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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을 벼개삼고
합포만에 발담그니

한 조각 흰 구름이 두둥실
푸른 하늘가를 떠가네

無鶴山人 / 月峰(이광진) 合掌

時空一如
시공일여

우리가 다 아는 것

이로되 모든 

生物體는 물론 특히 그중 人

間은 혼자 왔다가 홀로 가

는 것인데 말은 쉬워도 홀

로 되기가 人間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가보다. 그래

서 혹자는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表現하기도 했

는지 모를 일이다.

때로는 조용한 山寺에서 自身의 內面世界를 觀照하

고 있노라면 실은 나 自身, 혼자의 世界에 머물고 있

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지난 일들이 일어

났다가는 사라질 때쯤이면 덩그러니 앉아있는 나 自

身의 모습을 보는가하면 곧이어 일어나지도 않는 미

래의 일들이 煩惱妄想의 모습으로 스쳐가기도 한다.

實相은 過去, 現在, 未來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또한 불가득

이라고 하신 말씀이 한 점 빈틈없이 틀림없는 眞理이

구나 하고 소름끼치도록 느낀다.

그렇고 그러하다 과거, 현재, 미래(佛敎에서는 三世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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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桶한다)란 存在하지 않는 것인데 

人間의 인식구조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과거란 이미 흘러

갔으니 實存하지 아니하고 미래란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으니 그 實體가 

없음이요. 현재라고 하는 놈은 어디

를 두고 말함인가? 바로 이 時間이

겠지 하고 말한다면 이미 지나가버리

고 마는 놈이기에 머물지 않는 그놈

도 현재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이랴 空間의 개념도 마

찬가지 아닌가? 내가 살아있는 空

間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답 할 

수 있을까?

時空의 개념이 이럴진대 꿈속의 나는 꿈을 꾸다 

그 꿈이 사라지면 없어질 것을…….

과연 現實과 꿈 차이가 存在하는가?

이와 같이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그놈이 과연 무엇인가?

“生也一片 浮雲起 (생야일편 부운기)
死也一片 浮雲滅 (사야일편 부운멸)
浮雲自体 本無實 (부운자체 본무실)
生死去來 亦如然 (생사거래 역여연)
獨有一物 常獨露 (독유일물 상독로)
湛然不隨 於生死 (담연불수 어생사)

                                ”라고 선조사 스님께서 일갈하셨다.  *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캐나다에서 온 김남수와
거인 허호도 마다한

가방모찌를 자청하는 이석우...

합동산행모임이 있던
2014. 10.23 부산송정해수욕장에서

FotoGallery

東洋名句
行百里者半九十 행백리자반구십(전국책)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친다.  

편집인의 사진블로그 : http://wing9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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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동창회소식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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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1,800,000

김선규 김한경 변재웅
손기홍 신용운 이영부
전기용 각15만원

월례회 737,000 왕중왕보쌈집

회보
210,000 인쇄
57,700 발송

박영환 배복기
이성환 각10만원 경조비 100,000 변중일 상가

구해룡 김성규 박종근
우용태  이복렬 이무일
이아인 장영의 황희생
각5만원

기타 50,000 변중일 연회비초과분
수당 150,000 총무

협찬 400,000 김남수(케나다) 이종섭

수입계 2,200,000 지출계 1,304,700
전월이월 4,579,253 차기이월 5,474,553

합  계 6,779,253 합  계 6,779,253

본부동창회수입지출 2014.11

이날은 모처럼 시내중심가에서 약간 떨어
진 정정용동창이 소개한 옛 북마산역전 건
너편 왕중왕보쌈식당에서 11월 정기월례회
를 하는데 옛날 고등학교 다니던 때보다 너
무나 변하여 혹시나 동창들이 식당을 잘못 
찾아 헤매는가 싶어 지회장과 함께 식당입
구 길가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 어느덧 17
시40분에 36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반가운 
악수와 잡담들을 잠시 중지하고 지회장이 
그동안 많은 동문들을 이렇게 건강한 얼굴
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11월 월례회를 개최하다. 이날은 
모처럼 마산근교 오곡이라는 시골에서 대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양하고 있
는 이상철 동문이 지난달부터 참석하여 이
번에 정식인사와 함께 앞으로 동창회에 계
속 참석하겠다는 인사에 모두 박수로 화답
하다. 또한 오늘 불참하면서도 이종섭동문

