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 A3

엔젤아일랜드 이민관문재단
(Angel Island Immigration Sta-
tion Foundation: AIISF)이 주최
한 ‘디아스포라 문학에 관한 좌
담회(Conversation about Diasporic 
Literature)’가  이창래 교수와 이반 
볼랜드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저녁 스탠포드 대학 휴머니티 센
터에서 열렸다.
AIISF 위원회 멤버이자 한국계 

이민자인 로즈마리 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강연에서 두사람은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지고 발전
했지만 정작 이민자들은 낯선 땅
에서 고통을 겪으며 고독하게 살
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
민온 이창래 교수는 어렸을 적 부
모들의 행동을 돌이켜 보며 그들
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삶
을 살았는지 이야기 했다. 그의 부
모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소외
감에서 오는 불편을 경험하며 살
았고 항상 편안함 속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항
상 외부인으로만 존재해 왔고 자
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민자들
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의 간단한 주제 발표 후 

로즈마리 남이 합석해 디아스포
라 문학, 즉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
로부터 소외 당하면서 끊임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
을 다룬 이주 문학을 자신들의 경
험에 비추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창래 교수는 서울에서 태어

나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예일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95년 첫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Native Speaker)”는 PEN/헤밍웨이 
문학상, 아메리칸 북 상 등 미국 문
단의 6개 상을 수상했으며, 그후 
‘A Gesture Life’ , ‘Aloft’ 등을 출
판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현재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겨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6번째 소설 출판 준비를 하
고 있다. 이반 볼랜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6살 때 외교관
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영국 런던
으로 이주해 살다가 다시 아일랜
드로 돌아와 대학을 마치고 더블
린에서 시인과 교수로 활동했다. 
그녀는 1996년부터 스탠포드 대학
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담이 진행된 스탠포드 대학 

휴머니티 센터의 레빈탈 홀에는 
1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꽉 찼으며 
대담 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
다. 참석자들은 한인들을 비롯, 중
국인, 일본인, 유태인, 유럽인들 다
양한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다.                   <김경섭 기자>

“이민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독한 과정”

■ 이창래·이반 볼랜드 교수, 디아스포라 문학 좌담

로즈마리 남(왼쪽부터), 이창래 교수, 이반 볼랜드 교수가 좌담을 하고 있다.

이창래 교수와 이반 볼랜드 교수 좌담회에는 100여명의 이민자들이 참석했다.  

어버이날 행사가 4일, 11일에 열
린다. 산호세한미노인회가 주최하
고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관장 유
니스 전)가 주관하는 어버이날 행사
는 4일(오늘) 오전 11시 봉사회 본관

((1800-B Fruitdale Ave., San Jose)에
서 개최된다. 어른공경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점심과 공연
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408)920-9733 
한편 11일(토) 오전 11시에는 SF한

인회(회장 곽정연)가 SF노인회원을 
위해 마련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리
며, 같은 시간 EB노인회에서도 어버
이날 행사를 갖는다.

빨간불 신호위
반을 잡아내는 
단속카메라(red 
light camera)가 
SF, 알라메다, 산
마테오카운티에 
확대 설치되고 
있어 한인운전
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일 EB타 임

스 보도에 따르
면 샌프란시스
코 12개 교차로
에 빨간불 신호
위반을 단속하
는 새로운 디지
털 감시카메라
가 설치되고 있다. SF교통국(MTA)은 
4월부터 새 감시카메라가 단속을 시
작했지만 경고만 주는 30일간 유예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도시 경찰국 웹사이트에 따르

면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알라메
다카운티는 5월부터 교차로 자동 감
시카메라를 통해 빨간불 신호위반
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호위반 사례를 적발해내는 레드라
잇 카메라로 세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빨간불 신호위
반 벌금은 490-525달러이다. 교통신
호 위반에 367달러를 부과하나 과
속(26마일 이상 초과)으로 티켓을 받
게 되면 기본벌금 100달러등이 추가
돼 49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주정부
는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위반 티켓
에 각종 부가수수료를 붙이는 정책
으로 1993년 103달러, 2003년 340
달러에서 계속 벌금을 늘려왔다. 산
타클라라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카
운티는 빨간불 신호위반 단속 카메
라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레드라잇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SF ▶19th Ave & Sloat Blvd(남

쪽, 북쪽 방향) ▶Fell St & Ma-
sonic Ave(서쪽) ▶Hayes St & Polk 
St(남쪽, 서쪽) ▶Oak St & Octavia 
Blvd(동쪽, 북쪽) ▶Park Presidio 
Blvd & Lake St(남쪽) ▶Divisadero 
St & Bush St(북쪽) ▶Van Ness Ave 
& 14th St(북쪽) ▶Van Ness Ave & 
Broadway(남쪽 좌회전 차선) ▶4th 

St & Harrison St(남쪽, 서쪽) ▶6th 
St & Bryant St(동쪽, 남쪽) ▶ 6th St 
& Folsom St(남쪽) ▶8th St & Fol-
som St(남쪽) ▶마켓 스트리트와 옥
타비아 블러버드의 새 카메라는 불
법우회전 차량에 티켓을 발부할 예
정이다. 
■댈리시티 ▶Junipero Serra Blvd 

& San Pedro ▶Junipero Serra Blvd 
& Washington ▶John Daly Blvd & 
Poncetta/Sheffield ▶Hickey & Gel-
lert
■밀브레 ▶Southbound 101 ramp 

to Millbrae Ave ▶Millbrae Ave & 
Rollins ▶Millbrae Ave & El Camino 
Real
■산마테오 ▶Hillsdale Blvd & 

Saratoga ▶Hillsdale Blvd & Norfolk 
▶4th & Humboldt
■샌리앤드로 ▶Fairmont & 14th 

▶Davis & 14th ▶Washington & 
Floresta/Halcyon ▶Marina & Tea-
garden
■뉴왁 ▶Mowry & Cherry ▶

Mowry & Cedar ▶Jarvis & Newark
■프리몬트 ▶Auto Mall Parkway 

& Fremont ▶Auto Mall Parkway 
& Grimmer ▶Decoto Road & Fre-
mont ▶Decoto Road & Paseo Padre 
Parkway ▶Mowry Ave & Fremont 
▶Mowry Ave & Blacow Road ▶
Mowry Ave & Farwell Drive ▶Ste-
venson & Blacow Road ▶Mission 
Blvd & Mohave Dr ▶Mission Blvd & 
Warm Springs              <신영주 기자>

‘빨간불 신호위반’ 더 잡아낸다
SF·프리몬트 등 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벌금 490달러$세수입 늘어날듯

미성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
의로 기소된 테니스 코치가 2일 배
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날 구강성교 및 동성관계 등을 

포함 60건의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노르만디 샌토스 버거스(엘세리
토, 55)는 최대 250년형 선고에 처해
질 수 있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
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마린카운티 
타말페이스고
교의 인기 테니
스 및 체육 교
사였던 버거스
는 2006년 8월
에도 아동성추

행, 성적 구타로 체포, 기소된 적이 
있으나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석방됐었다. 2010년 재판을 끝낸 버
거스는 소살리토에 버거스 테니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16세 소년 2명이 성적 괴

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다시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
이 촬영한 비디오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조던 샌더스 지방검사는 “버거스

는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 의
지하도록 교묘한 관계를 만들었다”면
서 “버거스는 그들의 대학진학을 좌
지우지하는 결정권을 쥐고 그들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판결날짜는 조만간 결

정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 

어버이날 행사
4일(오늘) SV한미봉사회
11일 SF*EB노인회

남학생 성폭행 테니스 코치

유죄평결$최대 25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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