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 글

졸업 50주년 행사를 추진하며

동기 친구들에게 드리는 글
이 철 화
(3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1기 추진단장)

국내외 동기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단장을 맡게 된 이철화입니다.
옛 배움터 경희궁에서 함께 청운(靑雲)
의 꿈을 꾸던 우리들이 어느덧 인생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인왕의 기슭에서 품었던 우리의 이상과 큰 뜻을 이루
었는가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격랑의 시대에도 굴곡
없이 변치 않는 우정을 쌓아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서울고 22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고, 우리 친구들을 만난 것은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초대글 1

아름다운 우정~
자랑스런 친구~
이제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아 있는 것은 우정과 추억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정점이 될 “5070”(고교 졸업 50주년, 나이 70세) 마루턱에서
다함께 멋진 “우정의 한~판” 만들어 봅시다!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추진단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친구 여러분!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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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시

졸업, 그리고 50여년
이 규 형
(2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3기 추진단장)

I.
50여년을 흘러 온 우리들의 우정(友情)
뜻 깊어, 아름답기만 하여라.
대부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손녀사위를 보았다는 친구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 나이이지요.

II.
지나는 세월은 그냥 가고 또 가고
나이테를 덧붙이고, 흰 머리칼을 더하고
‘지공거사’(地空居士) 대우가 낯설지 않건만

권두시 3

푸른 머릿속은 변함이 없어
아무개야
내 친구, 연초록 교복 속의 아무개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 짧은 인생을 뒤로 한 나의 친구, 보고 싶은 성(成) 아무개야,
하늘을 날고 날아,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곳에 가버린
우리 친구 이(李) 아무개야
섬세한 손끝, 걸쭉한 목소리 볼 수 없음에, 가질 수 없음에,
우리들 속에 네가 없음에, 지금
슬픔은, 아쉬움은 더욱 푸르다
가슴을 찌른다,
눈물이 마를 정도로.
‘인왕의 억센 바위’ 앞자락에 수려한 수풀 속
뛰고, 맞고, 숨고, 자랑하고, 상(賞)도 받고, 도망도 치고, 그리고
뻥도 치고, 폼도 잡고, 설익은 연애(戀愛)도 한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보낸 시간들, 나날들.
때로는 온갖 아픔과 괴로움을 짊어진 듯
가을 깊은 도서관 앞 낙엽 길을 함께 걸었던
내 친구...
지금도 생생한 ‘수리나카동은금’
지금도 야릇한 ‘DSO, BSO, FSO,’ 또 뭐였더라?
‘데어 데스 뎀 덴,’ Ende gut, Alles gut.
Always departing friend implores us not to bother him
next morning at the railway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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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운동장 열 바퀴는 돌았을 열병(閱兵) 연습:
국토방위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가?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덕량이가-’, ‘깨막이던가, 칠성 형님’이었던가?
사자성어(四字成語)의 대가(大家), 키 큰 멋진 신사 선생님
가냘픈 시인(詩人) 선생님
생각만 하여도 정겨운 분들
우리 나이가 벌써 그 분들 나이를 훨씬 넘겼건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언제나 옷깃 단정하게 하는 분들.
비감(悲感)이 넘치던 친구, 김(金) 군을 떠나보내던 날
김포공항에는 추적추적 비가 뿌렸다.
우리 모두 가슴에 묻어 두었다
아쉬움과 서러움이 그리움으로 변하여
분명 환희(歡喜)의 재회(再會)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지구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꿈 많은 시절, 이상(理想)의 시절, 순수(純粹)만의 시간
같이 한
귀중한, 소중한, 더 말이 필요 없는 친구들
1 3 5 7 9, ... 끝을 모른다,
자유로이 시공간(時空間)을 넘어 무궁한 ‘경희궁’ 이야깃거리
아름다운 주변 여학생들
남색 치맛자락은 바람에 날리고.
지나보면 다 풋풋한 첫 사랑

권두시 5

어느 새 칠순이 넘은 우리 친구들, 그 부인들
첫 사랑에 웃었던가, 울었다던가
아님, ‘다 그런 거야’ 일찍 체념하였던가
아님, 짝사랑을 우정(友情)이다 애써 위안하지는 않았던가.
무어라 한들
검은 머리 파뿌리 된 지 지났을 지라도
지금 내 옆에 여느 때, 평소와 똑 같이
영원한 나의 반려(伴侶), 내 아내, 누구 엄마, 아이들 할머니.

III.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 다시 만남을 기뻐한다.
아득한 추억의 시간들, 어린 시간들을 되살리며 즐거워한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건만
긴 세월 만들고 쌓아 온 자신의 궤적(軌跡)을 멀리한 채
까까머리 진지함에 자신을 묻고
몸과 마음을 살찌운다,
먹어도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우정(友情)으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교가(校歌)를 부르자.
목청을 높여 지나간 날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자.
오늘의 뜻 깊음을, 희망의 내일을 위해 힘차게 노래하자.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소중한 친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이 뜻 깊은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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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속의 80, 때로는 90너머를 위하여.
졸업 후,
50여년을 흘러 온 우리들의 우정(友情)
뜻 깊어, 아름답기만 하여라.
(2022. 2. 22, 서울)

권두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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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 회고

추억의 동산, 경희궁 터
정 완 호 (4반 담임 선생님)

1958년에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적성과 가장 잘 맞는다고 사범대학
을 택하였다. 대학 4학년 때 5.16혁명이
일어나 학도병으로 1년 6개월짜리 빵빵
군번을 받고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1961
년 8월 제대한 뒤, 한 학기 공부한 후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내친 길에 교육
대학원으로 직행하였다.
교육대학원 4학기를 끝내고 인천교대(그 당시 2년제-나중에 4년제 경인
교대로 명칭 바뀜)에서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
중학교”에 근무하라는 통지가 왔다. 인천교대에서 “다음 학기에는 정식
교수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중학교에 취직자리가 있다고
통지가 왔으니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대학으로
갈 것이냐? 중학교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중학교를 택하였다. “명색이 대학인데 그래도 대학을 택하라”는 주변 사람
들의 권유를 차치하고 내가 교사를 하려면 엘리트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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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30일 서울중학교에 부임했다. 다음 해 생물반 학생들을 함께
하며 고1 유영제 군이 생물반장 역할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유영제 군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생과학전람회 준비가 바쁘게 돌아갔다.
우리는 “술지게미가 무 배추 같은 텃밭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개월
연구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그 후 유영제 군은 서울공대 화공과(화학생물
공학과)를 거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교수를 거쳐 가천대에서
석좌교수로 Bio와 관계된 활동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한편 배진건 군은 고3때 생물과목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는 보다 재미있는
Bio영역을 원하면 생화학의 바탕이 더욱 큰 도움이 된다고 배진건 군을
격려했다. 그런데 대학입시 때 연세대 의예과에 이름이 없고 제2지망인
생화학과에 이름이 있더란다. 바로 그때 배 박사는 “정완호 선생이 수업

생물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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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강조한 생화학이 이것이로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때 이미 장래 신약개발의 대가의 능력이 잉태되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싶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도 Bio의 두 거물을 모시고 석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서울중학교에서 일 년을 지날 때쯤 서울고등학교 생물과 이회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일류 고등학교 자리는 엄청난
경쟁의 대상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1년 동안 중학생들을
가르친 노력의 결실도 있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다. 그 당시 서울중학교
김상준 교감님과 서울고등학교 생물과 담당인 한주호 선생님의 협조와 배려
때문에 서울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행운을 얻었다.
중학생을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교실에 처음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교실이 학생들로 꽉 차 있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교재 준비를 하였다. 이때 나는 비로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며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터득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몇 해는
Blue Version으로 교재 준비하느라고 어떤 모임에도 일절 나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생물실에서 책을 보면서 준비하였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스푸트니크 쇼크
1957년 10월 소련의 스푸트니크 쇼크로 미국이 기절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 과목을 1960년대 초, 새로운 교과서를 국가 수준에서 과학의 전 과목을
다시 만들었다. 고등학교의 과학 과목만 예를 들면 물리의 PSSC, 화학의
CHEM Study, 생물의 BSCS(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물리와 화학과 달리 생물은 세계 모든 지역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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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 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3개의 Version을 개발하였다. 즉 Blue
Version(분자수준), Yellow Version(세포수준), Green Version(개체수
준) 판이 개발되었는데 나는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Blue Version 판을 선
물로 받았다.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쇼크를 받고 갑자기 만든 이 교과서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접할 수가 없는데 나로서는 선물로 받은 Blue Version
판을 커다란 보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소중한 책에 들어 있는 새로운 지식을 처음으로 22회
수업시간에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DNA, RNA 같은 예, 또 봄에 꿀벌들이 꽃을 찾은 후
벌통에 와서 동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여러 형태의 춤 같은 예가 새삼
스러운 것들이다.

서울고등학교의 빛나는 전통
서울공대 주최로 전국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가 매년 열렸다. 거의 매년
경기고등학교에서 우승기를 가져갔는데 1968년 대회에서 서울고등학교
21회 학생들이 우승을 하였다. 개인 1등을 한 김창민 군을 비롯하여 상위
5명의 종합 성적이 가장 높아서 서울고등학교가 우승기를 인계받았다. 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가한 학생 모두가 서울공대에서 청량리까지
교가를 부르며 행진을 했다. 수학 담당 김명수 선생님은 대열의 맨 앞에서
우승기를 들고 행진하며 영광스러운 감격을 맛보았다. 그곳에 나도 참여해
보았는데 서울공대에서 청량리까지 우승기를 들고 오는 것이 조금도 피로
함을 모르고 즐거운 행진이라는 것이 추억으로 남는다. 1969년에 우승기를
경기고에 빼앗기고 다음 해인 1970년에 23회가 다시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이진수 군이 개인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때에도 서울공대에서
청량리까지 행진을 다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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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세는 다음 해 대학입시까지 이어져 1971년도 당해 서울대학교 합격
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기록이 수립되었다. 23회까지는 8개 반이었는데
서울대 입학생이 200명을 넘은 23회가 기록을 남기고, 4년 뒤 12개 반으
로 300명을 넘긴 것은 27회가 기록을 남겼다. 23회 때 문과 3개 반은
학급 당 합격자가 20명을 넘지 못했으나 이과 5개 반은 학급당 30명 이상
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였다. 그중에서 최고 35명을 합격시킨 반이 2개
반이나 되었다.
개인 성적이 우수하여 서울고등학교를 빛낸 졸업생도 많다. 21회 한석
군은 1969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다음
해 1970년 22회 양창수 군은 서울법대 수석 입학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
으며 서울고등학교 22회 졸업식 때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까지 누렸다.
4년 뒤 1974년 26회 최종현 군도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을 뿐 아니라 서울고등학교 26회 전체 수석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30회 박석원 군은 1978학년도 예비고사 전체 수석을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다.

경희예술제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적만 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술 활동에도
화려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년 10월 가을에 열리는 경희예술제였다.
이 때 등산반은 그들의 장비와 산악 등반 때에 찍은 각종 사진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사진반의 전문 사진전도 일품(逸品)이었다. 또 문예반은 방과 후에
연습한 노래 솜씨를 선보였다. 연극반도 무대 공연을 하였으며 밴드반의
관현악 합주와 방송반의 방송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행사를 구경하는 대표적인 손님은 서울고등학교에 들어와 보고 싶었
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 대부분의 손님이 이화여고 학생들로
생기발랄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예술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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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반의 단골 연주곡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주페의 ‘경기병 서곡’,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등이다. 이 곡들은 대부분 경쾌하고 발랄하여 우리들이 흥얼
거리며 따라 하기에 익숙해진 곡들이다.
나는 서울고등학교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시험을 보고 문교부 편수관
으로 11년 간 근무하며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생활을
하다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22년 연구생활을 하다, 마지막 4년을 총장
으로 봉사한 후 정년을 했다. 그 마지막 총장 때 나는 국가 예산으로 누구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교육박물관”을 설립하고픈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기획재정부를 찾아 담당 사무관께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교육박물관을 설립하고 싶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많아 죄송합니다.”라고 회답한다. 몇 번을 더 찾았으나 예산 받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소문에 서울고 22회 이인식 군이 기획재정부 총무과장
이라 하여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교육박물관에 관한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은 하느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인식 군이
내게 큰 선물을 주었다. 대단히 엄청난 예산을 내게 선물한 덕분에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캠퍼스 복판에 자랑스러운 3층 빌딩의 “교육박물관”이
우뚝 서 있다.
추억 하나-- 1966년 가을 어느 월요일 서울중학교 학생 전교생이 아침
조회 시간 대운동장에 모였다. 그때 3학년 이인식 학생회장이 임무를 끝내
고 퇴임사를 했다. 그런데 학생회장은 써온 종이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반듯한 자세로 듣는 학생들이 찡하게 가슴 울리는 멋진 내용을 감명 깊게
추억에 남는 명 퇴임사를 했다. 대운동장 계단에서 그 퇴임사를 듣고 있던
최기홍 선생님과 나는 중학교 학생회장이 이렇게 멋진 퇴임사를 할 수
있느냐고 계속 칭찬을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추억의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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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둘— 내가 1966년 2학기 서울중학교 3학년 6반 수업을 하고 나오다
반장 이규형 군을 만났기에 그대는 장래 ‘어느 대학을 가려하는고?’ 하고
물었더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가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 국제적인 외교
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뒤 고등학교
3학년 12월 어느 날 내가 수업하러 들어가서 2반 반장인 이규형 군에게
‘눈 오는 기분 좋은 날 노래부터 하는 것은 어떠한고?’ 하며 의견을 물었더
니 즉시, 네 하고 일어서더니 “모나리자”를 멋지게 불렀다. 방금 노래한
그 이규형 군이 중학교 3학년 때 내게 거침없이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라고
하더니 조금도 빈틈없이 외교관 생활을 하며 외교부 차관을 거쳐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까지 지내는 멋쟁이 미남이 아직도 나의 머리 속에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생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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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에 얽힌 이야기들
김 성 대 (3반 담임 선생님)

