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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작가 김 교의 문학
- 세 가지 층 의 쓰기를 심으로 -  

김 미  *

1. 여는 말

2. ‘내면 들여다보기’로서의 쓰기

3. ‘세상에 다가가기’로서의 쓰기

4. ‘신앙고백과 기도’로서의 쓰기

5. 닫는 말

1. 여는 말

지 껏 한국문학연구는 재외한인동포문학을 포용하여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히

는 작업에 매진해 왔다. 1980년  말부터 ‘한겨 문학’, 혹은 ‘한민족문학’이란 개

념으로 시작된 이 작업은 재 남북미지역(호주, 캐나다 포함), 구소련지역, 

국지역, 일본교포문단 등의 권역별로 연구가 진행 이다.1) 권역 내에서 한인동

포문학은 지어로 창작된 지어문학과 한 로 표기된 한 문학으로 나뉜다. 

미주지역 한인동포문학의 경우, 어로 발표된 강용흘, 김은국, 차학경, 노라 옥

자 러, 이창래, 수잔 최, 이민진 등의 소설들은 연구가 꽤 진행되었다.2) 이들

*  홍익 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1) 이명재, 2006 ｢미주 한인문학의 황과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3, 14-27면. 

2) 한국계 미국인 문학 연구는 1990년  말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지문학론을 이론  거 으로 

일기 시작되었다. 미주문학단체연합회가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재미한인문인들의 명단과 

작품 활동을 정리하여 �한인문학 사 �을 편찬한 것이 2003년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재

미한인문학연구는 소설을 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물로는 이동하와 정효구의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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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이 미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산과 동화, 경계인 의식,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탈식민  에서 그린 소수민

족문학(Ethnic Literature)의 한 양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런데 재 미국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은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데,3) 이들에 의해 향유되는 한인동포문학은 이민 1세 에 의해 한 로 창작된 

시와 수필들이 많다. 이런 한 문학의 작가들은 이민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부분이다.4) 이런 한 문학에는 한민족의 감성과 습속이 잘 드

러나 있고, 소수민족으로서의 받은 차별, 지 응에의 어려움, 고국에 한 그

리움, 한민족으로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등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 

이민 1.5~3세 에 의해 어로 발표된 미주한인 어문학 못지않게 이민자 문학

(Emigration Literature)의 성격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 문학

은 문성이나 술성 면에서 강용흘, 이창래 등의 어문학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인지5) 지 껏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심을 거의 받지 못해 왔다. 

한인문학연구�(2003, 월인), 김종회의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2003, 국학자료원), 유선모

의 �한국계 미국 작가론�(2004, 신아사), 임진희의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2005, 태학사), 

박 호의 �미주한인소설 연구�(2009, 창조문학사), 송명희 외,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어제

와 오늘�(2010, 한국문화사) 등이 있다. 

3)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국 을 취득한 한인동

포를 말한다. 통상 ‘미주한인’이라 불리지만 이들의 정확한 명칭은 ‘코리안 아메리칸’, 즉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민의 미주 이민의 역사는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조선 노동자

들이 하와이 지역 사탕수수 농장으로 7000여명이 이주해간 것을 시작으로 한다. 홍윤정, 

2004 ｢하와이 한인이민과 이민단의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 5, 75면. 이후 1950~ 

70년 에 이민자수가 폭발 으로 증가했고, 이제 미주로의 한인이주의 역사는 100년이 넘

었다. 2015년 재 미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조사(ACS) 자료에 의

하면, 미국 내 한인은 182만여 명으로, 당시 체 미국 인구의 1%가 넘는다. 하지만 여기

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 등의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 2016년 재, 략 미주에 거주

하는 한인 이민자는 약 30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송명희, 2010 ｢캐나다 한인수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미주지역 한인문학

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사, 124-159면.

5) 코리안 아메리칸의 한 문학은 동호인 수 의 ‘ (non) 로페셔 ’한 문학으로 평가되어 

백안시되어 왔다. 하지만 명계웅은 이를 한국문학의 방계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명계웅, 2003 ｢미주한인문학의 형성과정｣ �한인문학 사 �, 미주문학단체

연합회, 1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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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이민 1세 의 한 문학이 미주한인동포문학에서 차지하는 비 은 해

마다 발간되어 유통되는 미주지역 한  동인지나 문 문지, 개인문집의 수나 

발행부수와, 한 문 와 련된 행사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

다.6) 이민 1세 는 어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일상생활이 아닌, 내면 깊숙이 자

리한 디아스포라의 감정이나 탈식민의 의지, 문화  정체성과 련된 내용을 서

술할 때 한 을 표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민 1.5세  

이상은 한국어를  잊어가고 있고 한 로 된 책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는 

것이 실이다.7)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민 1세 의 한 문학 창작은 어와 한국

어라는 이민자들의 이 어생활의 혼란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기

도 하다. 이민 1세 의 한 문학은 한 이라야 문학 활동이 가능한 그들의 실

 처지를 반 하며  미국에서 한 로 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문화의 요체인 ‘한 ’을 지키고 향유하는 

일에 해당하기도 하여, 이들의 디아스포라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면인 

것이다. 이제 미주지역 한인동포문학 연구는 어문학뿐 아니라 한 문학으로도 

그 역을 넓 가고, 동인지나 문 지 등 발표지면별 연구와 개별 작가론 연구

6) 미주지역 한인의 문학활동이 집단  양상으로 표면화된 것은 최 의 미주 내 한  문

지 �지평선�이 창간된 1973년부터이다. 이는 미국서부지역 심이었다. 미주한국문인 회

가 창설된 것은 1982년 9월 2일이다. 1985년에는 동부지역의 문 지 �신 륙�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주지역 내 한인들의 문학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외 으로 보여

 행사가 1985년 LA 뮤직센터에서 3박 4일 간 개최된 ‘범세계한국 술인회의’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문학, 음악, 미술이 망라된 재외 한민족의 문화 잔치

다. 미당 서정주가 회장을 맡아 진행된 이 행사에서 문학 분야에는 김춘수, 숙희, 김은

국, 이해랑, 정한모 등이 참여했다. 김 철 외, 2012 ｢미주한인문인 회의 어제와 오늘, 그

리고 내일｣ �계간 미주문학� 59(2012년 여름호), 17-21면.  �미주문학�(1982년 창간)과 

�뉴욕문학�(1991년 창간)이 발행되어  미주지역 한인 이민자사회의 문학을 표하는 

문 지로 부상하 다. �미주문학�과 �뉴욕문학�은 이후 오랫동안 미주 내 한인문학 형성

에 구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런 문 지들에는 시와 소설, 수필, 평론이 폭넓게 실렸는

데 모두가 한 로 된 것이었다. 이후 장르별로 특화된 문 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워

싱턴 여류수필가 회의 �워싱턴 뜨기�(1990)와 재미수필가 회의 �재미수필�(1999)이 그 

시작들이다. 2012년에 한국수필문학 진흥회의 미동부지회가 펴낸 �에세이 뉴욕�(2012)이 

등장하면서 미주 한인 한 수필문학은 궤도에 오르게 된다.  

7) 장소 , 1989 ｢LA 한인교포사회의 독서문화｣ �출 � 4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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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깊고 다채로워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 가운데, 이민 1세  한 문학을 표하는 작

가 김 교(1941~)의 문학을 개 해 보기 한 것이다. 김 교는 시인이자 수필

가로 미국 서부 LA 근교 토 스 지역에 거주하며 1990년  반부터 지 까지 

약 25년간 8권의 단독 시집과 4권의 단독 수필집을 발간하 고, 다수의 공 들

도 출간한 견 작가이다. 이 이 김 교 문학에 주목한 이유는 그가 제8회 가

산문학상(2001),8) 제5회 해외문학상(2003), 제10회 이화문학상(2006), 제16회 미

주문학상(2009), 제35회 노산문학상(2010), 제20회 미주문학상(2014), 재미시  시

인상(2016) 등을 수상하 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는 그가 재 미주지역 한인동

포 한 문학의 선두주자  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김 교는 1941년 경남 통 에서 출생하여 이화여  문과를 졸업한 후 도미

(渡美)하여 컬럼비아 학에서 수학하던  유학생이던 김태훈과 결혼하 다. 이

후 그는 두 아들을 둔 주부로,  한때는 가게를 운 하는 자 업자로 일하 다. 

그러던  암이 발병하 고, 미국에 병문안을 온 친정 큰 오빠 김 규(시인)

의 권유로 1994년 �자유문학�에 시 ｢이민 우물｣로 등단하 다. 이듬해엔 �창조

문학�에 수필을 발표하여 수필가로도 데뷔하 다.9) 그는 50  반이던 1995년

에 암 수술을 받았고, 만 70세이던 2011년에 유방암 정10)을 받아 2014년에

는 유방암 수술까지 받았다. 오랜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는 재미시인 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시, 수필, 칼럼 등을 발표하는 한편, 사우

스베이 평생 학과 가디나 사랑 창작교실에서 후학을 지도하기도 하 다. 

50  반, 비교  늦은 나이에 등단한 그는 이후 맹렬히 창작활동을 하 다. 

50 에 첫 시집 �우슬  讚歌�(1997, 혜화당)를 발간했고, 이어 한시집 �신호

 8) 1994년 남미에서 재외한인문학의 변 확 와 창작열 고취를 해 ‘안데스 문학상’이 제

정되었다. 시, 소설, 수필, 평론 부문으로 시상하던 이 상은 ‘로스 안데스 문학상’으로 불

리다가 2001년 제8회부터 이효석의 호를 따서 ‘가산문학상’으로 개칭되었다. 재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 스시 가산문화재단에서 리하고 있다. 2021-02-10-11:43:24에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인용함.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 

=naw&contentsId=GC95101540. 

 9) 미주문학단체연합회, 2003 �한인문학 사 �, 월간문학 출 부, 87면. 

