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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동창회장에 즈음하는 글

나는 어릴 적에 映畵를 무척 좋아했다. 57년도 馬山 市民劇場에

서 上映된 안소니 퀸이 主演한 ‘길’이란 黑白映畵를 나로서는 感

銘깊게 본 映畵 중의 한편이다.

우락부락한 筋肉에 가슴에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는 流浪借力士 

잠파노(안소니 퀸 役), 白痴美에 淸純하고 사랑스러운 微笑가 어

여쁜 젤소미나(주리에타 마시나 役).   

잘 아시겠지만, 有名한 名畵는 映畵스토리 중에 感銘깊은 몇 장면, 마음을 흔드

는 명대사 몇 마디가 名畵與否를 判斷한다(벤허의 마지막 馬車競走처럼).

헌데 내가본 ‘길’ 중에 젤소미나가 流浪生活의 고달픔과 恒常 자신을 바보 取

扱하며 따뜻한 눈길 한번 안 주는 잠파노를 怨望하며 달빛아래서 哀切한 눈물

을 흘릴 때 무지막지하고 쉬어터진 목소리의 잠파노가 다가와 “世上의 조그만 

조약돌도 다 쓰일 곳이 있는데 너도 이 世上에 꼭 必要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慰勞하는 場面은 55年이 지난 只今도 잊히지 않고 스토리 全體를 되뇌게 한다. 

그런데 나는 ‘길’이란 映畵를 評論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臺詞중의 ‘작은 조약

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함이다.

어떤 조약돌은 塔을 쌓을 때 탑돌의 받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약돌은 큰 땜

의 堤防을 쌓을 때 많은 흙과 함께 둑을 만들어 작은 조약돌이지만 湖水를 이

루어 제몫을 하는데, 나 자신도 잠파노의 명대사를 가끔 생각하면서 내 삶의 周

명화 안소니퀸의 ‘길’ / 宋一城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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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백 동문
본부총무의 휴대폰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010-5488-9871

 ͅ 여경현 동문
동문의 새휴대폰번호입니다.

010-4561-4396

 ͅ 정영기 동문
서울 중구 필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동문께서 본부 회보제작발송의 노고
에 협찬금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광동 동문
동문께서 홍삼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09-2

현대빌딩 101호 홍삼원

 ͅ 21기 기우회소식
지난 6월27일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시다.

祝結婚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시
장소 : 부산온천장 허심청

천성태 동문

김덕순 여사
의 아들 영재 군

동문동정 ㆍ 총동창회 ㆍ 모교소식

동창회사무실에서 2/4분기 바둑대회를 
박필근회장 외 11명이 참석하여 성황
리에 마쳤습니다.

 ͅ 모교소식 
지난 6월10일 마산야구장에서 서울 
덕수고교와 황금사자기 결승전에 재
학생과 동문들의 많은 응원속에 1대4
로 패하여 전국 2위로 위안을 받고 귀
가하였습니다.

圍에서 必要한 사람이 되도록 努力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馬高同窓會를 아끼는 마음에 더하여 責任과 義務가 따르는 積極的인 

奉仕와 任務도 모두에게 주어진 均等의 機會인바, 나는 몇몇 同門의 勸告로 이

를 受諾하여 今番 在京21回總會에서 會長織을 受任하였다. 우리 在京 同窓會는 

例年에 비하여 基金도 많이 增加하였고 동문간의 雰圍氣도 많이 鼓舞된 것은 

지난 會期 會長團의 各別한 努力의 德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基金의 加一層 擴充과 同門相互間 紐帶强化, 大馬高21回의 位相提

高를 爲한 앞으로의 努力에 많은 同門의 積極的인 協助와 忌憚없는 忠告를 바

란다. 그리고 집에서 귀여운 孫子보기에도 바쁜 임홍무 동문의 總務織 受諾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期待에 부응하도록 最善을 다 하고자 한다.

感謝합니다.   *

재경동창회 카페 : http://cafe.daum.net/mshs21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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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식

총무 김석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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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500,000

강동균 15만원 식대  652,000 아리랑보쌈
김준형 10만원 회보 210,000 회보인쇄비
이종섭 배복기 김범영
이성환 정창봉 각5만원

 58,200 발송비

협찬 200,000 정영기(재경)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700,000  지출계   1,070,200  
전월이월 5,259,777 차기이월   4,889,577  

합  계  5,959,277 합  계 5,959,277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3년 6월

참석자(42명)

강동균 강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태 김기현 김범영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영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복기 변재국 변재웅 손기홍
손동개 신창한 여경현 이무일 이대우 이복렬 이성환 이영부 이종섭 이중량 장영의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황희생

이날은 본부 우용태 회장이 가족들과 피치 못할 여정으로 
인하여 지해경부회장이 식당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석하는 동창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총무는 장소안내와 식
당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어느덧 6시30분경 김범
영, 이성환 동창의 참석을 끝으로 부회장의 반가운 인사 

속에 6월 월례회를 개최하다.