서울고 22회에서 연락이 왔다. 졸업 50
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문집을 발간하기
로 했다면서, 가을부채 신세로 살고 있
는 나에게도 글을 청했다.
써보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원고지를
대하니, 이미 옛날이야기를 한 번 털어
놓은 적이 있어, 이제 또 무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도 그 시절 옛날 인연을 회상하며 서울고와 나의 인연을 위주로 한
번 써볼까 한다. 이들 회상거리는 나의 서울고 재직기간 10년에 걸치면서
또 반백년을 전후하는 것들이라 기억이 아련하여 정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회도 이제는 고희(古稀)에 접어들었으니, 팔순(八
旬) 넘긴 사람의 말에 혹시 착오가 있더라도 한 번 웃고 눈 감아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되돌아보니, 그 당시 내 나이 스물일곱이 되는 해의 새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의 투병 후 겨우 건강을 되찾아, 그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석사과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도서관에 매일 나가던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바로 연구실로 찾아뵈
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고에서 교사추천 요청이 있어 불렀다고 하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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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명함 뒤에 몇자 적어 주시며 서울고 배준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서울고가 신문로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학교로
찾아가, 교장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인사를 올리고 교수님의 명함을 드렸
다. 교장선생님께서 명함을 보시고는 내게 몇 마디 물어 보신 다음 말씀하
셨다. “발령나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오. 그러나 학생들 수업이
급하니 당장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와 수업하도록 하시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하여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선생님
은 미소를 지으시며 당부하셨다. “좋은 학생들이니 잘 부탁하오.” 이리하여
나는 1968년 봄부터 서울고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젊은이가 교장 면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학교에 초임발령을 받았으니 이런저런 뒷말이 없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어느 선배 교사는 나를 조용히 불러, 도대체 어떤 ‘빽’을 써서 이 학교에
왔느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하였으니까.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1978년 봄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 학교에서 10년 연속근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오래
근무하였다. 그리고 나의 삶도 이 10년 사이에 결혼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당시의 서울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였다. 그런 학교
에서의 교사생활이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정규수업에 조조학습, 그리고 방과후 학습까지 일주일에 30시간이 훌쩍
넘는 강행군 수업에 매달려 정신없이 새벽별을 보면서 집을 나와 출근하고
저녁달을 보면서 퇴근하기 일쑤였다. 나는 출퇴근길에 노상 만나는 교정의
돌거북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허둥지둥 1년이 지나자 느닷없이 청천(晴天) 날벼락이 떨어졌다.
3학년 담임발령이 난 것이었다. 그 시절 고3담임들은 교사경력, 학생지도,
전공실력 등에서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하는 일류급 수준이었다. 그런데
담임경력 한 번도 없는 생판 초짜 교사가 덜컥 3학년 담임발령을 받아버렸
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느냐고. 그러나 어쩌랴, 나는 주위의 의아한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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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끼면서도, 도리 없이 문과반 3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되었다. 이리하여
22회와는 수업 이외에도 아침저녁으로 박기석 반장의 구호에 따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인사하는 인연까지 맺게 되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던지라, 나는 그저 죽자 사자 수업에 매진하고 주어진 업무
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업무 중에서도 글 쓰는 업무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교문
수위실 맞은 편 대형 칠판에 매달 한 편씩 판서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읽고 감동할 만한 좋은 글’을 주문하신 교장선생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 ‘좋은
글’을 달마다 꼬박꼬박 써 낸다는 것이 나로선 아주 만만찮은 작업이었다.
그렇게 머리가 몸살을 앓으면서 쓴 글을 칠판에 판서해 놓으면, 정작 그 앞에
서서 글을 읽어보는 학생은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서울고는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휩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큰 기대 없이 경험삼아
독일어 성적이 좋은 학생 몇몇을 골라 전국 독어경시대회에 나가 보도록
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망외(望外)의 성과를
올리더니 그 후 후배들이 계속하여 줄곧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이러한 기세가 나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
히 노력하여 혁혁한 성과를 거두는데, 선생인 나도 뭔가 해 봐야지 않을까.
석사과정을 마쳤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
는 말처럼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커보는 거야!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전공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
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과정을 치르면서 몇 년 후에는 독일 국비 장학금으
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출국 며칠 전에는 당시
한동안 미적거리고 있었던 서울고 응원가(應援歌) 작사 작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독일 뮌헨에서 독일어 디플롬과 독일어교사 디플롬을 취득
한 후 귀국하여 서울고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나의 신분이 교사였기에
유학은 ‘공무원연수’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유학 중에도 매달 봉급이 지급
되어 집에서의 생활비로 충당될 수 있었다. 이 모든 행운은 서울고와의
인연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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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취득한 두 개의 독일 디플롬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별 볼일 없는
학위였다. 그래서 귀국 후에는 다시 학위과정을 공부하기로 했다. 당시
교사들 중에는 박사과정을 이수(履修)하면서 대학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며, 학생들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학구열 또한 뜨거웠다.
후일 이분들 다수가 대학으로 진출하셨다. 나는 당시의 이러한 학내 분위기
에 큰 자극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은 막강했다. 교과서 Ⅰ, Ⅱ권은 일찌감치 떼고
나서 독일작가들의 작품을 원서로 읽어내는 수준이었다. 그래서인지 졸업생
중에서 전공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독일어 덕을 봤다
고들 한다. 학위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제2외국어 시험은 따로 공부할 것
없이 서울고 독일어 실력으로 모두 거뜬하게 치러냈다는 것이다. 나의 그저
그랬던 독일어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졸업하고서도 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했
다면서 자랑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저 고맙고 또 대견할 따름이다. 참으로
다들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새겨듣는 출중한 재능의 학생들이었다.
나는 학위과정을 끝내고 대학으로 옮겨 가면서 서울고에서의 10년 교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 후 공사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
다. 그런데 서울고 22회 제자들을 만나면 가장 반갑다. 회식자리에라도
앉으면 허물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한다. 제자들이 주는 술은
마다 않고 다 마시다가 끝내는 잔뜩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실수한
일도 많았다. 지난번 동창회 때는 함께 참석하신 정완호 선생님께서 엉망으
로 취한 나를 곁부축하시다가 내가 그냥 나둥그러지는 바람에 함께 길바닥
에 넘어지시기도 했다.
정완호 선생님과는 지금도 매주 만나 바둑을 두고, 저녁에 식사할 때는
한두 잔 반주(飯酒)도 곁들인다. 다들 모여 3학년 담임회의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타계(他界)하시고, 이제 우리 두 사람만
남아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22회도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늙어가는 처지라, 모두들 부
디 건강하고 또 남아 있는 우리 두 사람 담임과의 인연도 오래 함께 향유(享
有)해 나가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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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 서울고 합격까지
김 원 식 (6반)

김원식(金原植)입니다. 1학년 때는 7
반, 2학년 때는 6반, 3학년 때는 6반이
었는데 저를 잘 아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학년 때 친구 류재
군(柳在君)이 저를 잘 아는데, 몇 년 전
에 이 세상을 떠났지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상황 파악이 둔
한 편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극(笙極)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는 서울 광희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총곡리(京畿道 利川郡 栗面 叢谷里)입니다.
이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남쪽, 율면은 이천군에서 남쪽, 총곡리는 율면에서
가장 남쪽 변두리에 동떨어진 외진 곳입니다. 이 총곡리를 경계로 남쪽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동쪽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甘谷面)입니다. 총곡리
서쪽은 산이 겹겹이 쌓여있어 인적이 드뭅니다.
동쪽은 200-300m 정도 논밭이 있고, 바로 남북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입니다. 이 시내에서 동쪽으로 1.5km 논밭
이 넓게 펼쳐져 있고,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작로라고 불렀
던 이 도로가 3번 국도입니다. 총곡리에서 북쪽으론 좀 떨어져 백족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 산 너머는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입니다.
총곡리에서 우리 집은 250여년을 대를 이어 내려온 종갓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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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11대조 묘가 서쪽 뒷산 행정구역상 송곡리, 1대조 묘가 송곡리에
있고 13대조 묘가 임곡리에 있습니다. 종갓집으로서 부귀를 이어받았으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 대에는 집안을 꾸려나
갈 재산이 없어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서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훗날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총곡리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는 세 곳입니다. 같은 면내 있는 율면초등학
교,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극초등학교, 감곡면에 있는 감곡초등학교입니
다. 율면초등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북서쪽으로 5km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겹겹이 쌓여있는 산들을 여러 번 넘든가, 아니면 산 밑
길을 이리저리 빙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생극초등학교는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내를
건너 논밭길을 좀 걷고 신작로가 나오면 신작로를 따라 쭉 걸어가면 되고,
감곡초등학교는 생극초등학교 가는 것처럼 북쪽으로 가는데 거리가
6-7km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생극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생극초등학교는 제법 역사가 오래되고 큰 학교입니다. 제가 30회 졸업생
이고 당시 한 학년이 3반까지 있었습니다. 학교가 5km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겐 꽤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를 힘들게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 해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 학년 우등상장을 탔습니
다. 배우는 것이 너무 쉽다는 생각이었지요. 사실 옆에는 졸업할 때까지도
산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공부
도 잘 했지만 학교에서 특별 활동으로 붓글씨 쓰기가 있었는데 저는 붓글씨
를 특히 잘 썼습니다. 학교 내 붓글씨 대회가 있었는데 4-6학년 학생이
참가하여 제가 4학년생으로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6학년
때에는 음성군 내 초등학생 붓글씨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우수상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붓글씨를 잘 쓰게 된 이유는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전 할아버지께서
시제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방을 쓰셨는데 그 때 먹을 갈아드리며 할아버
지께서 지방 쓰시는 모습을 보며 큰 인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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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쓰기 외에 운동도 잘 했습니다. 특히 달리기를 잘했는데 같은 학년 학생
중에는 제가 제일 빨랐습니다.
6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입
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때 율면, 생극면에는 중학교가 없고, 감곡면에 감곡
중학교, 생극면을 지나 금왕면에 무극중학교가 있습니다. 생극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무극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무극중학교
는 10km이상 떨어져 있어 갈 수 없고 북쪽으로 7km 떨어진 감곡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당시 무극중학교든 감곡중학교든 입시 경쟁률은 거의 없어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극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니까 감곡중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
만 있고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너는 공부를 특히 잘한다고 하니 중학교는 서울에서 다녀라.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 그 순간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말로만 듣던 서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지요.
얼마 후 서울을 직접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 수학여행을
서울, 인천으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수학여행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 멀리 간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에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달려 서울운동장 옆, 퇴계로 7가에 있었던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차량이 많이 달리는
걸 보고 정신이 어리벙벙해졌고, 수송초등학교 옆 증평여관에 숙소를 정해
묵었고, 종로에 있었던 전철을 탄 기억도 있고, 창경원도 구경하고 남산에
도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본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 날짜도 초등학교 졸업일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도 어디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책은 교과서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서도 없고 풀어볼 문제집도
없습니다. 시험준비를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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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서울에서 중학교는 많기도 한데 일류중학교 그 중에서도 경기,
서울, 경복중학교는 일류 중 일류로 입학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고 합니다.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1등을 하는데 하는
생각만 했지 실력을 비교해 볼 만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세 학교 중 그래도
제일 약하다는 경복중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시험보기 며칠 전 서울로 갔습니다. 시험 보는 날 아버지를 따라 시간에
잘 맞춰 경복중학교를 찾아가서 시험을 잘 보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답을 맞춰보니 애매하다고 느낀 국어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이렇
게 시험문제를 풀어본 것은 처음이고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맞는 줄 알았는
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리라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
교 때 항상 1등을 했으니까요.
합격자 발표 날입니다. 역시 아버지와 함께 가서 합격자 명단을 보았지만
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여태껏 경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는
데 이렇게 어렵게 서울까지 와서 시험에 떨어지다니 기가 죽고 힘이 빠졌습
니다. 아버지께서도 크게 실망하시는 것 같고...경기, 서울, 경복중학교 들
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단 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바로 후기
중학교 원서를 내야했습니다.
후기 중학교는 중앙중학교, 동성중학교 등 일류 중학교는 감히 지원할
생각도 못하고 공립이면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알려진 광희중학교
를 택했습니다. 공립은 사립에 비해 학비도 덜 든다고도 들었습니다. 후기
중학교 시험도 전기 때와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합격이었습니다. 광희중학
교 학생이 되었고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깡촌 출신 학생이란
약간 놀림조의 말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겠지요.
중학생이 되어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울 종로구
충신동에 작은 전세방 하나를 구하시고 할머니와 서울로 올라와 세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고향에는 어머니, 감곡중학교 3학년인 형, 바로 밑 동생
은 초등학생, 그 밑 여동생, 남동생은 하나는 이제 걸어 다니고 하나는
젖먹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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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서울에서의 생활, 학교생활이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어 한동안 적응
을 잘 못했지만 서서히 자연스레 맞춰나갔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우선 좋은 점은 학교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충신동에서 광희중학교까지
2km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등교, 하교에 드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
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습, 복습을 꼭 하였습니다. 처음 듣고, 쓰고,
읽고 하며 배우는 영어는 신기하고 공부하는데도 신이 났습니다. 수학도
재미있었고요.
중학교 들어와 첫 중간시험을 보았습니다. 성적은 60명 중 꼭 중간 정도.
서울은 시골과 다른 것을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골이었으면 당연히
1,2등은 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내가 공부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빈껍데기를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뭐 특별
히 하여야 하는 일도 없고 혼자 가고 싶은 곳도 없고 해서 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2학년 때도 학교 성적은 계속 상승하여 3학년이 되어서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3학년 때 네 번 고등학교 입학 모의시험을
보았는데 한 번은 1등도 하였고 나머지도 2등 두 번, 4등 1번이었습니다.
성적의 기복이 없이 일정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 성적은 항상 전체
1등이었습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갖춰졌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졸
업이 가까워 오고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지원
때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더 겁이 났고 경복고등학교는 전에 중학교를 떨어진 적
이 있어 왠지 꺼려졌고 서울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겁나고 가슴 떨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서울고등학교는 동일계 서울중학교 영재들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중학교에서 실력이 쟁쟁한 뛰어한 학생들만
지원하는데, 중류에 속하는 광희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했다고 지원하니
겁나고 가슴 떨리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담임선생님께서도 걱정을 하셨
지만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시험을 치른 당일 불안,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무난히 시험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대충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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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선택 과목) 다 잘 치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어 시험은
여러 문제를 확실히 틀렸습니다. 불안, 초조가 겹쳤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 국어 문제를 여러 개 틀려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싸여 낮 12시도 한참 지나서야 아버지와 함께 서울고등학교 합격
자 명단을 보러 갔습니다. 교문 앞 왼쪽에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
도 없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확인하고 갔겠지요. 저는 아버
지와 함께 게시판으로 조심스럽게 서서히 갔습니다.
수험번호순으로 명단이 붙어있었습니다. 번호를 따라 쭉 내려가 보았습
니다. 아, 그런데 내 수험번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이름도 분명 김원
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 합격. 합격했습니다. 나는 펄쩍펄쩍 뛰며
순간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내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확인하고
합격을 비로소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 그 감격의 순간.
서울고등학교 합격. 언제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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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을 지나서 걸어온 길
김 인 성 (3반)

전북 익산이 고향인 나는 초등학교 5학
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용산에 있는
삼광초등학교를 졸업했다(그 덕분에 평
생 친구 임충빈을 만났고..^^). 중학교
입학원서를 어디에 낼까 정하기 위해
삼촌과 함께 소위 ‘4대 일류학교’들을
모두 순회한 결과 당시 서울중학교의
위치와 캠퍼스가 제일 맘에 들어서 결국 경희궁에서 6년 동안 꿈을 꾸며
살았다.
경희궁의 맨 위쪽, 아카시아 향기 짙던 제3운동장에서 뛰놀며 지낸 까까
머리 중학교 시절의 추억으로는 서오릉으로 첫 소풍을 갔던 일과 학교
뒤 중앙관상대 쪽 뒷동산에서 뽕나무 오디열매를 실컷 따먹고 배탈이 났던
일들이 생각난다.
본교에 진학하여 고교생이 되어서는 문과반에서 사춘기의 열병을 앓으며
시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교복 칼라에 단 배지를 으스대며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를 뻔질나게 쏘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고3 중반 무렵 누나 같던 막내고모가 육사 출신 대위와 연애를
하는 바람에 육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가을이면 일반대학들보다
일찍 입시를 치르는 육사에 연습 삼아 시험을 보게 된 것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어버렸다. (육사 실기체력 측정을 할 때는 교통이 편리한 우리학교
제1운동장에서 하였는데 운동장을 열 바퀴 도는 2,000m 달리기 측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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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께 달린 20명중 당당히 1등을 하기도.. 아마 돌계단에 앉아서 소리
지르며 응원하던 우리 반 친구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
일찌감치 육사에 합격을 해놓은 나는 남들이 한참 입시준비에 몰두할
때 한가롭게 종로의 음악감상실 ‘르네상스’에 드나들며 시를 끄적거리고
잠시 대학생 형, 누나들과 어울리기도 했었지..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후에는 양구, 광주, 춘천, 현리, 진해, 용인, 서울
등지를 돌며 근무를 했고 말년에는 호주 주재 국방무관과 계룡대 무관실장
을 끝으로 전역을 하였다. 전역 후에는 진로그룹과 풍산그룹에서 약 7년쯤
회사생활도 해 봤고..^^
지금은 고향에서 가깝고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했던 충남 계룡시에 낙향
하여 노후를 즐기며(?) 생도 때 만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가끔씩 연락
오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의 전화 목소리가 반가워 눈물 글썽거리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아! 우리의 삶은 일장춘몽이라고 했던가..!

