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언제 처음 한국을 방문했나.
“지난 18년 동안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서너 번도 간다. 제일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먼저
제주도를 방문했다. 물론 공항을 들르긴 했지만. 하하.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다. 개인적으로 도시로 가서 그 나라의 문
화를 배우기 보다는 시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서울이나 도쿄, 뉴욕,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의 사람
과 문화를 보려고 제주도로 갔다. 물론 관광지긴 하지만 사람 손이 덜 닿았고 자연과 가까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
러곤 서울로 와서 친구들과 당시 경복궁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게 됐다. 아직까지도 그 날이 생생하다.”

“고려 청자, 상감 청자 색깔에 매료”
- 그날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건가.
“그렇다.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그 날, 그 순간이 눈에 선하다. 시대 순으로 전시가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신라시대를
보면서 일본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 전에 일본에서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
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고려로 점점 전시가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미술만의 매력에 점점 더 매료되
기 시작했고, 특히 고려 청자, 상감청자 등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색깔에 반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색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순간은 조선시대 전시관으로 갔을 때다. 그때였다. 분청
사기를 본 그 순간 한국 문화와 미술에 빠졌다.”
- 분청사기에 빠졌다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청자처럼 세밀하고 우아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내던 민족이 거칠고 와일드한 분청사기도 만들
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문화권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놀랐다. 방금 전 청자가 있던 전시관에서 나
와서 분청을 봤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문화권에서 만들어내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과 블루
스·재즈 음악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함께 박물관에 왔던 친구들은 먼저 돌려보냈다. 하하. 그날 이후 한국 미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했다. 한국 미술 콜렉터이자 일본 미술 딜러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한국 미술이 내 마음에 구멍을 냈다.(It stabbed a hole in my heart)”내 마음이 딱 그랬다. 더 많은 책과 미
술품을 모으고 한국 미술 관련 행사에 참석해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

한국 미술 관련 책 닥치는 대로 구입
지금까지도 한국 미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어진다. 그는 한국 미술과 관련된 책은 눈에 닿는 대로 모두 구매한다.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첼시 오피스에는 털리가 그 동안 모은 한국 고서 등 미술 관련 서적만 2000여 권이 소장돼 있다. 물
론 여기 있는 책은 모두 한 번 이상 읽은 것들이다. 큐레이터, 콜렉터들이 방문해 종종 책을 빌려가기도 한다. 1958년 뉴욕에
서 처음 있었던 한국 미술 전시 브로셔를 비롯해 이화여대에서 발행한 서적 등 종류도 다양하다.
- 직접 책을 쓰진 않는지.
“최근 미술 교과서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챕터(chapter)를 썼다. 맥그로힐(Mcgraw Hill)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미술 교과서
다. 또 우리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도 종종 글을 쓴다. 내가 알기론 영어로 된 한국 미술 관련
간행물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유일하다. 물론 무료다.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로는 전혀 수익을 내지 않는다.”
-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
“원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를 알지 못해 한국을 방문해도 손짓 발짓을 하며 의사소통하곤 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
기지만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얼마 전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곧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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