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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식

까지 와 있는가?어
우리는 디

친구들아!

늘 고맙고 보고 싶어 오늘 이렇게 너희들과 씨알 데 없는 푸념을 해보게 되었

구나. 사실 우리 사회는 왜 이다지도 이념 전쟁에만 사로잡혀 헤쳐나가지도 못

하는 실체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좀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으련만…… 그렇다

고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야! 장래가 걱정이요. 멀리 볼 줄 알아야 할 텐데!

목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진보교육정책, 천안함을 둘

러싼 첨예한 이념대립,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성 후의 정국. 이런 것

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다. 글쎄 언제까

지 이러려나! 한치 앞도 못 보는 것 같기도 하지!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측의 입장인 여당 내에서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반목하며 계속 분주하

고 ‘기회는 이때다’ 라고 판단한 거대 야당은 정부정책에 대해 연일 포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걸음으로 경제가 약진하

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외투자 등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않은 발전을 하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해외진출 월드컵 16강 진입,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역대 최

대의 해외 프로팀 진출, 김연아의 국제적 변신으로 인한 영웅적 대접 등등 괄

목할 만한 전진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모두가 반기고 뿌듯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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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세계최대의 공안적 충격급인  천안함 사건을 놓고 중국, 러

시아까지도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사실에 동의했음에도 국내 천안함 음모론자

들은 천안함이 좌초해 두 동강이가 났다. 천안함이 내부 폭발한 것이다. 더욱이 

박영선의원은 당시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를 방문, 본 침몰이 한미연합독수리

훈련이나 수리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며 미군의 개

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북괴옹호에 단말마적 행태를 보였다.

이웃나라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등은 국회차원에서의 대북 결의안을 오래 전

에 통과시켰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야의 힘겨루기와 좌파의 결사적 반대로 침몰

사건 발발 약 100일 만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진정 부끄럽고 슬픈 

일 아닌가.

UN에서의 대북결의안 통과 과정에서도 우리들의 적극적 노력이 너무나 부족

하고 연약하여 북한의 소행이란 글자를 넣지 못한 채 통과시킨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또한 참여연대라

는 조직이 UN에다 “천안함 침몰은 당시 좌초나 내부 폭발에 기인한 것이고 북

한의 소행은 너무나 근거 없는 논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선동하는 글을 써 올렸

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역사적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80% 높았고 이탈리아 보다는 45% 높았던 거대 나라였

다. 그런데 이 나라의 페레라는 좌파 대통령이 집정하면서 사우나문화, 섹스문

화, 젊은 층의 방종 등이 판을 치면서 국가통제력을 잃자 경제는 급속도로 급

락하고 결국 군부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집권하였다.

군부 역시 정치적 무능과 경험 부족, 편 가리기, 아집 등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시키는 이념전쟁에 빠지게 되고 당시 젊은 학생들과 지성인들의 대학

살이 자행되고 매년 4월이 되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행렬이 줄을 이어 통

곡하는 거리를 만들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경제와 정치는 후진국으로 퇴보하여 

거리에는 쓰레기 속에서 음식 찌꺼기를 뒤지는 일부 거지들의 행렬이 줄을 잇

고 있고 좋은 직장에서 얻는 월수입은 우리 돈으로 42만원 정도 받아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게 말입니까?

또한 우리보다 분명하게 앞서간 나라 중 하나인 “마카오”의 경우를 보면 이 나

라는 130여 년 전 포르투갈령이 되었다가 나라 경제가 금, 은, 도자기, 아편 등

의 중계무역과 도박 등으로 연명하면서 국제적 무역이 쇠퇴하였고 1966년에는 

좌경화 물결이 우세하면서 민중폭동이 일어났고 드디어 중공(지금의 중화인민

공화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였다.

