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발행 : 이종섭 / 총무 :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7-4925 / mail : wing44@paran.com2 통권제315호 

20112
취임사

이종섭
본부동창회장

취임사

하는 전임 조정웅 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

님과 부회장님, 총무 그리고 동창회를 위하여 물

심양면으로 협조해 오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

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동창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기쁘기 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문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다져놓은 화합과 단합된 터전 위에서 몸 사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편 회장이란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고, 임기동안 무탈하게 맡은 바 업

무를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과 지원을 부

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동창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

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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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52-8782
055-552-8793(팩스)
011-586-5288

삼성물산주식회사

민원실장  조  창  식

진해시 안골동 산131번지

부산신항 북컨 2-1 현장

白虎盡驅千厄去 백호진구천액거
白兎滿載百祥來 백토만재백상래

백호해(庚寅年)를 보내면서 천가지 액운도 함깨 보내고
흰 토끼해(辛卯年)를 맞으면서 백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소서

부산 이황구 동문의
신묘년 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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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본부
소식

총무 구해룡

辛卯年, 새해벽두에 달력 1월도 정신없이 어느덧 흘러가고 
오늘은 2월1일 화요일 연휴앞날이다.

내일은 설날이 시작되는 사흘간의 꿀맛 같은 설 연휴, 첫 
주말로 연결되어 닷새나 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설날이 아니겠는가. 한 달 열흘 동안 계속 이어져온 한
파는 19년 만에 찾아온 歲暮의 강추위였다.

2011년 신년 첫 월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는 중성동에 있는 돌판구
이삼겹살 전문점인 곱돌위생삼겹 식당에서 가졌다. 이곳 음식점은 
생삼겹살을 곱돌 위에 놓아 구워먹는 친화적인 맛깔스런 식단에다 
주안상을 차려놓고 술잔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머러스
한 건배사, ‘빠삐따, 나이야 가라’라고 하면서 새해의 덕담도 하
고 식단을 음미하면서 정기총회 하기로는 적당한 장소라 여겼다.

조정웅 회장의 퇴임사는 지난 1월회보에 寄稿되었고, 퇴임인사는 
반박자 낮춘 또렷한 인사말에 열기가득한 분위기에 수고가 많았음
을 극찬했고, 惜別의 정을 나누었다. 결산보고서의 감사 김기정 동
문은 일목요연하고 심도 있게 한 톨의 막힘도 없이 전문가다운 감
사보고에 박수를 보냈다.

이종섭 신임회장는 열정적이고 추진력과 카리스마 있는 중후한 목
소리로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동창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말로 
곁들였다. 본부를 비롯한 재경, 재부동창모임인 21회 월례회는 지
난 1년을 성찰하고 반추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윈윈윈을 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辛卯年 설날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성껏 명절차례
를 모시고 촛불을 꺼고 2~3분 동안 神位께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간절히 泣訴해보자!

참석자
강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방태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배종길 변민욱 변재국 우용태 이무일 이복열 이종섭
이중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
황희생 이상 31명

감사합니다, 정정용 동문

오동동 해안로에서 수림화랑(고미술품, 고가구, 석물 등 취급)을

운영하고 있는 동문께서 동창회사무실에 가죽소파 세트와 동양화 한 점을

기증하였습니다.



4     마고21동창회보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00,000 김용인
회보

200,000 인쇄(봉투포함)
협찬 1,000,000 이종섭 70,000 발송(수첩12권포함)

월례회 520,000 곱돌위생삼겹

광고 150,000
재부 김형래 10만원

결산보고 65,000
식대 3만5천원

재경 박진석 5만원 보고서제작 3만원
가죽소파 100,000 동창회사무실운반비

모금합 150,000 동창회사무실 식품 79,500 동창회사무실
콘센트 25,000 동창회사무실
정수기 19,900 동창회사무실
가스 28,000 동창회사무실

관리비 106,000 총무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400,000 지출계 1,363,400
전기이월 222,173 차기이월 258,773

