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4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찾은 
응우옌떤런(오른쪽)씨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팔찌
를 받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고경태 기자)

♣ 평화박물관 초청으로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했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응우옌떤런(64)이 편지

를 보내왔다. 행사 때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몰려와 “학살은 조작”이라며 시위를 했다. 이 편지는 바

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5년 4월 28일자 ‘왜냐면’ 게재) 

우리 손주들에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학살 생존자 응우옌떤런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

여러분을 먼발치에서만 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아직도 군복을 입은 당신들과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려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저와 탄 아주머니를 보러 오셨던 것

은 아니었는지요? 경찰들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호텔에 당도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 역시 격렬하구나!”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

만 탄 아주머니는 증언을 할 때마다 눈

물을 흘리더군요. 단지 성별이 달라서일

까요?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래도 열다

섯살이었고, 탄은 겨우 여덟살이었습니

다. 여덟살짜리가 무얼 알겠냐고, 학살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탄 아주머

니는 그날 일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울컥울컥 피를 

토하던 다섯살짜리 동생, 그 동생을 도울 길 없어 울던 여덟살짜리 소녀. 총에 맞아 꾸역

꾸역 밀려나오는 창자를 부여잡고 엄마를 찾아 헤매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의 학살로,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어 고아가 되었고, 탄 아주머니는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 등 가족 다섯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잃어버린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깊고도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심장에



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나 몹시 불편하셨지요. 사실 한국 참전군인들도 많이 베트

남을 찾았고, 베트콩 전사들 역시 여럿 서울을 방문하여 한때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사람들끼리 만남을 가졌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은 한때의 적들이 서로 부둥켜안아도 이상

할 것이 없게 만들 정도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사로서 마주친 적이 없던 우리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과 참전군인들이 서로가 가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만나려면 얼마

나 더 긴 세월이 흘러야 할까요.

저는 한국 병사들이 베트남에 1년 남짓 머물렀다고 들었습니다. 일흔쯤 되고 보면, 인

생에서 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전 종전 40년을 맞이하여 한

국에 와서 보니 그때의 젊은 한국군들은 아직도 아득한 베트남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즉 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속의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길 기원합니다.

탄 아주머니의 작은아버지는 남베트남(한국의 동맹국 - 역자 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리고 이 마을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베트남 병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더군다

나 이때 죽은 탄의 남동생은 겨우 다섯살이었고요. 베트남 중부지방 곳곳에 있는 민간인 

학살 위령비에 보면 한두살 아기들, 이름도 갖지 못한 갓난쟁이들의 죽음이 새겨져 있습

니다. 저희들의 행사장 앞에서 여러분 중의 한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군의 가족 역시 적군이라고 하셨더군요. 그렇다면 일본이 쳐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운 의병이나 독립군 가족을 일본군은 모두 죽여도 되는 것인가요?

힘드셨을 겁니다. 전쟁이 저와 탄 아주머니의 인생을 철저히 부숴버린 것처럼 그놈의 

전쟁은 여러분의 인생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

과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왔지, 복수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군들

이 가난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들 

역시 솜털이 보송보송한 갓 스물의 청년들이었지요. 남의 나라 낯선 정글이 두려웠을 것

입니다. 전쟁은 청춘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고통이란 것은 안으로 삭일 때보다 밖으로 털어놓을 때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몹시 화가 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

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응어리를 꺼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정부가 여러분

의 고통을 끌어안고 아픔을 달래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가 처음 찾은 곳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이었습

니다. 우리를 초대해준 평화박물관이 베트남전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놓으신 성금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전쟁 

피해자라서 그런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잡아 주고 안아주고 등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수류탄 파편에 맞아 평생 쑤시던 온몸도 저리

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더 뜨겁게 더 많이 손잡았으면 합니다. 한국의 많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도 400만의 고엽제 환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고 우리를 맞아준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릎을 꿇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참전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달려와준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무척이나 두렵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오니, 그곳은 보고 싶은 친구들과 따뜻한 추억이 많은 그

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

이 생겼습니다.

부모를 잃은 저를 키워준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

이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서로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키워준 마을 사람들

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들 역시 학살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

어도 학살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탄 아주머니가 그리고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이제 저도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따져보니 참전군인들

도 저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더군요. 전장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만났더라면 형과 아우

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처지에 우리의 젊

은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잘 아물게 해서, 우리

의 아들딸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보다 평화로운, 더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

까?



베트남 떠이빈에서 응우옌떤런 드림  (번역 구수정, 사회적기업 아맙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