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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
마산애육원대표를 생각한다우리의후노

을 바라보며칠순 [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원을 운영하면서 경남의 민간사회복지계를 이

끌어 가는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경남사회복지 50년사의 편찬위원장이 되어 사회복지학교수들과 사회복지기

관장들과 함께 책도 만들어 내고 행사들도 주관하면서 그 수고를 인정받아 

협의회에서 중앙에 추천해 주어서 작년 가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일이 있

다. 이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장영의 친구가 총무님에게 이야기해서 동창

회 회보에도 소개해 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동창회 월례회에 잘 참석도 

못하는데 축하해 주셔서 지면이지만  감사를 드린다.

 지난 3월11일, 김용실 열사 추모의 밤이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되어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행사를 주관한 김준형 친구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김용실 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러갔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금 느끼게 된다. 환갑을 지났나 했더니 머리는 희어지고 우리는 벌써 칠순

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국민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이고 14%를 넘

으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2%여

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는데 2010년 작년엔 11%를 기록했고 2020년 전

에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우리나라

이 원고는 2011년8월에 접수된 것으로
게재가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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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 소재지는 고령사회가 된 곳이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아동 출산율은 1980년에 2.8명이었으나 2000

년에는 1.3명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세계 최하위의 나라가 되었고, 회복이 되

지 않아 인구학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아동과 노인복지의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 보면 20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8명이 노

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해야할 정도로 노인부양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7년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

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줄어들고 요양이 필요한 

재가노인들은 병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무료양로원, 유료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수는 2000년엔 

247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엔 2,992개 시설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은 작년에 사회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로는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로 예상하고 있으나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은 사

람들의 수명이 9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의 한 여

론조사에서 50세 이상의 국민 중에 70%는 자신의 노후대책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사회생활에 전념하던 중년기까지 노후대책이란 말

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세대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

는 시대에서 자립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놓여있었다고 할 것

이다. 노후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한 세대인가.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말고 소망을 찾아보자.  *

마고21회 동창회보 QR Code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마고21회 동창회보의 QR Code를

   제작하여 표지에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QR Code 스케너로

   스켄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회보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마산시 오동동 263-1(2층)

(오동동 농협 옆)

055-223-1901

김태욱안과의원

원장  김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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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동창회 계좌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본부동창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8월은 본부동창회비 완납의 달로 정하고 싶습니다.

마산시 산호동(신세계백화점 옆)   241-8090, 248-4488(원장실)

최길홍이비인후과의원
원장 泰先 최 길 홍

 ͅ 안병상 동문
동문의 모친께서 지난 7월22일, 천수
를 다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조정웅 동문
동문의 부친께서 지난 7월9일, 천수
를 다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jul
21

부산
소식

총무 조창제

이번 달 모임은 양정시장 앞 남해횟집에서 가졌다.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참석이 저조하였다.

이황구 회장이 남원일 친구의 아호를 빛날 ‘경(炅)’과 상서로울 ‘서(

瑞)’자를 발탁하여 경서(炅瑞)로 작호 하여 전달하고, 눈의 건강을 다

함께 기원하였다.

다음 달은 시원한 해동수원지에 있는 할매집에서 메기탕과 닭백숙으로 보양식

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약국을 청산하고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한 송길영 

친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방 쏘겠다하여 양정골에서 2차를 즐겼다. 다음은 3차

로 남원일 친구가, 또 다음은 4차로 이황구 회장이 쏘다보니 결국 11시가 넘어

서서야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참석자
김덕조 김준태 김지남 남원일 문호기 박영섭 송길영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정현경 조창제 이상12명

동 동정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조종석 동문
동문의 휴대폰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
었습니다.

010-3716-6747

 ͅ 조창제 동문
동문의 휴대폰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
었습니다.

010-851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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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동창회50주졸업 년FotoGallery

서울동창회서울동창회

부산동창회

야심한 밤의 열기속에서....

감히 신분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날 콘도 지하 노래방의 뜨거웠던 

열기만은 꼭 보여드려야겠기에 

신변에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올립

니다.



마고21동창회보    5

除禮하옵고, 
壬辰年 三伏을 잘 보내시도록 詩句
와 함께 塗墨하였습니다.

  壬辰三伏之節

   南淵 李 晃 久

敬頌暑安

靑山綠水元依舊
청산녹수는 옛 그대로 변함이 없도다.

