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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삼
전임 재경동창회장

을 타자

의

물결
변화 [

친구야, 70고개에 서있는 우리의 삶을 언뜻 되돌아보자.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많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 
유소년기의 농경사회, 청장년기의 산업사회에서, 이제 노년기의 
정보화 사회로 바쁘게 달려왔고, 지금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몸
부림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엔 100년 50년이 걸렸던 변화가 이제 10년 아니 5년, 심지어 1년이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새로움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日就月將이니 日進
月步라는 말을 秒進分步라 바꿔도 하나 지나침이 없겠지.

그럼에도 우리세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
니 이를 어쩌랴?

산업사회에서는 그런대로 몸으로 때우고 머리를 조금만 굴러도 함께 살 수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는 거의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 
컴퓨터를 모르면 낙오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컴퓨터나 핸드폰의 단추(Key)하나가 천지를 변화시키는 요술을 부리는가 
하면,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가
니 그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몇 달 전 경기도 분당에서 17년 만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시대의 

비장의 카드처럼 아끼던 원고입니다.
너무 아낀 나머지 1년을 묵히고 말았네요.

원고에 굶주린 편집장의 심정을 홀아비심정 과부가 알아주
듯 한 성재삼 친구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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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네.

옛날의 이사는 미리 짐 보따리를 싸놓았다가 용달차나 불러 실어 나르고 
정리정돈하면 끝이었지 않은가. 전자기기래야 전화기 연결하고(그것도 전
화국기사가 와서 해줬지만) TV 꽂으면 그만이었지.

요즘은 포장이사가 일반화 된지 꽤 되었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간단하지만, 각종 전자기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설치하느냐가 보통 어
려운 일이 아니더군.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그들이 해 주는 대로 사용만하면 되었고, 모르거
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힘을 빌렸으나, 이제 따로 살아 그조차 쉽
지 않으니 이삿짐을 풀어놓고서도 짐정리가 되지 않는다.

벽면에는 유행이라는 신소재 글라스로 도배를 해서 전문기사가 아니면 벽
에 못 하나도 박을 수가 없다. 고급 홈시어터나 특별한 진품명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옛집에서 걷어온 길고 짧은 전선보따리를 잔뜩 꺼내놓고도 
컴퓨터나 팩시밀리를 어떻게 연결해야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TV만해도 경기도와 서울의 방송채널과 방식이 달라 몇 군데서 몇 차례나 
기술자를 불러대야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마다 출장비며 부품 값
을 감당하기도 수월찮다.

옛날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하면 됐는데, 이제 은행. 보험. 카드. 인터
넷. 전화. 케이블TV. 신문. 각종 모임 등 수십 군데에다 주소변경을 통보
하거나 새로 가입을 신청하고 해지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이토록 변화하는 세태를 그 누가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변화하는 물결
에 맞춰야만 살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컴퓨터도 더 배우고 온갖 변
화에 맞부딪혀 그걸딛고 넘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친구야,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다 그랬어. 그냥 그런대로 사는거야"하는 
말은 이제 쓰지 말자. 뒤만 돌아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앞을 보며 도전
하고, 극복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있는 힘을 다 쏟아보자.

여보당신(여유 있고 보람되게 살자, 당당하고 신나게 살자), 사랑해!!!

法務士 嵩山黃 韓 均
창원 : 055-267-1580~1

  285-1152(팩스)

마산 : 055-247-1580~1

  242-1581

  011-857-2276(휴)
창원시 사파동 97-3 제일BD 3층

(법원 사거리 동산병원 옆)

한결법무사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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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식

총무 김용인

본부동창회 계좌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월례회 전날(20일)부터 총무로서 주선하는 첫모임이라 
걱정이 태산 같아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두 번이

나 보냈다.

빈털터리 장부쪼가리를 움켜지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는 내 마음은 더욱더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약속한 바라 잘 될 것이라 여기며 월례회장소(기와집 이복렬동문 동
생)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벌써 몇몇 친구들이 와서 담소하며 소주잔을 나누고 있었고, 6시 조
금 넘기자 38명의 동문이 모여서 월례회를 시작하고 신임회장 인사
가 이어졌는데, 회계장부에 영수증 처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동창회 재정문제에 여러 동문들의 준지를 모아주기를 바랬다.