마카오 신사라는 국제적 인정과 현대문명의 거점을 우리보다 일찍이 만들었다

는 마카오가 사실상 이념전쟁과 40%이상의 도박에 전념한 이유로 뒤돌아 갔던 

한때의 마카오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 정략행동은 뒤로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분야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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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같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저 부르짖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큰소리 치는 자, 억측을 부리는 자, 길거리의 폭주족이 난무하며 병역

의무를 싫어하여 위헌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젊은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

는 정치인, 자기가 불리하면 법도 거부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하늘 끝까지 밀어

붙여 폭력을 선호하는 공중부양 발치기 등등 모두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흐르

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정략적 기만 전술로 나가는 선동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심

판을 받을 것이다. 보수 진보세력들은 다들 뭐하고 있는 건가. 이념 좌파만 활

개치는 세상으로서는 위와 같이 모두가 뒤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보아왔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거국적인 바람을 일으켜 우

리들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

독일에 있는 나의 친구(옛 탄광에 참여했던 친구)가 항상 나에게 하는 말이 있

다. 한국은 왜 자기나라에서 이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일단 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선은 거부하고 불평

하고 기피하며 반대를 하는 걸

까라고 지적한다. 그래 이것은 

무서운 장난이다. 이 장난치는 

사람들이 바로 친북좌파성향을 

갖고 있는 이념주의자들 아닌

가? 한국의 발전상을 보라. 금년 

경제성장률은 5.8%로서 OECD

나라 중 최상의 발전상을 가져

오고 있는 건 틀림없다.

오바마가 왜 우리나라를 모범답

안처럼 평소 상하 양원에서도 

들먹이며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교육정책과 

의료보험체제, 공무원 연금체제 등을 거론하며 추켜세우더니 며칠 전에는 미국

에 있는 우리LG사 기공식에 참석, LG회장과 굳은 악수를 하면서 우리 미국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바란다는 내용의 축사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이에 분명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들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잘못 판

단하고 있는 자들은 역사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찬란한 그날의 역사를 위하여...  *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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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회보 200,000 인쇄(봉투포함)
협찬금 100,000 김대식(재경) 52,800 발송
이자 3,433 농협예금통장 월례회

모금함 150,000 동창회 사무실 정수기 19,900 동양매직 랜탈
식품 60,000 커피, 톡차, 컵 등

관리비 102,200 동창회사무실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253,433 지출계 584,900
전기이월 1,785,140 차기이월 1,453,673

합계 2,038,573 합계 2,038,573

2010년 10월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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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상림에는
한떨기 코스모스의 가을 蓮情(연정)이 외롭습니다.

코스모스 蓮情
FotoGallery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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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식

총무 정현경

동 동정문

김준형 동문 ͅ
동문의 수필집 ‘창동블루2’ 22권을 
재경동창회에 기증하였습니다.

박소학 동문 ͅ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8-11

055-276-5547, 010-7923-5546

전기용 동문 ͅ
지난 9월7일, 서울 센츄럴시티홀에서 
사회복지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
장상과 기념품을 수여받았습니다.

참석자
강신평 권기옥 김대균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남원일 문호기 박영섭 박종주
박진형 박해량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윤성업 정현경 조창제 조영민

8월 한가위 때문에  9월 월례회는 9월 30일, 양정 예진
수라상에서 모여 오는 10월10일 재부마고 제30회 동문
가족체육대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하고 수렴한 
다음 오랜만에 박주일배로 정담을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이날 즐거움을 배가시켜주신 분은 부산 21기 재정이 빈약하여 맨
날 잘 먹지도 못하는데 남원일 회원이 금일봉을 찬조하여 부담 
없이 한잔 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움을 업그레이드한 날이 되어 참 
좋았습니다.

부산회원은 10월 10일 체육대회 날 부부 동반하여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오며, 또 이날은 월례회를 가름하는 날이기도 하니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김창환 김태조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진석 박필근
방학기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이고명 이석우 이실 이영우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허양도 홍창우 이상22명

sep
20

서울
소식

총무 박박중

지난 9월20일,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에서 3/4
분기 월레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애육원은 1952
년 10월 선친께서 창립하시어 현재 대
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일웅 동문 ͅ
지난 10월2일, 동문의 모친께서 향년 
85세의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11-296-1130

하무정 동문 ͅ
지난 8월20일, 간 합병증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현재 집에서 
정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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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시다.

