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 작품집 “잠들지 않은 이야기” 우수작(시민작가 부분)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구리시 동구릉로 103번길 61
서 경 은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억록’이라는 대한민국 100년을 기억
하여 기록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양과목으로 일본의 독도분쟁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배울 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역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
씀하셨던 것이 떠올라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이 기록을 능가할 수 없다.’ 라는 말처
럼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기록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구리시에서도
시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챙겨
읽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반공 교육 명목으로 따로 학교 수업에서 배우기도 하고, 6.25나 현충일, 광복절, 국
군의 날 등 때가 되면 관련 만화영화나 영화, 관련 방송이 방영하여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조되는 시기였고, 남북한 관계도 냉전이여서 애국, 호국이라
는 말이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대한 관심도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새삼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니, 책 제목 ‘잠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문
장이 죄송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에 쉽게 잊고 지냈고 무관심
했던 것이 죄송스럽고,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을 때만해도 내가 성인이 됐을 땐 통
일을 이루거나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 같은 남북 교류는 자유로워졌을 거란 생각이 여전히 생
각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여러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동일 어르신의 이야기를 읽을 땐 마치 ‘고지
전’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이 영화도 백마고지를 탈환하는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군이 퇴각하면서 배에 탈 자리가 없게 되
자 배에 먼저 탄 아군이 남아 있는 부대원들을 쏘게 되고 부대원들도 배를 타기 위해 서로 총
격하다 아군끼리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그 당시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군끼리 서로 살려고 죽이는 모습이 사뭇 낯설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 신일영도 살게 되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군도 적군처럼 죽일
수 있고, 적군도 때로는 내 가족 내 이웃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전쟁은 한 민족간에 일어
난 전쟁은 승전도 패전도 없음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죽어가는 군인들이
생각나고 깨어있으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계속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고통을 잊으려고 스
스로 마약을 맞으며 환각 상태에서 병들어가는 군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막상 이런 이야기를
겪으신 분이 내 이웃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부끄러운 것 없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그 무섭고 힘들었던 과정 잘 견디시고 살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제록 어르신께는 고향에 핀 벚꽃은 못 보여 드리지만 참 잘 살아오셨다고 항상 건강하실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연환 어르신께는 내 자녀에게만큼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게 해서 작은 손길이지만 기억
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삶이면 족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왜 목숨을
내놓아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신창범 어르신의 회고처럼, 전쟁
에 참전한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전쟁과 휴전이란 시간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되고 있
지만, 어르신의 삶은 역사의 일부분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우 어르신께는 나보다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안타깝게 잃으신 소중한 전우분들을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철의 장막에서 이겨내시고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희의 기억에도 소중히 남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이영렬 어르신께는 늘 기쁨과 감사로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부모님을 그리며 부모님의 걱정과 마음을 헤아리신 조덕린 어르신, 부모님
의 건강을 염려하신 것처럼, 어르신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평강이 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헌영 어르신! 뒤바뀐 운명 때문에 부권조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념 차
이로 소중한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 어르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최헌영 어르신! 살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책감 내려놓으시고 더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도 전쟁 꿈을 꾸신다는 한기장 어르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전쟁을 시에 담아 가벼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기록화 작업을 응원합니다.
형대환 어르신의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함께 넘고 힘겨운 길을 함께 걸어 준 전우들을 이
책을 계기로 꼭 만나실 수 있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이름을 온전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꼭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제록, 사연환, 신동일, 신창범, 이광우, 이영렬, 조덕린, 최헌영, 한기장, 형대환 어르신들!
가늠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책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되
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겪으신 일을 이렇게 짧은 책으로 다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지만, 책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