故 김용실동문 추모행사 설명과 함께 3월 월회는 졸업50주년기념행
사 일환으로 갖는 은사님초청만찬(3월9일 싸보이 호텔 오후5시)으
로 가름하기로 하였다.

기타시간에 김정수 동문 이 회보발행을 2~3달에 한 번씩 발생하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지만 50주년행사를 마치고 4월 월회 때 논
의하기로 하고, 50주년행사에 많은 협찬금을 보내준 신용운, 박필
근 동문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냈는데 두 동문은 들었는지 궁
금하다.

진주에 거주하는 최건일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인사와 함께 일
부회비를 납부하였다.

참석자
강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동열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준형 김정수 김채열 김태욱 박영환 박소학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손동개 손기홍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복렬 이성환
이영부 이중량 이종섭 장영의 장정치 정안정 정의건 정종필 정정용 정창봉
조남규 지해경 최광수 최겅일 황희생 나길보  46명

293-3311(팩스겸용)

255-3704

꽃동네꽃집
대표 泰峯 김 용 인

마산시 회성동

화환 꽃바구니 생화 화분 -

010-650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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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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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780,000

강수성 김성규 김순택
제갈선광 각15만원 회보

210,000 인쇄(봉투포함)
66,460 발송

김동열 김선규
최건일 각5만원

월례회 506,000 기와집
경조

정창봉 3만원 식대 59,000 회계 인수인계
판공비 150,000 총무

수입계 780,000 지출계 991,460
전기이월 64,849 차기이월 -146,611

합계 844,849 합계 844,849

2012년 2월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엑셀로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합계 수식만들기

매달 회보에 게재되는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은 총무가 편집장에게 자료를 보내오면 
일단은 엑셀로 검산을 거친 다음 위와 같이 게재하게 됩니다.

검산방법은 아래 양식의 엑셀파일에 수입과 지출금액을 입력하면 합산수식에 의해 자동
으로 합계가 되므로 따로 계산기를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복잡한 함수를 써야할 때도 있지만,

괄호안의 셀을 합하라는 간단한 '=SUM(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래 그림의 지출계의 경우, 함수① '=SUM(E3:E10)'는 E3셀(가로줄E와 세로줄3)에서부터 
E10(가로줄E와 세로줄10) 사이에 입력한 금액을 모두 합하라는 함수로, 수입계의 함수② 
'=SUM(B3:B1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맨아래 합계③는 수입계②와 전기이월⑤을 합하라는 함수이며,
지출부분의 합계⑥ 역시 지출계①와 차기이월④을 합하라는 함수입니다.
차기이월 B13-E11④은 수입합계③에서 지출계①를 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합계 ③과 ⑥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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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士 卞 載 雄
264-0419~20

264-0421(팩스)

011-571-4813창원시 사파동 120-9

(청운빌딩1층)

	 	 1.	알뜰한	챙김

    ㅇ 주민등록증(비행기 탑승 및 할인에 꼭 필요함)
    ㅇ 간편한 등산복장에 세면도구
    ㅇ 갈아입을 내의 및 양말
    ㅇ 정다운 벗에게 베풀 용돈 몇푼

2.	안전한	출발

 ◎ 마산(마산 - 김해공항 버스운행)

 ㅇ 1호차(인솔책임자 : 김성규 010-5577-6636)

 마산자모병원 맞은편(8:30) - 경남은행본점(8:35)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8:40) -
 한국전력(8:45) - 창원역맞은편(8:50) - 39사정문(8:53) - 창원운동장(9:00) -
 은하아파트 맞은편(9:03) - 장유IC입구(9:20) - 김해공항도착(9:35)

  ▶ 승차대상자명단

 강동균 강수성 곽영식 김기정 김기현 김기태 김명진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준형 박소학 박종근 배복기 밴재국 변중일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복렬 이아인 정의건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조정웅 지해경
 최건일 최광수 허순호 이상33명

