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이노래는 1947년 3월1일 한국

방송의31절특집라디오드라마주제

곡으로 발표됐다 일제강점기 천재예

술인으로불린안석주가가사를썼고

당시 서울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의아들안병원이곡을붙였다

처음 발표될 때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꿈에도소원은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고남북분단이기정사

실화되면서교과서에노래

가 실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가사가바뀌었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는

1989년 임수경이 북한을 방문해 부

른이후널리퍼져남북모두좋아하는

노래가 됐다 남한에서 이 정성 다해서

통일통일을이루자는 2절부분을 북한에

서는 이 목숨 다바쳐 통일  통일을 이루자라

고 불러 남북의 가사가 조금 다르다 정성을 다

하든 목숨을 다비치든 남북 모두 통일의 소중

한가치와염원을노래하고있다

1989년 8월15일 오후 2시22분 판문점 군사분

계선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임

수경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

부가 선을 넘었다 6월21일 서울을 떠나 도

쿄서베를린동베를린을 거쳐 열흘만에 평

양에도착한길을단몇초만에넘은것이다

그해여름은뜨거웠다 임수경의방북은그보

다 더 뜨거웠고 울림이 컸다 남북 모두에게 충

격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히트곡이 됐

다 이후 남과 북이 만나는 장소면 어김없이 이

노래가불리어졌다

임수경방북의또다른성과는판문점귀환이었

다 금단의선을넘은것이다 고작높이 7 너비

40 시멘트 경계였지만 임수경은 그 것은 넘어

온첫민간인이됐다

임수경은 군사분계선은 어마어마한 철조망이

나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라 폭 50정도의 낮은

시멘트 덩어리라며 이 선을 넘기 위해 그렇게

오랜세월많은사람들의눈물과설움이필요했나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북받쳤다고 당시를 회상

했다

그녀는또 그곳에도사람이있었다 꽃이활짝

피어있었다 대동강에는 강물이 흘렀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라고 배웠는데 그 곳에도 사

람이살고있었다고전했다

뜨거웠던 올 여름 임수경이 걸었던 그 곳을 가

보고싶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최소 3개월 전

신청해신원조회등을거쳐결격사유가없어야관

람이 허용되는 탓이었다 대신 인근 도라산역 도

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등으로 걸음

을옮겼다

도라산역은남쪽의마지막역이다 아니북쪽으

로 가는 첫번째 역이다 도라산역에 그렇게 쓰여

있다 ←서울 56 205 평양→ 표지도 있다

임진강역에서 열차를 타고 불과 5분거리다 민간

인통제구역인도라산역까지끊겼던경의선이복

구되는 데는 장장 52년이 걸렸다 다시 도라산역

을출발해개성평양신의주로내달릴날은언

제쯤될런지

도라전망대는 남측 최북단 전망대다 이 곳은

민간인이 북한 생활상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

는 곳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개성 송악산 김일성

동상 개성공단등을망원경으로볼수있다날씨

가좋은날이면육안으로 김일성동상이보인다

고 한다 왼쪽에는 개성공단이 보이고 오른쪽으

로는북한의최남단마을인 대성동마을이있다

임진각관광지도빼놓을순없다 1953년한국전

쟁 포로 1만2773명이 북으로부터 귀환했다해서

명명된 자유의다리와 21t의육중한무게로평화

와통일의염원을담아낸 평화의종 2만명의관

람객을수용할수있는대형잔디언덕과수상야외

공연장 등으로 이뤄진 평화누리공원 등이 있다

또 1978년발견된총길이1635m 폭 2m 높이 2m

의 제3땅굴이 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3땅굴 안

은시원하다못해서늘하다

판문점 아래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출판계

원로인 김언호 한길사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815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매일 확성기 소리를 들으며 평화와 민족의 문

제를생각하고있다고했다

김대표는 파주는평화의절실함을느낄수있

는 곳이다 갈등과 긴장의 땅이라며 긴장 속에

서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 갈등과 긴장이 문화

예술을탐구하게만들고 그문화예술은곧평화

생명의 노래다 파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

고말했다

김 대표는 파주는서울보다개성이가깝다 김

문수경기지사시절만화가들과함께점심은개성

에서 저녁은 해이리에서 먹은 적이 있다며 개

성에점심먹으러가고싶다고바랐다

파주글사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위원회취재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815와 우리의소원

남북함께부르던 우리의소원

지금 우리의소원은소통

1947년 안석주안병원父子

31절 드라마주제곡으로발표

정부수립전엔 통일 아닌 독립

89년 815 임수경방북때히트

신냉전에북에선더이상안불러

2016년 9월 5일 월요일제20323호�� 기획

노래에도생명이있다작사작곡가에의해태

어난노래는사람들의입과귀가슴에의해강

력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입과 귀

가슴에따라사그라진다 사람이 제각각이듯

노래도그렇다 기구한운명의노래도있다

우리의소원

우리의 소원은통일  꿈에도소원은통일

 이 정성다해서통일  통일을이루자  이

겨레살리는통일  이 나라 살리는통일  통

일이여어서오라 통일이여오라

한민족이면누구나아는노래다 애국가보

다 더 민족의 사랑을 받은 노래다 애국가는

남한에서만불리지만 우리의소원은북한에

서도애창됐다

하지만 최근 이 노래가 북한에서 금지곡이

됐다고한다왜? 신냉전의결과다

1989년 7월23일 평양에서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의소원은통일이라는플

래카드를들고 코리아의평화와통일을위

한 국제평화대행진에 나선 임수경 전대협

대표와세계의청년학생들

임수경전국회의원제공

남측 최북단에위치한도라전망대 이 곳은 민

간인이북한생활상을가장가까이서볼수있

는 곳이다 멀리 개성 송악산 개성시 대성동

마을등이흐릿하게보인다

도라산평화공원에걸린통일염원리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