합계 1,622,173 합계 1,622,173

2011년 1월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斡旋 (O)알선, (X)간선 謁見 (O)알현, (X)알견 軋轢 (O)알력, (X)알륵

暗礁 (O)암초, (X)암촉 隘路 (O)애로, (X)익로 冶金 (O)야금, (X)치금

惹起 (O)야기, (X)약기 掠奪 (O)약탈, (X)경탈 於兎 (O)오토, (X)어토

濾過 (O)여과, (X)로과 役割 (O)역할, (X)역활 軟弱 (O)연약, (X)나약

自矜 (O)자긍, (X)자금 自炊 (O)자취, (X)자흠 綽綽 (O)작작, (X)탁탁

箴言 (O)잠언, (X)함언 沮止 (O)저지, (X)조지 傳播 (O)전파, (X)전번

截斷 (O)절단, (X)재단 正鵠 (O)정곡, (X)정호 靜謐 (O)정밀, (X)정일

凋落 (O)조락, (X)소락 措置 (O)조치, (X)차치 造詣 (O)조예, (X)조지

佐飯 (O)자반, (X)좌반 躊躇 (O)주저, (X)수저 浚渫 (O)준설, (X)준첩

櫛比 (O)즐비, (X)절비 憎惡 (O)증오, (X)증악 眞摯 (O)진지, (X)진집

桎梏 (O)질곡, (X)질고 叱責 (O)질책, (X)칠책 嫉妬 (O)질투, (X)질척

斟酌 (O)짐작, (X)심작 什物 (O)집물, (X)십물 執拗 (O)집요, (X)집유

잘 못 읽기 쉬운 漢字(ㅇ, ㅈ)

본부동창회 계좌 : 구해룡(농협) 821155-56-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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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而見畏, 嚴而見愛
 관이견외, 엄이견애 (송명신언행록)

 너그럽되 두려워하게 하고 엄하되 사랑하게 하라. 

東洋名句

부산동창회 신년월례회는 2011년 1월 21일 18시에 서면 
퓨전 포장마차 7층에서 열렸습니다.

고층에서 서면 뒷길을 내려다보면서 회를 시켜먹는 것도 
한결 운치가 있어 좋았습니다만, 회원들이 예상보다 적게 참석하
여 그런 분위기를 다함께 공감하지 못하여 기분이 좀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석하여 정담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좀 
더 열성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구삼진 권기옥 김덕조 김대균 김성광 김수용 김준태 문호기 박진형 송길영
이황구 윤성업 조창식 조창제 최진화 조영민 (16명)

jan
21

부산
소식

조영민 총무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 허양도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이스트펠리스 1201동 1303호

 ͅ 김수곤 동문
동문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2302호

501-6427, 010-3228-6889

동 동정문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시다.

祝結婚

일시 : 2011년3월 6일(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서울 GS타워1층 아모리스홀
버스 : 마산역아리랑호텔앞
  아침 6시30분 출발

정종필 동문 의 삼남 은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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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 김용실 열사 추모
플라멩코춤과 Saxo - Guitar Duo 

취지:
마산 3.15의거의 역동적 요소의 하나였던 
청년 김용실의 살신의 대의와 용기를 기리고자 
이 추모공연을 마련하다.

불의에 맞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진 그의 선연한 저항으로 
우리들은 가슴 가득히 자랑스러움과 슬픔을 맛보았고, 
마산은 그 앳된 젊은이의 희생으로,
그리고 그 날의 집약적 젊은 의분으로 
이 시대의 의로운 마음의 성지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근 50여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에게,
더 나아가 그때의 모든 용사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다 값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모공연은 우리들이 돌려주어야 할 
빚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장소: 3.15 아트센터 소극장
날짜: 2011년 3월 11일(금요일 오후7시30분)

 주최 : 3.15의거기념사업회
 주관 : 마산고등학교 21회 동기회
 발기인 : 김용실의 고교급우 5인들(강신평, 박용우, 박진형  외)

 기획 : 김준형

회           장 이   종   섭 010-5687-8816
부    회    장 공석
총           무 구   해   룡 016-9567-6797

감          사 조   정   웅 011-9510-3150
이   무   일 010-9081-6281

2011년도 본부동창회 회장단

본부동창회 계좌 : 구해룡(농협) 821155-56-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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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문중선조봉안’ 묘비가 서있고 그 뒤로 15세손을 위시하여 20세손까지 

9기의 평장 묘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내려서면 태양횟집과 대로횟

집 사이의 길 위에 떨어지고 주차장까지는 5분이면 넉넉하다.

