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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통원 시 무적제주바다와 문학

변방, 유배지, 닫힌 섬. 그의 시에

흐르는 제주섬 이미지는 수탈의

역사 와 닿아있다. 1977년 등단

추천작을 표제로 달고 이듬해

무적(霧笛) 이란 이름의 첫 시

집을 내놓은 강통원 시인(1935~

2016). 서귀포 중문 태생으로 줄

곧 제주에서 살다간 그의 초기작

을 따라가본다.

언제부터인가./ 닻줄이 끊기어

표류하는/ 제주도(濟州島)는 마치

한 척의 배다.// 어데를 둘러보아

도/ 가없는 하늘과 수평선이다.//

하지만 하늘과 수평선은/ 하나의

약속./ 어딘가에 기항지가 있다는/

약속인데// 누구의 입김인가./ 때

때로/ 짙은 안개가 밀려와서/ 하늘

과 수평선을 지워버린다.// 무적이

흐느낀다. ( 무적 중에서)

제주는 한때 원악도(遠惡島)

로 불렸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살기가 어려운 섬이라는 뜻

이다. 처음 시집을 펴낼 당시 40

대 초반이던 시인은 물 안에 갇

힌 유배지의 후예 가 되어 무

적 을 써나갔다.

안개로 한 치 앞을 보기 어려

운 현실에서 하늘과 바다의 길을

구분해주는 건 빛이 아니라 소리

(무적)였다. 시인은 빛이 없는/

캄캄한 항로에/ 제주도는 좌초하

였다. 는 비극적 인식을 드러낸

다. 급기야 신이여/ 한 줄기 미

풍을 보내어/ 저주스런 이 숨결

을 거두어 가라. 고 기도한다.

제주도에 좌절하는 동시에 제

주도에 대한 신앙고백(박철희)이

이어지는 무적 을 읊은 시적 화

자가 있는 곳은 배 안이다. 그 화

자는 시인의 분신이거나 그림자

(김영화)로 해석된다. 그가 배에

서 바라본 제주는 눈물과 한숨으

로 파도치고 바람부는 곳

( 섬 )이다.

울고 와서/ 울고 간다// 저기

탐라가 앉아 있다./ 탐라의 한숨

이 들린다.// 산넘어 가라/ 물 넘

어 가라//저기 제주가 서 있다./

제주의 숨소리가 들린다. ( 수평

선 전문)

훗날 기행시집 시의 여로

(1995)를 묶어 내며 낯선 이국

의 산하와 도시들을 방문해 미지

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다

행 이라고 했던 시인은 섬에서

사는 일을 숙명처럼 여겼던 듯

하다. 4 3사건으로 풍비박산난

고향 마을을 떠나 제주시에 정

붙여 살던 시인이 50대 후반에

자신의 인생사를 풀어내듯 써나

간 제주시 산조 의 한 구절로

그걸 짐작하게 만든다.

나 의 뜨거운 눈물 떨어지지 않

은 구석 없고, 애환의 발자국 찍히

지 않은 곳 없는 제주시(제주).

제주시 산조 에 등장하는 제주는

무슨 벗어날 길 없는 운명처럼 유

착되어 버린 곳이다. 나 는 토주

에 취해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면

서도 그래도 인정에 감사하고/ 하

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간

다. 는 노래를 부른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제주시내가 자욱한 안개에 휩싸여 있다. 시 무적 은 안개 낀 바다에

울리는 신호음에 빗대 갇힌 섬 제주를 묘사했다.

제주 동북쪽 끝에 이웃해 있는 김녕리와 월정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많이 닮은 마을이다. 넉넉하고 편

안한 마을 이라는 뜻의 김녕(金寧)에는 신석기시대,

아름다운 반달을 닮은 마을 이라는 뜻의 월정(月

汀)에는 탐라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남아 있

다. 주민들은 청정 해안과 풍부한 용천수에 의지해

멜(멸치)과 함께 해산물을 걷어올리며 오랫동안 삶

을 이어왔다. 평화로운 이 두 마을은 지하에 만장굴

과 김녕굴, 용천굴과 당처물동굴 등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동굴을 품고 있다. 이

신비로운 땅에서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행사가 시작됐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아

름다운 장소에 대한 교육과 관람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약

180만 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삼섬 제주에는 화산지형의 원형이 잘 보존

돼 있다. 제주 지질공원의 대표명소로는 거문오름에

서 분출한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용암동

굴인 김녕 월정리의 만장굴을 비롯해 ▷한라산 ▷성

산일출봉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주상절리대 ▷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우도 ▷비양도 ▷

선흘곶자왈 ▷교래삼다수마을이 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영되는 김녕 월

정 지질트레일은 A코스와 B-1코스, B-2코스, C

코스에서 진행된다. A는 김녕해수욕장 휴게소를

출발해 세기알해변-도대불-조간대-청굴물-게웃

샘굴과 게웃샘물을 거쳐 김녕해수욕장 휴게소에

도착하는 1.8㎞ 코스이다. 풍차와 푸른바다가 어

우러진 절경과 밀물 때 잠겼다가 썰물 때 드러나

는 신비로운 해안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의 용천

수 등을 만날 수 있다.

B-1은 김녕해수욕장 휴게소-진빌레길-월정밭담

길-산담이야기-용천도굴 호수 당처물동굴 해설 포

인트-투뮬러스-환해장성-두럭산-성세기해변-김녕

해수욕장 휴게소까지 7.2㎞ 코스에서 진행된다. 용

암이 넓게 펼쳐진 긴 빌레를 개간해 만든 밭,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며서 아름다운 풍광까지 연출해 세

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밭담길, 용암이 부풀어

올라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낸 투뮬러

스, 고려 때 쌓아올린 환해장성, 바다에 잠겨 1년에

딱 한 번 음력 3월 보름에만 볼 수 있다고 전해지는

두럭산, 빌레 용암 위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성세기

해변 등 지질공원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B-2는 B-1에 멸치잡이로 유명한 월정포구(무

주포)와 월정해변(한모살), 멸치의 풍어를 기원

하며 해신제를 지내는 해신당, 제주의 다양한 밭

담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주밭담 테마공원

을 추가해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중 가장 긴 10.5

㎞ 코스이다. C 코스는 월정리사무소를 출발해 무

주포와 한모살-해신당-제주밭담 테마공원을 거쳐

월정리사무소로 돌아오는 4.2㎞ 구간이다.

탐방객들이 트레일코스의 지질과 생태, 역사 문

화 등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4일 오후 1시에

는 곤충, 5일 오후 1시에는 역사 문화, 6일 오후 1

시에는 지질 분야의 전문가가 해설한다. 회당 30

명 선착순으로 전화 접수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먹거

리 장터도 운영한다. 행사기간 본부석에서 생분해

비닐봉투를 받아 쓰레기를 가득 수거해오는 탐방

객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의 750-2523.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핫플레이스 (54)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코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은 A코스와 B-1코스, B-2코스, C코스에서 진행된다. 강희만기자

화산섬 제주가 빚어낸 지질공원의 신비 가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