왼쪽 위 → 김인성 이상훈 김도렴 이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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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눈물로 불러 보는 Largo
김 중 곤 (6반)

라르고는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의 한
대목으로 원래 곡명은 ‘옴브라 마이
푸’(Ombra mai fu, 그리운 나무 그늘
이여)이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칭찬하는 내용이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항상 부러웠다(지금
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곡을 부드럽고, 시원스럽게 부르는 동료 교수를
보면 차원이 다른 존경스러운 존재로 비쳐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일찍이 노래에 관심을 갖고 배우지 못했나 하는 후회를 했다.
몇 년 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주위의 동료 교수들이
거의 다 퇴근하여 절간 같이 조용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구절의 가사만을 그냥 나오는 대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뜻도 모르면서 발음, 음정, 박자가 맞는지도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옴브라 마이푸 디베제에타빌레 카라데 마빌레 쏘아베 피우”
아니 이럴 수가? 이 노래는 고등학교 때 음악시간에 듣고, 불러보았던
노래 Largo가 아닌가! 그 당시 대학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공부를 하던
때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수업은 대충 하던 때였다. 일주일에 한 번 있던
음악시간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또한 당시 음악 선생님은 정년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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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선생님(지금의 내 나이보다는 훨씬 젊으심)이셨다. 음악 시간마
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Largo를 반복적으로 듣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전부는 아니어도 내 경우는) 마지못해 불렀다. 교육에 열의가 없
으셔서 매번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도 생각했다. 선생님 말씀의 영이
서질 않아 음악시간이 조금은 산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지휘봉으
로 교탁을 두드리며 ‘야 이 녀석들아, 사내 녀석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가곡 한두 개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국어, 영어, 수학, 생물, 화학 등이 대학입시에 중요하다고 하여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들은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무엇을
배웠는지도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못해 따라 불렀던 라르고
가 50년이 지난 후 무의식중에 콧노래로 흘러나온 것이다. “옴브라 마이푸
디 베제에타빌레 카라데 마빌레 쏘아베 피우(Ombra mai fu divege
tabile cara ed amabile soave piu).....”
음악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때에 이미 대학 이후의 내 인생의 길을 준비
시켜 주셨던 것이다. 철없던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고
탓만 하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부랴부랴
막힌 가사, 악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다. 가사가 뿌옇게 보이는 것은
노안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님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 때문인
가? 그때는 철이 없어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 짓을
했다.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멋진 사람
이 되었겠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동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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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박 동 철 (8반)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에 실
을 원고를 내달라는 50주년 추진단 편
집위원회의 공지를 받고 벌써 50여 년
전인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잠시 되돌
아보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과거보다는 현
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과거로 돌아
가 기억을 되살리며 글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미적분방정식을 푸는 것이나,
제 전공분야 학술논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는 많은 동기생들이 경희 옛궁터에서 중고등학교를 합쳐 6년의 세월을
보낸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3년간의 시절만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신설동
에 있는 대광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지요. 중학교를 집에서 걸어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해 전차나 버스를 이용해 시내 중심지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 저를 매우 들뜨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학교의 면적이 중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넓고, 운동장도 3개나 되고, 또 옛 경희궁터에 자리잡은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도 저를 뿌듯하게 했었지요.
중학교에서도 교훈이 교실 앞에 걸려 있었겠지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
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교실 앞에 걸린 교훈을 매일 한번은
속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암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렸으나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여 이 글을 쓰면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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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을 펼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 들어서 자리에
앉으면 매일 읽었던 교훈이 “1. 올바른 사람 2. 튼튼한 사람 3. 쓸모 있는
사람 4. 끝을 맺는 사람 5. 따뜻한 사람”*이었더군요. 아마 신입생 초기에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학교에 오면 혼자 속으로 교훈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송길호
와 박기서가 저의 대광중학교 동기생입니다.
집이 있던 성동구 하왕십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서대문, 광화문, 또는
시청 앞으로 전차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만원 전차를 타다가 다른 승객의
팔꿈치에 모자챙이 걸려 교모를 전차 밖으로 날려 보내 모자를 또 샀던
기억도 납니다. 통학 친구들로는 같이 왕십리 인근에 살았던 곽억연, 장동
명, 지용붕, 김형수 등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수업을 마치고 억연이와 집에
가는데 전차 안에서 억연이가 이번만큼은 중간고사에서 저를 기필코 넘어
서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또 안 되었다고 겸연쩍게 얘기
해 제가 미안함을 느낀 적도 있었지요. 제가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학업성적은 꾸준히 잘 나왔으니 공부 효율이 친구들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무학여고 인근에 살았던 곽억연네 집을 방문해 부모님과 형님을 만났던
기억, 동명초등학교 인근에 살았던 장동명이의 하숙집(?)을 방문했던 기억,
전농동에 살았던 조덕호네 집을 방문해 덕호 부모님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덕호 동생을 만났던 기억, 안타깝게도 일찍 고인이 된 이성훈이네 집을
방문해 부모님과 형님을 만났던 기억, 성동고등학교 인근에 살았던 이강욱
이네 집을 방문해 형님을 만났던 기억, 제물포에 살던 석영수네 집을 방문
하여 어머니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지낸 영수 동생을 만났던 기
억, 배진건이네 등촌동 집을 방문했던 기억, 동대문 인근 김형민이네 집을
방문해 형민 어머니께 인사드렸던 기억, 장충동 박기서네 집을 방문해 금성
사 사장을 역임하신 기서 아버지께 인사드렸던 기억, 사직동에 살던 황진하
네 집을 방문해 어머니께 인사드렸던 기억 등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고2때 누구들과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으나 무명시절의 윤항기가
윤복희 오빠라며 출연했던 무교동 술집에서 사복을 입고 술 한잔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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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광화문 일대 중국집에서 고량주 마시던 일, 고3때 양종하, 석영수, 조덕
호, 황진하와 관악산에 갔다가 소주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못 잡아
길가 상점의 계란판을 깔고 앉았던 일, 대학 합격자 발표 난 직후 같은
과에 합격한 이필중, 윤현로와 함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권영한 담임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모두들 홀가분하고 즐거운 마음에 양주로 과음했었던 일
등 음주와 관련되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당시 제가 좋아했던 펄시스터즈의 공연이 시민회관(지금의 세종문
화회관)에서 있었을 때 저 혼자서 학교에서 바로 교복을 입은 채로 공연
시각에 맞추어 공연장에 갔었지요. 모자만 벗고 입장하여 관람했는데 입장
때 직원이 ‘사복을 입고 오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고등학교 교복
입고 공연 보러 오면 되겠나’ 하며 야단을 쳤지만, 입장은 시켜 주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졸업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했던 그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1 때 교실에 앉아 읽었던 교훈과 대비시켜 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튼튼한 사람이 되도록 나름 신경을 쓰며 살았
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으며,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확실하게 끝을 맺는 사람으로 살았고, 겉으로는 엄하고 매섭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려 합니다.
* 뒤에 교훈이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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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아프고 슬픈 꿈
박 래 부 (7반)

어린이 식으로 말하면, 꿈은 ‘자면서 영
화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자
면서 영화를 자주 본다. 꿈의 내용은 대
부분 기억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지만,
좀처럼 잊히지 않는 꿈도 있다. 나는 고
3 때의 꿈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난다.
1969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
다. 살아오는 동안 세상일이 힘들거나 번뇌에 시달릴 때, 무섭고 나쁜 꿈을
여러 번 꾸었으나 그 때만큼 불길하고 두려운 꿈을 꾼 적은 없었다.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나는 뿌연 배경 속으로, 장승 모양의 거대한
형상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진한 검붉은 색 피부에 키는 5m 정도의
벌거숭이 큰 사내였다. 가까이 다가온 그를 보니 그의 온몸에 도끼로 찍힌
듯한 무수한 상처가 나 있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표정을 한 채, 입은
꽉 다물고 있었다. 나는 경악하면서 꿈에서 깼으나, 압도해 오는 공포로
몸은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아, 결국 그렇게 되나 보다.’ 퍼뜩 몇 시간 전에 병원에 두고 온 L 생각이
난 것이다. 그 전날 오후, 나와 같이 안양에 사는 J로부터 모 병원으로
오라는 급한 전갈이 왔다. 가보니, L이 그 전날 사무실 건물까지 딸려 있어
꽤 넓은 J의 집으로 놀러왔다가 사전에 준비한 다량의 약을 먹고, 위독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몇 명이 L이 깨어나길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통금
시간이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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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뒤 무서운 악몽을 꾼 것이다. 불길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 채
오전에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의사가 더 이상 L의 회생 가망이 없으니 집으
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다. 몇 명과 함께 상도동 L의 집으로 갔다. 그
날 늦게 L은 숨을 거두었다. L은 우리 중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생을 마감한
친구에 속할 것이다. 또한 그의 자살은 같은 학년으로서 가장 비통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나는 L과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후 그리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해 왔다. 우연히 내가 안양에 살다
보니 그의 마지막까지 배웅하게 되었다. 그는 상당한 미남이었으나, 평소에
는 반항적이고 거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그 불길하고 무시무시한 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고3의 현실적인 중압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극도
의 비극적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무수한 상처와 함께 절망적인
표정의 사내가 등장하는 그 꿈은 L의 최후를 말해주는 것인가, 혹은 꿈을
꾼 나의 현실과 미래와 관련되는 것인가, 아니면 두 젊은이 모두를 향한
것인가 하는 우울하고 풀리지 않는 물음을, 나는 그 후 가끔 떠올리곤 했다.
비극적 사건이 있기 두어 달 전, L은 나를 찾아와 “너 나와 같이 해군사관
학교 가지 않을래?”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체질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라고 말했다. “알았다” 하고 그는 갔다. 그
비극 이후 생각해 보니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하는 남자들의 세계가 그에게
맞았을 것도 같았다. 군의 엄격한 규율 속에 그의 성질과 깡을 조금씩 순화
시켜가며, 해군장교로 커가는 것도 괜찮은 길이었을 지도 모른다.
L은 우연히 안양으로 와서 삶을 끝내면서 내게 각인하듯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꿈을 남겼다. 안양은 서울과는 달리 다소 폐쇄적인 도시이다.
학생들의 경우 여러 사람이 매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통학하는 처지이
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하나의 커뮤니티적인 분위기와도 같은, 다른 지역
과는 결이 다른 인간관계를 빚어낸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왔지만 안양은
내게 가끔 또 다른 슬프고 안타까운 꿈을 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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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3 봄부터 집에 돌아온 후 저녁에 안양의 어느 도서관에서 입시준
비를 했다. 내 친구 한 명과, 아는 여학생 셋이 함께 도서관 일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 중 한 명이 가끔 꿈에
나타난다. 그녀 K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면 꿈속에서는 반갑고, 잠에
서 깨어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내가 처음 그녀를 꿈속에서 보았을 때는 마흔 살 무렵이었다. 그녀를
본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
이었다. 도서관으로 짐작되는 공간에서 나를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을 뿐이
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이 들뜨고 설렜다. K를 보다니….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쉽게 찍고 전송도 할 때가 아니어서, 한번
사는 길의 방향이 달라지면 사진으로나마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다. 물론
나는 그녀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안부를 전하듯 그녀는 몇 년에 한번 씩 꿈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나는
며칠 동안 기쁘고, 어수선한 삶 속에서 한 갈래 맑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
나 한편으로는 슬펐다. 얼마 전 꿈에는 이제 제법 나이가 든 그녀가 “내가
밥 살게, 가자”고 말해 왔다. 꿈에서이지만 ‘밥을 산다는 것’은 가벼운 의미
가 아니었다. 이제는 젊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
다는 의미로 들렸다.
고3 2학기가 시작된 후 한 달 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침울한 표정
으로 “내일부터 도서관에 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우리 네 명에게
밝혔다. 그녀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불안하고 침울해져서, 장녀인 자신이 집에서 공부하며 식구들을 다독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져 그녀 친구 둘은 집으로 갔고 나와
내 친구, 그녀가 도서관 옥상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내 친구도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 공부를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해서 나와 그녀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다. 통금으로 인적이 끊긴 적막함 속에, 어둠을 밝히려
켜놓은 촛불처럼 거리엔 가로등이, 하늘엔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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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그녀와 내일부터는 만나기도 어려운
헤어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훗날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읽었을 때 그날
밤이 생각났다. <…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다음 날 그녀의 친구가 “새벽 4시까지 얘기했다며?”라고 한 마디 던지고
갔다. 해가 바뀌어 K는 대학생이, 나는 재수생이 되었다. 그 뒤로 계속
나와 K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외지도 알바를 소개하거나,
친구 결혼식 때 보거나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나는 누가 혹시 물으면 ‘K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곤 했다. 그녀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갖지 못
했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천연덕스럽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
나는 좋아한다는 감정을 더 발전시키려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내 마음은 남녀 간의 우정이라고 말하기엔 애정적 부분이 컸고, 애정
이라고 보기에는 심신을 불타오르게 하는 화력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운 좋게 그녀를 더 자주 보게 된 것은 내가 군을 제대하고
복학한 후, 또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
이다. 가끔 버스에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얘기를 나눴으나, 나나 그녀나
새롭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 몇 년에 한번씩 K가 꿈에 나타나는 것이
다. 그때마다 반갑고도 슬프다. 그런데 K꿈을 꾸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다. 무의식의 작용인 그 꿈들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꿈은 애초부터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수수께끼나
신비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사람의 ‘의지’와 관련해서 아내와 말씨름을 한 적이 있다. 오래 전 아내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내가 ‘돈도 없고, 인물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바람피울 염려는 없다’고 ‘3무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 아내는 스스로 생각
해도 그 말이 재미있었는지 그 후 또 한 번 그 얘기를 하기에, 나는 미리
준비한 말로 반격을 했다. “내가 중요한 세 가지가 없는 것은 맞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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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의지야. 남이 보기에 별 볼일 없는 남녀도
의지만 있으면 불륜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거야.” 그 반격에 밀렸는지 아내
는 그 뒤 3무론은 다시 꺼내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아내의 꿈을 꽤 자주 꾸기 때문이다.
꿈에서도 아내는 내 삶의 여러 분야에 밀착돼 있다. 몇 해 전 안양에서 가까이
지내던 우리 고등학교 후배가 내게 ‘형이 늦도록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K누
나를 좋아해서 그랬던 거냐’고 넌지시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이른바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은 더 큰 이유는, 그리고 내가 꿈에 K를 보면서도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는, 더 근원적인 것이다. 총명했던 그녀
는 비통하게도 40년 전인 30대 초반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다.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 한 L과 K, 그리고 알고 지내며 기쁨과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영원히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삶의 세계와 죽음의 영역이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다음 같은 통찰의 글에서 우리는 한 갈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그 역시 30대 중반에 삶을 마친 불우하고 불운했
던 화가이다.
死者를 죽었다고 생각지 말자
생자가 있는 한
사자는 살 것이다
사자는 살 것이다

2021년 12월 한라산이 보이는 제주도 우도에서
아내 이석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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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결의
손 승 철 (4반)

