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영 제3수상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제5부 수필 51

미국 인상기
나 운 영
군맹평상群盲評象이란 말이 있다. 소경 다섯 사람이 코끼리를 어루만져 보고 가로되 코끼리는 기둥 같다느니,
담벼락 같다느니 말했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26일 동안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그중 몇 가지만을 털어놓고 싶다.
첫째는 가족계획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싱턴은 물론이고 보스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절레스 등 어디를 가나
흑인이 유난히도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색적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을 보았
기 때문이다.
백인은 안 낳는 가족계획을 하는데 반대로 흑인은 낳는 가족계획을 하니 이러다가는 50년 안에 미국은 거의
흑인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진다. 그것도 흑인끼리만이 아니라 백인 여자와의 혼혈아가 나날이
늘어만 간다니 흑백 문제가 자연 해소될 날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둘째로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한국의 식민지(?)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민국에 등록된 한인이 5만 명에다가
등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3만 이상 된다고 하니 말이다. 영어를 한 마디도 몰라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
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인수도 많고 음식점까지 없는 것이 없다. 공부하러 온 유학생 중 약 1할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이니 나머지는 사업 또는 노동을 하고 사는 셈이다. 이렇게 한 도시에 몰려 들고 있
는 까닭에 행여나 추악한 한인의 모습을 드러낼까 염려가 되었다.
셋째로 하와이는 참말로 일본의 식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미국 본토와 달리 흑인이 거의 없다는 점
이 눈에 띤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 원주민과 백인이 끼어 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음악이다. '하와이언 기타' 자체가 매력이 있지만 이것이 원주민들의 타악기와 함께 연주될 때 매우 이그조
틱한 무드를 조성한다. 한편 호놀룰루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의 East-West Center는 동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큰 뜻을 지니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넷째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모두가 완전 개방식이어서 누구든지 마음
대로 서고에 출입할 수 있고 또 그 책과 레코드가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를 든다면 보스턴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에 레코드만 2만 장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 있어서
의 학교 공부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점을 절감
했다. 한편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몇몇 진서, 희서 외에는 낡은 책,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대부
분이고 신간 서적이 너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장 찢어진 것이라든가 사진을 면도 칼로 도려낸 것이 허다한 실
정이다 보니 완전 개방식이란 요순시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는 느낌이니 한심하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있지 않나 싶다. 그곳 학생, 교수, 사회인들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
부하는 모습을 볼 때 무언의 교훈을 받았다.
다섯째로 서점 이야기다. 가는 곳마다 서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전문서점이 많은 데에는 부러움과 부끄
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뉴욕에 있는 G.Schirmer에 들어가니 넓은 방안에 한 쪽 벽에는 이론 서적이 부문
별로 진열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악보가 역시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레코드가 완전히 구비되
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도 여기서 무려 세 시간을 찾아 헤맸는데 그 수량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희귀한 것이 또한 많은 데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것만 같았다. 나는 여기서 25여 년 동안이
나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책을 구했으니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들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책도 없고, 악보도, 레코드도 없고—혹 악보는 있으
나 레코드가 없는 경우, 레코드는 있으나 악보가 없는 경우—이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기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음악에 관한 한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책과 악보와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로서는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선진문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끝으로 외국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경화 정」의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기뻤다. 그의 연주를 들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
들이 정경화 양을 평가하는 것보다 몇 10배 이상 그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를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세기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인간 국보라는 종래의 내 신
념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다.
<1974. 8. 월간 중앙>
[부록] 국제문화교류란?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손으로 가리고 「코리아!」를 연발하면서 당당히
일착으로 골인했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소련 땅에서 열린 콩쿠르요, 거의 소련
사람들로 구성되다시피 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우리 정명훈이 2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소식이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이콮스키 콩쿠르」에 정명훈이 예선에 통
과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을 때에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었는데 드디어 1등이나 다름이 없는 2등을 했
으니…
정경화, 정명화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함으로써 한국을 크게 빛내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혹 그들 자매가 꼬마 동생을 억지로 끼워줘서 피아노 트리오를 가끔 하는 것이나 아닐까 추측해오던 터였
는데 이렇게도 크게 성장했으니 우리들의 악의 없는 추측이 인식 부족에서 혼 소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더욱 기쁘기 한량이 없다. 이는 비단 정명훈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동양
사람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면 「카잘스 트리오」 (코르토, 티보, 카잘스)와 「백만 달러 트리오」
(루빈스타인, 하이페즈, 피아티고르스키)가 유명했었다. 이제는 정명훈이 어머니 이원숙 여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명훈, 경화, 명화가 각각 독주자로만 세계를 누비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정 트
리오」로도 한국을 빛낼 날이 오고야 말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국제문화교류란 제나라의 것을 남의 나라에서 발표하는데 참뜻이 있는 법이니 앞으로는 기회 있
을 때마다 우리 작품도 한 곡씩 연주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더욱 자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
를 바라고 싶다.
(1974. 7. 21 주간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