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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30주년 잔치에 구 회원으로 축사를 해 줄수 있냐는 총무단의 요청에 
나는 지금까지 생각 저 멀리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지난 몇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별 생각없이 간단히 회답을 보낸 것이 5월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월인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 묻어 두었던  몇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를    짓눌러 오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 회원“, „ 축사“  라는 단어가 „30년“ . „여성회“ 라는 단어와 함께 
나를 무척이나 혼란속으로 빠트려 버렸습니다. 
 
스무살 혹은 서른살 청춘에 독일에 와서 한국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여러 분들과 마찬 가지로 나 또한  이른 나이에 
독일에 와서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 속에 나의 성장을 
멈추어 버린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말하자면 축사 는 어른들이, 혹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한번도 나와 깊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많은 우리 여성회원들 처럼 나도 „축사“라는 짧은 한 단어에 매달려 몇 
달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 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시작된 나와 여성모임과의 
만남 속에서 한번도 내가 구 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고, 
이미 흘러간 옛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모임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구 회원이라고  분명한 
단어로 자리메김을 해 주었고  나는 미적이고 있던 시간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제발견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 모임은 나에게  쉽게 떠날수 없는 긴 끈을 데고 있었고 나또한 
그 끈을 잡고 살아 온 것입니다. 
그 미묘한 나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었듯이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어느 사이에 중년이 되어 있었고 우리의 만남은 어느듯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독일땅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을뿐 아니라 이곳의 생활 방식도  
모르던 우리들은 독일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외국인 간호사 송환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생각 되어질때  주저앉지 않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도 모른채 소리치며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 이 
독일 사회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아픔이 있을때 이미 여러가지 아픔을 맛본 
우리들에게는  너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의 분노로 변하여 온몸으로 외치며  승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회가 변해 왔듯이 그동안  우리들 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성 
모임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분노하고,  손잡고 기뻐했던 사랑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떠나보내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서로의 상태를 무언중에 눈빛으로 확인하며 남은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우리가  생활전선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 해 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힘들지만 행복하고 보람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조금은 너그럽게 그들과의  시간을  
만끽하며 어느듯 넉넉하고  멋진 여인들로 변해있는 여러분들 을 오늘 
또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모임은 지금 가장 혈기가 왕성한 3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지혜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무장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모임을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이 외국땅에서 화해와 
평화를 수놓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부드러운 어머니로,  뚝심있는 
뒷배경으로 자리 잡으며 모두를 아우르는 참 으로  모든이의 화평이 되는 
모임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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