나는 1952년 3월 31일, 서울 용산구 용
문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님은 철도
공무원이었다. 효창동과 용문동에는 철
도관사와 철도부지가 많았는데, 내가 태
어난 집은 용산에서 서강으로 가는 철로
변 부지에 있었다. 지금은 집 앞으로 삼
각지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큰 도로가 있
고, 6호선 ‘효창공원앞역’ 앞이라 번화하지만, 당시는 서울 사대문 밖으로
한적했다. 그러나 효자동에서 원효로4가를 오가는 전차길 옆이고, 용산구
청과 경찰서가 근처고, 또 효창공원이 있어 그렇게 촌스럽지 않았다.
1958년 금양국민학교에 입학했다. 당시는 새 학기가 4월1일이어서 7살
에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어렸을 때 장난이 아주
심했다고 한다.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가서, 6년 개근상을 탔고, 공부도
썩 잘했다.
1964년 서울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고순환과 이영종이 동창이다. 원효로
에서 전차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 경기여고 옆길로 걸어 다녔다. 서울에
살았지만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세계에 가는 기분이었
다. 그러나 통학 시간의 전차는 항상 만원이었다. 요즈음 러시아워 시간의
지옥철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막내삼촌이 전차승무원이어서 가끔 삼촌이
운전하는 전차를 탈 수 있었다. 그 경우는 삼촌이 운전석 옆, 빈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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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들어오게 해서 특혜를 받아가며 전차를 타고 갔다. 운전석 옆에서
전차철로가 쭉 뻗은 길을 내다보면서 달리는 속도감을 만끽했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상을 앞서 달리는 환희와 외로움 같은 걸 느꼈던
것 같다.
중학교 세계는 초등학교와 달랐다. 초등학교에서는 줄곧 우등을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인지, 중1, 첫 시험 반에서 5등
하던 성적이 점점 떨어졌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
정성화・정종호・유장렬이다. 우리들은 우정을 쌓아가며 삼국지를 읽고
‘도원결의(桃園結義)’도 하고, 의형제를 맺었다. 유비, 관우, 제갈량, 화타처
럼 되자고 다짐했다. 15살 소년치고는 꽤 괜찮은 꿈을 꾸었던 것 같다.
중2 때 정완호 생물선생님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셨다. 정완호 선생님은
나중에 고3 담임으로 다시 만났다. 정완호 선생님은 지금도 3학년 4반
동기들과 찾아뵙는다. 나는 선생님을 통해 노벨상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의학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셨고, 나
는 학교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관심이 있었다. 친구들이란 성
화・종호・장렬이었다.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에 제3운동장 옆 공터에서
만나, 검술과 권법 연습을 했고, 때로는 역사와 철학을 이야기했다. 가끔
5교시 국어시간에 늦어서 이성구 선생님께 야단을 맞던 기억도 있다. 특히
정감록에 관심이 많아 한문 원서를 함께 읽기도 했다. 어렸을 때, 천자문과
소학을 읽었던 나는 어김없이 한자실력을 발휘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영선 한문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했다. 정감록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동양고전에 능하셨던 선생
님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정감록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도원결의한 네놈이 작당
하여 도(道)를 닦기 위해 가출하기로 했던 것이다. 고2때이니까, 68년 5월
이다. 중간시험을 앞두고 몰래 가출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장렬이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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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실토를 하는 바람에 가출모의가 들통
이 나서, 모두 호되게 혼쭐이 났다. 그러
나 가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해 여름
종호 아버님의 주선으로, 장렬이를 빼고
성화, 종호와 셋이서 설악산 화암사에 들
어가 한 달 동안 수도생활을 했다. 절에서
하산한 후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황대식, 정창영, 박우규를 만나 우리 친구
들은 7명이 되었다. 이중 성화가 몇 년
전에 타계했고, 종호는 목사가 되어 미국
LA, 창영이는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지
만 우리는 지금도 도원결의의 우정을 나
누고 있다.

창영, 우규, 종호와 함께

고3때 나는 수색에 살았다. 당시 수색 가는 길은 비포장이고 너무 멀어,
3개월을 남산에 있는 장렬이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편찮아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의과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 장렬이와 우규를 빼고 모두 낙방했다.
당연한 결과로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그래도 나는 서울 중・고교를 나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나의 정신세
계는 크게 세 가지의 틀을 가진 것 같다. 첫 번째가 아버지의 공무원 마인드
다. 두 번째가 서울 중・고교 김원규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다. 결석생
보다 지각생을 더 싫어하신 선생님은 ‘어디 가서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서울고 출신 3천명이 이 나라 3천만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훈시하셨고, 그 말씀은 전설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어졌다.
소위 엘리트 교육론이다. 세 번째가 해병대 정신이다. 청소년기부터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나를 지탱해주는 건. 내가 이런 정신토양 속에서 살아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는 259기, 아들 민규는 893기로 우리는
부자가 해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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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낙방한 후, 재수를 하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고, 성균관대
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역사편찬원, 영남대학교를 거쳐
1981년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그 후 36년간 재직하다가
2017년 정년퇴임했다. 전공은 한일관계사로 일본 동경대학에 3년간 유학
을 경험으로 한일관계사학회를 창립했고, 국사편찬위원, 한일역사공동연
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일관계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저서와 논문
을 100여 편을 썼다. 요즈음도 지난 2천 년간의 한일통사와 한일연표 집필
을 계속하고 있다.
춘천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울고 동문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이며 행복이다. 21회 치과의사 이정하 선배와는 춘천남성합창단을 창
단했다. 12회 이창환 선배는 늘 인자한 큰형님같이 너그럽게 후배들을 감
싸준다. 내가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
9회 이상우 선배와 17회 유명환 선배를 만난 것도 나로서는 큰 행운이
다. 두 선배 덕에 나의 전공영역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문 조건식 차관도 이때 춘천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나 동기 최형
태를 먼저 보낸 건 큰 슬픔이다. 또 25회 이상곤 한림대 병원장, 28회
한베드로치과도 정감있는 후배들이다. 서울고 동문이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다. 그래서 춘천을 떠나면서 동문들의 이야기를 한곳에
담아 『재춘서울고 50년사』를 발간했다. 나에게 서울고와 동기, 동문, 선후
배들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다. 늘 정겹고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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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의 은사님
양 창 수 (2반)

1.
고등학교 때 나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
다. 그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내 나를 지탱하여 주는 정신 또는 마음
의 바탕이 되었다. 거기에는 물론 살아가
면서 지켜야 할 자세나 실현하고자 노력
해야 하는 가치와 같은, 굳이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과 관련된 나의 어떠한 경험을 적어 보고자 한다. 물론 다른 과목, 특히
국어나 영어는 물론이고, 국사나 세계사 등도 그 후 평생의 ‘식량’이 되었음
이 틀림없지만, 우선은 생물과 독일어에 한정한다.

2.
생물 과목을 담당하였던 정완호 선생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를 가르쳤
던 젊은 시절에는 어린 우리의 미숙한 안목으로 보기에도 정말 눈이 부신
미남이었다. 키가 훌쩍 큰데다가, 코가 우뚝 하고 눈이 움푹 파인 것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像이 그대로 생명을 얻은 듯했다. 한참들 외모에
신경을 쓰던 무렵이라, 선생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킬 정도였다.
또한 선생님은 열성으로 가르치셨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씹어 보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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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도 DNA⋅RNA가 어쩌니, 리보좀이 어쩌니, 미토콘드리아가 어
쩌니 하는 말을 들어도, 또 예를 들면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인간개체복
제의 법적⋅윤리적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글을 읽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은 오로지 정완호 선생님으로부터 이것들에 대하여 ‘잘
배운’ 덕분이다.
아마도 그 시절, 그러니까 1967년 초부터 1969년이 기울어가는 때까지
사이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최신의 생물학 지식을 배운 학생은 아주 드물
것이다. 우리들은 그 후에 선생님께서 문교부에서 교과서 편수의 일을 담당
하시고, 나중에는 한국교원대학교로 옮기셔서 학문적 업적을 혁혁하게 남
긴 것을, 또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행정을 원만하게 담당⋅처리하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선생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먼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도 호되게 치시기는 했다. 그렇지만 잘못 한 일을 보고서도 야단을
치지 않는 스승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야단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생님을 조금도 미워하거
나 원망하지 않았다.
아마 고2 때 겨울이라고 기억한다. 눈이 많이 오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다. 우리 반의 이영호가 뒤늦게 문을 드르륵
열고 교실에 들어섰다. 역시 ―나중에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지만
― 대리석을 깎은 듯 수려한 얼굴에, 오버코트의 어깨 위에 눈을 잔뜩 얹은
채로. 우리는 저 지각생 이영호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야단을 맞을 것인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영호에게 눈길을 한 번 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
는 것이었다. “알료샤가 왔네.” 그리고 별다른 말씀도 없이 자리로 들어가
앉으라고 하셨다. 알료샤가 누구냐고? 말할 것도 없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젊은이이다. 나
는 그때 영호와 끊임없이 삶과 사회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었던 터이라,
영호 개인,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에 대한 선생님의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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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2003년 5월 9일에는 선생님께서 당시 내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의 관악캠퍼스에 왔다. 교수 노릇을 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들
바쁜 중에도 열댓 명 모였다. 선생님께 한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선생님
은 부끄러운 듯 천천히 교학상장敎學相長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옆에서 선생님을 내내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베푸
신 대로 저희도 학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되뇌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독일어는 나중에 단국대학교 독문과로 가신 김성대 선생님(대학에 계시는
동안 고등학교 독일어 교재도 펴내셨다)이 가르치셨다. 우리는 앞에 나오
는 der, des, dem, den ･･･의 정관사부터 저 끝 무렵의 접속법 제2식,
그리고 가정법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배웠다. 내가 대학에서 전공하는
민법은 독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독일어는 거의 밥벌이수단이라고
할 만하다.
거기다가 선생님은 군데군데 ‘요령’을 곁들였다. 이러한 요령들은 후에
대학에서 연구 지망생들에게 원서 강
독 같은 것을 할 때 써먹기도 했다. 예
를 들면 동사의 비분리전철은 ‘뱀팬티
게버쩌’로

외우라고

하셨다.

be-,

emp-, ent-, er-, ge-, ver-, zer-를
붙여서 빨리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이다. 우리는 또는 나는 그 나이에 어
울리게 거기서 재빨리 어떤 성적性的
냄새를 맡아내었던 탓도 있어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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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코 잊게 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명사 등 앞에서 일어나는 형용사 어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의자
를 측면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상세는 다음의 그림을
보기 바란다. (친구들, 다 잊어 버렸나?) 지금도 독일어의 형용사 어미 변화
에 대하여는 자신이 있다.
나는 1982년 7월에 독일(당시는 통일되기 전이니 정확하게는 독일이
아니라 서독)로 유학을 갔다. 그때 법원에 있었는데 선배 판사님 중에 독일
로 유학 갔던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나도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하여튼
독일 학술교류처(DAAD)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시절 루프트한자는 독일까지의 직항편을 운영하지 않고 도쿄에서 갈
아타야 했다. 도쿄에서의 트랜싯 이틀인가를 이용하여 친척들을 만났다.
그리고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서 잠시 쉬고
북극을 돌아 함부르크에 도착하였다. 도합 스무 시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위 학술교류처에서는 먼저 독일어를 익히도록 했는데, 그 과정은
하필 저 남쪽 끝 보덴호수를 끼고 있는 콘스탄츠에 여름방학 동안 임시로
연 괴테인스티튜트(이하 ‘괴테’)에서 열렸다. 그러니 일단 다른 비행기로
슈투트가르트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로 갈아타야 했다.
그 사이에도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무사히 콘스
탄츠에 도착했다(지도를 펼쳐 찾으면, 이 여정이 꽤 지독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게다). 콘스탄츠에서는 우선 들어갈 반을 정해야 하니 ‘등급시험’이
라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게 문법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점수
가 좋을 수밖에. 판정관이 나에게 제일 높은 상급반을 배정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그 반에 들어가 보니, 어떤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가끔 담당 선생님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었다. 나도 독일 오기 전에 서울 남산 아래의 ‘괴테’에
서 독일어회화를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독일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말하였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쉴 새 없이
떠들어대서 완전히 질려버렸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저 과묵한 얼굴색이
노란 인종을 슬슬 꼬나보는 게(또는 꼬나보는 듯한 게) 견디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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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끝에 등급이 낮은 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여 결국 하나 낮은 반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도 사정이 아주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온
화학 전공의 여학생(그녀는 이미 동독에 유학한 일이 있다고 했다), 그림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를 빼닮은 스페인 여학생(이름도 마리아였다)도 있어서
인지 마음이 훨씬 덜 불편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독일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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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인연으로 시작된 인생 1모작
유 영 제 (7반)

이규형 동기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쓰
겠다고 대답은 하였으나 무엇을 써야할
지 생각하니 막막하였다. 오래전 경희궁
터 캠퍼스에서의 기억나는 이야기를 쓰
기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온 이야기도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인연’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경희궁터에서의 인연으로 시작
된 나의 인생 1모작의 경험과 생각을 동기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인생의 인연을 만나다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우리에게 유전자 그 중에서
도 DNA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내용을 중학
생이 접할 수 있었으니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
무척이나 흥미롭고 가슴을 뛰게하는 내용이었다. 생물과목이 좋아 고등학
교에 가서 생물반에 가입하였는데 생물선생님도 고등학교로 오셔서 생물
반을 담당하셨다. 생물선생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방과 후에는
생물반에 가서 현미경으로 이것저것 관찰도 하고 관련되는 책도 보았다.
요즘 이슈가 되는 바이러스의 구조를 그때에 공부하면서 칠판에 바이러스
의 증식 모식도를 그려보았던 기억이 있다.

54 그리운 22 학우들아

자유롭게 생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화공과로 진학하였고(화학공학의 한 분야는 생물화학공학이다) 박사공부
를 한 뒤 화공과(지금의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되어 30여년간 생물화학
공학(biotechnology)을 강의하고 연구한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니 복받은 인생이다.
정완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 내가 교수가 된 후에 선생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데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이라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푸념을 하였다. 다음날 사모님이 집사람에게 전화하여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박봉에 고생하는 제자를 위해서 거금
을 빌려주셨다.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인연이다. 학생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선생님, 꿈을 심어주시는 선생님,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과 같은 고등학교 교육시스
템이라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였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의 자율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교사는 수능 준비하기 바쁜데 실험은 말로 몇 마디 설명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학교에 실험실이 있는 줄도 모르는
졸업생도 있었다.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성이 강조
되고 그 결과로 학교는 수능 학원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 현실
이다. 실험을 하면서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꿈같은 희망이다.
수월성과 평등성 아니 수월성과 표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은 대학도 마찬
가지이다. 프랑스의 경우를 생각한다. 프랑스의 지식인을 만나면,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소르본느 대학 등 국립대학을 파리1대학, 2대학 -- 이렇게
대학을 개편한 것이 프랑스가 경쟁력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한탄하고 있다.
그나마 그랑제콜이라는 특수 대학이 있어 아직 버티고 있는 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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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프랑스 대학의 우수성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프랑스는 오래
전 개발한 떼제베, 항공기, 원자력 기술과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지 첨단
IT, B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학교, 학급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는 학교, 국가의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가 그립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도 같이 공부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교육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교육 관련 모임에서 나를 초청하는 기회
가 많았다. 그러다가 과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인재육성위원회 위원
장직을 맡게 되었다. 관련된 포럼과 토론회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창의
적 인재가 국가의 미래다’ 라는 제목을 붙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대학,
교육부, 국회 관계자 등에게 발송하였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국회의원 한
분이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교육부의 공무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공대 교수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였다. 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 나에게 중앙공무원교육
원(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으로 공무원을 잘 교육해달라고 하셔서
원장직(차관급)을 수행하였다.
어느 날 후배가 나에게 대제학이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성균관의 장을
대제학이라고 하여 정2품(장관급)이었다. 성균관은 원래 초시 1차 합격자
를 공부시키던 곳인데 공자를 모시는 사당도 있었다. 따지고 보면 성균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인 셈이고 따라서 원장은 과거에는 대제학이라고 불리우
는 인물이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은 국가의 인재이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순환보직제라는 제도 아닌 제도에 갇혀 자주 보직을 바꾼다.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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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단다. 민간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없다. 보직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되니 골치 아픈 일은 추진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간 일을 하면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일을 잘 추진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행정혁신을 한다고 인사혁신처를 만들었다. 조직은
건드리지 못하고 인사를 하니 반쪽 혁신인 것이다. 그래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부처 전체가 아닌 세부 분야별 순환을 하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있다.
1모작이라도 제대로 끝내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넘어 나이 70이다. 인생 2모작 시대
라고 한다. 누구는 전원생활도 즐기고, 목공예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아님
손자손녀 본다고 바쁘다는 등 그렇게 인생 2모작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 2모작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1모작도 제대로 못한 듯하다. 교수로서 바쁘게 바쁘게 일했다. 교수로
서 교육과 연구도 열심히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전에는
달동네에서 야학 선생도 했고 최근에는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를 만들
었고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회도 조직하여 나눔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역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했다. 다 못한 사랑을 하고 싶다. 친구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구촌 식구에 대한 사랑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인생의 역동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이타적인 행위도, 그럼으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므로, 이
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라고 포장해도
좋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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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DNA가 있는 듯하다. 봉사 또는 사랑을 하면 DNA가 발현되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논에 벼를 심어 벼가 다 자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추수하여 필요한 곳에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 1모작을
아름답게 끝맺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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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선택과 합격 운으로 누리는 행운
유 인 식 (2반)