10) 김 교, 2012 ｢작은 소요｣ �꽃구경�, 서울문학출 부,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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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Traffic Lights)�(1998, 혜화당)을 출간했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자신의 두 

아들과,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이민 2~3세 들을 한 것이었다. 60 에는 

시집 �물 한 방울의 기도�(2002, 혜화당)와 �  그리고 나, 우리�(2006, 혜화당)

를 펴냈고, 70 에는 시집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2010, 서울출 문학부), �감

사의 겉옷을 입고�(2011, 도서출  말 ), �흔 �(2014, 서울문학출 부), � 르

르 떠는 열애�(2016, 미주시학)를 출간하 다.11) 산문집의 경우는, 제일 먼  4

인 동인수필집 �하오의 사 주�(동화서 )의 1집(1995)과 2집(1997)을 펴냈다. 

 세계한민족작가연합이 미주이민 백주년 기념 문집으로 펴낸 �새들은 하늘에 

길을 낸다�(2003, 신지성사)와 이 동창문인회의 수필선집 �내 마음이 연두로 

물든들�(2018, 새미), 그리고 지성의 샘 편집부가 펴낸 �수필의 끈을 풀다: 50 

수필가의 앤솔러지�(2020, 지성의 샘)에 다수의 작품들을 수록하 다. 단독 산문

집은 지 까지 4권을 발간했는데, �소리 지르는 돌�(2000, 신지성사), �길 에

서�(2006, 도서출  새벽), �꽃구경�(2012, 서울문학출 부), �그리고, 소 한 기

억들�(2015, 서울문학출 부)이 그것들이다. 2018년에 남편과 사별한 그는 재 

만 80세의 고령임에도 창작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 교 문학에 한 지 까지의 논의들은 부분이 작품집의 해설문 형태

다. 컨  첫 시집 �우슬  찬가�의 서문에서 오세 은 김 교의 시작(詩作)은 

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월한 정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12) 정공채는 그의 시작에서 “ 생 인 고토를 향한 기구에의 목소리”

를 읽어냈고,13) 김 자는 삶을 향한 끝없는 자기반성과 월에의 꿈을 노래한 

실존문학  측면을 살폈다.14) 김재홍은 그의 작품세계는 비극 인 실 속에서

도 식물  상상력으로 자기고양과 구원에의 의지를 드러낸 ‘순례의 역정’이란 평

11) 김 교의 일곱 번째 시집 �흔 �(2014)에는 아버지 같고 애인 같았던 큰 오라버니를 떠

나보낸 후 가슴 아 하면서 쓴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김 교, 2015 ｢그해 상 의 행방은｣ 

�그리고, 소 한 기억들�, 서울문학출 부, 155면. 

12) 오세 , 1997 ｢사랑의 비극  발견｣ �우슬  찬가�(김 교), 혜화당, 13-17면. 

13) 정공채, 1997 ｢ 생의 집 그 진실의 시편들｣ 의 책, 167-168면.

14) 김 자, 2002 ｢자의식의 심연과 존재론  갈망｣ �물 한방울의 기도�(김 교), 혜화당, 

221-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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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내어 놓았다.15) 홍문표는 김 교의 시세계는 육체 ․  치유에 한 

‘감사와 환희의 칸타타’라 정리했고,16) 유성호는 “시간에 한 기억과 그 성찰의 

과정을 노래”한 김 교의 시들은 ‘사랑’이란 자기규율과 기독교라는 신앙을 토

로 ‘자기구원의 시학’을 완성해 가는 도정이라 논평했다.17) 김 교의 수필들에 

한 논의는 시에 한 것들에 비해 은 편이다. 최원 은 김 교의 수필집 �꽃

구경�을 로 들어, “살아온 삶이 감사이고 살아갈 삶이 은혜인 그의 문학인생

은 ‘꽃구경’으로 모두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18) 한 양왕용은 김 교의 

수필집 �그리고, 소 한 기억들�에 한 해설문에서 신앙과 문학이 융합된 김

교의 쓰기는 두 번의 암을 극복한 의지력으로 삶에 한 진지하면서도 정

인 태도가 돋보이는 ‘행복한 쓰기’라는 결론을 제시하 다.19) 그는 이 에 김

교의 시를 살핀  ｢시와 신앙의 통합  상상력｣(2014 �한국 시와 디아스

포라�, 작가마을)에서 이미 김 교에게서 시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음을 지 한 

바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 교의 문학은 신앙과 습합되어 있고, 자기반성

과 구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 고통을 넘어 희망 찾기의 여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 은 이러한 기왕의 논의들을 수용하면서, 김 교의 문학 체를 조망

해 보는 데 일차  목 이 있다. 왜냐하면 기왕의 논의들은 모두가 작품집 한두 

권을 상으로 한 해설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에서는 김 교의 시와 수필 

체를 ‘내면 들여다보기’, ‘세상에 다가가기’, ‘신앙고백과 기도’로서의 쓰기라

는 세 가지 층 에서 살피려 한다. 왜냐하면 김 교 스스로가 자신의 문학세계

는 ‘생애 들여다보기, 세상에 다가가기’라고 표 했고,20)  그의 시나 수필 

15) 김재홍, 2006 ｢들꽃의 사랑, 그늘의 평화｣ �  그리고 나, 우리�(김 교), 혜화당, 144- 

158면.

16) 홍문표, 2011 ｢감사와 환희의 시  칸타타: 김 교 시집 �감사의 겉옷을 입고�｣ �감사의 

겉옷을 입고�(김 교, 2011), 도서출  말 , 141-154면. 

17) 유성호, 2010 ｢사랑과 자기구원의 시학｣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김 교, 2010), 서울문

학출 부, 153-167면. 

18) 최원 , 2012 ｢김 교의 �꽃구경�｣ �꽃구경�(김 교, 2012), 266면. 

19) 양왕용, 2015 ｢ 제된 감정과 진솔한 삶｣ �그리고, 소 한 기억들�(김 교, 2015), 293-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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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신앙 고백  쓰기의 모양새를 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김

교의 문학세계를 자신(내면), 타자(이웃), 신(하나님)과의 화라는 세 차원에

서의 쓰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들을 고찰해 보려 한다.

2. ‘내면 들여다보기’로서의 쓰기

김 교는 ｢내 안의 방들｣, ｢떠내려가는 방｣, ｢손잡이｣ 등의 시에서 스스로를 

‘방’, ‘옷장’, ‘어항’, ‘섬’ 등에 자주 비유하고 있다. ‘어두운 방’, ‘걱정의 방’, ‘의심

의 방’, ‘두려움의 방’, ‘시샘의 방’, ‘기  미달의 방’, ‘거  당함의 방’, ‘열등감의 

방’, ‘빗장을 지른 욕심의 옷장’, ‘이민 어항’, ‘내 빈 어항 가슴’, ‘무인도’ 등은 자

신이나 자기 내면을 지칭하는 표 들로 보인다.21) 여기서 방, 옷장, 어항, 섬 등

은 모두 닫힌 공간들로, 이는 그가 외부와 차단된 단 상태에 있음을 상징한다. 

한 이는 그가 닫힌 공간 밖으로 나가 세계와 소통하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있

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그에게 쓰기는 닫힌 공간인 자신의 내면, 그 안을 들

여다보는 행 이자, 열린 세계로 비월(飛越)해 가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그가 수필들에서 에피소드에서 사유로 넘어가는 것을 ‘안으로 들

어가기’라고 표 한 목들에서도 검증된다. 만삭인 채 6층 아 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화가 모딜리아니의 아내 쟌느22)의 일화를 그린 수필에서 그는 “36세로 

마감한 그녀(쟌느)의 생애가 낮인데도 어두운 벽으로 나를 가둔다. 그럴수록 

묶이지 않으려고 가슴은 내일로 가는 벽을 허문다. 생각은 안으로 안으로 모아

진다.”라고 서술하거나,23) 출장 간 남편을 마  간 공항에서 “망 한을 즐기는 

느슨해진 의식이 생각의 물 기를 안으로 몰고 갔다.”24)나, “제 안에는 많은 방

20) 김 교, 2015 ｢리아, 네 이름은｣ 의 책, 86면.

21) 김 교, 2002 ｢내 안의 방들｣ �물 한방울의 기도�, 44-45면.

22) 김 교는 유달리 키가 크고 목이 긴 자신의 마른 체형이 모딜리아니 그림에 등장하는 여

인과 닮았다며 스스로를 ‘쟌느’에 자주 비유하곤 하 다. 김 교, 2000 ｢ 룽지 목사님｣  

�소리 지르는 돌�, 신지성사, 249면. 

23) 김 교, 1997 ｢수요일의 스 치-쟌느｣ �하오의 사 주 제2권�, 동화서 ,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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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습니다. 상처테 방들입니다. 내  치유를 통과하는 과정에 깊숙이 있는 

그 방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목들, 그리고 “시선을 안으로 모아 자

신을 들여다본다.”25) 등의 서술들이 그러하다.26) 연극 ｢에스더｣를 람한 일화

에서도 그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한 에스더…( 략)…에스더는 나를 반성으로 몰

고 간다.”27)라고 고 있고, 애완견을 둘러싼 미국인의 법정신을 이야기한 수

필에서도 “나부터 법정신의 의식화를 배워야한다는 내 안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고 있으며,28)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를 한 뒤 “나를 살펴보

게 하는 시다.…( 략)…그 흔 은 이 게 감동의 세상으로 오늘도 나를 데리고 

간다.”라고 서술하고 있다.29) 그에게 있어 문학은 이 듯, “인생 들여다보기, 세

상에 다가가기”를 가능  하는30) 일종의 ‘가교(架橋)’인 것이다. 그는 쓰기를 

징검다리 삼아, 체험에서 사유로,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면

에서 외부로, 자신에게서 세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김 교의 들에서 에 띄는  한 가지는 스스로를 ‘자존감이 낮은 자’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는 이다.31) 그는 스스로를 묘사할 때 ‘작은’이란 형용사를 자

주 사용한다. �우슬  찬가�에 수록된 시 ｢철새｣, ｢선물｣, ｢몽당연필｣이나, �물 

한 방울의 기도�에 실린 시 ｢작은 새｣, ｢소망의 ｣, ｢자두나무｣, ｢작은 순례

자｣, ｢겨울 수목원에서｣, 그리고 �  그리고 나, 우리�에 실린 ｢귀천｣, ｢ 로 치

솟는 작은 몸짓｣, ｢작은 나｣, ｢솔잎 이슬｣, ｢소야등｣ 등에 그런 들이 나타난다. 

