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네이버 영화

Hollywood English

‘나를 만나는 곳’.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인가요?  

‘나를 만드는 곳’. 그곳은 또 어디일까요? 

‘나를 만나는 곳’이란 ‘나는 무엇인가(What am I?)’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아 발견(self-discovery)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일 것입니다. 한편 

‘나를 만드는 곳’이란 ‘나’를 더 성숙한 인격체와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기 위한 배움과 자기 계발의 공간일 것입니다. 이번 송년호에서는 

이들 두 개의 공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에게 두 

공간은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 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 숲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나온 뒤 잠깐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문명 세계와 등지고 숲속에 들어가 작은 오두막집을 직접 짓고 

독거(獨居) 생활을 합니다. 정확하게 2년 2개월 2일간, 그는 숲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명저 ‘월든’에 담았습니다.

소로가 남긴 주옥같은 글들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명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숲을 산책하고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커졌다.(I took a walk in the 

woods and came out taller than the trees).’

‘나무보다 큰 키가 됐다’는 표현이 은유하는 것은 그가 존재의 이유나 

삶의 목적, 그리고 행복의 의미 등을 예전보다 ‘큰 그림(big 

picture)’으로 성찰하고 통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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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그런 숲들 가운데 하나가 ‘별다방’입니다. 이곳은 

저에게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동시에 사색하고 상상하는 

공간입니다. 영화를 번역하고,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고, 

시를 짓고, 책과 종이신문을 읽는 문화 공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칼럼을 쓰는 지금도 저는 ‘나무보다 큰 키로’ 

저를 자라게 하는 ‘별다방 숲’에 와있답니다.

이번엔 어느 유명 독일인 코미디언의 ‘숲’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페 케르켈링. 여행 산문집인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를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을 

읽고서, 그리고 그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든 영화 ‘나의 

산티아고 길(I’m Off Then)’을 보고선 ‘산티아고 

순례길’이야말로 그가 가진 여러 ‘숲’ 가운데 하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방송계 스타 하페는 쓰러집니다. 아니, 

무너졌다고 표현해야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과로와 

그로 인해 생긴 과도한 스트레스. 의사의 권유를 따라 

무한정 쉬어보기로 한 그를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안내서입니다. 모든 이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서 

하페는 791km를 홀로 걷기로 결심합니다.

하루 20-30km를 걸어야 하는 만만찮은 여정에 오르는 

하페. 그의 여정이 순탄할 턱이 없습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발이 무시로 부르틉니다.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한시적이나마 문명과 이별해보고 싶다며 

떠나놓고선, 툭하면 차를 얻어 타기도 하는군요. 곧 죽어도 

잠은 호텔에서만 자야 하고요.

홀로 걷던 그는 밀려오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무리 속에서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그때 한 여성이 충고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산티아고 길’을 혼자 걸어야만 해요. 

(If you want to reach the goal, you have to walk the Way 

alone).”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분명 그렇게 ‘숲’을 혼자서 거닐며 더 

크게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페도 대선배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페의 도전은 성공할까요? 족히 85%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그 여정에서 그는 마침내 15% 안에 들고 

맙니다. 궁극적으로 하페는 험난하고 고된 그 길 위에서 

‘비움의 배움’을 터득합니다. 문명 세계로 돌아가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마침내 그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무보다 큰 키’로 

거듭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