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의 부인 박영옥 여사가 향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

난지 지난 2월 21일로 1주기가 되었다. 운정 김종필 전총리

를 비롯한 자녀 김진·김예리 씨 등은 가족과 지인들은 이

날 부여군 외산면 가덕리에 있는 박 여사의 묘소에서 추모

모임을 가졌다. 추모식에는 강창희 전 국회 의장, 심대평 대

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병기, 박형규 전

의원, 김진봉 운정재단 이사장, 정진석, 김무환 이사, 신문

영 사무총장, 김상윤 감사, 이용우 부여군수, 오시덕 공주시

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 전 총리가 자민련 

총재 시절 특보단장을 지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의 동생인 성일종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겸임교수가 자민

련 출신 태안군의원들과 자리해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를 비롯한 가족들과 참석자들은 추모식이 진행되

는 내내, 고인에 대한 생각으로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추모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대답이 없

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면서도 “속으로 '영원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게 내가 곧 갈거야'라 했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2014년 9월께 척추협착증과 요도암으로 서울 한

남동 순쳔향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다 지난해 2월 21

일 세상을 떠났다. 투병 생활 중 보인 운정의 지극한 간병이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무덤 앞엔 운정이 부인

을 위해 준비한 하얀 난 화분에 달린 리본 속 글귀였다. 

“한번 단 한번 단 한사람에게. JP.” 

1997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생존

시 박 여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김종필 총재가 프로포즈하

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박 여사가 이렇게 대답히

였다. "사람을 시켜서 쪽지를 보내왔어요. 영국 브라우닝인

가 하는 시인이 쓴 건데 '단 한번만이라도 단 한사람에게'라

고 시작하는 시였어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초, 육

군본부 정보국 김종필 대위가 구미국민학교 교사 박영옥에

게 쪽지로 이 시를 적어 보내며 단 한 번의 단 한 사람을 위

한 사랑을 약속한 후 그로부터 64년이 지나 이제는 먼저 생

을 마감한 아내에게 아흔 살 남편이 다시 이 시를 바친 것

이다.  "Once, only once, and for one only."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아내에게 바치며 썼다는 시 'One more 

words(한마디만 더)'에 나오는 시구는 이날 참석한 모든 이

들에게 진한 감동을 보여주었다.

박영옥 여사1주기추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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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옥 여사를 추모하며

고 은 정 

‘雲庭’ 창간호가 출간되는 이 시점은 어른의 평생 길동

무였던 박영옥 사모님의 소천 1주기가 된다는 것에 감

회가 남다르다. 2015년 2월 21일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병실에

서 맛있게 피자를 드시는 모습을 뵈었고 어른께서는 휠

체어에 앉아 “예뻐 예뻐”하시며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

지 않았던가?

 전쟁으로 온통 나라가 어지럽던 1951년 2월 15일 피난

지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동분서주했

던 기록은 이미 증언록에 기록이 된 것이지만 유독 남편

과 생사를 같이 하기위해 최전방까지 찾았던 지어미의 

대목은 잊히질 않는다. 돌 지난 딸아기를 등에 업고 피

난지 대구에서 춘천까지 엄동설한 한 겨울에 단신으로 

강행군을 하다니……. 춘천 시장거리에서 헤매는 그녀

를 삼촌 박정희 장군이 만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또 어찌 되었을까? 중공군이 쳐들어와 전선의 군인이 

모두 죽는다는 소식에 남편과 같이 죽으려고 왔다는 말

을 중매한 삼촌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지는 상

상하기가 어렵다.

 소양강 가에 가마니로 바람을 막고 있는 움막에서 아내

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들은 바가 있지만 막상 앞 

뒤 상항을 상세하게 접하고 보니 많은 상념이 오갔다.  

 “아무 말이 없더군.”

1주기를 위해 부여를 다녀오신 소감이다.

당신은 처음으로 하신 줄 알겠지만 그 사이 불편한 몸으

로 다녀오실 때 마다 외우신 말씀이다. “나 없어서 당신 

어쩌죠? 감기 몸살에 무슨 약이냐며 기어코 말 안 듣던 

당신 이제 누가 있어서 아이고 황소고집 핀잔을 주겠

어요?”

핀잔이라도 좋으니 옆에서 듣고 싶은 것은 아닐까?

“아내가 제일 비참해진다는 말 한 마디에 내가 60여 년 

한 눈을 팔 수가 없었지 허허허...”

▲ 박영옥 여사 1주기를 맞이하여 제례를 올리는 가족들과 운정

▲ 박영옥여사의 묘소를 둘러보고 있는 운정

▲ 헌작을 하고 있는 아들 김 진 운정장학재단 이사장

▲ 추모객들에 둘러 쌓여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운정

박영옥 여사 1주기 추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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