    ㅇ 2호차(인솔자 : 배종길 011-837-0679)

 경남대학정문(8:30) - 중앙고(8:33) - 마여고(8:35) - 경남데파트맞은편(3:37) -
 어시장(8:40) - 신세계백화점(8:45) - 명곡농협맞은편(8:55) - 사림동(8:58) -
 김해공항도착(9:35)

  ▶ 승차대상자명단

 구해룡 김정수 김채열 박영환 박기일 배종길 손기홍 송인창 신용운 이대우
 이상호  이영부 이종섭 이중량 임향훈 정안정 제갈선광 조규철 조남규 황한균
 황희생 이상21명

 ※ 곽호남 김동열 김박 김방안 조종석 황의신은 개별적으로 9시35분까지
    김해공항국내선 2층 KAL매표소에 도착바람.

    ◎ 부산(개별출발) : 9시35분까지 김해공항국내선 2층 KAL 매표소에 집결
    ◎ 서울(개별출발) : 9시20분까지 김포공항국내선 2층 아시아나 매표소에 집결
    ◎ 기타(개별출발) : 박배훈 박장규 최정보 > 청주출발, 윤승재 > 원주출발

졸업50주년행사  
마무리

배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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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편집장의 블로그(http://wing91.tistory.com)를 열어서

 위 그림과 같은 블로그 창의 상단메뉴에서 '동창회보'를 클릭하여

 동창회보 창을 연 다음 '마고1202.pdf' 파일을 클릭한 다음 다시

 열기를 클릭하면 2012년2월 회보를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김종호 동문은 이미 인터넷으로 동창회보를 보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도 회보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도비 리더(Adobe reader)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설치는 회보파일 아래에 있는

 install_reader10_kr_chra_aih.exe 파일을 클릭, 실행시켜 지시대로

 진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문은 편집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회보보기가 가능한 동문은 총무나 편집장에게 연락주시

면 회보발송을 보류하여 경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창회보를 인터넷으로 봅시다

3.	즐거운	만남

 ㅇ 참석동문소개
    지역별로 짧은 시간에 일괄 소개하도록 사전준비 당부함

 ㅇ 짜임새 있는 여흥
    시간배분
    마산 30분, 서울 25분, 부산 20분, 기타 10분, 다함께 차차차 30분
    지역별로 여흥진행자 및 출연자 선정(신청곡)

4.	감사한	소식

   ㅇ 부산에서 두성상사(수입공구)를 운영하고 있는 남원일 동문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에 부산동창회 몫인 저녁만찬의 주류와
  밴드비 조로 일금 1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ㅇ 청주 참사랑노인병원장 최정봉 동문은 졸업40주년에도 거금을 협찬하였기에 이번  
 행사에는 비행기표만 구입하여 참석하기를 종용하였으나 기어이 고급타월
 150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마산 최길홍 이비인후과원장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에 일금 3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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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자. 패러글라이더 활공장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사성암에서 포장길을 따라 50m

쯤 내려가다 보면 오른켠에 이정표가 서 있다. 초입에는 케이블에 노란 리본들이 줄을 

서서 반기고 몇 발작 들어서면 바로 활공장의 완만한 언덕이고 조금 더 오르면 최고의 

활공장이라 이름 붙일 만큼 넓은 이륙장이 마음을 빼앗는다. 넓은 평야와 섬진강이 발

아래 펼쳐졌고 오늘따라 이륙하기에 좋은 바람이 있어 이놈의 숙제만 아니라면 패러글

라이더를 맘껏 즐길 텐데 하는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랴 나는 

숙제를 마쳐야 놀 수 있는 것을…….

