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선언 기자회견문
퀴어가 퀴어나지 않는 행복한 탐라를 만드는
퀴어들의 탐나는 동네 잔치 <탐라는 퀴어>

퀴어신디 아진 사름이랜 멍 제주에서 퀴어나게 멘드는 제주는 이제 어실거우다!
(퀴어한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튀어 나가게 만드는 제주는 이제 없을 겁니다!)

1년 전 우리는 바로 여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원회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당시 우리는 여성 혐오 범죄가 있던 이
곳의 사건을 기억하고 더 이상 소수자를 향한 혐오 범죄와 차별이 없는 제주
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제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
았습니다. 수많은 혐오 민원에 의한 행정의 방해를 겪어야 했고 , 소송을 거치
며 힘겹게 축제 장소를 지켜냈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와 자긍심의 행진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 더불어 제주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습
니다. 하지만 , 축제를 하는 장소에 찾아와 퀴어와 연대자들을 향해 막말을 하
거나 위협하는 혐오세력을 만났습니다. 자긍심의 행진 때는 방해하다 못해 위
협을 가하는 혐오 세력도 있었습니다 . 다행스레 무사히 마치고 제주에서 자긍
심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자긍심 가득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퀴어들
과 그 연대자들이 제주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서로를 응원했던 그날, 흥으로
혐오에 맞서 연대로 대응하던 그날 ,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권
리를 위해 한목소리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던 그날 , 우리는 그
날의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퀴어의 삶과 존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거리 선전을 했습
니다. 제주도내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를 가지며, 제주의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 선거 때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관한 질
문을 던졌고 , 그들의 인권 의식에 관하여 알리며 제주의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 다양한 곳에 연대하러 다녔습니다 . 그
리고, 제주에 사는 퀴어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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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처럼 다시 축제를 하려
합니다 . 제주에서 퀴어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흥겨운
잔치를 다시 한 번 벌이려고 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연대
의 힘과 뿌듯함을 통해 제주의 퀴어와 그 연대자들이 인권 , 평화의 자긍심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 2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탐라는 퀴어" 입니다. 탐라는 지금
제주라 불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강제로 건너 땅이라는 뜻인 제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 유배지이자 사람들을 가
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의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군사기지로 쓰이기
도 했습니다 . 이 땅의 사람들은 외부의 폭력에 디아스포라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디아스포라의 땅입니다 . 예멘에서 나와야만 해서 이곳에 온 사
람들은 여기서도 안전을 위해 흩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 제 2공항 추
진으로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잃을 뿐 아니라 조장된 갈등으로 인해 성산 공
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 비자림로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
했더니 계속 난개발을 하던 그대로 숲 파괴와 도로 공사로 답해 갈등을 조장
해 제주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해군과 정부는 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
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국제관함식을 조건으로 사과한다고 하여 갈등을 조장
해 강정 마을 공동체는 다시 흩어지고 있습니다.
퀴어도 비슷합니다 . 퀴어는 제주에서 퀴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다
며, 서로 너무 잘 안다며 , 공동체에서 견딜 수 없어 퀴어나는 디아스포라를 겪
어야 했습니다 . 제주의 퀴어가 이 땅에서 퀴어로 잘 살 수 있고, 퀴어나지 않
아도 될 수 있게 우리는 탐라를 퀴어가 행복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 모두의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 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고 , 우리는 퀴어나지
않아도 되는 탐나는 퀴어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모두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퀴어나지 않아도 되고 퀴어의 행복을 퍼트릴 수 있
도록 9월 29일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제 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탐라는 퀴어”
옵써예!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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