�하오의 사 주�에 실린 수필 ｢새벽산책｣에서도 “자연으로 가는 여행 속에서 더

할 수 없이 작아지는 나”라는 서술이 보이고,32) 단독 첫 산문집 �소리 지르는 

돌�에 실린 ｢촛불과 며느리｣에서도 “바다가 커다랗게 다가오면 올수록 자꾸 작

24) 김 교, 2000 ｢공항에서｣ �소리 지르는 돌�, 172면. 

25) 김 교, 2000 ｢아버지 주일에｣ 의 책, 46면.

26) 김 교, 2012 ｢상처테｣ �꽃구경�, 168면.

27) 김 교, 2012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별｣ 의 책, 211면.

28) 김 교, 2015 ｢개 세 마리｣ �그리고, 소 한 기억들�, 52-53면. 

29) 김 교, 2015 ｢그해 상 의 행방은｣ 의 책, 157면. 

30) 김 교, 2015 ｢고바우｣ 의 책, 86면. 

31) 김 교, 2012 ｢상처테｣ �꽃구경�, 169면.

32) 김 교, 1997 ｢새벽 산책｣ �하오의 사 주 제2권�,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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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나를 주체하지 못하 다.”라는 서술이 등장한다.33) 유학생으로 도미했다

가 학업을 고34) 거 한 땅 미국에 러앉아 가정주부인 아시안 이민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그는 자꾸만 ‘작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다. 

“커다란 이민 어항 속/이국의 모랫벌 땡볕에 기면서/어두운 밤 허 게 지새운 

몸부림/오늘도/색깔이 다른 언어의 물결들이 사정없이 할퀴고/낯선 풍습의 빠른 

물살에 부 낀다/온도가 다른 표정들이 찔러 면/피투성이 상흔만 남아”라는 시

구35)는 그의 자아가 ‘작게’ 축된 이유의 일단이 언어가 다르고 풍습과 문화가 

다른 땅으로의 이주에 있음을 짐작  한다. 한 “자꾸 커지던 원수 암세포 앞

에 작아지던 나”라는 시구36)와 “33회의 항암치료 후 자꾸만 흩어지고 졸아든 

자의식 때문에 괴롭게 시달리고 있을 무렵이었다.”라는 문장37)들은 암이란 병마

가 그의 자아를 왜소하게 만들었음을 말해 다. 만 54세에 암수술, 73세에 유

방암수술을 받은 그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발병 후에 등단하

여 작품 활동 기간 내내 투병생활을 한 그는 “뒷걸음질 하는 나의 속도/머리는 

아  빗장을 지르고/건망증마  기승을 부리는 통에/기가 죽어  작아진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38) 즉, 그의 늙음과 쇠함도 자아를 축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편들에선 다소간 감상의 과잉이, 후기 수필들에선 죽

음에 한 과잉 서술이 감지되는 것도 근본 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슬  찬가�에서 ‘작은’ 자아의 그는 “지는 꽃잎마  껴안는/고향의 

강은/차라리 어머니 가슴//…( 략)…//나는/증발하여 무게도 없는/그리움의 휘

람 되어/고향 강변을 오르내리리”라며 노스탤지어에 젖고 있다.39) 이 듯 투

병 에 항암제 투여 못지않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환자로서의 외로움이었다고 

피력하고 있지만,40) 스스로를 성찰하는 ‘들여다보기’의 들에서 그는 이민자의 

33) 김 교, 2000 ｢촛불과 며느리｣ �소리 지르는 돌�, 47면. 

34) 김 교, 1995 ｢보 김치｣ �하오의 사 주 제1권�, 15면.

35) 김 교, 2002 ｢ 돈도 해변에서｣ �물 한방울의 기도�, 82-83면.

36) 김 교, 1997 ｢선물｣ �우슬  찬가�, 118면. 

37) 김 교, 2002 ｢황 빛 키스｣ �꽃구경�, 114면.

38) 김 교, 2006 ｢어쩌다 가끔｣ �  그리고 나, 우리�, 79면.

39) 김 교, 1997 ｢고향의 강｣ �우슬  찬가�,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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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을 더욱더 자주 노래하고 있다. 데뷔작 ｢이민 우물｣에서는 “멀고 낯선 우

물은 작은 운동장/손끝으로, 발끝으로, 치 끝으로/인생을 공치기 합니다.”라며 

이민생활의 불안정성을 드러냈고,41) 수필 ｢한(恨) 한 송이 정(情) 한 송이｣에서

는 “사랑부재, 이별, 가난, 질환, 힘듦, 낯선 피부색, 불통의 말, 생소한 풍습의 

모든 낯설음 속에서 배불리 먹었는데도 늘 허기졌고 많이 껴입었는데도 마디마

디 시리고 추웠다. 외로움은 이민 지붕에 매달린 녹지 않는 뾰족한 고드름이었

다.”라며 이민생활의 한 외로움을 표 하고 있다.42) 수필 ｢담쟁이 부부｣에

서는 “비바람 높은 이민 야에 옮겨진 목, 기의 물, 험난했던 학업의 가

른 벽, 인종의 토양이 달라 치로 악하고 가늠하기 힘들었던 생뚱한 경

험들, 류로 덮친 문화 충격의 낯선 물살을 용 도 잘 건” 서 정착에 성공한 

이민자들을 그는 이민 장벽에 달라붙어 생존하는 ‘담쟁이’에 비유하기도 한다.43)

첫 시집 �우슬  찬가�에서 그는 고국, 고향 통 , 어머니에 한 그리움을 자

주 형상화하고 있다.44) 13년간이나 주권 문제 때문에 고국 방문이 어려웠던 

그는 끝내 친정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 는데,45) 이를 매우 애통해 하 던 

막내딸 김 교는 “내 삶은 안개바다/아침을 떠나는 배/밤새 더듬거리다/축 처진 

고개를/커다랗게 뜬 이 부축한다//안개가 스며들어 어두워진 내 가슴에/지

도 들려오는/젖은 고동소리/어머니 목소리”라며 어머니에 한 그리움을 노래하

고 있다.46) 그가 태어난 한국의 남쪽도시 통 이나 그가 정착한 미국의 토 스 

지방은 모두 바다에 인 해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시들에는 유독 

바다, 도, 바 , 철새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어제는 그리움에 오늘은 외

40) 김 교, 2000 ｢12인치의 축복｣ �소리 지르는 돌�, 290면.

41) 김 교, 1998 ｢이민 우물｣ �신호등�, 혜화당, 29면. 

42) 김 교, 2012 ｢한(恨) 한 송이 정(情) 한 송이｣ �꽃구경�, 212면.

43) 김 교, 2012 ｢담쟁이 부부｣ 의 책, 201-202면. 

44) 한편, �  그리고 나, 우리�는 실존  고민을 토로한 내면 이야기의 비 이 크고 다른 시

집들은 신앙 고백  시편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첫 시집 �우슬  讚歌�는 양자의 측

면을 모두 갖고 있다. 수필집에는 내면 이야기와 주변 이야기가 고루 담겨 있고, 신앙과 

죽음에 한 서술도 많다. 

45) 김 교, 2012 ｢꽃구경｣ 의 책, 30면.

46) 김 교, 1997 ｢고동소리｣ �우슬  찬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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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에/견디며 껴안은 세월/안으로 골이 깊게 패여/더이상 숨겨 놓을 수 없는 

고통…( 략)…//안개처럼/아리도록 잘게 물보라 피우고/형체도 없이 쏟아 내리

는 무지개 물 따라/긴 엎드림의 알몸으로/투신하는 처 함//떨어지고 부서지

고/부셔져야 하나 되는 질서 속에/모천의 손짓/살아서/나를 부른다”라는 시

구47)나, “ 물이/바다에 닿으면/그 게 젖은 마음/돛을 단다//먼 길 굽이굽이/

그리움 가득 실은 배//수평선 넘어/가 닿는 그 곳/외딴 섬//깊은 가슴 속/밤이

면 밤마다/혼자 떠 있는”48)이라는 시구가 그러하다. 스스로를 외딴섬 무인도에 

비유한 그는 밤이면 밤마다 젖은 마음 혹은 그리움을 가득 실은 배를 수평선 

머로 띄어 보내고 있다. �하오의 사 주�49)에 수록된 ｢보 김치｣라는 수필에서

는 남편 출장 갈 때 따라간 뉴욕의 어느 한국식당에서 우연히 보 김치를 먹게 

되자, 개성이 고향이신 친정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보 김치를 떠올리며 어머

니를 그리워함은 물론, 고국의 분단을 안타까워하는 심경까지 토로하고 있다.50) 

같은 수필집에 수록된 ｢사모곡｣에서는 자신의 미국결혼식을 보지 못하신 친정어

머니께서 끝내 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주권 문제가 해결

된 후에야 고국의 어머니 묘를 찾아간 그는 죄송한 마음으로 울며 통회한 사연

이 실려 있다.51) 어머니가 마흔이 다 되어 늦게 본 막내딸 김 교는 한국에서 

살 땐 어머니가 늙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곤 하 는데, 미국에서 그는 

47) 김 교, 2006 ｢폭포｣ �  그리고 나, 우리�, 36면. 

48) 김 교, 2002 ｢무인도｣ �물 한 방울의 기도�, 98면. 

