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강타한 것으로 알
고 있었다. 지금은 그 옆
으로 튼튼한 다리가 새로
놓여 무게 제한을 두고 있
지 않았다.
이제 죽어라 걷기 시작
하였다. 묵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쉽지 않았다. 그나
마도 변성암 산을 까고 까
서 만든 고개였다. 그러나
그곳을 넘어선 묵리는 걸
어온 값을 해 주었다. 자
그마한 마을이지만 아담하
고 아름다웠다. 게다가 마

사진 17 추자교(오른편에

구 추자교 흔적, 등대전망대가 왼편으로 멀리보인다)

을 앞에는 해신당이 자리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추자도의 마을에는 제주
도의 마을과는 달리 마을
앞에 마을을 지키는 답단
이 없었다. 묵리 정도이면
제주에서라면 분명 답단
이 최소한 한 개는 세워
져 있을 법하다. 이 마을
은 물이 얼마나 귀하였는
지 내가 본 것만도 우물
이 6개나 되었다.
신양리에 이르렀는데도
시간이 겨우 12시일뿐이

사진 18 묵리와 해신당

다. 라면을 끓여 먹고도
시간이 남는다. 배가 떠나
는 시간은 4시이다. 먼저
방파제로 갔다. 울릉도 저
동항 방파제가 떠올랐다.
그곳에선 모두 나물을 말
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
기선 모두 미역이다. 가까
이 가보니 그간 보았던 미
역과는 좀 달라 보여 말을
걸었다. 자연산이란다. 내
가

자랑스럽게

홍도에서

먹었던 미역 이야기를 하

사진 19 방파제에서 미역 말리기

였더니, 날 달리 보는 것
같았다(이 사람은 미역 맛
을 아는 사람이다 정도의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말이 나온 김에 10kg을
주문하였다. 값은 꽤 나갔
지만 홍도 미역과 같다는
말에 주문하였다.
그러고 보니 온통 동네
가 미역으로 덮이다 시피
하고 있다. 시간이 남아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터미널로 갔다. 미리 예약
을 하려고. 그런데 웬일인

사진 20 주의보가 내려진 날의 신양리항

지 문이 닫혀 있다. 돌아
오려다 뭔가의 쪽지를 발
견하였다.
지금까지의

‘오늘은
모든

휴항’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내일
이라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오지 않는
항구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그저 텅 빈 콘크리
트 바닥 위에 바람소리만
이 요란을 떨 뿐이다.
이제부터 섬이 무엇인
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

사진 21 주의보가 내려진 날 포구

저 하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날씨와 관련되었다.
슈퍼에서도 민박집에서도.
아까 만났던 미역 아저씨
와도. 내일도 불확실하였
다. 잘하면 오후에나 풀린
단다. 온통 날씨에 모든
것을 걸고 아침을 맞았다.
처음 한 일이 역시 티비
뉴스 날씨보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밤새 예보
가 더 악화되었다. 오늘
밤이나 되어야 풍랑주위보
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정

사진 22 봉굴레산에서의 추자항

말 예보 안 맞는구나 하
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
을 포기하고 답사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우리가 안
됐는지 할아버지가 상추
자에 대려다 준단다.
오늘은 어제 보지 못한
추자항을 만들고 있는 봉
굴레산을 오르기로 하였
다. 그곳에는 최영장군 사
당이 있고, 추자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산을 오르는데 바람이 보
통이 아니다. 온갖 바람을

사진 23 신양항으로 들어오는 한일카페리호

다 겪은 나이지만 사진
찍기

어려울

정도이다.

산을 중간쯤 올랐을 무렵
추자항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다.
11시 30분에 풍랑주의보
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목포에서 오
는 배가 들어오니 제주
갈 사람은 배 타러 나오
라는 것이다. 정말 지옥
에서 천당으로 떨어진 기
분이었다.

저절로

입이

사진 24 멀어지는 신양항

벌어졌다. 봉굴레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추자항은 어제의 추자항보다 더 멋있게 들어왔다.
산불조심 아저씨가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고만 자꾸 이야기 하는데 너무도 날씨가 좋아보였
다. 그 안내 방송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내년 아니면 또 내년에 이 정상을 다
시 찾으리라!
아쉬움도 많으련만, 방파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제의 한일고속이 반갑기만 하였다. 사실
이미 저 배가 추자로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일찍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
었다. 완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서도 역시 항상 섬을 떠날 때에 느끼는 아쉬움보다 이
제 가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묶여봐야 섬을 안단 말을 실감한다. 그래 묶여봐야 섬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난 제주도를 섬이라 거의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묶이고 나서 섬
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