명장 곽호남 동문!

	 		당신은	우리	마고21기의	영광이자,			
	 	 	 		마고인의	명장입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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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3-6801

010-4569-6801

石 鳳 庵
광진스님 이  복  렬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산418

삼복의 어원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俗節)이다. 하
지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庚日)을 중복, 입추 
후 첫 경일(庚日)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三庚日) 혹은 
삼복(三伏)이라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복의 어원에 대해서는 신빙할 만한 설이 없다. 다만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의하면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복의 유래 

복은 원래 중국의 속절로 진(秦)·한(漢) 이래 매우 숭상된 듯
하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상
고하면《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진덕공(秦德公) 2년에 처음으
로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 4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재(
蟲災)를 방지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추측된다.

삼복의 풍속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이를 ‘삼복더위’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
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하
였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여
름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간계곡으

더 운 계 절

복 날 이 야 기
보 양 식

인터넷 자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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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 탁족(濯足)을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한편으로 해안
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
내기도 한다. 

복날과 관계있는 속신으로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속신 때문에 복날에는 아
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복에 목욕을 하였다
면 중복과 말복 날에도 목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
날마다 목욕을 해야만 몸이 여위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삼복의 시절음식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에 걸친 삼복더위를 이겨내는 시절음
식으로 개장국이 있다. 개장국은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력을 
충전시켜 준다. 이외에도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은 여
러 세시기(歲時記)에도 나타난다. 

우리 민족이 개장국을 건강식으로 널리 즐겼음은 분명하나 지방
에 따라서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하기도 하였
다. 또 특정 종교의 세계관에 의해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
을 금기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장국을 대신하여 삼
계탕을 즐기기도 한다.

삼계탕은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고은 것
으로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초복
에서 말복까지 먹는 풍속이 있다.

팥죽은 벽사의 효험을 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
더운 복 중에 악귀를 쫓고 무병하려는 데에서 나온 풍습이다.

※ 벽사(  邪)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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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회보  210,000 인쇄(봉투포함)

 61,460 발송

경조 200,000 조정웅 상가 근조화
김기현 혼가 10만원

정기적금 6.038.578 만기 이자포함 정기적금 6.038.578 1년만기 재적금
찬조 300,000 부산 김형래 동문 10만원 판공비 150,000 총무

김기현 혼가 20만원
수입계   6,338,578  지출계   6,660,038  

전기이월  4,622,207 차기이월  4,300,747 
합계   10,960,785  합계  10,960,785  

2012년 7월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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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aug
21

일시 : 21일(화) 오후7시
장소 : 못대(222-1522)
  해안로 한백마리나앞

일시 : 21일(화) 12시30분
장소 : 하성이불
(055-223-6160)

부인회

화
요
일

山山
길따라 산따라

제갈선광

(2)레길둘
과천대공원

길게 늘어선 식탁에 줄줄이 앉아 막간

으로 돌린 막걸리 한 사발에 장

내는 금세 왁자지껄해지더니 비빔밥 한 그릇

을 앞에 놓고서야 조용해진다.

막걸리와 비빔밥과 오랜만에 보는 이석우의 

땅콩맛 수다에 포

만감을 느끼며 슬

슬 둘레길을 찾아 나선다. 이때 시각이 대충 오

후 1시 40분이었다.

대공원 동물원을 지나 오

른쪽 삼림욕장으로 난 둘

레길을 접어들면서 트레킹

은 시작된다. 공원 내에 있

는 산책길이라 해서 공원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것

쯤으로 여겼던 예상은 초행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았다.

1시간여를 오르락내리락하다보니 멋진 정자와 벤치가 

있는 쉼터를 만나고 여기서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

며 이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못해 처진 후발주자들을 기다렸다가 기념사진 

한방 담고서는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입심 좋은 본부 쌈지회장께서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울내기 아줌

씨들과 노닥거리며 수작을 부려보지

만 풍채가 좋은 한 년한테는 밀리는 

분위기가 완연했다.

분지를 끼고 도는 아기자기한 둘레

길은 3시간 30분 만에 원점회귀를 

하여 첫날의 트레킹 일정을 마무리

하고 물 좋은 사우나를 찾아 들어 노독을 한순간에 씻어낸다.(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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