49) �하오의 사 주�은 Los Angeles에 거주하는 용띠 동갑인 재미한인작가 김 교, 김 , 

문 숙, 상미 4인이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1집과 2집으로 묶어낸 수필집이다. 이들 

년여성수필가 4인은 자기 목소리로 삶을 돌아보고 성숙한 인생 후반 을 기 하며 이

웃과 소통하고 교류하여 좀더 친근하고 이해받는 존재가 되고자 동인지를 펴낸다고 서문

에 고 있다. “이민의 강을 함께 흘러가는 뗏목”이라 자신들의 모임을 표 한 이들은 

“  쓰는 작업을 통해 원숙의 기항지로 떠나는 네 여자의 출범”인 동인집을 통해 “나는 

<나>로서 작은 목소리로 하오의 노을을 더욱 붉게 타게 하련다. 각자 다른 악기로 켜

는 이 사 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이웃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고 

있다. 김 교․김 ㆍ문 숙ㆍ 상미, 1997 ｢책머리에｣ �하오의 사 주 제2권�, 동화서

, 6-7면. 

50) 김 교, 1997 ｢보 김치｣ 의 책, 15면.

51) 김 교, 1997 ｢사모곡｣ 의 책, 21-23면.



132ㆍ한국문화 94

어머니야말로 ‘마음의 고향’이자 ‘지혜와 경험으로 철된 인생 교과서’라며 그리

워하고 있다.52)  

김 교가 ‘내면 들여다보기’의 쓰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는 자신

의 인간 인 피폐함에 한 반성과 회개이다. “목 주 의 뻣뻣한 긴장/…(

략)…/겹겹 욕심의 겉옷/…( 략)…/구멍 난 헌 운동화처럼/편한 사람이 덜 되

는 나의 DNA”라는 시구53)는 자신의 모난 성격과 욕심을 고백하고 있다. 여러 

시편들에서 그는 이민생활을 ‘ 야’나 ‘장벽’, ‘사막도시’, ‘어항’ 등에 비유하 으

나, 특별한 문학  의장 없이 속내를 드러내는 수필들에서는 문화  차이나 인

종  차별 때문에 미국민과 갈등을 겪거나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일화들은 거

의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한인교포사회 내부의 반목과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더 자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말’이 씨가 되어 주변인과 상처를 주고받

거나 계가 손상된 일들에 해 자주 언 하고 있다. 컨 , “어두컴컴한 언덕

을 돌아/아물아물 멀어져 가는 물살/무심코 내뱉은 말들 흐르지 않고/베는 칼/

르는 송곳/섬으로 솟아 있다//심장을 구르며/휘돌아 흐르는/아쉬움과 뉘우침

의 도/몸부림치면/섬은 부서져 사라진다”라는 시구54)가 그러하다. 한편, 미국

이란 낯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막연한 불안이나 피해의식,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과 련해서는 자신이 미국인의 ‘ 치’를 보며 

살았다고만 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LA지역에서 고 상  Bed & Bath(침

실과 욕실용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매 )인 < 린세스Princess>를 6년 정도 운

하 는데,55) 그 기간을 제외하면, 작가로 등단하기 까지 주로, 서울과 만, 

미국 등 여러 도시를 오가며 사업체를 운 하는 남편을 둔 미국 산층 업주

부로서 비교  유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필들에서 그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인 든든한 남편이 있어 낮이면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

과 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며 한담을 나 는 것이 일상인 형 인 미국 산

52) 김 교, 2012 ｢어머니날에｣ �꽃구경�, 218-219면. 

53) 김 교, 2010 ｢해변에 서면｣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 58면. 

54) 김 교, 2006 ｢내일이 오고 있다｣ �  그리고 나, 우리�, 143면. 

55) 김 교, 2003 ｢이해하는 나무가 되어｣ �새들은 하늘에 새 길을 낸다�(세계한민족작가연

합 편), 신지성사,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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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주부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장성한 이후 취직해서 분가하자 년의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경 자인 남편은 “권 와 소속감을 훈장처럼 앞가슴에 

번득인” 반면, “그 번득임 뒤에 황폐하여 주  앉아버린” 자신은 “내가 아닌 ‘허

무’라는 리 인생”을 산 게 아닌가 싶어 불면의 밤을 보내던  큰 오빠의 도

움으로 한국문단에 등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는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자

신이 되려는 몸짓’인56) 쓰기를 통해 자신과 만나고 이 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다가가고자 하게 된다. 이를 해 그는 제일 먼  그동안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과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등 사치스런 소비성향을 지닌 자신과 돈이

라는 자본주의  가치를 쫒아 아등바등 살아온 간의 이기 인 세월들에 해 

반성하고 회개한다. 간증 같은 수필 ｢상처테｣를 보면, 그는 하나님 정원에 심겨

진 한 그루 나무인 자신에게는 유독 상처테가 많은데, 상처 입을 때마다 생기는 

상처테는 바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알콜 독자인 남편과 그런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노라며 목사가 된 큰 아들. 

 그런 아버지를 빼닮아 술주정뱅이가 되어 감옥에 가 있는 작은 아들 이야기

도 가감 없이 고백한다. 자신의 문제 으로 ‘의상 과잉 구매’를 꼽고, 그 원인으

로 어린 시  물겹게 원했던 새 옷에의 결핍감을 들기도 한다. 성년이 되어 

화려한 의복을 마구 구입함으로써 바벨탑을 쌓아왔음을 회개하고 과감히 옷장들

을 정리한 그는 그 옷들을 구세군 기 에 갖다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자신에게서 욕심을 덜어내는 내  치유의 과정이었다고 술회한다.57) “우쭐

과 과시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던 지난날의 자신을 고백하고, “스스로

를 과잉 방어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상 방을 마구 공격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모

두 가진 자신의 이 성”에 해서도 회개한다.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

잡힌 이기 인 인간”이자, “편 한 편견덩어리” 던 스스로를 반성한다. “삶의 

구석구석, 자신의 이익을 구하느라 베드로처럼 언약을 외면했던 지난 세월”을 

통회하고58) “소문에다 무 많은 에 지를 낭비하는 비극”과 “뜬소문만 쉽게 

56) 김 교, 1997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서｣ �하오의 사 주 제2집�, 40면. 

57) 김 교, 2012 ｢상처테｣ �꽃구경�, 168-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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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의식구조와,59) “주는 것에 게으르고 

받는 것에 익숙한 자신”에 해서도 회개한다.60) 이로써 “나는 오늘 젖지 않겠

다고 버티다가/그냥 끌려나와 땅에 낮게 엎드리다//귀에 들리는 구근(球根)의 

숨소리…( 략)…//젖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네가 되는 길이다.”61)라며 그리

스도의 ‘무상의 은혜’에 온 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단계로 이행해 간다. 이를 

그는 ‘젖다’라는 말로 표 한다. 수술을 후로 기독교를 극 수용한 그는 “사

랑은 내가 없어지는 연습”이란 인식에 이르게 된다.62) 귀  장학회를 만들어 어

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후원하고63) 암 환자와 장애인 선교회를 돕고 자연보호에 

앞장 서는 등, 베푸는 삶, 나 는 삶으로의 방향 환은 그러한 내  변화의 외  

발 으로도 볼 수 있다. 

3. ‘세상에 다가가기’로서의 쓰기

‘내면 들여다보기’의 쓰기에서 김 교는 이민자의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지

만, ‘이민’이란 자신의 선택에 해서는 “참으로 장한 도강(渡江)”,64) “꿈 있는 

이민”, “다음 세 를 한 길 다지기의 연습장”이라며65) 비교  정 으로 평

가하고 있다. 다만 이민 1세 로서 그는 자신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언어 장벽, 인종 차별, 낯선 문화로 인한 고충에 해서는 ‘비바람 높은 이민 

야’(시 ｢담쟁이 부부｣), ‘이민 장벽’(시 ｢민들  씨방｣), ‘사막도시’(�하오의 사

주 제2권� 서문) ‘이민 어항’(시 ｢ 돈도 해변에서｣), ‘흙탕물’(시 ｢생수의 강가

58) 김 교, 2003 ｢도넛 샵에서｣ �새들은 하늘에 새 길을 낸다�, 183면. 

59) 김 교, 2000 ｢오해｣ �소리 지르는 돌�, 132면.

60) 김 교, 2000 ｢12인치의 행복｣ 의 책, 286면. 

61) 김 교, 2006 ｢젖는다는 것은｣ �  그리고 나, 우리�, 84면. 

62) 김 교, 2011 ｢행복｣ �감사의 겉옷을 입고�, 53면.

63) 김 교, 2015 ｢그해 상 의 행방은｣ �그리고, 소 한 기억들�, 154면.

64) 김 교, 2015 ｢담쟁이 부부｣ 의 책, 247면. 

65) 김 교, 2015 ｢작은 거인의 애국가｣ 의 책,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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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등의 표 으로 다소 부정 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민과 미국땅에 

해서는 정 인 묘사가 주를 이룬다. 일례로, ｢개 세 마리｣란 수필에서 그는 

법정신이 투철한 미국민의 태도를 극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의 수가 가구당 두 마리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웃집 미국인 

Bob은 개 세 마리를 키우는 것을 허용해  것을 요청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

출하기 해 이웃 주민인 그에게 서명을 받으러 온다. Bob의 딸이 동물보호센터

에서 만난 뒷다리가 없는 장애견을 입양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Bob은 세 마리의 

개를 키우는 것이 규정 반임을 알지만, 이웃 주민들이 3마리의 개가 짖음 등으

로 인해 불편함만 겪지 않는다면, 자기 딸의 애청을 허용해  것을 요청하는 

상고장을 비 이었다. 이 경험에서 김 교는 미국인들의 규칙이나 질서를 존

하는 태도와 장애견을 입양하는 의식 등을 모두 고평하고 자신도 그들의 태도

를 배우고 싶다고 토로한다.66)  수필 ｢‘가슴으로 낳은’ 이야기 하나｣에서는 큰 

아들 내외가 불임으로 고통을 받다가 끝내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입양 

축하 티가 있던 날, 그가 체험한 미국인들에 해서 다음과 같이 정 으로 

서술하고 있다. 