경희동산을 떠난 지 벌써 반세기가 되었
다. 나에게는 경희동산 ‘서울맨’이 된 것
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서울고 진학이
고 가장 출세한 것이 서울맨이 된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시골 오지(奧地)의 중학생이었던 나는
어느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다. 충남
소재 H고에서 D고로 변경했다가 입시 직전 12월말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
오게 되어서 더욱 그러했다.
1개월 단기코스 학원의 상담교사로부터 학교 몇 군데를 추천받고 그 중
에 욕심을 내서 지원했는데, 運 좋게 합격하였다. 그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누리는 행운은 없었을 것이다. 순간의 選擇과 합격 運으로
지금의 행운을 잡은 것이다.
인왕산 자락의 드넓은 교정과 숲이 우거진 뒷동산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 철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 그 중에서도 교문 안쪽 농구장
옆 斜面에 핀 개나리꽃의 화사함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촌놈이어서 교정 주변의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을 보고 그 향기에 매료된
적도 있었다. 향기가 좋아서 일부러 도서관 2층 창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
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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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늘어선 운동장 옆 버드나무도 일품이었다. 봄바
람에 일렁이며 흩뿌리는 버드나무 꽃가루 함박눈은 경희동산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곳을 지나다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리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 보고 혼자서 어깨를 으쓱댄 적도 있었다.
돌거북, 오랜 세월 겪어 온 풍상(風霜)으로 다소 볼품없이 된 유적이지만
회화나무 고목과 함께 경희동산의 역사를 온전히 증언하는 귀한 상징이었다.
이렇게 멋있는 경희궁터에 세워진 학교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다. 누가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겠는가?
경희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무지개가 솟아오른다는 최인호 선배님
(16회)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 가슴에는 우리들만 가지는 이런 왕기(王
氣)가 서려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꿋꿋하게 살아온 그 근원에는 아름다운 꽃들, 늘 푸른
나무, 넓고 광활한 교정에 대한 자부심과 인왕의 억센 바위 정기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순간의 選擇과 합격 運으로 이런 행운을 누리며
살아왔다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울맨이라는 이유로 참으로 많은 특혜를 받아
왔다. 특별한 게 없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순간의 選擇과
합격 運으로 과분한 대우를 받아 왔다.
학교 창립자 김원규 교장 선생님의 야심작으로, 한국의 이튼스쿨로 만들
겠다는 가르침을 실천해온 훌륭한 선배님들의 노력, 헌신, 희생으로 다져진
명문고 출신의 혜택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 왔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명성
과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 동문들이 참으로 고맙다.
오래 전에 총동창회 운영위원으로 잠깐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간혹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울고를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는 신동호 선배님(5회)의 말씀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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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다. 서울맨이라면 누구도 이에 달리 덧붙일 게 없노라고 힘주어
강조하셨다. 짧은 말씀이지만 내 가슴에 크게 울려왔다.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소금의 존재로 살아야 한
다. 비록 모퉁이의 돌이 되더라도 기꺼이 나서야 한다. 우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항상 서울맨으로 서 있어야 한다. 총동창회와 동기회의 일원으
로서도 같은 생각이다.
이제 70줄에 들어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白手가 되었다. 아내가 일찍
소천하고 아이들도 모두 분가하여 혼자 외롭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전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다. 순간의 選擇과 합격 運으로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품성과 마음의 여유를 가진 동기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친구들, 정기 모임을 후원하
며 Hot한 소재로 텅 빈 머리를 채워주는 똑똑한 친구들, 등산이나 운동에
끼워주고 늘 배려하는 친구들, 그들은 나에게 귀한 보배요 자산이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노라면 그 훌륭한 품성이 흘러나와 나를 채우는
것 같다. 간간히 동문 산악회를 따라 다니는 국내외 명산 트레킹도 백수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든다.
내 얘기를 듣는 타교 친구들은 이를 부러워한다. 이 또한 경희궁터 출신
왕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이다.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친구라고 한다. 이러한 행복은 좋은 친구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다.
순간의 選擇과 합격 運으로 나는 지금 또 하나의 인생을 가진 福으로
살고 있다.
나 자신도 좋은 친구와 행운이 되어 나머지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보람찬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우리들의 학창시절 61

합창반과 새문안교회
윤 호 기 (6반)

드디어 심사위원 중에서 연대 음대 곽상
수 교수란 분이 나오셨고, 그 분 지휘에
맞춰 모든 참가 교회성가대가 함께 지정
곡 ｢오 찬송 부르세｣를 합창했다.
“어떤 교회는 이 곡을 느리게 불렀는
데, 원래 템포는 훨씬 빨라야 하지요.”
우리는 찔끔했다. 바로 우리교회에서 느
리게 불렀기 때문이다. 이어서 곽 교수님의 강평. 노래 부른 순서대로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씩 지적하며 나갔다. 때는 1967년 10월 2일. 장소는
정동감리교회 예배당. 교회음악사 주최 제8회 전국학생성가대 경연대회가
열려 참가한 7개 교회의 순서가 끝나고 심사평을 듣는 순서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노래 잘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
교는 남자 교사의 음악 수준이 꽝이었다. 그래서 음악시간만 되면 옆 반의
여선생님이 풍금을 하나 가져와서 반주하며 노래 하나 가르쳐 주곤 했다.
그럴 때면 그 여선생님이 마지막에 나더러 가르쳐준 노래를 불러 보라고
시켰다. 내 노래를 들으면 “네가 남자 애들 중에선 노래를 제일 잘 부른다.”
고 칭찬해 주곤 했었다. 학교에 합창부도 있었지만 여자애들로 구성돼 있어
서 합창부 노래를 들으면 부럽기 그지없었다. 그 부러움을 풀어준 것이
고등학교 때 합창반이었다.
모두들 기억하겠지만 고1때 첫 음악시간에 대머리의 할아버지 최동희
음악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전원이 한 사람씩 도레미파 노래하는 오디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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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어느 상급생이 들어와 칠판에 번호를 죽 쓰곤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내 번호도 있기에 가 보니 엄량(嚴亮)
이란 이름표의 3학년 형이 미리 와 있던 2학년들더러 모인 우리 1학년들을
둘러싸라고 시켜서 도망 못 가게 하고는 “너희들은 무조건 다 합창반을
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2학년 몇 명을 뭔가 트집 잡아 빳다 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비록 분위기는 그랬지만 나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되어 잘 적응하며 활동해 나갔다. 나는 테너에 속하여 파트 연습과 전체
연습을 번갈아 참석해 나갔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유명한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을 연습했다.
처음에 베이스가 멜로디를 “고-요-하-고-”하고 부르면 테너와 바리톤이
짧게 “고요” “하고”라고 부르며 화음을 넣었다. 2학년 김현중(金玄中) 형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뒤에 “도나우” “도나우”를 모두 크게 부르는 대목에서
“도나스 도나스”라고 노래해서 우리를 웃기기도 했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특별 연습도 있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막 개학
한 8월 말 2학년 반장인 임경호(林慶浩) 형이 1학년 몇 명을 불렀다.
3학년 반장 엄량 형 반에 새문안교회 고등부성가대 나가는 형이 있는데
엄량 형에게 합창반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며 “새문안교회 고등부성가대
에서 이번 가을에 성가경연대회 나가는데 남자가 부족하대. 너희가 좀 가서
도와줘라.”
기왕에 열심히 활동하는 거, 선배의 말에 끌렸으나 걸리는 게 있었다.
“원래 저희 집안은 정동감리교회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다니지 않지
만 나간다면 정동교회로 갈 겁니다.” “대회 끝나면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일단 고3 형 만나서 이야기해 봐.”
며칠 후 새문안교회 다닌다는 고3 형을 만났다. 그 때 김동배(金東培)
형은 경연대회 후엔 안 나가도 된다고 했었다.(그 말이 정치적인 발언이었
음은 동배 형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후에야 알았다.) 그 말 믿고 가기로
약속한 날 나가보니 이번엔 다른 고3 형이 우리(나 외에 김수종도 있었다)
를 안내하러 나왔다. 그래서 원정연(元正淵) 형에게 동배 형에게 했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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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했다. 그랬더니 정연 형이 일갈했다.
“짜샤. 다니면 다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대회만 끝나고 안 다니는
건 뭐냐!”
완전히 코 꿴 상황이었다. 정연 형은 나중에 법대로 진학해서 역시 성격
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새문안교회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는 최동희 선생님
같지 않고 젊고 유능했다. 경연대회 지정곡은 악원사 악보의 No.3 ｢오
찬송 부르세｣, 자유곡은 No.4 ｢천사의 노래｣로 정해졌다. 주일 연습 외에
화요일과 목요일의 특별 연습이 이어졌다. 혼성합창의 매력에 끌리고, 늘
경원하던 여고생들과 아주 가까이서 목소리를 합해 나가는 쾌감에 끌리면
서도, ｢천사의 노래｣는 왜 그리 지겨운지. 마지막 부분의 신나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 너무나 길게 세 번이나 느리게 끄는 부분이 싫고 힘들었다.
“어이 테너! ‘장-엄하게’의 ‘엄’을 거칠게 내지르면 어떻게 하나! 곱게 좀
해 곱게!”
“야, 이 아멘은 찬송가 끝의 아멘과 다르단 말야. 깨끗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내!”
좀 소리를 내려고 하면 곧바로 질책이 떨어졌다. 몇 번 야단맞고 나니
아예 부르기가 싫어질 정도지만, 그래도 참아 보았다. 한 번, 두 번 연습이
반복될수록 느린 부분도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 세 번의
느린 부분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 “맘속에 근 - 심 걱정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테너가 쉬다 나가기도 하고, 테너가 “이-”하고 끌면
여성파트가 “복된”하고 나가기도 했다. 끝에 아멘이 있는 점도 다르고. 점차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게 될 즈음, 경연대회 날이 되었다.
지휘자는 대회 시작 전에 우릴 모아 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우리 인원이 모두 43명이다. 40명이 넘으면 감점이란다. 정말 미안
하지만 자진해서 세 명만 빠져라.”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모두들 황당해 했다. 우선 대장, 총무가 빠졌다.(당
시엔 대장이 학생이었다.) 어색한 침묵 후 나처럼 ‘도와주러’ 왔던 김수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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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대면서 뒤로 빠졌다.
“고맙다. 수종이 네가 노래도 잘한다는 것은 안다. 그래도 모두를 위해
빠져 주어 고맙다. 오늘 결과가 좋으면 다 네 덕분으로 알겠다.”
지휘자가 공개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대회 장소는 공교롭게도 부모님이 다니시는 정동감리교회. 초등학교와
중1때 다녔던 교회라 기분이 묘했다. 어차피 대회가 끝나면 새문안과 정동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윽고 새문안교회 성가대에 대한 심사평. 곽상수 교수의 말씀이 이어졌다.
“아까 지적했듯이 새문안교회는 지정곡의 템포가 느렸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좋았고, 자유곡인 천사의 노래는 선곡도 잘했던 것 같고 많이 다듬
은 표가 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여성 삼부합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말씀 후에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는 긴장에 몸을 떨었다. 모두 일곱
교회. 심사위원장은 1등 한 팀, 2등 한 팀, 3등 두 팀, 장려상 세 팀이라고
소개한 후 장려상부터 발표했다. 일단 장려상은… 면했고, 언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를는지 알 수 없어 손에 땀을 쥐며 듣고 있었다. 3등… 2등…
발표 때까지 새문안의 이름은 없었다. 아니 그럼… 우리가… 1등?
“와!” 우리들은 모두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1등이 새문안 교회라는
발표소리도 우리 환호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이어서 시상식. 우승
상장과 함께 받은 오르간(풍금). 당시는 웬만한 초등학교에는 피아노 대신
발로 바람을 일으켜 쓰는 풍금이 있던 시절이었다. 정동교회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서로 들겠다고 나서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풍금을 운반해 새문안으로 돌아왔다.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하는
내 고민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지금도 내 낡은 앨범 속에 빛바랜 당시 사진이 있다. 부상으로 받은 풍금
을 놓고 그 주위에 둘러싼 새문안 고등부 성가대원들. 당시 지휘자, 반주자,
교회 목사님들,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그 날의 감격이 새겨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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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새문안교회에 다니게 된 지 55년, 처음 같이 갔던 김수종은
고등학생회 총회에서 교회 특유의 표결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
하다 맘에 상처 받고 떠났고, 고2때 김태극과 이성우가 한동안 같이 고등부
성가대를 했었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유영제와 송길호가 같이 대학생회에
서 뭉쳐서 3총사로 활동했다가 1971년 위수령 때 시국 관련 집회에 참석했
다가 경찰에 연행된 후 교회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크게 실망한 길호 어머니
가 못 다니게 해서 빠졌고(그래도 부인은 여기서 만났다.) 유영제만 계속
같이 다니다가 서울대에서 입학 관리할 때 너무 바빠서 못 나오기 시작하면
서 지금은 적만 걸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한 20년 전부터 지용붕이 나오고
있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있다.

1968년 새문안교회 고등부성가대 시절의 윤호기, 김태극, 이성우
[사진 촬영 및 인화 : 당시 서울고 사진반장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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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다른 삶을 살아오며
이 영 호 (3반)

