born
John Griffith Chaney
January 12, 1876
San Francisco, California, US
Died
November 22, 1916 (aged 40)
Glen Ellen, California, US

*************************

Thomas Hardy
English novelist, poet
and short story writer.
Born
June 2, 1840
Stinsford, Dorset, England
Died
11 January 1928 (aged 87)
Dorchester, Dorset, Eng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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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평생을 두고 사숙, 사랑해 온 두 문호(文豪)
분에게 올리는 조촐한 추모의 글월인데, 쓸모가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읽어주시기만 해도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김선하 올림

1. MY PERSONAL JACK LONDON
When I first encountered Jack London, I was 10 years
old. I had to take a 25 mile bus trip over the mountains, so
I grabbed a book, any book, from the family library. When
I opened it after settling on my bus seat, the book turned
out to be ‘White Fang’, in Japanese translation, 白い牙
(SHIROI KIBA).
Before I was gone over the first few pages, I was
hopelessly engulfed into the tale and only the bus driver’s
shrill scream brought me back to the world at my destination. I took off the bus and started to run to the first place
where I could settle down with the book.
That’s the way I started my long journey with Jack
London. As a country boy in the early 1940’s of the rural
Korea, it was not easy to get around to his books, but I
managed to cover his basic master pieces by the time I
came to America in the late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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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London produced no less than 51 books of
beautiful novels, brilliant short stories, memoirs, and prose
out of his 3 major personal backgrounds, that is, his experience in the Klondike wilderness, sea adventures, and
other social issues.

(Entrance of the Jack London Ranch)
His first great success, of course, was the “Call Of the
Wild”, published in 1903. This was quickly followed up by
the “White Fang” in 1906 to make up a sequel of the magnificent epic dramas in which man, beast, and nature play
out their fatal interactions.
In the “Call of the Wild”, a Saint Bernard grown up in
the sunny California was abducted to the Klondike Region
and after sustaining numerous brutal encounters with huㅡ15ㅡ

man atrocities, melted into the wilderness to become a
leader of the wolf pack. Whereas, in “White Fang”, a son
of a wolf dog reared by the wolf pack had a misfortune to
fall into a captive to the cruel human plots, but eventually
he reached the sunny Santa Clara, California, to become
a beloved and dignified house dog.
Jack London was also a master of short stories. To
name a few: The Sea Wolf; To Build A Fire; Love of Life,
etc. In 1908, he wrote “The Heathen” out of his days of
adventures in the Oceania. This is the story about a
brotherhood between a white man and a Kanaka native;
they “met in the maw of a hurricane and parted in the
maw of a shark.” “The Heathen” truly reveals London’s inner soul and a profound love of fellow men, added by an
awe-inspiring description of the hurricane in the Southern
Pacific Sea.
Jack London’s earlier years were not a happier one in
that his natural parents never married and his father
refused to recognize him as son. His formal education
was often punctuated due to the 12 to 18 hour child labor.
The scar of such a painful endeavors eventually drove him
toward a radical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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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of Jack’s Travel)
Although he was admitted by UC Berkley, he never graduated. He then took off to Klondike and joined the gold rush
fever for 3 years but returned home with no financial fortune but with a dreadful disease. However, we know now
that his hard times in the Klondike/Yukon wilderness
turned out to be the rich sources for his literary fame and
fortune.

(Delight of Jack and Charmian,The Schooner “SN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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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arried twice. First marriage
produced 2 daughters but no love
between the couples. After a few
years, they were divorced and
Jack married his second wife
Charmian Kitttredge. Charmian
was a mentally, physically, and
sexually robust woman who more
than catered to Jack’s adventurous later years.

(Jack and Charmian)

During the 2003 Christmas Season, my wife and I visited
the Jack London Ranch in Glenn Ellen on the Sonoma
Mountain, which now is one of the California State Parks.
After visiting the museum and the ruins of his dream castle, I came upon Jack and Charmian’s grave on a gentle
hillside, where it was cordoned off by a simple, rough
wooden fence, and their ashes mingled togethe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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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h a moth-covered boulder brought up from the ruins
below.