총무가 간단히 전한 바로는 기우회바둑대회, 황금사자기 야구결승전
에서 1대4로 서울덕수고에 패한 소식, 며칠 후 6월25일 17시에 마
산역광장에서 통합창원시에서 마산재분리궐기대회 예정소식 등을 전
한 후 신임본부산악회장 변재국 동창이 매주 수요일마다 떠나는 근교
산행에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로 6
월 월례회를 끝내다. 이날은 최근 식당개업 홍보차원에서 맛있는 음
식을 추가로 서비스한 관계로 그런대로 잘 잡숫고 재미있는 잡담 많
이들 하고 아쉽게 귀가하였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웃짜코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편해. 화장실 문만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니 말야!"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또 , 냉장고에다 쉬 했구나 !!!!" 

편리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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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제작에 협찬해주신 재경 재부동창회에 감사합니다.
각지역 신임회장단은

2013년도 회보제작분담금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내역 :  재경동창회 : 100만원
         재부동창회 : 60만원

jun
22

부산
소식

총무 정현경

편집인의 사진블로그 : http://wing91.tistory.com

김학영의 가림삼방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hy021

월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산의 김기태가 보내온 ‘파룬궁’ 

홍보물과, 폰 번호가 많이도 바뀐 회원명부를 새롭게 코팅 

제작하여 나눠줬다. 회의는 이의승 회장이 “즐거운 소식들

만 갖고 건강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자”면서 몇몇 친구들의 

건강 안부를 전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지난번 3월 총회에서 

건강 쾌유를 기원하는 동기들 마음을 성금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의결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4월부터 논의된 ‘일본여행’은 월말까지 희망자를 확정짓

기로 하고 예약입금을 부탁했다. 동기회 소식은 뭐니 해도 

박수 받을 희소식이 제일이 아닌가 싶었다. 조창식이 얼마 

전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생활수필 공모전에서 ‘댄스 

스포츠, 생활영어’등의 체험담으로 수상한 경력과 천성태

가 7월 14일 13시 허심청에서 아들혼사가 있음을 알려 박

수로 축하 받았다.

7월 달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점차 고개 숙이고 있는 스테

미너를 보양식으로 보충되려나 해서 닭, 오리, 견공이 소

문난 서면 ‘오광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많이 오셔 주시길…….

6월(June)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의 아내이자 결혼과

출산의 여신인 주노(Juno)의 

이름에서 탄생했기에

6월에 결혼하는 여성은 행복

해지고 남성에게는 6월의

뜨거운 태양 열기가 건강

에너지로 승화 발산된다는

21일 저녁

절기상 하지의

짧은 밤 시간을 함께

즐기고자 서면에서 만났다

참석자(18명)

권기옥 김수곤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박진형 박청길 송길영 이의승 이장우 이정이 

윤성업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천성태 황선치

협찬 감사합니다.
재경동창 정영기 동문께서 회보발간에 노고가 많다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금20만원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마고21동창회보    5

정현경
(2)

행산
도 즐겼고,
도 즐겼다남만 [

마산ㆍ부산ㆍ서울 합동산행기 2013. 5. 15 ~ 16

다행이도 5월의 햇살은 없고, 간간이 이는 바람이 참 고마웠

다. 변재국은 후미에서 “김방태는 내가 산행을 즐길 수 있도

록 입문시켰다”며 천천히 동행을 하다가 삼신봉 1,284m 정

상 가까이서 U턴 해오는 친구들을 만나 혼자 정상에 다녀

와서는 폰의 인증 샷을 자랑했고 이의승이도 피곤했지만 부

산대표가 U턴할 수 있느냐는 동행자들의 부추김으로 정상 정복을 했다고 즐거움을 토했다.  

우정이 묻어나는 시간을 뒤로하고 언제나 그러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친구들이 하

나 둘씩 하산 길에 접어들었다. 좁다란 능선을 타고 오르고 내리며 긴~ 하산의 들머리에

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드러내질 않는 삼신산의 기백

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숲이 주는 넉넉한 공간과 신선한 기운

이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니 하산의 발걸음도 저절로 빨라졌다.

생명이 없는 박제된 도시문명, 그 오염을 씻어내려면 역시 자

연의 푸근한 손길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은 하산 길은 너무 좋게만 느껴졌다.