참석자<40명>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현 김석백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정수 김용인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재웅 변재국 손기홍 손동개 신창한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복렬 이상철 이성환 이아인 이영부 이중량 장영의 장정치 정안정 정정용 정창봉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황희생

이 금20만원을 회장단의 노고에 협찬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소식에 두 번째 박수로 화답하
다. 또한 금년에도 송년회를 작년수준으로 김
정수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마산소방서 앞 바
다여행에서 12월22일 저녁6시에 개최키로 하
겠다는 발표에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저녁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김기현, 신창한 
동문이 바쁘게 참석하여 추가식사를 끝낼 무
렵 김태욱 원장과 조정웅동문이 건강산행으
로 마지막에 도착하여 회장, 총무와 함께 반
가운 악수와 인사 속에 추가 저녁식사를 마치
고 계산을 끝내다.

오늘도 40명의 동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
하여 아무 불평한마디 없이 맛있게 잘 먹고 
간다면서 총무 욕본다는 한마디에 그동안 수
고로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분 좋게 
귀가핸들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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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동정 총동창회 소식

동문기념사진관

배종길 동문

신충일 동문과 허호 동문

 ͅ 김남수 동문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을 떠난 동문이 모
처럼 지난 10월22일 귀국하여 부산초청
가을산행 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지난 10
월28일 본부변산반도가을나들이 여행에 
동행하여 모처럼 보고 싶은 동창들과의 
우정을 나누고 11월7일 귀국하면서 본부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면서 회보제작발송
비에 협찬금 20만원을 주고 떠났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 변중일 동문
지난 11월15일 변동창의 모친께서 노환
으로 별세하여 많은 본부동문들이 참석
하여 삼가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 조남규 동문
동문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3571-5599

 ͅ 김태욱 동문
동문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3879-6784

 ͅ 바둑모임소식
지난 11월22일(토) 창동 소재 ‘한국기
원’에서 개최된 무학기우회 11월 친선
바둑대회에 손동개 동문을 비롯한 11명
의 21기 碁友들이 참가하여 1, 2, 4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수상자

1등 손동개, 2등 박필근

4등 이대우

참가자

남기재 박소학 박필근 배종길 손동개 
우용태 이대우 이영부 정창봉 조종석 
지해경

62년만에 서울동창회에 나타난

신충일 동문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허 장군이 무색하리만큼

정말 곱게 잘 늙으셨습니다요.^^

11월25일,

결혼 44주년

기념여행을 다녀왔

답니다.

강천사

구장군폭포 앞에서...

故事誠語
曲學阿世 <곡학아세> 

올바른 학문을 굽혀 속된 세상에 아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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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산행기<정현경>2014.10.22~23

술잔이 이리저리 돌아가다 보니 할 말, 못할 말없이 때론 고성으로 도 쏟아냈다. 김용인 친구가 

매번 행사 때마다 기쁨을 주려고 노하우로 제조한 ‘돌배주’ 2되에 박수를 보냈고 김준태, 정현

경 친구의 양주 2병이 함께 어우러져 끝남의 밤 시간이 흥에 흥을 더했다. 19;00시에 배종길 친

구가 마무리 건배 제의를 하면서 “오늘 이토록 많은 참석의 반가움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하

면서 ‘위하여’로 쨍했다.

저녁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노래방으로, 해변의 목로주점으로 제각기 못 다한 얘기가 만들어진 

친구들끼리 장소를 옮겨 남은 밤 시간을 추억의 밤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노래방에서는 정종길 

친구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반갑게도 남원일 친구가 식사가 끝난 시간 숙소로 찾아와 큰 뜻

으로 숙박료 전액을 해결해 주는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서종성 친구들과 술잔으로 

회포를 풀고는 늦은 밤에 귀가 했다. 전형적인 가을 법이였지만 그래도 바닷바람의 냉기가 느

껴지는 민박에서 ‘이부자리’ ‘방 온도’ 모두가 불편한 여건 속이나마 하룻밤을 해량하면서 지

내 준 친구들이 고마울 뿐이었다.

▶ 10월 23일, 상쾌한 해변의 아침 공기가 지난밤의 찜찜한 온 몸을 가볍게 해 주었다. 바닷가 아침

산책에 나온 변재국이 이 친구 저 친구들을 부르면서 모닝커피를 몇 잔이고 제공해 주는 감사도 받

았다. 이른 아침의 송정해변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장관이었다. 송정 죽도공원의 송일정에 비끼

는 일출광경은 환상 

그 자체였다.

