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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또다시 518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

하다 벌써 35주년이다

해마다 벌어지는 관과 민의 실랑이 임을 위

한행진곡제창문제로올해는대통령도총리도

없고 당사자들도 없는 최악의 기념식이 될 것

같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지 보훈처 예산도 반

납하고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로 십시일반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미

안함을느낀다 518정신을왜곡하는일련의사

건들이만연한시기 우리가기억하지않으면누

가기억해주나

30여년전어둠속에서숨죽이며비포장길을

지나논두렁 밭두렁 개울을 건너찾아 갔던망

월동은이제광주도심에서승용차로 20여 분이

면 도착한다 그동안 생긴 신묘역은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다짐을하고 전국에서관광버스로

관광(?)을 오는공식적인 518의 대표공간이되

었다 그리고구망월묘역

햇빛 따사로운 오월 신묘역이 조성된 후 한

동안세인의관심에서비켜있던구망월묘역 해

마다만장이나걸개그림전시등을위해찾는망

월동구묘역이었지만올해는좀다른느낌이다

묘역 관리사무소 옆 슈퍼에는 한가로운 공기

아래사람들이잠시쉬어가고 게으른봄햇살은

화창한 풍경을 감싸며 정오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단정하게 정리된 봉분과 잔디 소나무들

사이로묘한이질감을느끼며묘지사이를걷는

다 예전에는성긴덩굴과제멋대로자란소나무

들이반겨주던구묘역이주변정리와단장을하

니낯설기도하지만관리에신경을쓰는것같아

흐뭇하기도하다

묘역앞사진속영령들은언제나청춘의모습

으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다 이제는 교과서

속한줄의글귀로잊혀져가는별이된사람들

그속에새로운봉분들이보인다 언젠가부터구

망월묘역에는 새로운 영령들이 들어오고 있다

기혁 조성만 이한열 박승희 김철수 열사 등

8090년대의 민족 민주열사로부터 최근 박종

태열사까지치열한삶의현장에서산화한영령

들이망월동의품안에깃들었다

돌아가신 열사들의 다양한 삶의 무게만큼 추

모하는사람들도여러가지상황들이있었고힘

겨웠던부분들이많았다 그러다사람들이모여

추모하는모임을만들고날을정해합동으로추

모제를지내고있다 그동안민족민주열사유가

족들은합동추모제를지낼때마다따가운햇빛

과비를피해엉성한나무그늘이나다리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곡기를 때우고 묵은 슬픔을

견뎠다

이제는 무상해진 세월 속에 연로한 부모님들

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생겼다 열사들을 위한

추모공간 민족민주열사유영봉안소건립이었

다 자식들의 사진이 유리박스 안에서 230여

년 세월의 흐름에 퇴색되어 갈 때 속으로 삼키

던울음으로토대를다지고작지만알찬추모의

공간을만들려하였다 그리고지난 4년의시간

유가족들은노쇠한몸을이끌고전국각지와관

계기관을 찾아다니며 결국 열사들의 안식처를

만들었다 40여 평의 작은 공간 아직은 열사들

의모습을다보여주는장소는아니지만열사들

이한자리에모이는영혼의공간은조성되었다

5월14일 518 정신계승 민족 민주열사 유영

봉안소가 문을 연다 망월동 구 묘역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산화해 가신 민주열사들의 영혼들

이머무는곳 새로운 민주화의성지 이곳은이

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알리는 생생한 현장이

되려한다온몸을불살랐던영혼들의종착지망

월동의밤하늘에별들이많아지고있다

망월동에서돌아오는길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의불빛이화려하다 도청건물은최첨단의건

물에둘러싸여팔려온새색시마냥화장을기다

리며 박제되길 기다리고있다 금남로에서는 여

전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은계속되고 문화전당의화려한불빛은대

답없고무심한공권력의모습을보여주는것같

다

겉모습만 남은 역사의 현장 인적 드문 도청

앞광장에는어떤쓸쓸함만가득하고 어두워진

도심의밤하늘은별빛도없고광주는비어있다

나는예술의거리막걸리집에서한잔의술을

핑계로 세상을한탄하는가벼운분개를하고한

낮의망월동을벌써잊어버린다

그렇게살고있다

신묘역(국립518민주묘지)이생기면서망월동묘역은언젠가부터세인들의관심에서잊혀져가고있다

망월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우리도 할 일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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