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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가가호호 방문으로 필요한 일거리를 제공하였다.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중절모와 기다란 장화가 어울렸던 키 큰 할아버지 댁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침 개집
을 고치고 계셨다. 주인만큼이나 늘씬하고 목이 길었던 황구는 연신 꼬리를 흔들었
5년 전, 해마다 소록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황구는 팀원중의 초등학생 뒤를 따라다녔고 아이들은 작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얻었다. 소록도에 도착하기까지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전남 고흥 녹동항까지 4

깔깔 웃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빨간 소쿠리에 자두를 듬뿍 담아오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시 차를 타고 소록도에 도착한 시간은 십분도 채 안되었다. 삼

셨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건네는 자두를 옷에 쓱쓱 문질러서는 ‘와삭' 베어 물었다.

일간 머무르게 될 숙소는 넓은 잔디마당을 둔 낡은 건물이었다. 실내에는 삼십 여개의

내 손에도 자두를 건네주시는 할머니의 두 손이 구부정했다. 자두는 내 마음과는 달

모기장이 빽빽이 채워졌고 그날 밤 우리들은 내일 새롭게 다가올 만남에 설레었다.

리 빨간 빛으로 윤기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손에만 시선이 머물
렀다. 한낮에 비밀을 들켜버린 듯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려 자두를 받아들고는 주머니
에 쏙 집어넣었다. 고개 돌린 저 편으로 능소화 꽃이 내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튿날 마을순회 팀원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같은 팀원 중 한 분은 28년
전부터 해마다 소록도를 찾는다고 하셨다. 그 당시 허름하고 조그만 창고 건물에 한
센인이 거주했고 치워도 꿈틀대며 나오는 구더기가 나중에는 친구같이 느껴졌다고
하셨다. 가축들은 이곳저곳을 경계 없이 다녀 분뇨로 악취가 진동했고, 손수 구입한

삼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 모였다. 서너 개의

집수리 재료를 배에 싣고 나르며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신다. 지금은

전구 불빛에 의지한 채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다. 일행 중에는 마지못해 부모 손에

국가보조로 모든 가옥이 보수되었고 어느 마을보다 깨끗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의

끌려온 고등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눈시울을

연로한 주민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소록도 주민들과 함께 늙어간다는 아저씨.

붉히기도 했다. 그리고 소록도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이 기쁘면서도 이제는 할 일

그에게 소록도는 삶의 한 자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줄어들어 섭섭하다는 중년의 아저씨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는 할머니 노랫소리를 들으며 삼일간의 영상을 꺼냈다. 한낮의 열기가 머물러
있는 석양을 바라보며 숙소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석양과 어울렸
던 그 촌락들의 황금빛 지붕은 왜 그리도 말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내내 마음은 울
림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매년 찾아오는 아픔의 섬 소록도를 ‘제주성다미안회’ 그들은 가슴으로 담고 있었
다. 그들의 나눔으로 소록도 환우들은 친구가 되었고 눈물을 같이 흘렸으며 그들의
어깨위로 별들이 내렸다. 칠월의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상의 작품 하나로 나에게 선물을 남겨 주셨다. 할머니의
그 음성을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
또 다른 이야기가 미용봉사팀에서 흘러 나왔다. 74년 전 열 살 소녀시절, 소록도에
머무르다 이제는 팔십 중반에 접어든 할머니. 비가 오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고, 이
나이에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 할머니. 병든 딸 안고 죽 떠먹이며 우시던 엄마의
눈물이 그리도 뜨거웠다던. 지금에야 그 눈물이 피눈물인걸 알았다며 할머니 이야기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아카시아 숲 사이로 밤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를 전하는 그 봉사자의 음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매
번 찾아와서 고맙다. 팔다리 없어지고 눈멀어도 고마움은 잊지 않을 거라며 할머니
가 그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 선물은 휴대폰에서 흘러 나왔다. 가뿐숨 내쉬면서 굳
어진 혀끝으로 온 감각을 세웠을 할머니의 노랫소리였다. 가녀린 몸만큼이나 아픈
노래는 휴대폰 녹음기에서 그리고 마당의 어둠속에서 맴돌았다. 풀밭의 귀뚜라미도
소리를 멈추더니 모든 상황은 정지 되었다. 노랫소리는 정적속에서 저음으로 울리며
일행들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녁의 가라앉은 공기 위로 할머니 노래가 노을의
잔영처럼 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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