8월 가 있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동네 신문에 입양 소식을 알리고 이웃

들을 청해 주말 심 티를 열었다. 앞마당, 뒷마당, 집안에도 음식 테이블이 

비되어 있어 퍽 자유로운 분 기 다. 불고기, 잡채, 군만두, 김치 , 샐러드도 있는 

푸짐한 식탁이었다. 놀라운 일은 넥타이 매고 스카 를 휘둘러 감고 하이힐에 성장

한 백인 부부들의 출 이었다. 손에는 음식을 하나씩 들고 들어왔다. 미소 가득한 표

정으로, 더러는 투 하나씩 사인하며 테이블 에 놓고 입양된 과 민과 악수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사귐을 갖는 것이었다. 입양한 가족사진이 입양 사이트에 뜨자 만

난 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성 이 입 되고 있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

와 함께. 그 사이트를 여겨 본 나는 과연 미국의 력이 이런 거구나, 해마다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를 향한 손길만 도 기부문화의 느낌이 확 번져오며 가슴이 훈훈해

졌다.67)( 은 인용자) 

일면식도 없는 백인 이웃들이 동양인인 그의 가족이 입양 축하 티를 열자, 

66) 김 교, 2015 ｢개 세 마리｣ 의 책, 52-53면. 

67) 김 교, 2015 ｢‘가슴으로 낳은’ 이야기 하나｣ 의 책, 254-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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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들 알았는지, 자발 으로 그 티에 참석하 다.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

만으로도 그들은 음식을 장만하거나 투를 비해서 성장(盛裝)까지 하고서 

티에 자발 으로 온 것이다. 입양사실을 소식지에 알린 것뿐인데, 심지어는 미국 

도처에서 큰 아들네로 성 이 답지하기도 하 다. 이런 일을 겪은 김 교는 미

국민들이 성숙한 문화 국민임을 인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이란 땅에 해서 그

는 지일  매우 정 으로 묘사하고 있다. 암수술 후 회복을 해서 그는 뉴

스타트에 참가하거나, 마숲, 로리다 키웨스트, 캘거리, 워  스 링스 치 

등지에서 요양을 하 다. 거기서 운동 삼아 산책을 하면서 그는 미국이란 나라

의 자연환경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그가 사는 토 스 지역에는 ‘ 슨 크’라

는 잘 정비된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더없이 행복한 산책을 즐기고, 가

끔씩은 머스 마켓도 즐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68) “청정 맑은 공기는 양제

다. …( 략)… 자연산 록 피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다. …( 략)… 그늘

이 짙을수록 숲은 큰 공장이 되어갔다. 간간이 햇빛이 사선으로 투사되어 생명

의 록 피를 맑게 가동시키는 그 장체험은 감동 자체 다. …( 략)… 필 때

도 질 때도 최선을 다하는 풀꽃을 품은 피톤치드 공장  숲은 바로 치유자의 

오른손이었다.”라는 서술69)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미국의 풍요로운 천혜의 

자연환경은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 그의 (靈魂)과 육(肉體)을 회복시켜주는 양

 치유자로 간주되고 있다. “날마다 날마다/만나고 싶습니다//뒤돌아 서면/보

고 싶고/홀로 있으면/그리워 찾습니다//만나면 만날수록/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

수록/  불어나는 기쁨덩어리//생명의 키를 쑥쑥 자라게 하는/물과 햇빛, 그

리고 바람이십니다.”라는 목은 시 ｢성경｣의 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런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70) 

김 교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공간은 집과 병원, 요양시설, 휴양지, 교회와 가

게, 식당과 공원, 지인의 집 등이다. 업주부로 산 세월이 길었고, 투병기간이 

길어서인지, 그의 들에는 미주한인사회가 가진 문제 이나 지 미국의 사회

68) 김 교, 2000 ｢ 슨 크｣ �소리 지르는 돌�, 81-88면. 

69) 김 교, 2015 ｢풀꽃상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67-269면.

70) 김 교, 2011 ｢성경｣ �감사의 겉옷을 입고�,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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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정치  실과 련된 서술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으로

서 그는 발 타인데이에 장미꽃을 선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의 애정이 식었

다며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 할 정도로 여성의 주체 인 삶을 

시하는 의식의 소유자 다. 그는 여성들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거를 남편

의 행동에 두지 말고 자신의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자고 거듭 주장한다.71)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 인 젠더인식은 다분히 보수 인 편이다. 컨 , 아버

지의 날을 맞아 약화되어가는 부권의 회복을 주장한 아래의 에서도 그런 성향

의 일단이 보인다.  

아버지는 분명 집의 들보이다. 그 들보가 없으면 그 집은 태롭기 마련이다. 

가정의 머리이며 가슴에 번득이는 훈장인 아버지의 상은 단하다. 요즘 들어 이

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거세당한 듯 보일 때가 많다. …( 략)… 아버지가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게 일상화된 삶의 모습들

이다. 그러나, 일하는 엄마가 보편화되면서 덩달아 돈 버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례해서 아버지상이 움츠러드는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져 있다. 

Money talks, Money is power란 말이 암시하듯 온통 돈이 모든 기 이 되어가고 있

는 듯싶다. …( 략)… 말은 보이지 않는 아란 날이 선 칼이다. 가화만사성의 교포

사회가 되도록 어닝 워(경제력)가 큰 여성일수록 목소리를 작게 칼집에 넣어 두는 

슬기가 필요한 것 같다. 요즘 같은 정보시 에 유능한 여성의 큰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랴만 칼이 칼집 밖에서 치코치 없이 난무할 땐 태롭기 

짝이 없다. 주  사람들의 간이 서늘해진다. 결국은 사람을 다치고 칼이 칼로써 생명

을 잃게 된다.…( 략)…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성일수록 과묵한 덕목으로 자리잡

게 될 것이다. 옛말에 여자만 있으면 악마 세상이요, 남자만 있으면 웅 세상이라 

했다. 남녀가 섞여 살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룰 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인간세상이 

된다고 했다. 거기엔 아름다움이 있고 공생하는 힘을 공  받아 생명이 발아되기 때

문이다. 지식의 불을 끄고 우리 안의 목소리를 낮출수록 미세한 지혜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때야말로 손상된 부상은 회복될 것이며 약화된 아버지의 상은 올라가 

밝은 사회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여성이 여성다울 때는 부권 복원에 나지막하

게 솔선해 앞장 설 때이다. 아  목소리를 죽이라는 맹종의 얘기가 아니다. ‘때와 장

소에 따라 필요 하게 목소리를 내 ’이 슬기 있는 순종이라는 말이다.72)( 은 

인용자)  

71) 김 교, 2000 ｢발 타인 선물｣ �소리 지르는 돌�, 30-33면.

72) 김 교, 2000 ｢아버지 주일에｣ 의 책,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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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그는 여성들에게 ‘지식의 불을 끄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는 

한편, 집안의 들보인 부권의 회복을 해 여성들이 솔선해야 한다고 여성들을 

타이른다. 그것이 ‘여성다움’이며 ‘슬기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다. 의 인용문은 

2000년에 간행된 수필집 �소리 지르는 돌�에 수록된 부분인데, 1995년에 펴낸  

�하오의 사 주�에 실린 ｢지팡이｣에서도 그는 이혼의 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으로 결혼을 유지하라고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보통 가정이라 하면 부부를 심으로 연 계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

은 집단을 일컫는다. 이 집단의 화목이 그 사회의 구성 내지 그 국가의 질서에 직결

돼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동요나 괴가 가져다주는 병폐를 가장 많이 직면하고 있

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미국사회이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한국사

람들 사이에도 이혼율이 늘고 있다는 통계를 듣는다. ‘어제’는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었고, 사랑스럽던 아내 는데, ‘오늘’은 어 된 일인가. 그들은 오늘 에 보이는 것

에 가치를 두었고, 그 가치 이 허물어질 때 망했으며 이혼만이 유일한 처방 인 

양 착각하고 삼키려 하는 가 허다하다. 무도 덧없고 쉽게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

에서 당신의 원한 사랑을 향해 목마른 가슴을 열고 사랑의 행로를 바꾸었던들 이

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들지 않으리라 싶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 왔다.…(

략)…시시각각 흔들리는 삶의 유혹에서 ‘ 수’라는 반석 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자. 지붕은 사랑으로, 기둥은 믿음으로, 사면의 벽은 생의 소망으로 된 

그런 집 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쳐도 무 지지 

아니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 략)…내 혼이 방황하며 실족하려 할 때 나를 부

축해  생명의 지팡이. …( 략)… 이혼을 하고자 하는 용감한 두 친구에게 내가 이

게 혼의 지팡이를 필요로 하듯 생명의 꽃이 돋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물할 수는 

없을까.73)( 은 인용자) 

의 인용문에서 그는 미국 내 한인사회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간

의 유한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원한 사랑에 의지해서 살면 어떤 불행이 닥

쳐도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유지의 기 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지팡이｣라는 에서 친구 부부의 이혼 이야기만 뺀 다음, 결혼과 가족, 부부생

활과 이혼에 한 자신의 생각을 좀더 가다듬어서 후에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015)이란 산문집에 ｢힘내세요, 힘을｣이란 제목으로 이를 재수록한다. ｢힘내세

73) 김 교, 1995 ｢지팡이｣ �하오의 사 주 제1권�,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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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힘을｣에서 그는 “부부란 같은 목 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어깨 나란히 

계’이기에 어느 한쪽의 워가 강해도 균형을 깨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화

목은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하는 결속이다. 이 계의 법칙은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 인 차원에서도 용되는 기본 룰”이기에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성일수록 지혜로운 덕목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상 방을 리더로 세울  안

다. 그때 사람들은 암 닭이 울면 어쩌고 쩌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74) 다시 말해, 여성이 직장에서 능력이 출 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가정에서

는 남편을 리더로 세우는,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젠더인식은 가정 내 남녀를 수직 이고 서열화된 계로 인식한다는 에서 

통 인 여성 에 가깝다 하겠다. 