박래부에게서 전화를 받고 무척 반가웠
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가끔 만
나서 술도 한잔 하곤 했었는데, 근간에
는 연락조차 서로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생각이 많아
졌습니다. 래부야 글을 쓰는 일이 직업
이었으니까, 원고 쓰는 일이 별 부담이
없겠지만, 이렇다 할 사회적이나 직업적 성취도 이루지 못한 제 입장에서
는, 동기들이 읽을 만한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그나마 하던 일도 다 접고 두문불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
니다.
만일 잡지사 같은 곳에서 받은 원고청탁이라면, 그냥 어린 시절의 연애담
이나, 대중이 흥미를 가질만한 여배우 얘기를 적당히 써서 보내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동기 여러분 모두 비슷한 처지이겠
습니다만, 저는 시력을 잃고 나서, 혼자서 외출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가끔씩 있었던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못해서 그저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인간은 ‘기억의 덩어리’라고들 하는데,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비록 기억을
끌어 올릴 사진이나 동영상도 인식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여러분보단 훨씬
불리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머릿속의 뉴론은 살아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나이 탓이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으니, 동기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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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세상을 버린
최중면, 얼마 전 작고한 이규도, 그리고 훨씬 전에 세상을 달리한 성이제,
김기홍 등이 그들입니다.
즐거웠던 기억들만은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기홍이는 영어회화 클럽을 함께 했으니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화여고 학생들과 빵집 등에서 즐거
운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아마, 가장 순수하고 즐거웠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얼굴에 번집니다.
특히 기홍이와는 경쟁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걸어
가는 동안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었죠.
성이제와는 졸업 후, 어른들의 유흥에 빠져서, 애증관계에 얽혀 부끄럽고
지저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의 부음을 듣고 참석한 장례식에서
이제 어머님을 포옹한 채, 통곡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풀어버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기홍이 죽기 전에 김시영 동기의 주선으로 법원 앞에서
술도 마시고 환담하면서, 함께 스케이팅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만 해도 희미하나마 시력이 남아 있었는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기홍이 가슴을 부여잡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아는 동기들도 있겠지만, 제가 시력을 잃은 건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안과 질환 때문입니다. 이 병의 대표적 초기 증상은 야맹증인데, 우리가
고등학교시절엔 야간활동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눈치 챈 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맹증과 함께 서서히 나빠지는 시력 때문에, 저는 초중고 시기
동안 판서를 제대로 옮겨 적을 수가 없어서, 짝들의 노트를 빌려, 쉬는
시간에 겨우 필기를 마치곤 했습니다. 결코 즐거웠던 기억은 아닙니다만,
일상생활에선 그렇게 심각하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
하지 못했죠. 이 지면을 빌어 김유신 그리고 정열에게 노트를 빌려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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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웠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제 눈이 그렇게 엉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양창수도 “네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너 시력 잃을 줄 알았어.” 하는 겁니다. 한동네에서
뛰놀면서 자란 아이들은 다 알았던 거죠. 어쨌든 장애를 타인에게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은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역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다른 삶을 살아 왔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간 것도 그렇고,
영화판에 들어가 배우노릇을 얼마간 한 후에는 다 늦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한국을 떠난 것도 사실은 모두 현실을 도피하려는 제 못난
본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처가 그 모든 현실적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저대로 동기들과의 교류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
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실명의 충격도 컸고, 옛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
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중했던 친구들을 다 잃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완전한 낙제인 거죠. 한 사람과 타인과의 우정이나
사랑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돈독해지는 것인데,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정말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굳이 좋은 면만 바라본다면, 성찰하는
나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혹시 저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동기들에
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도 지나고, 치기만만했던 젊은 시절도 어느새 다 지나
갔군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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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을 선택해서 잘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메인스트림’을 타고서,
그래서 적당한 명예와 재산도 이루어내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 왔을
겁니다. 혹 가다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겠죠.
그런데 대단한 성취도 이루지 못한 저입니다만,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
차, 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한 정치적 신념도 없습
니다. 단지 어린 시절, 무슨 놀이를 하던 계속해서 술래를 면치 못하는
애가 생기면, 다시 술래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골목대장이 될 만한 입장이었을 때뿐이었습니다만 모든 꼬마들이 만족했
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야기이니, 이게 벌써 60년 전이 되는군요. 이건 아마도 로맨
티시스트였던 선친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친에게는 이복형님이 있
었다고 하는데, 제 친할머니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었
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친은 술이 취하신 날은 그 이복형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셨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전쟁을 치른 지 십 년도 되지 않았을 때이니,
어느 가정이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렇게 비참했었다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
다. 선친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현동에서 살았었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옷이나,
차림새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주변 아이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사뭇 불편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세상에 대한 채무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경험과, 어린
시절 어머니의 치맛바람에서 비롯한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좋은 교육
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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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시로는 우리의 살림형편이 그나마 어머님의 치맛바람이 가능할 정도
는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문화적 환경덕분이라는 말씀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나, 우리 자신의 사회적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서였겠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시 한국사회가
어떠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언덕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언덕을 오르
려면 몸무게도 줄이고 걸머진 짐도 줄여야 하겠지요. 그래야 가볍게 남은
구간을 행복하게 마무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깨닫고 계신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

영화 ‘실명’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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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수원 딸기밭으로
이 정 중 (5반)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에 투고하라는
독촉이 빗발 같아서 뭘 쓰기는 써야 할
텐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며칠
밤을 몸부림치다가 문득 고등학교 1학
년 때 수원에 딸기 먹으러 갔던 일이 떠
오르데요. 그 때 같이 갔던 유종길과 이
기준 군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니 내가 아무리 후라이 쳐도 그게 아니라고 따질 인간이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고요.
그 날 우리는 자전거 가게에서 빌린 자전거로 수원 딸기농장까지 갔다
오기로 계획을 그야말로 대충 세우고 무작정 떠났지요. 한강다리 건널 때까
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페달을 밟았는데 아뿔싸, 수원이 이렇게 멀리 떨어
져 있을 줄이야! 경부고속도로도 아직 생기기 전이라 온갖 종류의 자동차가
다 달리는 국도를 따라 가는데, 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마다 경적을 울리
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지 않아도 힘든 나의 육신과 함께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데요.
한강다리 건널 때만 해도 셋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답게(?)
달렸는데 언제부턴가 나 혼자서 낑낑대며 가고 있더라고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나는 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언덕길이 앞에 나타나길래, ‘아 이 길은
도저히 자전거 타고는 못 올라가겠다, 내려서 걸어 올라가자’ 하고 정지하
는 순간, 페달 밟느라고 구부렸던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그만 나뒹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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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다행히 자동차가 다니는 쪽 반대편으로 넘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몇 시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달려 드디어 딸기농장에 도착
하여 종길, 기준과 같이 딸기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딸기는 아주 맛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서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로 아득하데
요. 그러나 뭐 별 수 있나요? 빌린 자전거를 그 날로 반납해야 하니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오는 수밖에. 돌아오면서 귀마개를 하나 사서 끼고 오는
걸 생각하지 못한 내가 무지하게 바보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셋은 언제부
턴가 서로 헤어져서 따로따로 자전거를 반납하고 각자 집으로 갔는데, 다음
날 만나서 알게 된 사실. 유종길의 자전거가 중간에 바퀴살이 부러져서
20km 이상을 자전거를 끌고 오느라 밤늦게 도착했다네요. 죽지 않고 살아
서 온 게 기적이라고 한참 떠벌이는 얘기를 두고두고 들어야 했습니다.
또 언젠가 한강에 배를 빌려서 타다가 교각 근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빠져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났으면 100살은 못 살아도
80은 넘겨야지 벌써 다 갔냐? 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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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추억
허 철 령 (6반)

학생의 일은 공부다. 이것은 농부의 일
은 농사짓는 일이라거나, 군인의 일은
나라 지키는 일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가 학생일 때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명제였다. 당시에
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엔터
테인먼트가 없어서 공부 말고는 다른 할
일이 딱히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지금의 학생들도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는 인강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초중고교생이
었던 60년대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방과 후에는 빈 교실에 남거
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학교에 가기도
했지만 앞의 두 장소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당시로서는
시설이 좋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남산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다. 집에
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도서관을 가야하는 이유는 학습 분위기와
냉난방 때문이었다.
도서관에는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만 왔으므로 공부 말고 다
른 것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젖어서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선풍기도 귀하던 시절이라 공부를 하려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을 감수하면서 끈질기게 의자에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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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는데 공공도서관에는 여름에는 천정에 달린 선풍기가 돌고 있었고
겨울에는 부족하지만 스팀 난방이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남산도서관에 가려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살던 응암동에서 25번
수색~서울역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남대문쯤에서 내려서 남산 기슭에 있
는 경사진 도로를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남산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아래로는 퇴계로가 지나가는 구름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그 주변은 서울에
서도 홍등가로 이름 높은 양동(楊洞)과 도동(桃洞)이 있는 곳으로서 낮에도
화장을 짙게 한 거리의 여인들의 출몰이 잦은 곳이었다.
학생, 학생, 학생이 최고야/이 세상에 학생 없으면/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학생!/달이 떠도 학생!/학생이 최고야
그들도 젊은이가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3~4명이 함께 그들의 미래 고객들을 칭송해 마지않는 합창을 하면
서 중고교생한테까지도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다 못해 손목을 잡고 끌어당
긴다. 기껏해야 중 2~3이었던 나는 아직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事)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므로 대강 외면하면서 지나갔지만 앞
에 가던 고2 고3 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낄낄거린다. 그들은 얼굴에
멍게처럼 여드름이 숭숭 나고 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피 끓는 사춘기를
지나는 청춘이었다.
남산도서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는데 공부할 장소를 찾아온 학생들의
숫자가 수용가능인원보다 항상 많았으므로 새벽부터 와서 가방으로 줄을
세워놓고 있다가 번호표로 바꿔주는 것을 기다렸다. 번호표를 받으면 곧
입장이 시작되었으나 늦게 가면 번호표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으니 가히 향학열에 불타던 시절이라고
할 만 하였다. 다행히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얻으면 추운 바깥
에서 떨며 기다리던 보람이 있어서 훈훈한 온기 가득한 공간에서 얼었던
몸이 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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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풀어서 먹곤 했었는데 보리쌀 섞인 찬밥에 반찬이라곤 거버(Gerber)
이유식 유리병에 들은 김치뿐이었지만 맛있게 먹었다. 남산도서관에서는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메뉴는 우동과 오뎅국물 두 가지뿐이었던 것으로 기
억한다. 나는 3원하던 국물을 자주 사먹었었는데 국물은 간장을 풀고 멸치
와 파를 썰어 넣고 끓인 뜨거운 오뎅 국물로서 도시락으로 싸온 찬밥을
말아서 먹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가끔 써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적
(私的)인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는 취미, 특기, 희망 같은
난이 있어서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하게 했었는데 언제나 취미: 독서, 특기:
책읽기라고 쓰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나도 남들처럼 취미란에는 운동이나,
음악이나, 서예 같은 것을 쓰고 특기란에는 태권도, 유도, 축구 같은 운동을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써내라
고 해도 취미는 독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기는 친구 만나서 음주하는
것과 여행 정도 되겠는데 술은 두어 달에 한 번씩이고 주량도 이미 많이
줄었으며 여행은 시간이 없어서 못가니 무취미에 무특기를 겸한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중2때 담임이었던 박재호(朴在浩)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신
분으로써 주산(珠算)과 상업을 가르치셨지만 대학시절 축구 국가대표도
하신 일이 있어서 같은 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도 겸하고 있었고 또 도서관
도 담당하고 계셨다. 나를 모범생으로 생각하셨던 선생님은 여름방학이면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도서관의 서고 열쇠를 아예 내게 맡기셨다. 담쟁이
넝쿨이 벽의 거의 전체를 덮고 있는 이 고색창연한 붉은 벽돌 건물의 윗층
에는 대강당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음악실과 도서관이 있었는데 1933년에
만들어진 옛날 건물이어서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어서 웬만한 더위에도
시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자유열람실에 연결되어 있는 서고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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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들어서면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허락된 수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중2 여름방학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곳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1967년 고등학교에 합격하던 해에 입학에 앞서 학교로부터 받은 준비물
리스트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입학기념으로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한권
씩 기증하여 달라는 것이었는데 나에게 할당된 책은 정음사(正音社)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 중의 한 책인 스탕달의 ‘적(赤)과 흑(黑)’이었다. 청계천
고서점가를 뒤져서 거의 새 책에 가까운 중고책을 구해서 경희도서관에
제출했는데 그 전에 내가 기증하는 책을 안 읽어 볼 수는 없다고 생각,
기증에 앞서 일독을 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줄리앙 소렐이라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젊은이가
적(赤)으로 상징되는 군인이라는 직업과 흑(黑)으로 상징되는 신부(神父)로
서의 직책, 그리고 여인들 사이를 오가면서 갈팡질팡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
기였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이 젊은이가 신약성서를 처음부
터 끝까지 완전히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물론 출세의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정도이다.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동장이 세 개라는 것과 그중
제1운동장의 한쪽 구석에 있는 경희도서관이었다. 대개 중고등학교의 도서
관은 교사의 한쪽 구석에 있기 마련이었는데 새로 입학한 학교의 도서관은
나무 숲속에 고즈넉이 들어앉은 단아한 단독 2층 건물이었다. 앞으로 여기
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도서관의 주인(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던 시절이었다.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올라서면 우측으로는 혼자서 공부하는 자습실이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는 책꽂이에서 마음대로 책을 뽑아볼 수 있는 자유개가식
도서 열람실이 있었다.
미당 서정주(徐廷柱)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는 기막힌 구절로 자신의 청춘시절을 술회했
지만 소생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청춘시절 나를 키운 건 8할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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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학 입시로부터 시작하여 고교입시, 대학
입시, 대학에서의 그 수많은 시험들, 의사면
허, 전문의 자격시험 공부를 비롯하여 각종
의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도서관 신세를 지
지 않을 수 없었다.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거
나 한 분야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루
에 10시간 이상씩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바쳐
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도서관에서였
다. 청춘시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 요즘도
가끔씩 집 근처 덕이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
려보기도 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날이면 자리
잡고 앉아서 독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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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도선(導船)을 돌아보며
고 순 환 (2반)

도선은 항만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을 안전
하게 일정한 부두나 정박지에 접안, 이
안, 묘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도선법
에 의해 국내 11개 항만 등 일정한 개항
장에 출입항 시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당해 항만의 도선사를 강제
승선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에서 먼 해상구역에서 도선 요청이
있을 시 임의 도선구역을 정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도선에 응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선박 무인화 자동화 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계속 성능이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접•이안 도선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많은
변수(풍향, 풍속, 조류방향과 속도, 선박의 기관상태, 구성원의 역량, 예선
의 성능, 조수 간만의 차)에 따른 순간의 종합 판단이 안전 도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인 자동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입항하는 것은 IT가 인간의 직감, 순간 종합 판단력을 대체하고, 항만 자체
의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좀 더 세월이 흘러야 될 것같다.
선장에서 도선사가 되기까지
1969년 고3 초입 때 같은 반 친구의 소개로 당시 해양대 신입생인 고교
1년 선배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집안 형편도 고려하고 세계 각처로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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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생각에 삶의 첫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3월 해군 소위로 임관, 해상 전투부대
1전단 구축함(DD)에서 1년 해상 복무를 하고 모교의 부름을 받아 중위
1년은 해양대학 지도관(훈육관)을 역임하였다.
제대 후 일본 해운회사에 입사 해상생활을 시작해서 1979년 29세의
나이로 동기생 중 첫 선장을 하게 되었다. 1994년 현대상선 선장을 마지막
으로 해상 생활을 잠시 접고 해운 관련 업무를 하다 2000년에 도선사
시험에 응시해 2019년 말까지 장장 20년 가까이 인천항 파일럿(Pilot)으
로 바다 인생을 지냈다. 그 후 동기 학형들과 목요 우면산행, 토요 거마산행,
22동기산행, 운동모임 등 즐겁고 편안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바다인생 45년, 인천항 파일럿 20년
황천을 수없이 겪어보기도 했지만, 바다가, 승선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지
는 것은 나의 독특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몇 년간의 항해사 직책을 수행한
후 29살의 젊은 나이에 선장 직책을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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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명의 선원과 독특한 환경의 선박을 지휘 통솔해야 하는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후 2000년 파일럿이 되기까지(4년여의
공백이 있었지만) 줄곧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는 해상생활의 연속이었다.
도선사 직업의 시작은 내 인생 후반기 결정적인 새로운 변화였다. 2000
년 어느 날, 기억도 희미한 고(故) 이형준 학형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았다.
동기생이 파일럿이 되어 축하한다며 반가워했다. 아마 항공 조종사 면허
합격으로 알았던 모양이었다. 내가 항만 파일럿이라 설명하니 해운회사에
서도 근무했다며 바로 이해하였다. 당시 이형준은 충북 음성에서 항공기
제작에 온 힘을 쏟고 있었고, 한때 미국에서는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 조종
간을 잡으며 항공방송도 했던 모양이다.
여하튼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각별한 느낌과 친분을 갖고 교류
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동기 중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친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며 지금도 애틋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한편 여러해 전에 동기생들과 같이 두 번의 웨이하이(威海) 골프 여행,
미주 동기생들도 합류한 산둥성(山東省) 여행 모두 인천항 갑문 안쪽 부두
에서 직접 도선을 해서 갑문을 통과, 출항시키고 귀국시에도 짙은 해상
안개로 항만 전체가 통제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갑문에 입거시켰던 장면을
생각하며 잠시 ‘도선’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인천항은 전국의 다른 항만과 달리 조수 간만의 차가 9m에 이를 정도로
심해 하역작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내항이 인천항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인천항 갑문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파나마 운하 갑문
폭의 크기와 같게 대형 갑문은 폭 35m로 설계되어 소위 ‘PANAMAX’급의
선박까지 내항으로 진입할 수 있다.
파나마 운하는 진입시 기관차(locomotive)에 줄을 걸어 예인하는
pulling방식인데 반해, 인천항 갑문은 도선사가 직접 2, 3척의 예선(tug
boat)을 조종하며 진입하는 방식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파나마 운하는 운하 자체가 해수면보다 높아 태평양 쪽 발보아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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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플로레스 갑문(Miraflores Locks)과 페드로 미겔 갑문(Pedro
Miguel Locks) 두 단계를 거쳐 운하 높이의 수면까지 선박을 끌어 올려
항해한 후 대서양 걸프만 쪽의 가툰 갑문(Gatun Locks)에서 다시 해수면
까지 선박을 내려서 크리스토발 항으로 갑문을 열고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는 2019년 니카라과에 제2 파나마 운하를 개통해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였다. 제2 파나마 운하의 전체 길이는
278km이지만, 운하 길이는 19km, 수로폭은 최소 230m~520m, 수심
28m로 현존하는 최대 선박(컨테이너 2만5천개 적재)까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도선은 8년 전 VLCC(길이 360m, 폭 70m의 초대형 원유운
반선)를 인천대교를 통과해서 인천 북항 SK부두에 접안시키는 도중에 엔
진 고장으로 극히 위험했던 순간에 고비를 잘 넘기고 안전하게 접안시켰던
일, 또 길이 350m, 선폭 60m의 초대형 크루즈선(승객 5,000명, 승무원
2,500명)을 인천항에 처음으로 입항시켰던 일 등이다.
2000년부터 2019년 은퇴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약 9천척의 선박을 도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내와 가족들의 기도로 작은 사고 하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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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가끔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 배를 목적한 부두에 접안시킬 때 여러
요인들이 협력되어 안전하게 접안을 하듯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내 안의
모든 것과 외부의 여러 요인들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항상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벗들과 더불어 오래
오래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2022년 3월 봄날, 인천 송도를 휘도는 수변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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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이를 그리며
김 동 화 (2반)

