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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뚫고 구름을 헤치고 희망을 담아 솟아오른 경인년도

웃고, 넘어지고, 다치고 눈물을 훔치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길에 12월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니

생각할 틈도 없이 여유를 간직할 틈도 없이

또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남겨 버린다.

지치지도 않고 주춤거리지도 않고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 흘러 

마음에 담은 일기장을 펼쳐 보게 한다.

만남과 이별을 되풀이 하는 인생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삶이라지만

무엇을 얻었느냐 보다 

무엇을 잃어 버렸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12월이 가기 전 인생의 그림에서 버려야 할 것만 기록하려 한다.

많은 시간을 잊고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싶다.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나는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정현경

한
보내면서...

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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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롤랑’이 한 말이 떠오른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심결에 잊고 지내왔던 말이 새삼 따끔한 충고로 다가온다.

지금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마치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듯이 가볍게 가고 있지나 않나 싶어 

머뭇거릴 때가 흔하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사람과 함께 가도 괜찮은지...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인데 말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내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 아니런가.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리라.

12월을 보내고 나면 젊은 사람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는 한 살씩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늙고 있다는 한편으로의 기쁨, 

늙고 있다는 것이 기쁨일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편안한 생각인가,

뒤를 돌아보면서 덧없음의 한숨만 토하거나 

남을 원망하면서 삶에 대한 허무감에 젖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성스러운 존재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구면서 

미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지 않았던가.

나에게 그런 지난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생을 건강하게 즐기고 있는 나의 미래가 

설레면서 다가오고 있음이 어쩌면 한없이 아쉽기만 하다.

           *      *      *

끝은 곧 시작이라 하지 않았던가.

영겁의 세계로 넘어가는 2010년의 12월은 남겨진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배가되는 12월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토끼’ 해인데 ‘거북이’에게 놀림 당하는 우화를 접고

재주와 부지런함을 컨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내려지길 빕니다. 

자, 이제...... 

12월의 묵은 달력을 떼어 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 날이여. 

나를 있게 하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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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넷째 월요일은 11월22일로 횐 눈이 내린다는 小
雪로, 월례회는 오곡돌솥밥이 좋은 시골밥상에서 열렸다. 
월례회마다 창원에서 일찍 나와 좋은 일 궂은 일 마다 않고 
역할을 다하는 부회장 이종섭 동문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마고21회 도반(학문의 동기)들, 도반들과의 스킨십은 짐짓 
인사치레든 그 말 자체가 의사소통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주안상
을 식탁에 차려놓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위트 있는 건배사, 시시
껄렁한 이야기, 시치미를 떼고 고담준론으로 이어가는 덕담들, 시간
적 공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월례회 진행을 심도 
있게 조정웅 회장이 이끌어나갔다.

누구나 다 아는 철학적인 말, ‘인간은 살기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절식하
고 소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또한 적절한 일은 우리의 몸을 건강
하게 하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죽는 날
까지 자기의 라이프워크를 갖고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내일은 12월의 첫 주말이다. 경인
년 한해의 달력도 ‘歲月不待人’처럼 딸랑 마지막 잎새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21회 동창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없는 사회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남
에게 약점도 보이고 또 남의 부족한 점을 잘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이
가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알고 있다.

경인년 마지막 한해가 가는 12월 20일 ‘송년의 밤’에 동창친구들과 
그 부인들도 함께 참석 부탁드리며, 신명나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미납된 
회비는 반드시 완납하여 주기바라며 어려운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
는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간청합니다.

참석자
곽영식 구해룡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태욱 김한경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민욱 변재웅 손동개 여경현 우용태
이아인 이종섭 이중량 장영의 장정치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황영일 황한균 이상34명

Nov
22

본부
소식

총무 구해룡

246-2816

242-0201

원장 龜民 金  榮

시민외과의원

마산시 남성동 176-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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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145,000 김태욱 김한경 박영환
회보

200,000 인쇄(봉투포함)
변민욱 신대순 조남규 60,000 발송(수첩4권포함)
각15만원 월례회 390,000 시골밥상
황한균 8만원
우용태 장정치 황영일 경조비 100,000 박필근 입원
각5만원 장영의 1만5천원 식품 50,000 커피 맥주 녹차 기타

협찬 500,000 변재국 20만원 정수기 19,900 정수기 렌탈
(수첩제작) 조철호(재경) 20만원

박형식 허순호 각5만원 관리비 89,000 동창회사무실
협찬 200,000 조남규 혼가
광고 60,000 김태욱 김한경 수당 150,000 총무

모금함 150,000 동창회 사무실

수입계 2,055,000 지출계 1,058,900
전기이월 8,973 차기이월 1,005,073

합계 2,063,973 합계 2,063,973

2010년 11월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使嗾 (O)사주, (X)시주 奢侈 (O)사치, (X)사다 娑婆 (O)사바, (X)사파