祝結婚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1시30분
장소 : 창원호텔 1층 그레이스홀
  055-283-5551

조남규 동문

김외조 여사
의 딸 현수 양

(1)	 육사총동창회	여숙동,	기무사	김창모	이런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오는	메일은	中國	해킹메일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中國으로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2)	 다음	전화번호는	두	번	울리고	끊어집니다.
	 절대로	받지도	말고	걸지도	마세요.	많은	통화료가	나갑니다.
 02-6406-905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또	한	두	번	짧게	울리는	전화는	수신	송신하지	마세요.

(3)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접근하여	마른	해산물을	추천
하며	판매하려	하면서,	한번	맛보라던지	냄새	한번	맡아	보라	한다면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해산물이	아니라	'에틸에테르'	입니다.	일종의	마취약으로서	
냄새를	맡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되며,	그들은	당신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	입니다.

	 현재	중국	광동,	하북,	천진,	무한,	남창	등	몇몇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행인은	특히	조심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도	이
와	유사한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휴대폰을	걸때	주의사항
	 수신자가	응답을	할	때까지	이동전화를	귀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동전화를	건	직후의	신호음이	2watts=33dbi	로	크기	때
문입니다.

	 이동전화는	왼쪽	귀로	사용하세요.
	 기계적	사양이	오른쪽	귀를	사용할	경우	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緊急速報

본부동창회 계좌 : 구해룡(농협) 821155-56-153953

졸업50주년행사
재경동창회추진위원 명단

	 박필근				02-415-5337
	 				 			010-8733-7000
	
	 서종성				032-201-5455
	 				 			010-2255-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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懦弱 (O)나약, (X)유약 懶怠 (O)나태, (X)뢰태 拿捕 (O)나포, (X)장포
烙印 (O)낙인, (X)각인 捺印 (O)날인, (X)나인 拉致 (O)납치, (X)입치
狼藉 (O)낭자, (X)낭적 內人 (O)나인, (X)내인 鹿茸 (O)녹용, (X)녹이
鹿皮 (O)녹비, (X)녹피 壟斷 (O)농단, (X)용단 賂物 (O)뇌물, (X)각물
茶店 (O)다점, (X)차점 團欒 (O)단란, (X)단락 簞食 (O)단사, (X)단식
曇天 (O)담천, (X)운천 遝至 (O)답지, (X)환지 撞着 (O)당착, (X)동착
對峙 (O)대치, (X)대지 宅內 (O)댁내, (X)택내 盜難 (O)도난, (X)도란
跳躍 (O)도약, (X)조약 陶冶 (O)도야, (X)도치 瀆職 (O)독직, (X)속직
獨擅 (O)독천, (X)독단 冬眠 (O)동면, (X)동안 屯困 (O)준곤, (X)둔곤
遁走 (O)둔주, (X)돈주
滿腔 (O)만강, (X)만공 萬難 (O)만난, (X)만란 困難 (O)곤란, (X)곤난
罵倒 (O)매도, (X)마도 魅力 (O)매력, (X)귀력 邁進 (O)매진, (X)만진
盟誓 (O)맹세, (X)맹서 萌芽 (O)맹아, (X)명아 明晳 (O)명석, (X)명철
明澄 (O)명징, (X)명증 牡丹 (O)모란, (X)목단 牡牛 (O)모우, (X)두우
木瓜 (O)모과, (X)목과 木鐸 (O)목탁, (X)목택 夢寐 (O)몽매, (X)몽침
杳然 (O)묘연, (X)향연 拇印 (O)무인, (X)모인 毋論 (O)무론, (X)모론
無聊 (O)무료, (X)무류

잘	못	읽기	쉬운	漢字(ㄴ,ㄷ)

8쪽(산따라길따라)에서	이어짐-

그런데 이걸 우짜노 두 바닥을 채우려고 씨부리다 보니 또 한 페이지가 넘

어 갔으니……. 기왕 넘긴 김에 씨잘데 없는 말로 또 채울 수밖에 없다.