내가 졸업 후 김태영을 처음 만난 것은
1974년 여름이었다. 나는 그때 방위병
으로 소집되어 예비군 충정로 2중대에
서 복무하고 있었다. 내가 일하던 예비
군 중대본부 사무실은 동사무소의 2층
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만든
목조 건물이어서 계단과 바닥이 상당히
삐걱거렸다. 태영이가 동사무소 병무 담당자를 만나러 왔을 때 내가 마침
1층에 내려가 있어서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태영이와는 고교
시절에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태영
이는 근처에 있는 미동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그도 곧 방위병으로 복무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대학 4학년에 재학 중 74년 5월에 복무를 시작하였다. 2번의
신체검사 끝에 2을종 합격을 받고 곧 군 입대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다리
던 차에 후순위 조정에 의해 방위병 자원으로 편입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충정로에 배치를 받았다. 나는 그때 별명이 ‘까시’일 만큼 몸이 야위어 있어
서 몸무게가 50kg도 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병무비리를 근절한다고 하여
서울의 경우 후순위 조정 결과를 일간 신문에 본적지 구 별로 발표를 했었
다. 태영이는 곧 수색에 있는 예비사단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자기도
충정로로 배치를 받아오도록 할 것이니 다시 보자고 하였다. 나는 교련
학점을 다 이수한 터라 입소 훈련이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었는데 태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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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다.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방위병이 하는 일은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훈련 소집 통지서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었다. 나는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정로와 중림동의 골목골목은 물론 어느 집에
가면 콜라 한 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태영이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소집을 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
로 배치를 받아오겠다고 하여 내심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당시 중대본부 사무실은 1중대와 2중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전체 5명인 고참과 신병이 잘 어울리고
있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계질서가 있었는데 태영이가 그곳으로 오면
어색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2개월쯤 지났을 때 태영이가 방위병 군복을 입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1중대에 배치되어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태영이에게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을 지 모르니 별도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3중대로 가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태영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엄청난 친화력과 세련된
매너로 근무를 시작한지 며칠 만에 1중대 중대장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는
중대장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면서 점차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게 되었다. 무단 결근은 기본이고
1주일 이상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점차 친해지게 되었다. 그는 몇차례 나에게
돈을 꾸기도 하였는데 나도 전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차고 있던 오래된
손목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기도 했었다. 그는 어김없이 돈을 갚았는데 그때
마다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돌려주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때 태영이는
이미 사회 생활을 상당히 경험한 것 같았고 동료와 상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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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내면서 해를 넘기게 되고 2월에 접어들게 되었다. 나는 5월에
소집이 되어 중간고사를 다 치르고 나서 휴학을 하였는데 그 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해 여름에 소집해제가 되면 다음 해에 가서야
복학해야 할 상황이었다. 주변의 방위병들 중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경우
도 있었다. 집안 형편 등을 생각할 때 빨리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무작정 학교에 가서 학생처 담당자를 만나 봄 학기에 복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였다. 당시에는 대학의 시위
로 인해 자주 휴교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면 어떻게든 학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대본부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중대장도 눈감아 주겠다고 하였다. 충정로와 학교가 있는 신촌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도 내가 욕심을 낸 이유 중에 하나였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와 태영이를 만났더니 뜻밖에도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였다. 그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고
학교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나에게 잘 해결하였으니 복
학 수속을 밟으라고 하였다. 설마 하며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 그렇게 복학을 하였고 사무실과 학교를 매일 왕복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휴교령이 내려져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빨리 휴교령이 해제되고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매일 외줄타기를 하듯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태영이는 나에게 방위병도 의병제대 규정이 있는데 몸무게가 47kg 이하이
면 제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을 알아보니 맞는
얘기였다.
나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 몇 군데를 찾아다닌 끝에 몸무게에 대한
진단서를 가까스로 발급받아 상급 부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곡동에 있는 군 통합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
다. 그렇게 군 병원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소집해제 통지를 기다리고 있
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소집해제 통지서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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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때 태영이가 다시 나섰다. 이번에도 태영이는 그러
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부대였던 예비사단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소집해
제증을 발급받아 왔다. 어디를 찾아가야 할 지도 모르던 나는 정말로 큰
선물을 받은 셈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기에 성적이 좋아 그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받은 장학금이었
다. 그래서 나는 그 후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다고 허풍을 떨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방위소집이 해제되고 나서는 태영이를 거의 만나지 못하였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태영이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다른 방위병과 어울려
흡연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나는 가을에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나와는 재수도 함께 하고 같은 과에
다니던 동기 J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군복무 중이었다. 그는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였다. 그에게 동생 K가 있는데 얼마전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 군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입대하도록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태영이의 도움으로 복학한 것을 알고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한참을 수소문하여 태영이를 만나서 그 일을 좀 도와 달라고 하였
다. 태영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 일을 맡아 주었다. 얼마
후 그가 K를 데리고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K가 편집증 증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렵게 진단
서를 받아 냈다는 것이다. 이제 입영 날짜를 기다려 입영 열차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검진할 때 그 진단서를 가지고 군의관을 만날 요량이
었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하게도 막상 입영 날짜가 닦아오는데 태영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보호자로 K를 데리고 입영 대상자
집결지인 한양대로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J는 아직 군 복무 중이었으므로 나는 하는 수 없이 보호자 노릇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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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K의 부인의 걱정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우리 두 사람은 한양대로
갔다. 그날은 비가 내려서 강당에서 모이게 되었다. 나는 K가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라고 하고 동반 입장하였다. 이윽고 입영 대상 장정들 중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 그날 입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K의 손을 꼭 잡고 순서를 기다려 군의관
앞에 서게 되었다. 진단서를 본 군의관은 몇가지 질문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재검을 받으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는 일단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K는 이제부터는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K는 군입대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취업을 하여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H그
룹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어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문자 그대로 딱가리 노릇이었다. 때로는 회장을 수행하여
지방에도 가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2년을 지낸
후 나는 결혼과 동시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 동안 태영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미국에 갔다는 풍문을 들었지만 자세한 소식을 알지 못하
고 있었다.
유학에서 돌아온 나는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에 임용이 되었다. 나는 나이
가 젊다는 이유로 영자신문을 창간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언론에 관햔
규제가 심하던 시절이라 나는 신문 발행 등록을 위해 여러 차례 서울에
가야 했고 창간 이후에는 원어민 교수 한 사람 그리고 학생 기자들과 함께
몇 차례 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총장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다
는 이유로 질책을 당하였다. 나는 상당히 지쳐 있던 터라 책임을 지겠다며
그 일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신문을 창간해 본 적이 있는 언론인
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대단한 이력을 갖게 되었다.
80년대 초반에 프로 야구가 시작되고 컬러TV 방송도 시작되었다. 83년
9월에는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소련 영사관 앞에서 교민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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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시위 교민들 중에 태영이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무척 놀라면서도 그가 건재하다는 것에 안도하였다. 그
장면은 여러 차례 뉴스 시간마다 방영되었다.
그리고 몇 해가 또 지났다. 나는 부산을 떠나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직장
을 옮기고 3년을 더 근무한 후 사임하고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
는 일을 하는 선교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갑자기
태영이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 동기 총무였던
규도에게 전화를 해 보니 미국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지병이라니… 정말로 황망하고 망연자실할 일이었다. 언젠가
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 너무
젊은데… 나는 며칠 뒤 규도에게 다시 전화하여 혹시 태영이가 자녀를 남기
고 갔는지를 물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녀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
를 들었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미주에 사는 친구들로부터 그가 미주에
서 지내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
만 그나마 객지에서 친구들과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태영이는 그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혼자서 헤쳐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소심하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너는 뭐 그런 것 갖고 걱정을 하냐’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그도 무척 힘들게 살아
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런 태영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
고 그저 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던 것 같다. 세월을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만은 너무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의 푸른 군복 차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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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銅), 그리고 나
김 인 달 (4반)

우리가 서울고를 졸업한 지도 벌써 50
년이 지났으니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가
는가 보다. 나는 오늘, 흘러간 시간들 속
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내 삶의 편린들
을 맞추어 본다. 나는 금속공학을 전공
하고 1974년에 P사에 입사하면서 “구
리(Copper)”라는 금속과 인연을 맺었
다. 인류가 구리(銅)와 접하게 된 것은 11,000년 전으로 청동기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엄격히 말하면 청동기(Bronze Age) 이전에 Copper Age
가 존재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구리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맺게 된 것은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서 200년이 채 못 된다. 구리는
은(Silver) 다음으로 전자를 운반하는 가장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 낸 고도의 전자문명에서 구리를 없애 버린다면 인류는 금방
원시사회로 회귀할 정도로 귀중한 재료다. 오늘날 국가의 선진도를 나타내
는 기준으로서 국민 1 인당 구리 사용량을 지표로 삼기도 한다.
구리의 명칭은 Cuprum에서 유래되었다. 옛날 Cyprus라는 섬에서 구리
가 많이 생산되어 이 이름이 만들어졌다.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 비너스의 피부색이 용해된 구리색이고 배경의 연
청색 바다는 구리가 자연에 20년 이상 방치되었을 때 구리 금속 표면에
나타나는 색상이다. 비너스는 금성이며 금성은 금속을 상징하는 별이기

92 그리운 22 학우들아

때문에, 보티첼리는 우리에게 그림을 통하여 구리라는 금속의 탄생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P사에 입사하면서 나는 구리와 첫 인연을 맺었고 처음으로 관여한
Project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을 구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돔의
소재를 구리로 만든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 돔의 색이 연청색으로 변하여
건축물의 역사성과 미적인 가치를 고려한 부분도 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일은 이 돔 밑에서 일하는 높으신 분들이 구리와 같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돔의 색이 성숙해지듯, 그곳에 있는 분들의 업적
도 빛을 발하리라는 기대감이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돔의 색은 기대와
같이 변해 있지만 그 돔 밑에서 일하던 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구리와 같은
역할을 잘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그곳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만 가끔
귓전에 맴돈다.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를 기본 소재로 하는 전선이나 종 또는
주전자, 식기류 등과는 별도로, 구리를 기본으로 한 특별한 제품인 “동전
(Coin)”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동전은 구리를 주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구리를 이용한 IT 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가 일반화되면서 동전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IC 카드는 사실상 동전의 수십대 후손인 셈이다. 구리가 같은 가족인 구리
합금의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동전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손을 내미는 것도 동전을 원하는 것이고 유럽의
도심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길바닥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이 몇
닢의 동전을 위해서이다. 식당 테이블에 놓여지는 동전도 그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동전은 태생적으로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 또한 딱히 정해진 주인이 없어, 손발도 없고 머리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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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얼굴만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닌다. 여행을 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두운 서랍속이나 비좁은 지갑속
에서 긴 합숙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동전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장시간
합숙을 하기 때문에 매년 나라마다 모자라는 동전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전 소재, 소전(素錢, Blank)을 만드는 회사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동전은 양면에 숫자와 고유 문양을 갖는데 숫자와 고유 문양은 각국의
조폐국에서 “소전”이라 부르는 원형 금속판에 압인 (Printing)을 하게 된
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여도, 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에 의한 변색방
지, 전기전도도, 중량, 위조방지 등 까다로운 규격을 만족시켜야 하는 복합
적인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인도 등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독자적으로 소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내가 몸담고 있던 P사는 현재 소전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40 %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다. 소전의 구매자는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각국의 정부기
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항시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었다. 그래서 황당한 일도 왕왕 발생한다. 특히 후진국에서 소전 검사관으
로 파견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도 호텔
에 머물고 가면 호텔방에 있는 미니바의 물건들과 비품들을 몽땅 가지고
가버려 회사에서 호텔에 배상한 일도 자주 있었다. 또한 자기네들 친척들에
게 줄 선물도 공공연히 요구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는 시내 관광을 하던
중 한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약국에 데려가 약을 사주자 갑자기 나머
지 세명도 배가 아프다고 우겨 배 아픈데 먹는 약을 골고루 사서 나누어
주는 일도 있었다.
자기 나라에서는 약이 매우 비싸고 귀해서 제일 좋은 선물이라 했다.
약을 공짜로 얻기 위해 일부러 배 아픈 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이 찡 하였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검사관들이 오는 경우에는 기도실과

94 그리운 22 학우들아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소전에 대한 검사는 기대할 수도 없었
다. 반대로 내가 쓰는 방을 기도실로 사용하라고 제안하자 소전 검사 일정
을 대폭 감축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가는 정 오는 정 아닐까? 그런데 소전
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동전은 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신규 발행 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므로 정보 입수가 매우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인 소전 관련 국제회의에서 저녁 시간에 서로 만나 와인을 마시고
같이 즐겁게 지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이 Business 세계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뒤통
수 치는 일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적과의 동침도 가능한 것이 이
Business의 특징이다.
동전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동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아름다운 Bridge로서의 역할이 동전이 갖는 고귀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 또한 소전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오만과 편견 등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1990년 말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실화 하나를 소개한다. 당시 유럽에서
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독일 등 9 개국이 합의하여 “유로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당연히 새로운 동전도 만들어
야 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전 공급업체들 에게는 사업적으로 매우 귀한
기회였으며 내가 근무하고 있던 P사에게도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는 사용할 소재와
소전을 공급할 업체가 다 결정되어 있어 P사가 이 Project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은 0이었다. 큰 빵은 유럽 국가들끼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운 굴 속에도 가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이 세상인가
보다! 유로화로 사용할 동전 소재는 스웨덴에서 개발하여 이미 특허를 획득
했으며, 소전을 공급할 회사는 독일, 스페인 등 여러 회사들이 우리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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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었다. 이 Project의 총괄은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었
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개발한 합금을 가지고 유럽의 여러 업체에서 양산
Test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소문을 회사가 우연히 듣고 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나에게 생산 가능성을 물어왔다. 당시, 나는 그 합금의 종류
도 모르고 규격도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내 전공이 금속공학이라 무조건
생산 가능하다고 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본사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목이 걸린 일이라, 불안한지
여러 번 생산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왔다. 나는 단서를 붙여 계속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단서라는 것은 우리가 양산하게 되면, 스웨덴에서 소재에
대한 특허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입장을 포르투갈에 통보하자, 그 쪽의 대답은, 어차피 한국에서
양산을 못할 것이니 특허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알려왔다. 유럽인들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Task Force Team을 만들어 두 달간 열정적으로 연구와 노력(사실은
사투)끝에 (하늘의 도움으로!) 소전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중앙
은행은 우리를 의심하여 3회에 걸쳐 샘플을 2000개, 20만개, 200만개를
공수할 것을 요구하여 순차적으로 생산 제품들을 보냈다. 몇 달간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검사와 최종 공정인 압인 Test 및 자판기 Test까지 한 후
포르투갈 중앙은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P사에 “Homologation=인증
서”을 주고 이야기하였다. “향후 3년 내에 유럽 9개국에 동전을 공급하려면
P사 혼자서는 10년 이상 걸리니 유럽의 공급업체가 생산에 참여하여 납기
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유럽 업체들에게 제조 기술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였다. 어차피 P사 단
독으로 공급 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는 제조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고 유럽 9개국에 공동으로 유로화 소전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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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렵사리 유로화 동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이 확실한 산파 역할을
하였다.
2005년 KBS 담당자들의 2 년에 걸친 끈질긴 요청으로 “신화 창조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 나는 “소전”이라는 제품을 우리나라 전역에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3개월 간의 촬영이 유로화 동전 양산기술 개발보다
더 복잡했던 것 같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자문해 본다. 그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유로화 소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지…
오기? 사명감? 오만함?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교가 2절에 나오는 “중하고
중하도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소절이 그때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고 믿고 있다. 그 때 유로화 동전이 제 때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유럽 은행들
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구리의 정밀 활용에 의한 전자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가
일상화되면서 동전은 서서히 그 모습과 역할을 잃어가는 듯 보인다. 문득
질문이 떠오른다. “길거리에서 연주하며 또는 길 위에 그림을 그리며 동전
몇 닢을 바라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카드 체크기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동전 한 푼을 원하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관광객들 앞에 카드 체크기
를 내밀 것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위스키나 음료 한 잔 마시고 테이블
위에 동전을 올려놓는 장면이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식당의 Table마다
Tip용 카드 체크기가 설치될 것인가?”
나는 “아니야! 그런 시대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외치고 싶다. 왜냐
하면, 동전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느리지만, 아름답고
도 강력한 끈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반 백년 세월을 뒤로 하고 50년
전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자유롭게 여행하듯, 지금도 동전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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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의사 맞아?
박 석 산 (8반)