社稷 (O)사직, (X)사목 索莫 (O)삭막, (X)색막 索然 (O)삭연, (X)색연

撒布 (O)살포, (X)산포 三昧 (O)삼매, (X)삼미 上梓 (O)상재, (X)상자

相殺 (O)상쇄, (X)상살 省略 (O)생략, (X)성약 棲息 (O)서식, (X)처식

逝去 (O)서거, (X)절거 先瑩 (O)선영, (X)선형 閃光 (O)섬광, (X)염광

葉氏 (O)섭씨, (X)엽씨 星宿 (O)성수, (X)성숙 洗滌 (O)세척, (X)세조

蕭條 (O)소조, (X)숙조 遡及 (O)소급, (X)삭급 騷擾 (O)소요, (X)소우

贖罪 (O)속죄, (X)독죄 殺到 (O)쇄도, (X)살도 衰頹 (O)쇠퇴, (X)쇠번

受諾 (O)수락, (X)수낙 戍樓 (O)수루, (X)술루 睡眠 (O)수면, (X)수민

竪說 (O)수설, (X)견설 酬酌 (O)수작, (X)주작 數爻 (O)수효, (X)수차

承諾 (O)승낙, (X)승락 示唆 (O)시사, (X)시준 諡號 (O)시호, (X)익호

食氏 (O)이씨, (X)식씨 呻今 (O)신음, (X)신음 辛辣 (O)신랄, (X)신극

迅速 (O)신속, (X)빈속 十月 (O)시월, (X)십월

잘 못 읽기 쉬운 漢字(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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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식 동문 ͅ

동문의 수첩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김해시 삼계동

회장마을 > 삼계동 화정마을

031-480-3200
(팩스)031-487-9400

019-229-6707

월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변  판  석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8
자유센타 612호

성실한 납세ㆍ납세자 권익보호
기업경영진단ㆍ회계감사 -

world

우용태 동문 ͅ

동문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9301-2223

이무일 동문 ͅ

동문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9081-6281

驥一日而千里, 駑馬十駕, 즉亦及之矣
(기일일이천리, 노마십가, 즉역급지의) (순자) 
기(驥)는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지만, 노마(駑馬)도 열흘이면
이를 따른다.

東洋名句

oct
00

부산
소식

총무 정현경

11월의 월례회는 매년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가을나들이행
사를 계획하였다.

그래서 지난 11월5일, 전세 버스로 통영 미륵도에 있는 
용화사를 비롯하여 달아공원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고성 무이산에 있는 전통사찰로 이름난 신라 성덕왕 5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암자인 문수사까지 탐방하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춤추고 노래 부르며 그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 확 풀며, 황혼이 깃들어가는 동문들에게 잠시나마 즐거
운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
강신평 김대균 김성광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문호기 박영섭 박용우 박진형
박청길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윤성업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최진화

동 동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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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송년의 밤은 한백웨딩프라자 뷔페장에서 열렸었다.

특기사항으로는 이아인 동문이 회갑을 맞아 동문들이 마련한 축하 케익 절단식

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10년 세월이 흘러 작년12월(2009년)에는 칠순잔치를 찡

하게 치르기도 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이윤환 총동창회장과 황철곤 후배의 격려사에 이어 지금은 

고인이 된 조벽래 동문의 사회로 노래와 춤으로 송년의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에레나가 된 순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네박자’ 등등 많은 노랫가락과 어우러진 합창으로 저무는 

2000년을 아쉬워했다.

또, 멀리 통영해경 서장 김준태 동문을 비롯해 타지에서 마다않고 동참해온 동문부부들로 자리는 

더욱 빛이 났다. 이날 참석자는 모두 65명이었다.

재경동창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재경소속이었던故 김영 동문과 김홍곤 동문의 유족을 방문하여 금

50만원씩을 전달하는 포근한 소식이 있고, 재부동창회에서도 연산동 물보라회관에 40여 동문부부

가 모여 송년의 밤을 함께 했다.

FotoGallery

아들이 딸을 무등 태우는 모습을 보며
아들의 어렸을 적 가슴 아린 일들을 기억해 본다.

주말마다 다리고 나간 기억도 없고,
자상하게 동화책 읽어준 기억도 없다.
그렇다고 돈이라도 넉넉하게 벌어서 잘 먹이고 입힌 기억도 없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기억한다.
직장에 있는 아버지한테
회사 끝나고 '소년중앙' 꼭 사가지고 오라던 전화다.

그런 아들이 딸을 무등태우고 아버지를 쳐다본다.