해가 솟아오르며 잠

시지만 햇무리가 수

평선으로 쏟아지는 

황홀경을 만날 수 있

었음은 아침산책을 

나온 친구들에게는 

크나한 행운이었으리

라. 포토맨 ‘제갈선광’이는 순간포착의 셔터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였다. 아침식사는 어젯밤 행

사를 치룬 횟집이었다. 주인의 배려로 ‘황태미역국’이 해장국으로 제격이었다. 08;30분, 숙소에

서 출발하여 공수마을을 거쳐 해동용궁사에 도착했다.

해동용궁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의 하나로 이름난 사찰이

다. 벌써부터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웅보전 앞에서 모두가 신자의 유무를 

떠나 고개를 숙이는 숙연함을 보였다. 배종길 

변재국 김덕조 구해룡 문동영 우용태 최진화 

여경환이는 무슨 소원인지를 법당에서 참배

를 올리기도 했다.

10;10분, 불자들의 방생탑 행사장 앞에 앉아

서 모처럼 만난 김학영 김신영 친구들의 인

생사 얘기도 듣고 행사 마지막 코스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양수산 종합과학관’에 들렀

다. 수산과학의 미래상 얘기보다 “오늘부터 6

개월간 금주기간에 들어간다”고 김방태 앞에

해운대 문탠로드(Moontan Road)를  따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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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언하는 김용인이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볼까 ‘설마(?)’하면

서 기록해 둔다.

사찰 입구에 또 하나 소문난 ‘해

물쟁반짜장면’으로 점심 요기를 

하고 버스 편으로 해운대역에 도

착하여 고생스러웠지만 고만한 추억과 보람을 안고 내년 봄 마산에서 만나기로 하고 모두들 아

쉬운 작별을 했다.

  *          *          *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다. 

오늘 우리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산을 정복할 이유도 없이 

그저 터벅터벅 걸으면서 삶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텐로드 트래킹 코스도 그렇게 침묵으로 우리를 감싸 주었다. 

가을 바닷길을 벗 삼아 나를 찾을 수 있는 추억 속으로 시간들을 머물게 했다. 

죽음의 正體는?

동갑내기인 고향친구 K가 지난 늦은 봄 느닷없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豫後가 
좋지 않음을 예견이라도 하였는지 무익한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조용히 남은 
생을 정리하려했으나 일말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가족, 친지들의 권
유에 못 이겨 항암치료를 받았다.

역시 그 치료가 무리였는지 갑자기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최근에 퇴원을 했으
나 불행히도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 오래지 않아 저승사
자가 찾아오리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 친구, 일찍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학진학을 포기
하고 9급 공무원으로 서울시청에 첫발을 내디디어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열심
히 근무하여 3급의 국장까지 역임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시청 산하기관의 최
고책임자로 재직하기도 했다. 늦게나마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온 행복을 누
리나 했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너무나 애달프다.

현재 친구 K가 처한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
게 될 필연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이 70을 넘어서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어느 노 시인의 말씀이 더
욱 실감나는 요즘이다.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태껏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한평생 쌓고 이룩해 놓은 가족관계, 재물, 지위, 영예 등 모든 것
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죽음,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2회에 걸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불자모임코너<배종길>



마고21동창회보   7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재경동창회 송년의 밤 월
요
일일시 : 12월 15일 오후 6시

장소 : 삼도갈비(02-556-6678)
  강남구 역삼동 727-7(역삼역 1번 출구)
  부부동반입니다.

♣ 웃음 속에 묻어나는 삶의 지혜 <10>

行日코너<정현경>

☞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송강[松江] 정철과 서애[西厓] 유성룡이 교외로 놀러 나갔다가 우연히 백사[白沙] 

이항복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들은 술판이 무르익자 ‘세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로 하였다.

먼저 송강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산간초당(山間草堂)에서 선비가 시 읊는 소리가 아름답지.”

그러자 유성룡이 뒤를 이었다. 

“새벽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다.” 

서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백사가 껄껄 웃으면서 

“제일 듣기 좋기로는 동방화촉(洞房花燭) 좋은 밤에 신부가 다소곳이 치마끈 푸는 

소리가 제일이지!”

그러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백사의 의견에 동조를 했다.

☞ 재미난 사자성어

내용이 참 좋은 사자성어(四字成語)인데  발음이 야릇(?)하여 일반적으로 잘 사용

되지 않는 재미난 사자성어 입니다.

