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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백준선

시즌

넌 속깊은 친구같아

백준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홍익

대학교미술대학원졸업

개인전 12회 아트페어등그

룹전및기획전35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2회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30여

회심사위원역임

제주여행은항상나를설레게한다한두번가본

것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다른 분위기와 즐거움을

연출해주는멋진 여자를만나는듯한느낌이랄까?

원초적인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제주만의 자연도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는 모던한 주택과 건물들로

인해자본의범주에서피해갈수없음을아쉬움으

로남기곤한다그래도오름과이름모를오래된숲

들은비교적자연그대로남아있는곳이많아행복

하다

제주가가진여러유명한관광지중오름은가장

원초적인 자연미가 많이 남아 있어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오름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분포하고그수도무려360개이상이나형성돼

있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오랜 기간 오름 기

슭에 터를 잡고 화전을 일구고 밭농사를 지었으며

목축을했다 가옥의초가지붕을덮었던띠와새를

구할 수 있었던 곳도 오름이어서 오름을 중심으로

많은촌락이형성됐다

오름은 내륙으로 비유하자면 지리산에 가깝다

편한것같지만무겁고화려함보다는속깊고오랜

기간 봐야 맛을 알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오름에많은의지를했다 외세의침략이

있을 때는 전략의 중요한 장소여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흘린곳이다

43 사건때는민중봉기근거지이자은신처로사

용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비

극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오름 곳곳에는 제사를 지내던

터와사당의흔적을간간이볼수있는데요즘말로

쉬운 자연이라는 이야기다 이것 저것 다 받아주다

보니 한도 많고 이야깃거리도 많은 셈이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편한 자연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제주

친구에게오름이좋다고했더니친구도오름이좋단

다 오르기도편하고거부감이없다는게이유였다

제주도는3개지역으로나눠진다제일위에는한

라산 중턱부터는 오름 다음은 바다다 오름이 제

주도를다차지하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반론

이 있을 수 있으나 밭도 논도 거의 오름

을 개발해 만든 게 대부분이니 크게

무리가없을것같다

바다를 따라 해안도로가 잘 구성

돼 있다 바다에서 바로 인접한 곳엔 좋은 집들과

카페들이자리잡고있어 낡은옛집들은많지않다

새로 지은 집들의 디자인이 대부분 제주의 분위기

에잘맞는것같아서그래도다행스럽다지금은바

다에인접한땅이나집들이비싸다 하지만약 20년

전만해도해풍과소금기가많아농사를지을수없

고 거주도힘들어 헐값에 구매가가능했다고 한다

조건이 맞으면 나중에 작업실을 마련해 볼까하고

가격들을 물어봤지만 엄두도 못냈다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온 뒤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바

람에땅값이폭등했다고한다

유명하고언론에자주소개된음식점은깨끗하기

는하지만비싸고맛이없다 그래서주민들이이용

하는 허름한음식점을 찾았다 가격도착하고맛도

일품이었다 비결을 물어보니 식당 옆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오거나 인근 어시장에서 상품

성이 떨어지는 고기들을 가져와 냉장을 하지 않고

바로음식을하기때문이란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않을까 상품성있는고기

들은 화려하지만 냉동과 해동을 거치다 보면 원래

맛이떨어져많은조미료를넣어야한다 이에 비해

상품성은떨어지지만신선한고기들은소금간만해

도맛이좋으니후자가훨씬매력적이다

3일 정도 지내다 보면 거의 하루 정도는 비가 온

다 또 바람이 많이불고습도도높다 일탈을 꿈꾸

는 나에게는 고립돼 있다는 강박이 익숙하지는 않

지만다양성이 있고 어느곳보다아름다운 곳이다

또오고싶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

형제섬과오징어배가있는풍경

제주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