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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팔 아파. 어깨부터 팔, 손목까지 땅땅하게 뭉

치고 결린다. 코로나 이후로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근육이 아파오는 것도 얼

마만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 한강 때문이다. 서울

을 더욱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한강, 낮과 밤의 풍

경이 너무 다르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두 풍경이 모두 아름다운 한강. 서울을 아

니 한국을 대표하는 한강, 바로 이게 다 한강 때

문이다.

나에게 한강은 마치 오랜 고향 친구 같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쩌다 한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반갑기만 한, 늘 같은 곳에 있어 주는 그런 

듬직한 친구 말이다. 삭막하고 팍팍한 서울살이

도, 지치고 고단한 일상도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

면 모든 근심이 가벼워지고 긴장했던 마음도 무

장해제된다. 시민들의 발자국, 숨결이 배어있는 

공간, 시시때때로, 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한

강은 그야말로 서울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다 보니 미국에 살 

때도 서울을 생각하면 언제나 한강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었다. 그래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방문

객은 물론이며 미국 교포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

게 한강을 추천한다. 한강이 잘 보이는 카페나 식

당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강가로 나가 산책을 하거

나 유람선을 타며 한강의 다리들을 구경하는 것

도 꽤나 즐겁기 때문이다.

한강은 어렸을 때도 나에게 꽤나 친숙한 곳이었

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언제든

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나이가 어렸을 때도 무심하

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

음이 어느새 고요해지는 것만 같았다. 

다시 돌아온 서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집에서 

한강이 보인다. 부엌 창문 넘어 한강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매일 하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위안

을 받곤 한다. 특히 석양을 품은 붉은 한강은 너

무 아름다워 나의 시야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

잡는다. 이렇듯 한강은 도시 생활로 메말라 가는 

감성을 흔들어 깨워주고 풍요롭게 채워 준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바로 그 한강 위에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나는 카약을 타고 한강 물을 가

로지르며 다리와 다리 사이를 유유히 항해했다. 

한강 한가운데서 석양을 바라보며 비릿한 민물 

냄새,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맥주까지 

한 모금하니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하늘을 마시

는 건지 한강물을 마시는 건지 한강과 마치 혼연

일체가 된 것만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 금방 해

가 넘어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까만 밤 한강 물 

위로 번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이루 말할 수 없

는 행복이 밀려왔다. 

몸치이긴 하지만 물을 좋아해 유일하게 좋아하

는 운동이 수영인 나에게 카약은 또 다른 취미의 

가능성을 안겨 주었다. 너무 신이 나서 지나치게 

나의 한강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열심히 패들을 젓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

만 물살을 가르며 쭉쭉 나아가던 그 짜릿함을 평

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한강

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었다.

고맙다. 나의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