왼편 끝자락 TV중계소 앞의 팻말을 따라 몇 발작 오르면 물이 나오지 않는 약수터가 

있고 직진하면 사격장으로 빠지니까 오른쪽 산길로 오른다. 얼마못가 아까 왔던 나무

테크 계단길이 나타난다. 바로 소원바위에서 이어지는 계단길이다. 10분만 오르면 오산

(530.8m) 정상이지만 초라한 정상이라 바로 매봉으로 달린다. 조금 가면 전망대가 기

다리고 이어 솔봉(566m) 전망대 까지는 2.5km, 마지막 동주리봉까지는 4.6km를 알리

는 팻말이 서있다. 아기자기한 돌밭길을 내리면 곳곳에 리본들이 줄을 서서 어서 오라 

손짓을 하고 바위에는 아이젠에 긁힌 자국이 엄청 많은걸 보면 이곳이 꽤나 유명함이 

느껴진다. 이곳에도 조금 넓은 등성이에는 묘지가 먼저 자리를 깔고 누웠고 내리는 길

마다 소나무 숲 사이길이 아늑하기만 하더니 다시 오르막을 만나면 경사가 심하지 않

는데도 숨이 목구멍에 걸린다. 그러나 10분이면 매봉(528m)에 닿고 직진하여 4.2km

만 달리면 동주리봉이라고 알려준다. 내리는 길이 까마득하니 다시 선바위삼거리까지 

오를 일을 생각하니 벌써 걱정이 고개를 쳐든다.  작정을 하고 10분을 내려 보면 부

드러운 능선길이 마음을 녹여주고 끝자락에서 매봉능선 삼거리를 만나고 동주리봉 까

지는 3.8km라고 알려준다. 완만한 능선길을 8분여 차고 오르면 등성이에 또 리본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창원산동산악회의 리본이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준다.

	 	 	 	 	 	 	 	 	 (다음호에	이어짐)

囊中之錐(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제 잘난체 나서서 촐랑거리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알아
준다는 뜻도 된다.

四字成語

동 동정문
 ͅ 박소학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파트 314동 102호

 ͅ 김채열 동문
동문의 모친께서 지난 2월29일 향년
93세로 천수를 다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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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山
길따라 산따라

장정치
(2)산

오
구례

왼쪽으로 돌아나가면 산왕전이 다소곳하게 앉

아있고 왼편 바위틈이 도선굴이다. 들여다

보면 보기보다는 조금 넓은 바위틈길이라 빠져 나

가보면 나무테크로 연결되고 전망대에서면 지리산

의 만복대, 성삼재, 노고단, 반야봉, 왕시루봉, 천

왕봉을 맘껏 조망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나무테크계단

을 올라 끝자락에 닿으면 바로 오산으로 오르는 등산

로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 사성암에는 풍경(風磬)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고즈넉한 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간이라면 처마 끝에서 청아한 풍경소리가 있

어야 맛이 날 텐데……. 기도처라 그럴까? 풍경소리는 번뇌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닐까?

이 풍경의 소리는 바람이 빚는다. 사방팔방 바람이 부는 데로 소리를 내고 바람이 

쉬고 싶을 때라야 비로소 소리를 멈춘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일체

의 거리낌이 없다고 표현을 하며 바람을 무애(無碍)에 비유한다. 말하자면 구속과 

장애가 없는 경지다. 그런 바람이 내는 소리이니 마음의 때가 씻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면서 직접 소리를 만드는 것은 물고기(붕어) 

장식의 추에서 나온다. 절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은 금기지만 물고기만은 예외란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노니는 모습은 일체의 제약으로부터 벗어

난 경지(무애의 경지)를 말하고 또한 물고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눈을 감

는 법이 없으니 진리를 탐구하는 수

행자가 물고기를 본받아 부지런히 정

진하라는 의미에서 풍경에 물고기를 

매달았는지 모를 일이다.

아차! 이거 괜히 아는 체했다가 광진

스님이 보면 도사 앞에 요롱 흔들고 

자빠졌다고 호통 치지 않을까 무섭다. 

눈을 부라리기 전에 얼른 내 갈 길

2011.6.18

2012년 3월 월례회 안내
mar

9
mar
21일시 : 9일(금) 오후 5시~7시까지

장소 : 사보이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
만찬 후 7시부터 315아트센타에서 김용실추모공연 
관람으로 3월 월례회를 대신함
서울과 부산동문 참석도 환영합니다.

일시 : 22일~23일
장소 : 하동 방아섬
모이는 장소는 추후통지 

부인회금
요
일

수
요
일

은사님(7분) 초청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