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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꿈과 삶, 각오와 실천, 감정과 각성을 담은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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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어떠하신가요, L형

소낙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던 그 여름입니다.

오죽하면 가뭄철 물웅덩이 올챙이 모양 영 볼품없이 지냅니다만,

형 오신다는 칠월에나 어찌될까 

마음처럼 말라버린 허공 위에 견우성마저 뵈질 않습니다.

거기서도 들으셨는지요, L형 

여기저기 멀리서 외국 전문가들이 오신다는 게 곧 9월입니다.

혹 밤 잠 설치며 열정을 아끼지 않던 형 솜씨를 소개라도하려 했더니,

정작 번듯하게 차려질 발표장에는 올리지 못하고

주변 뒤꽁무니에 치이게 되어 차마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그립기는 하신지요, L형

새 장을 열어가기 험해도 한바탕 흥을 내어보자 하셨습니다.

눈물 반 콧물 반 바닷물에 쫒기며 삶과 죽음을 오가던 의인마저도

숨바꼭질 부르는 아이들 생각과 염치없는 나으리들 호통에 지쳐

다시는 나랏일이다 부르지 말라면서 그 울먹임조차 끊었더랍니다.

L형, 돌아보니 참 우린 서툴게 헤어졌습니다.

강가에 바람으로 솟구치던 불사조 전설마저 물을 길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추억이, 뜨거움이, 쓸쓸함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단지 어제 같은 밤이면 별로, 오늘 같은 아침이면 바람으로 

착한 벗들과 제 곁에 한가로이 다녀가주시길 바랍니다.

간행사

2016. 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3대 회장  이 원 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여 

과거와 현재가, 현재와 미래가,

다시 미래와 과거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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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는 사회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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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발표회 기록관리 기관평가 현황과 쟁점 2016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