ǀ

ǀ

ǀ

ǀ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아봤는데요
홍호표 로컬 인터뷰집
홍호표
에세이
2019년 10월 15일
책과이음
140*210*18mm/ 420g
무선
324쪽
979-11-965618-9-5 03810
16,500원

은퇴 후 돌연 스리랑카로 떠난 전직 기자 홍호표의
별의별 관찰 일기 × 이것저것 인터뷰집
책 소개

‘찬란한 섬’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사람들에 관한, 시종일관 시시콜콜하고 흥미진진한 별의별 관찰 일기 혹은 이것
저것 인터뷰집. 오랫동안 질문하고 듣고 기록하는 기자와 에디터로서 일하다 은퇴하고,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
해 한국국제협력단 일반봉사단원 자격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문답식 인터뷰
형식으로 재미있게 묶어냈다. 스리랑카에 대한 애정이 물씬 배어 있는 독특하고 소소한 일상의 인터뷰가 가득하다.

출판사 서평

달걀 값에서 헤어스타일까지, 학교 회의실 풍경에서 전통 축제 현장까지……
스리랑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하세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아봤는데요》는 기자와 에디터로 36년 8개월간 일하고 정년퇴직한 필자가 스리랑카에서
생활한 2년의 기록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반봉사단원(114기)으로 2017년 5월 스리랑
카에 파견돼 2년간 와라카폴라 기능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책의 내용은 모두 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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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것들이다. 처음 방문한 낯선 땅에 한국어 교사 자격으로 도착해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문화에 관
심을 갖고 취재하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담았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인사 예절과 언어 습관, 담배와 달걀 값, 학생
들의 헤어스타일, 교실 풍경, 독특한 회의 문화부터 결혼, 장례, 축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진짜 스리랑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레한 문답식 따옴표 속에 담긴
솔직하고 순수한 스리랑카 이야기

이 책은 교사, 학생, 시장 상인, 버스 기사, 어부, 시계 판매점 점원, 동네 주민, 스님 등 다양한 현지인과 직접 대
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문답식 따옴표가 많다. 그 덕분에 이야기는 한결 생생해지고 다채로워졌다. 여
기에 더해 무교인 저자가 불교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느낀 비합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관찰이 절묘하게 섞여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시시콜콜함이다. 책에는 스리랑카의 생활양식과 문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이 뒤섞여 있다. 완벽하지 않은 싱할라어를 구사하며 현지인과 직접 몸으로 부딪쳐 정보를 얻고 확인하
는 어설픈 과정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백 퍼센트 검증된 사실을 교과서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다. 보편화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대목은 논쟁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오랜 인터뷰 경력의 저자가 경
험한 솔직하고 순수한 진짜 스리랑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어떤 인터뷰에는 대상에 대한 인터
뷰어의 애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사람들에 대한 꾸밈없는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이 책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아봤는데요》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결 더 매력적인 목소리를 전해주는지도 모른다.

저자 소개

지은이 홍호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글을 쓰고 살았다. 은퇴 후 한국어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4기 일반봉사단원으로 선발돼 2017년 5월 스리랑카에 파견됐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
읍 같은 분위기가 나는 도시 와라카폴라에 있는 기능대학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쳤다. 스리랑카에 가기 전까지
동아일보에서 기자와 에디터로 36년 8개월간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성균관대 공연예술학박사이며 지은 책으로
《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 《조용필의 노래, 맹자의 마음》 《대중예술과 문화전쟁》(공저)이 있다. 큰아들의 표
현을 빌리면 “아버지 같은 어머니”인 아내와 함께 사는 “애 같은 아버지”이며, 옛 직장 동료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
인”이다.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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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사람들의 인사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식사했어요?”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었다. 티타임 무렵이면 “차
마셨어요?”라고 물었다. 집 안에서도 볼 때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식사했어요?”라고 물었다. 하루에 적어도 10번
은 들어야 했다. 이것이 한국처럼 그냥 인사하는 건지, 미국 사람처럼 정말로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건지 헷갈
렸다. -

‘마른’ 여성은 인기가 없었다. 콜롬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몸매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
로 여자는 통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특정인을 언급할 때 말랐다고 다소 흉을 보지만 뚱뚱하다고 특징을 잡
아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너무 마르면 시집을 갈 수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뚱뚱한’ 여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른’ 여성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다. -

교사들 전근 파티 때의 일이다. 수업시간에 짬을 내어 송별행사를 했는데 일단 먹는 일이 시작됐다. 간식을 먹고
차를 마셨다. 주인공에게 물었다.
-주인공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나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늘 이렇게 해요. 제 말보다는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

콜롬보에 머물 때 귀찮게 구는 파리를 잡으려고 팔을 뻗자 옆 여성이 “죽이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 파리가 빨라서 잡히지 않았지만 여성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싱할라 사람들은 방에 들어온 뱀도 그냥 내쫓기
만 한다고 했다. 살생 금지는 불교도 5계의 첫 번째 계다. -

-스님 존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스님이 최고의 지식층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일반인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 무식했습니다. 글을
알고 세상을 아는 스님이 제일 우수한 집단이었으니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글을 알고 대학을 나
온 사람도 많으니까 오히려 스님들이 무식한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그러려
니 하고 따르는 겁니다.” -

-사실 저는 모스크에 들어간 것도, 이슬람 가정에 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선입견이
’ 없어졌으면 좋겠습니
다.
“선입견이라면?”
-미디어에는 이슬람에 관해 전쟁, 테러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나 좋은 사람이 70~80퍼센트 있고 나쁜 사람이 20~30퍼센트쯤 있습니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