맘에 드는 걸 하나 골라 가훈(家訓)으로 삼으셔도....ㅎㅎㅎㅎ

▶ 据緊安代(거긴안대); 편안함 대신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택한다는 뜻

▶ 足加示悟(족가시오); 만족을 더하여 깨달음이 보인다는  뜻으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의미

▶ 悟立諍(오입쟁이);   깨달음을 일으켜 그 뜻을 널리 전한다는 뜻

▶ 發技富錢(발기부전); 재주를 펼쳐 커다란 부를 이룬다는 의미

☞ 난센스 유머퀴즈

▶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개는?........ .............무지‘개’

▶ 하는 일마다 끼어 들어서 방해하는 개는?....참견(犬)

▶ 말 잘 듣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는?.........대견(犬)

▶ 무지하게 빠른 개는?...................................번‘개’

▶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설악산, 지리산, 그리고 요즘에는....‘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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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치 (1)

관악산서울

2014년 12월 송년의 밤
월례회 22 부인회

월
요
일

일시 : 12월 22일 오후 6시
장소 : 바다여행(223-7813)
  마산소방서 앞(해안통)

일시 : 12월 21일 오후 6시
장소 : 대우백화점 식당가
  중국관(010-2576-2641)

산따라 길따라 2014.1.19

지난 2월에 소개한 청계산

을 찾고 이내 허양도 친

구의 도움으로 다시 하루를 걸

러 관악산을 찾은 것은 서울친

구들의 목요산악회를 따라 족두

리봉을 찾았을 때 왼편 저 멀리

서 유혹을 하며 눈길을 끈 암봉

들이 관악산이라기에 다음 목요

일에는 관악산을 가보자고 졸랐

으나 겨울에는 위험하니 날이 풀리

고 봄쯤에 가자고 하며 부풀은 마음

을 억누른다.

더구나 올라온 김에 숙제를 몇 꼭지 

해야겠다고 넋두리를 한 것이 허양

도 친구가 잽싸게 눈치를 체고는 관

악산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망설임 

없이 당장 우리는 다다음날 판교역에

서 랑데부를 하여 강남에서 노리까이

를 하고 다시 사당역에서 또 노리까

이를 하여 기점으로 정한 과천종합청

사역에 내려 관악산 방면인 11번 출

구로 나와 길을 잡았다.

KDB대우증권 건물 옆으로 돌아 낮

은 굴다리를 지나면 길 양옆으로 앙

상한 큰 나무들이 겨울인데도 터널을 

이루었는데 여름이나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리라 상상을 하며 걷다보니 과천 외국어고등학교가 

오른쪽에서 고개를 내밀고 바로 눈앞에는 관악산의 기

상대와 통신안테나가 하늘을 찌르고 서있다.

구세군 양로원을 지나 표지가 있는 왼쪽길로 접어들면 

목적지인 연주대는 3.2km만 가면 된다고 알려주고 과

천향교의 대문 앞에는 300살이나 잡수신 느티나무가 그 

나이에도 보초를 서고 계신다. 왼편 들머리로 들어서면 

간이음식점들이 줄을 이었고 KBS송신소를 지나 오른편 

돌계단을 조금 오르면 이번에는 돌길이 계곡을 따라 한

없이 이어지며 점차 고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오른편의 

간이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벤치가 여럿 있어 잠시 행장

을 추스르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다.

이곳저곳을 설명하느라 느릿느릿 보조를 같이하며 정담

을 나누며 걷는 산행은 너무 좋다. 기록갱신이라도 하

듯 눈길 돌릴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기억

에 남는 건 힘든 여정뿐이지만 이렇게 오순도순 가다보

면 구경거리도 많아 배낭 한가득 추억을 담아올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느림의 미학이라 했던가. 옛날이야기가 생각난다. 세종 

때 맹사성재상께서 향리 충청도 온양을 내려가는데 고을 

수령이 길을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초라한 

노인이 소를 타고 다가오자 수령의 꼭지에 불이 붙어,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또 앞을!!”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맹대감이었겠다.

말과 가마를 동원하지 않고 소를 타고 유유자적해야 세

상만사를 놓치지 않고 두루 살필 수 있을 것이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명재상이 생각난다. 우리도 오늘은 

천천히 명산을 구석구석 맛보며 어깨를 나란히 한다.

3분여 달리면 나무테크 아치교를 만나고 가볍게 건너면 

다시 계단길이 이어지고 한참을 가다보면 화장실과 임

시대피소도 만난다.(다음호에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