산행이란 게 우리네 인생살이와 닮았다 하지 않던가. 서툰 발걸음으로 출

발은 하지만 한참을 걷다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서로에게 맞추어져 있고 

리듬을 타고 걷는 길은 오히려 즐겁지 않든가. 우리네 부부사이와도 같

은 것이라 하겠다.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다보면 모서리는 무뎌지고 둥

굴둥굴한 마음만 남으니 이제껏 못해준 것만 목에 걸리고 그저 안쓰럽기

만 하지 않든가.

오늘도 아늑하고 완만한 산길의 포근함과 시원한 바다의 넉넉함이 어우

러진 둘만의 산행은 그래서 더욱 정이 깊어진다. *

위 사진 인터넷에서 바로보기 : http://wing91.tistory.com/1765

FotoGallery

SONY A350 | SIGMA 10-20mm | F8 | 1/200 | 13mm | -0.3EV | ISO 100

2010년 5월 16일, 철쭉이 좋은 지리산 바래봉에서....
오른쪽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은 양평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김창환 동문의 부인

8쪽(산따라길따라)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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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6

2011년 2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jan
21

일시 : 21일(월) 오후 6시
장소 : 청담밥상(223-1653)
  남성동 아일당한약방 옆

일시 : 21일(월) 12시
장소 : 녹차마을(삼성생며 맞은편)

부인회

제3 바다체험장은 모래만 많이 깔려있다면 아늑

한 해수욕장이 될 만큼 천혜의 아담한 장소이지

만 모래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정상 쪽으로 올라야 하는데 해변에서 바로 치고 오르

는 격이라 만만치가 않겠구나 생각을 하며 더디게 발

걸음을 옮긴다. 그동안 많이도 써먹은 엔진은 보링도 

하지 않아선지 10분을 오르는데도 숨은 벌써 턱에 찼고 땀은 멎을 줄 모른

다. 갈림길에 올라서니 정상까지 200m라고 이정표가 알려준다.

하산 길과 반대 방향이지만 정상은 밟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1, 2, 

3 바다체험장을 거치지 않고 제2전망대에서 정상으로 바로 오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제부터는 또다시 사람이 북적거리고 흙먼지도 풀썩거리지만 

정상이 코앞이니 발걸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7분쯤 오르면 용두산 정상(202.7m)이나 표지석은 보이지 않고 작은 돌탑만 

귀퉁이에서 수줍게 반겨 준다. 동쪽으로는 연륙교가 하얀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고 남쪽의 넓은 바다도 눈에 들어와 덥석 안긴다. 정상을 되돌아 내

려 코스합류점을 보고 내달리면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지고 10분쯤 지나면 

하포길과 연륙교 쪽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안내판이 서있다. 왼쪽의 ‘조밭

길(연륙교)’로 좌회전하여 산허리를 타고 내리면 아늑하고 좁다란 산길이 

포근함을 안겨주고 나무들이 비켜준 산길을 따라 들면 숲은 싱그러운 향기

를 선사해 준다. 조금만 돌아 나가면 시야가 확 트이고 고개를 내밀면 하

포리의 포구가 졸고 있다. 10분쯤 더 내리면 연륙교의 하얀 아취가 눈앞에 

보이고 배수지 바로 아래에서 직진하면 연륙교 쪽이지만 길을 단축하기 위

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면 큰 소나무가 앞길을 막아선다.  우측으

로 비켜나가 다시 좌측 바다 쪽으로 빠지면 ‘김해김씨 삼현참판공파의 구

7쪽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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