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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소은 장편 검은 모래 ⓛ제주바다와 문학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을 했

다. 국내에 번역 출간되 김영 양

징자의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

들 (2004)에 따르면 국내는 1859

년 경상도 목도(牧島)로 나간 일

이 처음이고 일본은 1903년 미야

케지마(三宅島)가 최초라고 전해

진다. 출향 해녀는 해마다 증가해

1930년 3860명에서 1932년에는

5078명으로 늘었다. 1932년 제주

도해녀어업조합원수가 8862명이

었는데 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제주섬 바깥으로 물질을 갔다.

구소은(1964~ )의 장편소설

검은 모래 (2013)는 그 해녀들

의 사연이 그려진다. 제1회 제주

4 3평화문학상 수상작으로 제주

우도와 미야케지마 등 시공간을

넘나들며 구월에서 미유까지 4대

에 걸친 한국근현대사 속 개인들

의 운명을 좇고 있다.

구월은 태어나면서 나라를 잃

은 신세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잠

녀였다. 제주에서 태어난 잠녀의

운명을 지고 살아갈 그녀의 인생

이 얼마나 고단할 것인지는 불보

듯 뻔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

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검은 모래

로 덮인 우도 검멀레 해안을 끼고

살아가는 구월의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질에 나섰다

가 구월을 낳았다. 잠녀의 일상에

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었다. 구월의 어머니는 제주에서

여자로 나면 천형으로 삼고 살아

갈 것이 많다고 여겼다. 9월에 세

상 밖으로 나와 얼렁뚱땅 구월이

란 이름을 얻은 핏덩이 딸자식을

가련하고 애처롭게 볼 수 밖에 없

었던 이유다.

소설은 1926년 기미가요마루

를 타고 어머니를 따라 처음 일본

으로 물질갔던 구월이 돈 많이

벌어 고향으로 오자 며 남편 박

상지, 딸 해금, 아들 기영 등 온가

족과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무대

가 옮겨진다. 구월에게 바깥 물질

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사카로 향하는 뱃길에서 제

주 해녀 누군가가 우도 출신 강관

순이 노랫말을 지었다는 해녀항

일가 를 나지막이 부른다. 우리

는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

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

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던 이

내 몸 . 1941년 구월이네 가족이

오사카에서 열차편으로 도쿄에

간 뒤 거기서 나흘을 기다려 증기

선을 타고 36시간 걸려 도착한

섬은 미야케지마였다.

누가 그랬는가, 바닷물이 짜다

고. 그 물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바닷물은 짠 것이 아니라 쓴 것임

을 알게 되리라. 구월의 딸 열세

살 해금은 새로이 둥지를 튼 섬에

서 어머니에게 물질 수업을 받으

며 그런 생각을 한다. 우도처럼

검멀레가 흩뿌려진 미야케지마는

그들의 인생이 바다에 달려있음

을 또 한번 일깨웠다. 진선희기자

우도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 1989년에 흑백으로 촬영된 사진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해는 3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지난 35년간에 걸친 일

제강점기(1910~45)는 제주사람에게도 커다란 시

련을 준 아픈 역사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다 민초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

냈다. 제주의 종교인과 학생, 심지어는 해녀까지

항일운동에 나서며 조국의 광복을 염원했다.

지금도 국내 외는 물론 제주의 독립운동가에 대

한 정부의 관심과 보상은 요원하다. 정치적 논리

싸움에서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름 없이 스

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도 역사 속에 소리없이 묻히

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이들의 당시 처절했던 항일

운동과 항일시위를 재조명하는 3 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을 마련했다. 전시는 10월 20일

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생

생한 당시의 기록물은 그 역사적 발자취를 둘러보

는 소중한 기회다.

특별전시회의 주제는 제주 항일독립운동과 제

주인 . 특히 이번 전시는 제주 3대 항일 운동인 법

정사 항일운동과 조천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등

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전시회는 일제강점기의

제주지역 교육기관과 항일유적지 지도, 항일운동

관련 제주인 수형기록카드, 제주 한국 독립운동

연표, 제주 3대 항일독립운동, 제주여성독립운동

가, 제주학생항일운동, 일제강점기학제 등으로 구

성됐다.

특히 제주학생항일운동에서는 1926년 제주공립

농업학교(현 제주고등학교)의 동맹휴학사건,

1929년 대정공립보통학교(현 대정초등학교)의

학생 항일 시위 운동, 1931년 구우공립보통학교

(현 한림초등학교) 동맹휴학사건 및 화북사립보

통학교(현 화북초등학교)의 교사배척운동 등을

재조명한다. 당시 항일 운동과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빛바랜 사진과 해당 신문기사, 학교 졸

업장 등에 대한 자료도 접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일제강점기의 제주지역 교육기관 및

항일유적지를 담은 지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

고 부모가 함께 제주전역을 돌며 역사적 유적지를

탐방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도에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야

학 민족교육기관, 일제유적지, 항일투쟁지 등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관람

객을 위한 항일운동 포토존을 운영하는 한편 독립

운동 관련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전과 연계

한 전시물 활용 교과 통합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임시공휴일은 휴관.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오복4길 25. 문의 064)710-9121~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핫플레이스 (47)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

100년 전 제주학생의 항일운동 시위 재조명

관람객들을 위한 항일운동 포토존. 3 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이 열리는 제주교육박물관.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제주인들.

3 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포스터에 실린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