17;00, 모두가 하산하여 출발지였던 청학산장 앞에 모였다. 따

갑지 않은 햇살이었지만 산행에서 얻은 땀과 피로를 씻기 위

해 사우나를 할 곳을 찾았으나 막상 산골에 마땅한 곳이 없어 

30분을 자동차로 이동, 청암면 면사무소까지 내려갔다. 복지

회관의 좁은 목욕탕을 짭잘하게 이용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가 없어 몇몇은 숙소에서 찬물로 샤워를 했다고 불평 아닌 불

만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시각이 19;00가 됐다. 앞마당에 야외 식판

을 준비했다.

회식 메뉴가 일품이었다. 싱싱한 자연

산 숭어회, 삼겹살, 홍합탕이 그저 그

만이었다. 더구나 미안하고 감사한 것

은 배종길의 Wife 조현점 여사께서 섬

섬옥수로 일일이 분배하고 차려 주셨으

니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용인씨, 고마워요. 당신이 준비해 온 돌배주와 야관문 술이 어쩜 그렇게 저녁 주안상에 제

격이었는지. 그런데 야관문 그 귀한 술을 그만…….

오호 통재라. 아깝고 더 못 먹은 게 원통해서 어쩔낀고.

많이도 먹고 많이도 즐겼다. 산행 때마다 몇 십 년 만에 새로이 참가해서  누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한 친구들은 추억담으로, 산행얘기로 이리저리 주거니 받거니 한 술잔이 몇 차

례 돌고나니 밤이 깊어 흩어져 잠을 청했다. 쉽게 잠을 청할 수는 없었다. 이곳저곳의 코골

이, 입바람 쏟아내기, 뿡뿡 가스배출 소리, 괴상한 신음소리까지 각양각색의 노인네들 잠버

릇을 어쩌란 말인가. 그런가하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리는 X, 모닥불 피우는 X, 

밤새 술 마시는 X, 이른 아침부터 부터 체조로 뛰는 X, 차에 자는 X........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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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옅은 구름과 함께 화사한 봄날이 밝았다.

간밤엔 이슬비가 조금 내렸었지만 어제의 피로도 잊은 냥, 숙소의 아래채, 위채의 각 방에

서 하나 둘씩 야외 식탁으로 모여 앉았다. 역시 고마운 분은 조현점 여사님이었다. 이른 아

침부터 혼자서 30명의 보양식 먹거리 메뉴 ‘전복죽’과 ‘홍합국물’을 끓여 야채와 함께 한 

상 차려 놓고는 부족하면 “우리 식당은 무한리필입니다.” 고 국자를 들고 다니시며 서비스

를 보탰다.

07;30분,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모여 앉았다. 허호가 일어서서 

지난 3월, 서울과 마산의 친구들 8명이 일본 큐슈지방 트레킹코스를 실비로 멋진 탐방을 했

다면서 오는 10월 첫째 주에 다시 새로운 코스로 트레킹 할 계획인데 친구들의 많은 동참

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의승이 부산친구들도 일본 여행계획이 있지만 순수 동기회차원

이므로 별도로 희망자를 추천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08;00, 오늘 일정인 철쭉제 관광

을 위해 숙소를 추억에 담고 산

청군 ‘황매산’으로 차를 몰았다. 

반시간이 넘게 시골 국도를 달려 

09;15분, 차황면 축제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산청군 철쭉제는 이미 

끝나고 합천군 철축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가회

면과 산청군 차황면의 경계를 이

루고 있는 황매산(1,108m)은 소백산, 지리산 바래봉과 함께 우리나라 철쭉 3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산이다. 전국 제일의 철쭉군락지인 황매산. 과거 목장을 했던 수십만 평의 평원

과 고원에 펼쳐지는 선홍색의 철쭉 융단 같은 물결 속에 철쭉의 붉은 향기와 시원한 봄바

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산상에 위치한 드넓은 초원목장과 어우러진 산 분위

기는 마치 유럽 알프스 산에 오른 기분을 느끼게 했다. 산 능선에서 정상을 향한 철제계단

을 바라보며 오르는 대신 산상의 철쭉제 제단 앞에서 모두가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 했다.

11;50, 한 시간이 넘게 달

려 함양군 안의면에 도착

했다. 마산 친구들의 맛있

는 점심식사 배려가 길은 

멀어도 고마울 뿐이었다.