(The Grave of Jack and Charmian)
I talked to him, aloud: “Jack, you were a man of many
things and everything; bold, wild, capricious and adventurous, intelligent but rebellious, always driven by inner volcano that never ceased to erupt. You had burnt off your
40 years of precious life long before I was even born. But,
all the same, you’ve been TO ME a life-long teacher and
mentor, who kept urging me on to learn and care for Animals and People and Nature. Rest in peace and I’ll be
back again”.
Presented to Topic Master’s Club,

2/9/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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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사랑하는 Jack London 이야기

내가 Jack London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내 나이 열 살
때였다. 때마침 60리 산길을 버스 편으로 가야 할 일이 있
어, 집안 도서실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빼 들고 집을 나섰
다. 버스 좌석에 앉아 책을 펴보니 이는 'White Fang' (흰 엄
니)의 일본어 번역(飜譯)판으로 '白い牙' (시로이 기바)라는
책이었다.
책 머리의 몇 페이지를 읽는 동안 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줄거리에 완전히 넋을 잃어, 종착지(終着地)에 다다
른 다음 버스 운전사의 째지는 고함소리에 겨우 제정신을
되찾게 됐다. 버스에서 뛰어내리자 나는 줄행랑을 놓아 아
무 데나 퍼질러 앉아 다시 그 책을 읽어내릴 자리를 물색했
다.
나의 Jack London과 함께하는 기나긴 여정(旅程)이 그
처럼 시작되었다. 1940년대의 한국 두메산골에 살던 촌놈
이었던 내게, 그의 저서(著書)를 찾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대학을 마치고 50년대에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나는 그의 주요 저서를 대충 읽어냈다.
Jack London은 51권이 넘는 아름다운 장편과 뛰어난
단편소설, 기록문(記錄文)에 시 작품집(詩 作品集),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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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문 등을 남겼는데, 이들은 그의 Klondike (북 캐나다)
미개지(未開地)에서의 경험, 바다를 무대로 한 모험, 사회활
동 등 그의 생애의 3대 무대(舞臺)를 생생한 배경으로 장식
하고 있다.
그가 처음으로 성공한 대작(大作)은 물론 1903년에 출
간(出刊)된 ‘The Call of the Wild'(野性에의 부름)이었다.
1906년에는 곧바로 연작(連作)이라 할 'White Fang'(흰 엄
니)이 이의 뒤를 이었고, 두 권이 함께 인간과 짐승과 자연
이 서로 엉켜 대결하는 거대하고 처절(悽絶)한 극본(劇本)으
로 펼쳐나갔다.
‘The Call of the Wild'는 햇빛 찬란한 남가주(南加州)에서 자
라난 육중한 '세인트 번나드' 견(犬)이 악당(惡黨)들에게 납
치(拉致)당해 Klondike 지방으로 끌려간 다음 사람 무리의
온갖 잔학행위(殘虐行爲)를 견디다가, 어느 날 소리 없이 야
성(野性)의 땅으로 내달아 늑대 무리의 왕이 되어버리는 '박
크' (Buck)의 이야기이다. 한편 'White Fang'은 늑대가 된 어
미 개의 새끼로 태어나 늑대무리 안에서 자라난 '흰 엄니'가
불행한 인연을 거쳐 인간들 음모의 볼모가 되었지만, 끝내
눈부신 햇살의 고장 남가주의 Santa Clara에 이르러 사랑받
고 어엿한 번견(番犬)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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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London은 또한 뛰어난 단편 소설의 명수(名手)이
기도 하다. 몇 개의 명작을 소개한다면 'The Sea Wolf', 'To
Build A Fire', 'Love of Life' 등이 있다.
그는 대양주(大洋洲) 체재(滯在) 중의 모험담을 배경 삼
아 'The Heathen'(非宗敎者)이란 단편을 1908년에 발표했
다. 이는 태풍(颱風)의 '아귀'에서 만나 상어의 ‘아귀' 속으로
갈라져야 했던 한 백인과 '카나카' 토인 사이의 형제애(兄弟
愛)를 그린 얘기인데, 이 글이야말로 Jack London의 마음속
깊이 깃든 인간애(人間愛)의 극치(極致)라 할 것이다. 이 작
품에 나오는 남태평양(南太平洋)의 소름 끼치는 태풍의 묘
사 (描寫) 또한 일품이다.
Jack London의 어린시절은 생모/생부(生母/生父)가 끝
내 결혼을 마다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인지(認知)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비극으로 불행할 따름이었다. 그의 초, 중등
교육도 빈번한 16 내지 18시간의 미성년(未成年) 노동 때문
에 토막이 나기 일쑤였다. 이와 같은 고난(苦難)에 찬 경험
은 그로 하여금 한때 급진적 사회주의로 내닫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UC Berkeley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하지는 못했
다. 학업을 떠난 그는 마침내 Klondike로 내달아 황금광(黃
金狂) 물결에 투신했지만 3년 동안 돈 한 닢 벌기는커녕
중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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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ndike/Yukon 광야(曠野)에서의 고초야말로 그의 문학
적 명성과 이에 따른 재산적 이득의 소중한 보고(寶庫)였
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
Jack는 두번 결혼했다. 첫번 결혼에서 그는 두 딸의 아
버지가 됐지만 부부 사이는 냉냉하기만 했다. 그들은 몇 년
뒤 끝내 이혼했고, 그는 Charmian Kittredge와 재혼하게 된
다. Charmian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성쪽으로도 건장한
부인이어서 Jack의 말년 활동에 귀중 한 내조(內助)를 베
풀었다 한다.
2003년 크스마스 명절에 아내와 나는 북가주 ‘Sonoma' 산 Glenn Ellen에 위치한 California State Park 내의
Jack London Ranch를 방문했다. 박물관과 폐허가 되어버
린 그의 성터를 답사한 다음, 우리는 완만한 동산 비탈에
자리잡은 Jack와 Charmian의 무덤에 이르렀다. 무덤은 아
무런 장식도 꾸밈도 없는 거치른 말목 담으로 두리워져 있
었고, 아래 성터에서 끌어 올린 이끼와 초라한 들꽃에 뒤덮
인 무거운 바위덤 아래, 혼합된 두 사람의 재가 거기 잠자
고 있었다.
나는 목청을 다듬어 입을 열었다. "Jack, 그대는 만사에
다재다능(多才多能)했고, 용감하고 야성에 넘치는가 하면
천의무봉(天衣無縫), 모험심이 넘쳐 흐르며, 지성적인가
하면 반항적이고, 마음속에는 항상 들끓는 화산을 간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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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극(相剋)의 사람이었다. 그대는 40년의 꽃다운 한평생을
내가 태어날 20년 전에 이미 불사르고 말았다. 하지만 내
게 있어 그대는 영원한 스승이었고 인도자였으며, 내게 늘
동물과 사람과 자연을 배우고 아끼는 마음을 길러 나가라
일러준 소중한 분이었다.
두 분 함께 고이 잠드소서. 살아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
습니다.
김선하,
2012년 2월 9일 Topic Master Club에서 발표