제갈선광 포토겔러리 : http://wing91.tistory.com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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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 진 석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69번지

02-2272-0716
011-9061-6220

한 진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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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산따라길따라)에서 이어짐-

아 나가면 오른쪽에서 오르던 넓은 길과 도킹을 하게 된다. 몇 걸음 더 옮기

면 긴 의자와 철봉이 있고 얼마못가 또 갈림길을 맞으나 마찬가지로 다시 만

나게 되니 꼴리는 데로 올라도 된다. 조금 오르다 왼편으로 눈을 돌리면 쉼터

가 있고 얼마못가 삼각점이 있는 철 구조물을 만나는데 팻말에는 ‘합성동 산 

38-2’라는 표시가 있다.

등성이에 오르면 철봉을 비롯해 운동기구가 조금 마련된 쉼터이고 다시 내려

섰다 오르면 갈뫼산 정상이다(178m).

넓은 터에는 긴 의자와 운동기구들 그리고 한켠에는 큰 무더기의 돌탑3개가 

눈길을 끌고 한가운데에는 사각형의 표지석이 있긴 한데 4면을 아무리 찾아

봐도 글씨는 보이지 않고 단지 윗면에 W자인지 M자인지 분간이 어려운 표

시만 있을 뿐이다. 내리는 길은 북쪽방향, 돌탑 쪽으로 들어가면 밤나무가 엄

청 많고 밤송이 껍질도 지천으로 깔려 있다. 때맞추어 이 길을 찾는다면 모르

기는 해도 알밤을 양 개줌치는 채우고도 남겠다.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밤톨

이라도 있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두리번거렸지만 쭉정이만 눈에 들어오

고 헛수고만 할 뿐이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철래철래 내려가는 길 앞쪽에는 감나무 과수원의 익어

가는 감이 탐스럽더니 그저 눈요기일 뿐이고 동네로 내려앉기 직전 왼편 감나

무 밑에 떨어진 감이 알맞게 홍시가 되어있지 않은가. 이게 웬 떡이냐 얼른 3

개를 대강 훔치고 맛있게 잡숫고 나니 역시 오늘도 헛걸음은 아닌 것 같아 입

안마저 달콤하더라.

개울을 건너면 ‘합성북9길’ 이라는 팻말이 보이고 경남혜림학교가 옆에 있는데 

시내버스를 타려면 아무래도 합성동 버스터미널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아! 이 가을.  더 높아진 하늘을 보며 나는 작은 겸손을 또 배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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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망했던 2010년도 이미 저물어 갑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시어 송년의 밤에 의미를 심어봅시다.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오후 6시
장소 : 바다여행 7080(055-245-7781) 신포동해안로 바닷가

    (당일 회비 : 가족(2)당 2만원, 싱글 2만원)

12월 송년의 밤 안내 월
요
일

山山
길따라 산따라

7쪽에 이어짐-

일단 물건은 정해졌고 평생 몇 번을 해야 하는지를 

정할 차례인데 “넌 몇 번”, “넌 몇 번”이렇게 정해 

주다가 맨 나중에 호랑이와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호랑이 넌 아무나 잡아먹으니 자손이 많으면 모든 

씨를 말릴 테니 너는 평생 한번만 해라!”

이 말을 들은 호랑이, 그 재미있는 걸 시운전 한번 해보

고 끝을 내라니 눈깔이 뒤집힐 수밖에. 하나님이고 나

발이고 화가 난 호랑이가 이 빌어먹을 화상을 잡아 죽

인다고 덤비니 하나님인들 별 수 있간디, 잡히면 죽을 

판인데…….

발바닥이 부리나케 도망을 치는데 가만,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인간은 아직 

몇 번을 하라는 명을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망을 치니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저는 몇 번 하면 됩니까” 하고 큰소리로 외치니 도망가기 바쁜 하나

님 생각할 틈도 없이 “니 꼴리는 데로 해라”

이렇게 하여 우리는 호랑이 덕에 재미를 톡톡히 보고 산다.

내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새 버렸나?  본론으로 돌아가자.

헬스장을 돌아 나오면 배드민턴장은 직진길이라 안내를 하고 슬금슬금 올라

보면 등성이(148m) 오른쪽에 육각정도 보이고 짙은 연두색으로 둘러친 배드

민턴장도 보인다. 둘레에는 철봉과 긴 의자 등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

구들이 즐비 했지만 앉아 쉴 만큼 힘들이지 않았으니 바로 출발을 서두른다. 

좌측(북서쪽)길은 회성동 광명촌으로 내려앉으므로 생각지 말고 오른쪽(북동

쪽)의 배드민턴장 옆으로 길을 잡아야 한다. 몇 발작 옮기면 갈림길이지만 나

중에 서로 만나니 기왕이면 숲이 많은 왼쪽 길로 들어서본다. 조금 가다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오른편에 보이고 그 너머로는 한일합섬 터의 아파트 군들이 

빼곡히 들어서 마치 어느 도시의 마천루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다시 길을 잡

장정치

갈뫼길
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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