한 그의 수필들에서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어서 로 깨어서

는 안 되며, 사회와 국가를 해서도 끝까지 수호해야할 인 가치로 자리

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한 인상기에서 그는 한국은 “여성 문성, 여성 우수성이 

사회 한복 으로 이되면서 여권이 펄럭이는 축복받은 땅이 돼가고 있”다며 놀

라움을 표한다. 한 그는 한국이 ‘노 칠드런 패 리(No Children family)’, ‘키친 

크로스, 잇 아웃(kitchen close, eat out) 시 ’를 맞고 있다며 출산국 한국에 

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75) 그가 고모로서 로리다에 사는 조카의 

집을 방문해서 잘 받은 이야기를 은 ｢쟁반편지｣라는 에서도 통 인 

젠더인식이 검출된다. 그는 조카며느리에 해 “알뜰하고 능력 있고 목소리 높

이는 법 없는 화평의 온화한 주부”라며 칭찬한다. 이어 “유명한 로 피아니스

트 손이 설거지물에 불어 손이 거칠어진-부엌에서 피아노 치듯 음식하고 빨래하

고 짬짬이 운동하고 수 하고 교회 음식하고 애들 해 과일 깎는 딸 셋이나 딸

린 업주부”가 된 조카며느리를 더없이 뿌듯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조

카며느리는 세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남편을 보필하며 믿음 가운데 자녀들 교

육도 양육도 잘 선도”할 뿐 아니라,76) 고모 둘을 청하여 크루즈도 약해 놓

74) 김 교, 2015 ｢힘내세요, 힘을｣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70-276면.

75) 김 교, 2012 ｢여성식당-서울풍경2｣ �꽃구경�, 154면.

76) 김 교, 2012 ｢쟁반편지｣ 의 책, 133-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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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키웨스트까지 도 시켜주고 끼니때마다 별식을 하고 외식도 맛집으로

만 안내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 다고 칭찬하며, “교양 있는 낮은 목소리, 섬

세한 행동거지”로 일가친척까지 살뜰히 챙기는 조카며느리야말로 훌륭한 내조자

이자 자녀양육자라며 이상 인 여성상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이 에서 김 교

는 그 조카며느리가 원래는 로 피아니스트 는데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실 을 

은 사실에 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안타까움조차 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목에서 확인된 김 교의 젠더인식은 여성의 삶을 가족을 한 헌

신자의 역할에 제한하는 보수 인 기독교  여성 과 상통한다. ｢수요일의 스

치-쟌느｣란 수필에서도 “운명 인 부부의 만남에서 여자는 남자 안에서 자라며 

여자는 남자를 웅으로 만들기도 하는 돕는 배필”77)이라며 가부장 이고 기독

교 인 젠더인식을 피력하고 있고, 2012년에 펴낸 �꽃구경�에 수록된 시에서도 

여성들의 “돕는 배필의 균형 이룬 역할 감당”을 강조하고 있다.78) 이런 그의 

통 인 젠더의식은 작품 활동 기간 내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국제이주여성의 계층 략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해 연구한 박언주는, “(미국 

내) 한인 국제이주여성은 국제이주로 인하여 취약해진 가족의 경제  지  회복

을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녀의 미래를 해 기여하는 등 가족의 계층 

재생산을 하여 역할을 다원화”하지만, 역할 확장을 통한 기여도의 증가에 비

해 “그것에 기반한 젠더권력을 재편하려는 (여성들의) 시도는 발견되지 않는

다.”라고 지 한 바 있다. 즉, 미국의 한인교포사회에서는 이민 2세  자녀들을 

주류사회로 진입시키기 해 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 즉 모성이 강조되는 경향

이 발견되는데,79) 김 교의 보수 인 젠더인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80) 한 이는 기독교 산층 년여성의 통상 인 보수성과도 연 될 것

77) 김 교, 1997 ｢수요일의 스 치-쟌느｣ �하오의 사 주 제2권�, 50면.

78) 김 교, 2012 ｢시 편지 한 장-Blessing 사모｣ �꽃구경�, 248면. 

79) 박언주, 2017 ｢여성노인의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1980년  산층 국제이주가족의 계층 

재생산 략과 젠더역할의 변화｣ �한국여성학� 33(2), 8-9면. 

80) 김 교의 재혼에 한 인식은 다소 변화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소리 지르는 돌�(2000)

에 실린 ｢오해｣와 �그리고, 소 한 기억들�(2015)의 ｢풀잎 같아서｣는 같은 내용의 이

다. 모두 45세의 은 나이에 유방암이 임 선에 퍼져 사망한 장 집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해｣에서는 장 집사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새 장가를 간 장 집사의 의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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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 인 색채가 강한 기독교 우 (Christian right)의 반

(Anti) 페미니즘 운동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김 교의 보

수  젠더인식은 뿌리 뽑힌 디아스포라의 경험 때문에 근원 인 불안과 고립감

을 떨쳐낼 수 없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서바이벌 자체가 목표인 이민 1세  

의식의 한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국제이주여성의 계층이동 혹은 안정화 

략인 보수 인 젠더인식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81)의 우  선이 지닌 불

용, 투성, 경직된 독단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보수  인식과는 다른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치  집단인 기독교 우  근본주의자들은 페미니즘 운동이 가

족의 해체를 가져온다며 양성평등권 주장을 패퇴시키기 한 반 페미니즘 운동

을 펼친 바 있다.82) 그러나 이민자들의 보수성은 페미니즘에 한 반 를 해

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들의 심은 온통 생업과 

자녀교육에 집 되어 있어서 지의 정치문제나 사회  이슈에 해서는 심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지에서의 서바이벌이 최

 목표이고, 자녀세 만큼은 주변인의 지 에서 벗어나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갈망한다. 이민 1세 에게 신앙이 요한 것도 이와 련이 깊다. 허

허벌 인 타지에서 소속감을 가질 만한 공동체, 울타리가 되어  공동체가 필요

한데, 미국 이민자들에게 그 역할은 교회나 성당을 심으로 한 신앙공동체가 

감당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0만 LA 지역 한인교포 가운데 70% 이상

이 기독교인이고, 한인교회만 해도 500개가 넘으며, LA 지역 한인 타운에 있는 

종로서 의 베스트셀러는 언제나 ‘성경’이란 사실도 이런 단을 뒷받침해 

다.83) 즉, 이민자들에게는 신앙공동체가 곧 동포사회이며, 국가의 체제인 것이

다. 그들은 배당을 심으로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 

편에 한 실망을 표 하면서 그의 새장가가 무 빠르다며 비 하고 있지만, ｢풀잎 같

아서｣에서는 닥터 장의 입장에서 그의 빠른 재혼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 다. 하지만 

이는 지인인 닥터 장의 이스에 한 이해에의 노력에 가깝고, 재혼 자체에 한 인식 

변화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81) 이신철, 2005 ｢미국 기독교 우 의 이념  특징과 정치참여｣ �사회와 철학� 10(2), 261면. 

82) 의 논문, 268면. 

83) 장소 , 앞의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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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민 1세 가 체험한,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한국문화는 

그들이 고국을 떠나던 시 의 것들인 경우가 많다. 즉 그들에게 한국의 시간은 

그들이 떠나오던 때에 멈추어 있는 경향이 있다. 1964년에 도미한 김 교의 문

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국문화는 1960년 의 것이며, 의식이나 감수성 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84) 그 기 때문에 그의 젠더의식도 재 한

국여성의 것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복합  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때 이

민 1세  한 문학에 나타난 보수  젠더인식은 제 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으로 보수성이란 재의 상황이나 조건을 정 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지향성을 말한다. 보수 인 사람은 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가치나 풍습에 해 비  근 보다는 존 의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뿌리 뽑

힘을 경험한 이민 1세 의 경우, 새로운 정착지의 여건이나 상황이 자꾸 변화하

고 요동치면 자신들이 지에 응하고 안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지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원치 않게 마련이다. 열악

한 치에 있는 이민자들이 갖는 보수  성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 이민자에게는 가족이 부인 경우가 많다. 이민 자체가 개 가족 단 로 

이루어지며,  이민 이후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경우에도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민자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족의 해체는 거의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

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설 개연성이 상

으로 높다. 특히 김 교는 난데없이 찾아든 병마와 싸우며 문필활동을 이어

갔다. 그는 “늦가을 찾아온 병마와 친해져 그를 껴안고 말았다. 존재란 이 듯 

주어진 삶의 조건에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거나 한발 앞서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 사랑하는 일이다.”라며 모든 것에 수용 인 태도를 나타낸다.  “생태계의 

생멸의 그 모든 단계가 창조주의 의도이며…( 략)…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의 피조물…( 략)…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에 지가 흘러 들어오고 그때 병든 인간의 몸속에 자생력과 치유의 

84) 한국에서 진보 인 성향의 기독교라 할 수 있는 ‘민 신학’의 역사는 1969년경 시작되었

다. 서정민, 2009 ｢한국기독교의 상에 한 역사  검토: 사회참여 특성에 따른 시기구

분을 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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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은 그(창조주)의 힐링 매뉴얼”이라며85) 자연과 창

조주에 한 순응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제 그에게 삶의 명제는 “신호등(기

독교 인 삼 일체를 의미)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이다.86) 이 듯 김

교의 문학에는 정치  진보성이나 실존  항정신을 거론하기 어려운, 이민 1

세 의 열악한 생존 조건과 죽음과 싸우는 암 환자라는 그의 실  처지가 가

로 놓여 있다. 따라서 김 교 문학에 나타난 실 수용 인 보수  성향은 이민

자문학, 환우문학의 한 양상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4. ‘신앙고백과 기도’로서의 쓰기

김 교는 암 투병  이웃에 사는 한 교포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인격 으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를 그는 “기운이 없는 육신을 끌고 꿀송이 말 에 다가가면

서 마음이 뭔가 짚고 일어서는 것 같은 감이 왔다. …( 략)… 왜 내가 암을 앓

아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그 의도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기막힌 뜸이었다. 