Jack London's Cot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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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MAS HARDY의 무덤
얼마 전 영국에 갔을 때, Dorchester에 있는 Thomas
Hardy의 생가와 무덤을 방문한다는 것이 이것저것 사정 때
문에 허사가 됐습니다.
Hardy의 작품과 명성은 제가 일생동안 사숙해 온 바
고 할 말이 많았지만, 우리 김일홍 선생께서 5분밖에 말씀
드릴 시간을 제게 주지 않아서 길게 소개해 드릴 수 없는지
라, 오늘은 London 시내에 있는 Westminster Abbey(대사
원)에 잠자고 있는 그의 또 하나의 묘소(墓所)를 참배한 얘
기만 해드릴까 합니다.
Westminster Abbey의 장중하고 수려한 차림은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규율이 까다로워 아마추어 사진가인 저
의 카메라를 입구에서 몰수당하고, 들어선 사원 내부에는
그 날따라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내 실력으론 도
저히 Hardy의 묘소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장(正裝) 차림의 젊은 수위 두 사람께 물었
더니 ‘Thomas Who?’ 하고 반문하는 바람에 일찌감치 단념
하고, 가서 이 사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책임자를 하나 데려
오라 했더니, 이윽고 찬란한 예복에 드리운 50대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가 입을 열 짬도 주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밀어 붙였습니다. “Sorry, Sah! You’ve got to go to Dorchester because he’s sleeping there.” 나는 기가 차서,
“Yeah, one part of him is sleeping there, but the oth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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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leeping right here in the Abbey. Why don’t you check
your formal layout diagram?” 이 친구는 황망히 사무실 쪽
으로 내달았습니다. 1928년, 87세의 임종(臨終) 가까운
Hardy는 그의 둘째 부인 Frolence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거든 심장(Heart)은 꺼내서 Emma (첫째 부인)
의 무덤에 합장하고 나머지 시신(屍身)은 화장한 뒤 재는 그
리 성가시게 조르는 Westminster 대사원에 주라” 했습니다.
Frolence는 남편 유언대로 그의 심장을 꺼내서 부엌
의 탁자 위에 얹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심장 귀퉁이를 조금 뜯어 먹는 사고가 발생했
지만 합장은 무사히 끝내고 몸의 기타 부분의 재는 Westminster Abbey에 안장시켰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에 확인하러 갔던 책임자가 돌
아와서 이번엔 조금 전의 으름장이 아니라 비밀 얘기라도
하듯 낮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습니다. “You are right,
Sah. Master Hardy sleeps here in the Poet’s Corner. Follow me, Sah, if you please.”
Hardy의 무덤은 Kipling, Carlyle 등 당대의 문호들 무
덤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빽빽이 “흙발’로
들어선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육중한 영국
사람들 엉덩이를 “Please, please! I need a little space right
here.” 하며 밀어내어 가까스로 1메터 사방의 틈을 만들어
신발을 벗고 거기 꿇어앉자 두 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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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처럼 늙은 나이가 다 되어 선생님 영전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이 그려내신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
의 서러움, 인간의 슬기로움과 무식, 인간의 착함과 아귀다
툼,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좋고 나쁜 참모습을 두루 사랑하
신 선생님의 인간애(人間愛)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숭앙(崇
仰)합니다. 고이 잠드시옵소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인회 ‘수필 문학의 밤’에서 발표. 2014년 11월 18일

