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잇조각」에 의지하여
1931 년, 서선녀(徐善汝)는 1 장의 「종잇조각」을 꼭 쥐고 부산에서 일본의 시모노
세키를 향하는 배 안에 있었다.
선녀는 전라남도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는 3 년 전의 일이다.
선녀의 어머니는 여자 아이인 선녀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마을의 학교에
다니게 했다.
하지만 선녀의 학교생활은 사흘만에 끝났다. 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체육복을 입고 허벅지를 내놓고 다리를 올리는 것과「여자한테 공부는
필요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선녀는 할머니한테 혼나는 엄마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
엄마를 따라 밭과 집안일을 무엇이든 돕는, 어른스럽지만 마음이 강한 아이이기도
했다.
스무살이 된 1927 년, 부모끼리 정한, 얼굴도 모르는 박학주(朴學柱)와 결혼했다. 이
즈음에는 마을의 일꾼들이 한사람, 두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선녀의 남편은 여섯 형제의 막내로 경작할 전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의 밭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토지 주인이 어느샌가 바뀌어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먹
고 살기 위해 일본에 일하러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두 아이도 자라지도 못 하고 죽게 되어 슬퍼하며 지내던
선녀도 남편을 따라 일년뒤에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
고향 마을에서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하동역(경상남도 서쪽)까지 약 3 시간의 길을 걸
었다. 하동에서 부산, 그리고 시모노세키로. 모르는 곳에 가는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였다. 마을의 어르신이 써 주신 남편의 주소, 그 종이 한장에 의지하면서.
오사카역으로 마중하러 오기로 한 남편은 몇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술을 먹고
취하는 바람에 마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선녀는 「종잇조각」과
「추루하시 추루하시」라는 말에 의지하여 남편이 있는「쯔르하시」에 겨우 도착했다.
니시미야의 하마코시엔에서 자갈채석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아내가 온다고 해서
「이카이노」에 집을 빌렸다.
그 당시(1920 년대)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왔다.
1935 년에 장남이 태어나면서 채석장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던 남편은 이쿠노구에서
야채장사를 시작했다. 미나미타쓰미에 있는 밭과 계약하면서 장사는 잘 되었다.
1941 년에는 장녀가 태어났고 장남은 행정으로부터 반강제이기는 했지만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었다.
1945 년에는 미숙아에 가까운 상태로 차녀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5 개월후인 8 월 15 일,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누구나가 생각했을 「귀국」.
선녀의 남편도 1000 엔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재
산을 물건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태어난지 얼마 안 된 차녀가 생사를 헤매고 있었기 때
문에 일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전재산을 조국에 보낸 뒤였다.
일본의 패전후, 조국으로 귀국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배를 빌려 귀국했지만 그
중에는 도중에 조난해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해방된 뒤에 바로 소련과 미국에 의해 38 선이 끌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군정을 선포하는 등, 조선인에 있어서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혼란스러웠고 일본 국내도 어수선했던 1946 년 12
월에 한반도로 가는 배는 중지되었다.
선녀들과 같은 재일조선인 1 세는 현재 재일조선인 인구의 몇%정도이고 그 수도 조
금씩 줄어들고 있다. 선녀와 같은 1 세, 아들, 딸인 2 세, 손자인 3 세, 4 세, 5 세가 구 식
민지 출신의 재일조선인이다.
선녀는 차녀의 병도 있었지만 귀국해도 경작할 토지도 집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일
본에 잔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본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 귀국하면 된다고 했던
선녀 가족들의 결론이 그 후 일본에서의 힘든 생활이 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 했다.
고향에 성공해서 돌아갈 생각이었던 일본으로의 여행이 많은 고통과 가난, 병, 편견,
차별의 선물을 받은 채로 이 땅에서 끝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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