물과 감사가 온통 나를 휘어 감았다. …( 략)… 손된 혼의 집수리는 십자

가에서 이룬 극치의 사랑을 개인 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술회하

고 있다. 이 게 시작된 기  같은 치유의 신앙 체험을 통해 그는 암이 자신의 

생애에서 기독교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해  계기이자 일종의 ‘선물’이었다고 

술회하기에 이른다.87) 신앙의 힘으로 정화되어가면서 그는 “퍼내어도 지 않던 

탐욕의 바닷물/소 으로 굳어가고/안의 목소리 낮출수록 잘 들리는 도소리/마

음의 방 제를 씻어 내린다.”라는 고백을 쏟아내게 된다.88) “환희의 물은 녹

슬은 노래를 터트리고 회개의 고백은 벽을 헌다/혼돈과 텅 빔, 실망과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살아계신 성령님 병든 혼 살피시니  뜨는 자아, 환희의 수

85) 김 교, 2015 ｢땡큐카드의 선물｣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08면.

86) 김 교, 1998 ｢에필로그｣ �신호등(Traffic Lights)�, 혜화당, 137면.

87) 김 교, 2015 ｢노란 신호등｣ �그리고, 소 한 기억들�, 56-57면. 

88) 김 교, 2002 ｢자화상의 바다｣ �물 한 방울의 기도�,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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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을 흐른다”89)라며 은혜 받은 기쁨을 노래하기도 한다. “한 웅큼, 두 

웅큼, 머리카락 시체를 들여다보면서/아직은 빠진 것 보다/붙어있는 머리카락 

수가 더 많아서/감사한다.”90)라며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사람나무”라면서 “낙엽 지듯 내 숨이 쇠잔될 때까지/의미 있게 

나의 몫을 감당하는 자녀 수목이게 하소서//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님 은혜/나 

있는 그 로 주님  높이는 데에/쓰임받기를 간 히 원하옵니다.”라며 뜨거

운 신앙고백을 시화(詩化)하기도 한다.91)

�신호등�, �물 한 방울의 기도�, �감사의 겉옷을 입고�,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 �흔 �, � 르르 떠는 열애� 등에 수록된 부분의 작품들은 신앙시의 성격

을 갖고 있다. 그는 이사 후 입주 배에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은 남

은 여생”은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시”를 쓰는 데 활용할 것을 축도 받았는

데,92) 그래서인지 그는  쓰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

하는 시들을 쓰고, 그리운 얼굴들, 감사한 사람들, 소 한 인연들을 기억하기 

한 수필들을 주로 썼다. 후자의 표  로는 수필집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015)이 있다. 첫 번째 산문집 �소리 지르는 돌�(2000)에서 그가 “남길 가죽을 

가지지 못한 나는 쓰다 보면 닳아 없어지는 삶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

는 박자 안에 지속시킬까”를 고민하며 주로 소소한 일상사를 진솔하게 담고자 

하 다면,93) �그리고, 소 한 기억들�(2015)에서는 본인의 삶을 지탱시켜  소

한 인연들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기록하는 일에 온통 지

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인용한 괴테의 말 “노인은 추억에 살고 청년에 

꿈에 산다.”94)가 딱 들어맞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꽃구경�에 실린 ｢까

맣게 탄 박사 농부｣를 보면, 독일 박사로 20년간 NASA에 근무했던 닥터 함이 

농사짓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소 한 기억들�의 ｢리아, 네 이름은｣

89) 김 교, 1997 ｢트 스 디아스｣ �우슬  찬가�, 114-115면.

90) 김 교, 1997 ｢머리카락｣ 의 책, 106면.

91) 김 교, 2012 ｢상처테｣ �꽃구경�, 173-174면. 

92) 김 교, 2000 ｢ 룽지 목사님｣ �소리 지르는 돌�, 251면. 

93) 김 교, 2000 ｢서울 풍경｣ 의 책, 242면.

94) 김 교, 2000 ｢내 인생의 요람기｣ 의 책,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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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손아래 친구 리아를 추억하고 있다.  같은 책

에 수록된 ｢보 스 손짓은 아름답다｣에서는 남편을 갑자기 잃은 친구를 추억하

고 있고, ｢우째 이런 일이｣에서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선배 부부의 인

품과 삶을 기리고 있다.  

흔히 LA는 서울의  하나의 구(區)라고들 한다. 그만큼 LA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한국문화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인교

포가 많지 않은 미국의 소도시에선 새로 이민자가 오면 한국동포를 만나 한국

어로 교류하고 지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려면 한인교회나 한인성당에 가

는 것이 지름길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선 신앙공동체와 교포사회가 

오버랩핑되어 있다. 그들은 인종차별로 인한 아픔이나 디아스포라의 불안도 

배당에 모여서 함께 떨쳐내고 고향에의 향수도 함께 달랜다. 따라서 교포사회에 

발을 잘 내디디려면 신앙공동체에 극 참여할 필요가 있고, 신앙공동체에 헌신

하며 신앙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나 교포사회에 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장

례 배나 장례식에서 추도시나 애도문 낭송하기를 좋아하는 미국사회에서 시인

이자 수필가인 김 교는 한인 지인들의 장례 배에서 애도문이나 추도시를 써서 

낭독하는 사를 자주 하 음이 작품집에 드러나 있다.  

김 교는 수필집 �그리고, 소 한 기억들�에는 “열세 번 다녀온 건강캠  체

험을 포함하여 와병, 투병, 고통, 이별, 죽음, 장례, 무덤, 양로병원, 호스피스 등 

어렵고 어두운 색깔의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부분임95)에 해 독자들의 양

해를 구하고 있다. 그만큼 이 수필집에는 죽음과 련된 이 많다. 그가 매우 

아 던 첫 손녀가 두 살 때 사망했고,96) 함께 투병생활을 한 환우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으며, 사고나 자살로 죽음에 이른 지인들도 그의 주변에 꽤 많았다. 이들

에 한 이야기들이 이 수필집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를 들면, 아빠 같고 애

인 같았던 큰 오빠의 죽음을 다룬 ｢오래된 얼굴 하나｣, 윤석훈 시인, 최석  시

인을 비롯한 벗들의 잇따른 죽음을 다룬 ｢팡세 노트에서｣, 집 엘의 사망을 

95) 김 교, 2015 ｢늘 가슴 한 복 에｣ �그리고, 소 한 기억들�, 278면.

96) 김 교, 2002 ｢폭풍 그 다음 날｣ �물 한 방울의 기도�, 216-217면. 이 시에는 ‘첫 손녀딸 

Amelie 장례 배에서’라는 설명이 뒤에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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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사랑을 는 집게｣, 친구 ‘희’의 장례식 이야기를 은 ｢성분이 같은｣, 45

세에 유방암으로 사망한 장 집사 이야기를 다룬 ｢풀잎 같아서｣, 친구 딸의 자살

을 다룬 ｢어떤 해후｣ 등이 그러하다. 친구 남편의 장례식에 다녀온 그는 “지상

에 남은 내가 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래 수많은 쉼을 가늠해 보며 장막을 

방  벗은 한 혼의 천국 입성을 바랄 뿐이었다. 성분이 같은 흙으로의 귀의, 

가장 낮은 흙은 ‘언젠가 도’하며 ‘때’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며,97) 흙으로 빚어

진 인간은 결국 죽어서 육신은 흙에 귀의하고 혼은 천국에 입성한다면서, 자

신의 때도 멀지 않았다고 고 있다. 두 번이나 암수술을 받은 그는 살아 있는

데, 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 큰 오빠가 돌아가셨다. 두 달간 6번의 장례식에 참

석할 정도로 죽음이 일상인 생활 속에서 암 투병을 해온 그 기에 가장 최근에 

낸 수필집 �그리고, 소 한 기억들�의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죽음에 한 서술

을 만날 수 있다.   

죽음이 가시 인 어떤 끝이 아니라 이승에서 승으로 주소 변경, 원한 삶으로

의 진입임을, 다만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경로임을, 하나님을 뵈옵

는 이 얼마나 클 건인가를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며 고개 숙인다. 사랑하는 사람

과의 사별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 다. 삶이 선물인 것처럼 죽음 한 

선물이지 않는가. 생명질서의 고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는데 가슴은 

물을 앞세운다.98)( 은 인용자)

인용문에서 그는 머리로는 죽음이 하나님을 뵙는 의 길에 동참하는 것임

을 이해하고 있으나 가슴이 물을 앞세움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인 탓이라고 말한다.  “완 히 맡기지 못하는 나의 불신/원인보다 증상치료를 

지식에 의존했고/진정 낫기를 원했던가/물질의 풍요를 걷어치우고/진정 자유로

워지기를 갈망했던가/이 아침 나의 고질 인 연약함을 고백한다.”라거나99)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암이 주는 그 공포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신도 외는 아니었습니다.”라며100) 불신의 나약함과 죽음에 한 인간

 97) 김 교, 2015 ｢보 스, 손짓은 아름답다｣ �그리고, 소 한 기억들�, 92면.

 98) 김 교, 2012 ｢하늘학교 후보생｣ �꽃구경�, 52면.

 99) 김 교, 2011 ｢베데스다 연못｣ �감사의 겉옷을 입고�,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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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나무도 정돈하면서 잎을 보낸다.”면

서101) 헤어짐을 미리 비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에의 입성을 믿으며, 흙으

로,  창조주와의 연합으로 돌아감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겠노라 말한다. 