어느 양계장에서 병아리 부화용으로 달걀을 팔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아주

머니가 찾아와 달걀을 부화하여 보니 오리 새끼가 나왔다고 주인에게 따졌

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닭장으로 당장 달려가, “접때 오리하고 붙어 묵

은 암탉 앞으로 나와!” 하여 댕강 모가지를 비틀었고, 그 이후 또 다른 손님

이 찾아와 노른자가 두 개여서 부화가 안 된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엄

청 열 받은 주인은 씩씩거리며 닭장으로 달려가, “접때 두 탕 뛴 암탉 당장 

나와!” 이렇게 하여 주인의 손에 두 마리가 죽자 암탉들은 회의를 하여 증

거를 안남기고 밤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손님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달걀 모두가 노른자가 없다고 

생난리를 피웠다. 말문이 막힌 주인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달려가, “야! 피임약 먹은 암탉 다 나와!!”

그렇게 하여 그 양계장은 쫄딱 망해 묵었다나 뭐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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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山
길따라 산따라

7쪽에	이어짐-

장정치

산책로무학산
웰빙

(3)

2010년 10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oct
21

일시 : 21일(목) 오후 6시30분
장소 : 쌍용복집(246-6866)
  기산아파트 탑마트 근처

일시 : 21일(목) 12시 30분
장소 : 녹차마을(248-5828)
  삼성생명 앞

부인회

하 ! 이렇게 반가울 수가……. 드디어 웰빙산책로

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으니 다행히 좁게 걸

친 오지랖의 한이 비로소 풀린 기분이었다. 그때 

조종석 친구가 맨 뒤에 오시든 부인을 소개하는

데 어쩌면 저 친구는 저렇게 복이 많을까 몹시 부러

웠다.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까 하여간 백합꽃같

이 그렇게 고울 수 가 없더라.

그러면 그렇지 우용태 친구가 그냥 조종석친구와 단

둘이서는 오지도 않았겠지. 그런걸 보면 우용태 친

구도 콩깍지가 씌긴 씌었나 보다. 

하여간 나는 산책로를 벗으나 산길을 오르는 중이었고 친구들은 산책로를 따

라 진행하고 있었으니 1분 아니 30초 정도의 차이만 있었더라도 만나지 못

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처럼 딱 마주쳤을까 그래서 반가움은 

배가 되었다. 씰 데 없는 너스레를 아무리 늘어놔도 겨우 두 바닥을 근근이 

채웠으니 너스레를 좀 더 떨어야겠다.

이참에 등산용어도 한 가지 알아두자. 산책이니 트레킹이니 하는 용어가 많

은데 정의를 하자면 동네산책은 워킹이라 하고 가벼운 산행은 트레킹이라

고 한다. 그리고 자전거, 걷기 등 도보여행으로 야외활동은 모두 하이킹이

라 하는데 원래 등산용어는 고도 5,000m 이상을 오르면 등반(climbing)이

고 5,000m 이하를 오르는건 트레킹이라 분류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는 제아무리 높다하나 모두가 2,000m를 넘지 않으니 모두 트레킹이라 이름 

해야 한다. 천지도 모르고 나는 산책코스 정도라면 무조건 트레킹이라 했는

데 알고 보니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랜 세월 지나다녀 자

연스레 다져진 좁고 꼬불꼬불한 길 말하자면 오솔길을 트레일(trail)이라 하

니 백두대간 능선을 종주하면 트레킹이고 제주올레길이나 지리산둘레길, 무

학산웰빙산책로는 모두 트레일 워킹이라 함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