London Westminster Ab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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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lick on the link below to access the original
text.
PART I: The Wild

•
•
•

Chapter 1: The Trail of the Meat
Chapter 2: The She-Wolf
Chapter 3: The Hunger Cry

PART II: Born of the Wild
• Chapter 1: The Battle of the Fangs
• Chapter 2: The Lair
• Chapter 3: The Gray Cub
• Chapter 4: The Wall of the World
• Chapter 5: The Law of Meat
PART III: The Gods of the Wild
• Chapter 1: The Makers of Fire
• Chapter 2: The Bondage
• Chapter 3: The Outcast
• Chapter 4: The Trail of the Gods
• Chapter 5: The Covenant
• Chapter 6: The Famine
PART IV: The Superior Gods
• Chapter 1: The Enemy of His Kind
• Chapter 2: The Mad God
• Chapter 3: The Reign of Hate
• Chapter 4: The Clinging Death
• Chapter 5: The Indomitable
• Chapter 6: The Lov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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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The Tame
• Chapter 1: The Long Trail
• Chapter 2: The Southland
• Chapter 3: The God's Domain
• Chapter 4: The Call of Kind
• Chapter 5: The Sleeping Wolf
——————————————————————————-

===========================================

시, 수필 원고 제출

1. 원고 마감—-6월 30일까지
2. 분량—- 1- 4페이지 정도 (A4 paper size 8 1/2”—11”)
3. 내용—-제한 없음.
4. 문의 및 연락처
(310) 970- 2707 youngjko@hotmail.com 고영주

라구나 문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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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i Page - The Tennessee Waltz & Changing Partners

<Please Click the green letter below>
https://www.youtube.com/watch?v=An4SXTEf_RU
Page's signature song, "Tennessee Waltz", was one of the biggest-selling singles of the 20th
century, and is recognized today as one of the official songs of the state of Tennessee.
I was twelve when this song came out in 1950.

The Tennessee Waltz
I was dancin' with my darlin'
사랑하는 그 이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To the Tennessee Waltz
테네시 왈츠에 맞춰서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서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사랑하는 그 이에게 소개해 줬죠

And while they were dancin’,
그리고 그들이 춤추는 동안,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훔쳐갔어요

I remember the night,
나는 그 날 밤을 기억해요

And the Tennessee Waltz
그리고 테네시 왈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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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이제야 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요

Yes, I lost my little darlin'
그래요, 난 사랑하는 그 이를 잃었어요

The night they were playing
그날 밤 그들이 연주할 때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아름다운 테네시 왈츠를

Changing partners
We were waltzin' together to a dreamy melody
꿈결 같은 멜로디에 맞춰 우리는 왈츠를 추고 있었죠.

When they called out,"Changing partners”
And you waltzed away from me.
사람들이 "파트너를 바꾸세요" 하고 소리쳤을 때
그리고 당신은 춤추면서 내게서 멀어져 갔죠.

Now my arms feel so empty
As I gaze around the floor.
지금 내 팔은 무척이나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무도장을 두리번거리 듯

And I'll keep on changing partners
Till I hold you once more.
나는 계속해서 파트너를 바꾸며 춤출거에요.
나는 당신을 다시 한번 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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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we danced for one moment
And too soon we had to part
우리 잠깐 동안 춤을 췄지만
너무나 금방 헤어지고 말았어요.

In that wonderful moment
Something happened to my heart.
그 황홀했던 순간에
내 맘 속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So I'll keep changing partners
Till you're in my arms and then
그래서 나는 계속 파트너를 바꿀래요
그대가 내 팔에 안길 때까지

‘Oh my darlin’..
I will never change partners again.
Never again
Never again.
아 내 사랑.
나는 다시는 파트너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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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me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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