죽음은 엄청난 가시 인 상실이다. 죽음은 소 한 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손 

뻗음을 멈출 사건이다. 불가항력의 손 놓음이다.  격리의 사건이다. 흙 를 걷는 

쪽과 흙 아래 눕는 쪽으로 나 인다. ‘진토임을 알지니....’ 그 구나! 흙으로 돌아가

는 귀의, 창조주와의 연합을 믿기 때문에 손 놓음이 가능하고 두려움이 없다. 감사한 

일이다.102)( 은 인용자) 

젠더인식에서 다소 보수 인 면을 보 던 김 교는 죽음에의 공포와 싸우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다가가기 해 노력한다. 자신과 같이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돕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 을 주는 등 후원하기도 하

고,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지인들의 장례의식에서는 추도문이나 

애도시를 써서 낭송하는 일 등을 담담하게 실천해 간다. 자연보호를 해 일회

용품 사용 이기 등의 운동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한인의 상을 높

이고자 노력한다. 이런 실천들의 바탕에는 “주어진 생명 안에서 순응하며 제 갈 

길을 최선으로 갈 밖에 모르는”103) 사람, “기도 시간에 감사밖에 올려드릴 게 

없”는104) 사람으로서 any time, any where, any condition에서도 창조주께 감사

하는 그의 독실한 신앙심이 자리해 있다. 첫 시집의 제목이 성경에서 참회와 겸

손과 정결의 상징물로 등장하는 ‘우슬 ’를 내세운 찬가(讚歌) 고, 이후로도 신

앙과 련된 표 인 ‘소리 지르는 돌’, ‘신호등’, ‘감사’, ‘기도’ ‘(신과의) 열애’ 등

을 작품집 제목으로 차용한 것에서도 그의 이런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쓰기가 끝내 ‘행복한 쓰기’105)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100) 김 교, 2000 ｢12인치의 행복｣ �소리 지르는 돌�, 290면. 

101) 김 교, 2000 ｢리아, 네 이름은｣ 의 책, 85면. 

102) 김 교, 2015 ｢성분이 같은｣ �그리고, 소 한 기억들�, 147면.

103) 김 교, 2012 ｢어둠의 아름다움｣ �꽃구경�, 125면.

104) 김 교, 2012 ｢생일학교｣ 의 책, 256면.

105) 양왕용, 앞의 ,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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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닫는 말

이제 재외한인동포문학의 연구도 개별 작가론으로 구체화할 시 이다. 이 

은 이런 맥락에서 미주지역 한인동포 한 문학에서 높은 문학  성취를 이룬 김

교의 문학을 체 으로 개 해 본 것이다. 미서부 토 스 지역에 거주하는 

김 교는 50  반 암 투병  등단하여 만 80세에 이른 지 까지 시와 수필을 

발표해 왔다. 그의 문학은 출발에서부터 환우(患友)문학이자 시니어문학이었고, 

이민자문학이면서 기독교문학이었다. 이런 층성이 갖는 문제성과, 친 한 표

, 따뜻한 시각,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의 문학  성취가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 

연구의 첫 자리에 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 에서는 김 교의 문학세계를 ‘내면 들여다보기’, ‘세상에 다가가기’, ‘신앙

고백과 기도’로서의 쓰기라는 세 범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그의 문학은 ‘내

면 들여다보기’로 시작하여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으로 

들여다본 그의 내면은 이민자와 암환자로서의 외로움, 고향과 어머니에 한 그

리움, 유년기의 결핍감에서 비롯된 낮은 자존감과 성년 이후의 상처들과 그로 

인한 고통들, 그리고 물욕과 이기심 등 인간 인 피폐함에 한 자기반성의 이

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두 번의 암수술 이후 신앙과 의술과 자연의 복합  치유

력으로 회복기를 맞은 그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쓰기를 통해 지난날을 회개

하고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새 삶을 덧입고자 노력하 다. 그의 문학에서 가

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이 목의 치열함일 것이다. 

‘세상 다가가기’의 쓰기에서 그는 여성을 삶의 주체로서 인식하지만, 반

으로는 보수  젠더인식을 노출하고 있다. 즉, 1960년  반에 도미한 그의 젠

더의식은 1960년  한국의 통 인 가족 과 여성 에 머물러 있는 감이 있다. 

이민 1세 로서 오랜 기간 미국 LA 지역 산층 업주부로 살았고,  암 투

병 기간과 작품 활동 기간이 첩되어 있으며, 기독교를 신 하는 년기 혹은 

노년기의 작가라는 들이 모두 그의 문학에 나타난 반 인 보수성과 연 이 

있어 보인다. 쓰기를 통해 세상에 다가가고자 하 으나, 아쉽게도 그의 들에

는 미국사회의 안이나 한인교포사회의 문제  같은 사회  이슈들은 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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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문학은 역사 , 시  상상력 보다는, 개인

의 실존  고민으로 철되어 있다. 이는 한 로 쓴 그의 작품들의 독자들이 한

국동포여서 거기에 굳이 미국의 실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었을 수 있고,  미

국에서 간행되는 그 책들에 한인사회의 문제 이나 갈등을 노출하기보다는 고국

에의 노스탤지어나 고향의 음식이야기, 어머니에 한 그리움 등 보편 인 이민

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더 할 것으로 단했을 수 있다. 한 이민 1세

는 인종  소수자로서 discrimination(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기 해서 정

착지의 문화나 통을 존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편이기도 하

다.106)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그의 문학에 나타난 정치  무 심조차도 

이민자문학의 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그의 문학에서 ‘이민’이란 선택은 체로 정 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

국이란 나라는 민도가 높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지닌 국가로 정 으로 묘사

되고 있다. 이주민의 정착과정 한 ‘이민 장벽’ 등의 함축  표 만 있을 뿐, 그

와 련된 구체 인 어려움에 한 서술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그가 

정착에 어느 정도 성공한 년 이후에 문필활동을 시작한 탓도 있을 것이다.  

1964년에 도미하여 지 까지 58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가 코리안 아메리칸

으로서 자기가족을 받아주고 품어  미국이란 새 조국에 해 차 고마움을 느

끼게 되어 미국을 정 으로 인식하게 된 까닭일 수 있다. 그 다한들 이 한 

매우 자연스러운 상일 것이다.

‘신앙고백과 기도’로서의 쓰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

의 지인들을 기억하기 한 추억담을 이야기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한 후 죽음에 

해 사유한 바를 주로 피력하고 있다. 이런 들에서 그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

106) 이민 1세 와 2세 의 가치 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이민 1세 는 박애, 보편

주의, 동조, 통에 부여한 요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민 2세 는 권

력과 성취에 부여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주민들은 체로 이주민들에게 정

착지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부응할 경우 정착에 필요한 시민권 등을 

부여하곤 하는 상과 련이 있다. 정선 , 2020 ｢사회 주류가치 과의 불일치가 이주

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세계가치  조사의 22개국을 심으로｣ �다문화와 평

화� 14(2), 1-2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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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옹이장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의 기도만을 자

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음을 거듭 고백하고 있다.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한 후

에는 자연의 섭리와 창조주의 뜻을 거의 동궤에 놓기도 한다. 즉 그는 문학과 

신앙과 자연을 스스로를 추스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기성찰의 문학, 이민자의 문학, 신앙고백과 기도로서의 문학인 김 교의 작

품세계는 미주지역 이민 1세 의 한 문학이 갖는 의미와 산층 기독교 년 

여성문학이 갖는 보수성의 문제를 남겼다. 이국 만리 타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 1세 가 이 어생활을 하면서 모국어로 을 써서 그 결과물을 지 동포

들과 공유하는 상에 해서는 따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 기독교인이자 

이민자로서 그가 지닌 생활면에서의 보수성은 친미  반공주의, 양  성장주의, 

극단  자본주의, 정치  보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 일부 종교집단의 극단

 보수주의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은 층에 비해 노년층이 상

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일이며, 정치 으로 소외된 계

층일수록 보수  경향성이 짙은 것도 흔히 목도되는 실이다. 기실, 보수도 사

회  가치의 하나로 인정할 만하다. 불변하는 도덕  질서가 있다는 신념, 옳고 

그름을 단하는 강한 의식, 법질서와 도덕  규범을 존 하고, 변화에 해 신

함과 안정성을 희구하는 태도를 가진 보수와 친연성이 짙은 계층일수록 안정

된 사회 구축에 정 으로 기여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

면, 자기반성과 성찰의 칼날이 번뜩이고, 타인들을 기억하려는 따뜻한 쓰기, 

신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철된 김 교의 문학을 두고 보수성을 논하는 

자체가 지나치게 세속 인 재단일 수도 있겠다. 

주제어 : 김 교, 미주한인문학,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문학, 한 문학

투고일(2021. 3. 31),  심사시작일(2021. 4. 15),  심사완료일(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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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by Kim Young Kyo as a 

Korean-American Writer
107)

Kim Mee Young *

Kim Young Kyo(1941~) is a renown Korean-American poet and essayist. She had 

emigrated to Los Angeles (CA, USA) in 1964 to study. She then got married to Kim 

Tae Hoon and settled down in Torrance. She is a 1st generation immigrant. She has 

written poems and essays with Korean letters, Han-guel. Her literature had been awarded 

numerous highly-esteemed literary aw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a 

theory on Kim Young Kyo's literary works since most of the research on her literature 

have been expository writing till now. This article examines Kim's literature by focusing 

on 3 parts: inner introspection, interaction with neighbors, and talking to God. The part 

of the inner introspection in her literature was revealed by the loneliness of a cancer 

patient, isolation of the immigrator, and self-reflection and repentance. The part of the 

interaction with neighbors in her literature was about her life as a woman and 

immigrant. Her poems and essays reveal Kim'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and 

appreciation for Americans and the American land. The part of conversing with God in 

her literature has been filled with prayers and confessions of faith. Primarily, these 

dialogues overflow with gratitude towards God. On the other hand, these dialogues also 

overflow with consciousness of death. In conclusion, Kim Young Kyo's poems and 

essays are yet another literature with grave implications; Why a first generation 

immigrant writer wrote with her mother tongue in an immigrant’s society, and how a 

immigrant woman perceives gender consciousness as compared to the women living in 

their mother land. 

Key Words : Kim Young Kyo, Korean American Literature, emigration literature,

            Han-guel literature, Christi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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