함양군에서 소문난 ‘안의 

원조갈비집’서 모처럼 귀

한 갈비찜으로 오찬을 끝냈

다. 1박2일의 아름다운 우

정을 나눈 30명의 합동산행

을 종결하면서 배종길 단장은 목이 쉬어 인사를 못하고 대신 살림을 맡은 구해룡이 여행길

의 5복(날씨,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누구와)을 화두로 최선을 다한 행사에 협조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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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人之學也入乎耳, 出·乎口
(소인지학야입호이, 출·호구) (순자) 

소인(小人)의 학문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뱉는 데 있다

東洋名句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참석자(25명)
김덕조 김학영 문동영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일곤 박필근 
방학기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송정명 안병조 이상환 임홍무 전승치 
정영기 조용석 조재호 주유삼 하방근 허양도 홍창우

재경동창회 6월 정기모임을 6월 24일 종로3가에 있는 한
일장에서 갖고 회장에 송일성 동문, 감사에 박일곤 동문을 
선출했다. 그리고 임홍무 동문이 흔쾌히 총무를 맡았다.

jun
24

서울
소식

총무 서종성

감사하다 했고, 허호가 마산친구들께 감사하다면서 서울에서 너무 먼 거리가 좀 고려돼야겠

다했고, 이 의승이도 산행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마산친구들께 고마움을 전했다. 끝으로 김

석백이가 합동산행 무사종결을 축하하는 의미라며 ‘오, 대니보이’를 한 곡 뽑았다. 박수를 

보내고 보니 조재호의 더욱 원숙해진 멋진 우리가락 한 대목을 듣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12;40분, 고기 한 점에 반주가 곁들어져 보기 좋은 화색으로 올 가을, 서울 친구들의 주선 

산행 때 다시 만나자는 기약으로 작별을 고했다. 

          *           *           *

산을 오르면서 인생을 배운다. 
굽이굽이 뻗은 능선을 오르고 내리면서 희비애락의 오르내림을 배운다.
세세연년, 산행 걸음걸이가 다름이 느껴진다.
산꾼들은 걸음걸이에서 세월을 읽는다고 한다.
히말리아 사람들은 5천 미터가 넘는 산도 산이라 부르지 않고 언덕이라 
부른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높은 언덕은 넘지 못해도  
명산의 트레킹 코스라도 찾아 즐겨야 한다. 
걷는 것이 그리도 좋다니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지요.  
인생이란 어쩌면 산맥을 걷는 일이 아닐까요?    *

회           장 송   일   성 010-5321-1511
부    회    장 임   홍   무 010-3081-7561

2013년도 재경동창회 회장단

마산ㆍ부산ㆍ서울 합동산행기 2013. 5. 1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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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jul

22

일시 : 22일(월)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부인회

월
요
일

일시 : 22일(월) 오후 6시30분
장소 : 동성동 백제삼계탕
  신관2층(248-8800)

다음호에 이어짐 -

산따라 길따라 2013. 6. 9  ~ 13

장정치

(1)

족두리봉
행여서해안으로의

과

그 동안 짬을 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우리는 이번에는 하늘이 디비져도 할 수 

없다 하고 큰 맘 먹고 서해안 그러니까 고창, 부안, 서산, 태안, 당진을 거쳐 

판교에 터를 잡은 딸네 집까지 일정을 잡고 시간이 허락 된다면 목요일마다 

산행을 하고 있는 서울 친구들과 합류해 볼 참으로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다.

먼저 고창에서 읍성과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을 구경하고 풍천장어로 보양을 

한 후 부안으로 떠나 직소폭포와 분옥

담 그리고 선녀탕의 경관에 감탄을 하

고 태안으로 급히 달려 숙소를 정해놓고 늦은 저녁으로 향토에서 유명한 꽃게

장으로 배가 터지도록 포식을 한 후 다음날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 

받은 천리포수목원과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인 신두리해안 사구를 구경하고 서

산으로 핸들을 돌려 해미읍성과 천주교순교성지를 숙연한 마음으로 둘러본 다

음 명종대왕태실비를 거쳐 서산마애삼존불상 앞에 서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

망을 빌고 한 탓인지 하늘도 무심할 사 보슬비가 내린다.

내일은 당진으로 달려 카약, AV사륜오토바이, 승마, 갯벌 조개 캐기 등 많은 

체험거리를 즐기기 위해 도비도휴양단지에 예약을 해 놓은 상태라 불안키는 했

지만 어쩔 수 없이 달린다. 아니나 다를까 숙소에서 자고 일으나 보니 역시 지

지리도 복이 없는지 하염없이 질척거린다.

별수 있나 해수탕에서 시간을 한참 때우고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

을 볼 수 있다는 왜목마을로 길을 잡아 그림에서만 보던 해안의 절경을 본 것

으로 위안을 삼고 당진의 3대 방조제 중 하나인 석문방조제를 지나 당진과 경

기도 평택시를 잇는 7.3km의 서해대교를 달리는 맛은 별로 감흥이 없었고 그

저 길기는 길다는 기억만 남는다. 달리는 도중이지만 내일 산행을 위해 친구

에게 확인을 해 본다.

“종성아! 내일 어느 산으로 가노?  나는 지금 판교로 가고 있는데…”

“반갑다 친구야! 북한산 쪽인데 3번지하철 타고 녹번역2번 출구에서 만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