아카시아 꽃잎의 달콤함에 젖어 점심시
간마다 오르고, 입속은 뻣지와 오디를
따먹으며 빨갛게 물들어서 담임선생에
게 회초리 맞던 말썽꾸러기요 장난꾸러
기였지요. 이러한 나의 천직이 비뇨기과
의사인가 봅니다.
학창시절부터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지요. 나의
부친은 을지로4가에 비뇨기과를 개업하고 계셔서 많은 친구들이 궁금증을
문의하곤 하였고, 내가 의과대학에 다니면서는 만나는 친구마다 얄팍한
지식으로 남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지요. 고등학생 때부터 돌팔이 짓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비뇨의학과로 개명된 비뇨기과 전공의 시절부터 본격
적으로 남성고민의 구원자로 부각되었답니다.
포경수술부터 온갖 잡균에 감염된 소중한 물건의 치유와 회복에 친구들
에게는 훌륭한 구세주였지요. 포경수술도 직접 할 수도 있게 되면서, 포경
수술 할 때는 멋있게 할 것인지 맛있게 할 것인지를 꼭 물어 보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주었고 요도염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져서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처방을 해주었지요.
서울백병원에 근무하면서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족들의 비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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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질환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며, 내가 치료해 주었던 친구와
가족들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새로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둘씩
희미하게 지워져 갑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한 요관 결석으로 방문한 친구를 수술해 주었고, 포경수
술 후 발기되면서 혈관이 터져서 집까지 방문해서 드레싱해 주었던 기억들,
전립선암 말기의 부친을 극진히 모시던 친구와 가족의 모습, 전신으로 퍼진
신장암으로 끝내 헤어져야 했던 마지막 친구, 대머리에 효과적인 전립선비
대증치료제를 달라기에 몇 년간 샘플약을 주었던 친구, 발기부전 치료제의
발견으로 엄청나게 판촉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모아다가 동창들에
게 나누어주던 때가 좋았지요.
이제는 칠순이 넘으면서 남자들에서 발생되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
에 대한 자문과 진료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함께 모여서 한잔 할 때면 친구들이 음담패설보다도 나의 비뇨기과 경험
을 듣는 것을 더욱 흥미있고 신기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 양념이 되었지만 친구들이 나와 함께 이야
기를 나누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이토록 비뇨기과의 분야는 모두에게
흥미있었는가 봅니다.
비뇨기과는 내과나 외과와 달리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기에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많은 친구와 동호인들과
의 교류가 빈번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하여 무릎을 다친
후에 시술받은 몇 번의 수술과 심장마비의 회복 후에 나에게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주색잡기에 열중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를 거두어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군 전역 후에 처음으로
부임한 전주예수병원에서의 소망은 나도 남들처럼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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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서울백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잠재하여
있던 선교사의 미련으로 2003년이 되어서 세계선교에 눈을 뜨게 하여 주
셔서, 네팔 인도 베트남 몽골 내몽고 캄보디아 이집트에 의료선교를 보내주
셨으며 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지역의 한국병원을 건축하며 병원장
으로 부임하였는데, 그곳은 전쟁지역으로서 수시로 포탄이 날아들곤 하였
습니다. 한국병원이 미군기지 울타리 내에 있어서 미군 야전병원과 잦은
교류가 있었는데 미군병원에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전투 중에
폭발물로 인하여 회음부가 손상된 환자들의 요도와 방광의 응급수술을 위
하여 몇 번 방문하였는데 미군의관과 간호사들이 수술할 때마다 섬세하고
명확한 술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내게는 비뇨기과 의사로서의 자부
심을 느끼게 하여 주었답니다. 한국병원 근무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 직원들 대부분이 난민자격으로 얼마 전에 한국에 왔으며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아프간에서 귀국 후에 해운대백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로봇
수술을 포함하여 많은 비뇨기과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으며, 정년퇴임이
다가오면서 그간 못 이룬 선교사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뇨기
과 학회지에 실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깜퐁참도립병원에 체외
충격 파쇄석기가 후원되었으나 시술할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에 매우 안타까웠으며, 마치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 같았
습니다. 그 병원은 300병상이상의 유일한 도립병원이면서도 시설은 매우
낙후되었지만, 비뇨기과를 전문으로 배우려는 외과의사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의료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캄퐁참 병원에서 요로결석에 대한 체외충격 파쇄석술과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비뇨기과가 매우 생소한 분야이기에 비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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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술을 할 때마다 많은 의사들이 관전하러 왔습니다. 또한 캄퐁참 지역
의사들에게 비뇨기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요로
계 수술용 내시경과 비뇨기과 검사기기의 구입이 필요할 때에는 제자들과
후원사들이 도와주었고 고출력 전기수술기는 대화기기의 친구가 후원해
주었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캄보디아를 갈 수 없지만, 못 이룬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캄보디아 선교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비뇨기과질환으로 나를 찾아서 상담해 주시니 감
사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작은 비뇨기과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바그람 한국병원 개원–2010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 한국병원 개원식 날 직원들과 함께

깜퐁참 지역 의사 교육–2017년 캄보디아 깜퐁참 지역 의사들에게 비뇨
기과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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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변곡점과 유장렬
박 우 규 (7반)

이제까지 살면서 믿게 되는 것은 “인생
은 인연 따라 흘러가며, 인연이 나타났을
때 내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서 여
러 차례 큰 변화가 있었고 그때마다 좋던
나쁘던 간에 어떤 인연이 작용했다고 생
각된다. 잘한 선택도 잘못한 선택도 있었
겠지만 인연 따라 살다보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50년이고 내 나이 벌써
70을 넘겼다.
내 인생에서 큰 변곡점은 서울고 동기 유장렬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공대 토목과 졸업 즈음, ROTC 병과를 선택할 때 공병을 쓰지 않고 1지망
부터 3지망까지 다 보병을 써서 결국 예비사단 훈련소 교관을 거쳐 논산훈
련소 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주말, 건설회사
취업시험을 위해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미국 유학중이던 유장렬이
서울에 다니러 와서 명동의 중국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점심 후 장렬의
홍릉 KIST 선박해양연구소 경제분석실장인 홍유수 선배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장렬이 나를 경제학에 관심 많은 토목과 졸업생
이라고 소개하였다. 그제서야 내가 대학 2학년 때 휴학하고 경제학과 입학
시험을 쳤던 것이 기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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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6년 선배이신 홍 실장님은 마침 조력발전소 타당성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경제학에 관심 많은 토목전공한 사람이 꼭 필요하니 제대
후 연구소에 온다면 대학원에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 후에도 실원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편지를 보내고 해서, 건설사 대신 연구소를 선택하
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황이 좀 꼬였다. 실원 모두가 우수한 경제학 경영학
전공자들이었고 내가 일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주로 밖에서 자료
찾아 오는 RA 비슷한 일이나 하게 되었다. 또 대학원은 홍릉 옆의 고려대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되었다. 고대, 서강대, 연세대 모두
학부 2년간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원 입학시험을 아예 신청
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대는 그런 자격요건이 없이 입학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해서 서울대 학부 교재를 잔뜩 사 놓고, 아예 사무실 책상에
서 담요 깔고 자면서 주말에만 빨랫감을 들고 집에 가는 생활을 몇 달간
했다. 군대에서 매주 주번사령하면서 사무실 책상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 고생스럽게 생각은 안했다. 오히려 홍 실장님이 나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 수도 있었다.
몇 달 후 시험에서 떨어졌고, 나는 광화문 근처에 있던 몇몇 건설회사
선후배들로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있던 차, 실장
면담을 하게 되었다. 경제분석실을 그만두고 건설회사로 가도 좋다는 얘기
였다. 내가 할 소리를 실장으로부터 들으니 오기가 발동했다. 일 년 더
해보겠습니다는 대답이 나왔다. 나나 홍 실장님이나 진퇴양난인 상태가
일 년 더 연장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홍선배가 홍릉에서 관악산
서울대까지 왕복 택시비를 줄 테니 경제학 학부강의를 청강하라는 것이다.
고맙게도 빠듯한 예산을 실원들을 설득시켜 내주신 것이다.
일 년간 주3일씩 몇 과목을 들으니, 지난번 입시문제가 이해되기도 하였
다. 결국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였으나 야간 수업은 없어서 연구소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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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퇴직하게 되었다. 홍 선배 입장에서는
유장렬과 기분 좋게 웃으며 만났다가, 사람 하나 뽑아서 공부만 시키고
퇴직시키는 셈이 되었고, 나는 5년간 전공한 토목학을 하루도 써 보지 못하
고 택시비 받아가며 사무실에서 자면서 대학원 입시공부 하러 취직했던
셈이 되었다. 경제분석실 실원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했을 수도 있었다.
대학원 입학 1년쯤 후 미국 유학 간다고 연구소에 인사갔더니, 다들 놀라
는 눈치였다. 곧 연구소에 유학 붐이 불었고, 홍실장님도 막차로 유학가셨
다. 내가 유학을 마치고 KDI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몇년 후 홍실장님이
찾아 오셨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편을 잡고 있는 데, 귀국하려는
데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대외정책연구원에 지원했더니, 나
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였다. 마침 원장을 내가 잘 아는
분이어서 주말에 등산을 모시고 가서, 홍 박사님의 조직관리 역량과 여러
좋은 점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사람이면 나이가 관계없다고 하셨다. 결국
홍 박사님은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셨다.
유장렬과의 명동 점심 이후 생각지도 않던 경제학으로의 방향전환과
유학, 그리고 홍선배의 취업까지. 이 모두 인연의 엄중함을 느끼게 한다.
莊子의 雜篇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물이 흙을 적셔줌에는 빈틈이 없고,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데도 빈틈이 없다.” 지난 세월 인연 따라 인연을
만들면서 지났는데,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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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 개혁주의 총서’ 출판을 시작하며
위 거 찬 (1반)

저는 교수직(36여년)을 은퇴한 후 서울
신학대학원대학교(신대방역 근처 소재)
의 이사(理事)를 거쳐 2020년부터 이사
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함경남
도에서 일제시대와 해방 후에는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전쟁 중 1.4후퇴시(1950.12.23) 130명
의 교인들(저의 조부･부모 포함)이 흥남 부두에서 LSD를 타고, 3일만에
거제도에 도착한 후 이계실 담임목사(평양신학교 제26회 졸업)가 1953년
에 거제도에 세운 장로교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전통은 유럽 대륙의 칼빈주의와 영미의 청교도사상
이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에 구현된 청교도개혁주의입니다. 청교도개혁주
의는 평양신학교의 설립정신이었고, 본교(1999년 신학대학원대학교로 승
격)는 그 신학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개교 22주년을 맞이
하여 본교의 신학전통인 청교도 개혁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6월
출판부를 신설하고 『청교도개혁주의총서』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2022년 3월15일 『청교도개혁주의총서』 제1집(개혁교회 신앙고백과
신학, Ian Rohls, Theologie reformierter Bekenntnisschriften. 위거찬
역)과 제2집(장로교회의 신앙, Donald K. McKIM, Presbyterian Beliefs,
위거찬 역)을 발간하였고 4월 1일 출판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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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개혁주의신학총서 제20집까지 10년에 걸쳐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쓴 10여권의 저서와 10여권의 번역서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은 두 권의 저서와 두 권의 번역서입니다. 저서로는 서울대 철학
박사 논문을 보완한 『기독교와 종교사』(2011)와 Fuller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논문을 보완한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2011)입니다. 두 책은 저
의 회갑연 때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서로서 가장 아끼는 책은 노만
가이슬러(Norman Geisler)의 『기독교 윤리학』(Christian Ethics,1999)
과 이번에 발간된 『개혁교회 신앙고백과 신학』(2022)입니다. 『기독교 윤리
학』은 7쇄를 돌파했고, 『개혁교회 신앙고백과 신학』은 유럽 개혁교회들이
발표한 58개 신앙고백서들을 총망라하여 조직신학적으로 16개 항목을 나
누어 분석･고찰한 세계 최초의 유일한 책입니다.
저에게 2022년은 결혼 50주년이어서 금혼식과 함께 출판기념식을 계획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출판기념식만 갖고 금년 가을에 코로나가 누그러지
면 『청교도개혁주의신학총서』 제3, 4집 출판기념식과 금혼식을 같이 하려
고 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엡 5: 16)고 말했는데, 헬라어로 「엑사
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NIV;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잘 붙들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기를 가득 잡은 배가 밀물
때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항구로 돌아간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70대로 접어들면서 체력과 시력과 정신력이 현격히 떨어지
고 있지만,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말고 기회를 잘
선용하여 후회없이 보
람있게 살다 갔으면 좋
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
강하게 9988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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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에 꾸는 꿈, 경희궁 프로젝트
유 장 렬 (4반)

나의 장인어른은 2남3녀를 두셨는데 내
아내는 그중 막내이다. 내가 이 댁에 사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거절 사유가
다소 충격적이었다. 나의 과거 행적에 석
연치 않은 점이 있고, 키가 작으며 못생겼
고, 전공이 시원찮다는 것 등이었다. 30
대 초반이었던 탓에 내게 아직 혈기가
남아있었기에 체면불고하고 대시를 가하였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크게
역부족이었다.
각설하고 어쨌든 성사가 된 것은 이 몸이 경희의 옛 궁터에서 수학하였다
는 사실에 힘입은 바 크다. 장인께서는 두 아드님을 서울고에 보내셨고
두 사위를 서울고 출신으로 맞이하셨던 터라 내가 서울고 출신이란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다. 나를 팔자소관으로 여기시고 커트
라인에 크게 못 미치는 나에게 애지중지하던 셋째딸을 맡기신 것이다. 그
대신 바야흐로 어른께서는 다섯 장의 카드를 플러시로 쥐는 위업을 달성하
시게 되었다. 다만 나는 처가 모임에 가게 되면 층층시하의 후배된 자로서
선배들 모시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나는 실상 이에 대한 보상을 진즉에 지불받고 있었다. 내 여동생이 오래
전에 서울고 21회 선배에게 시집을 간 덕에 까다로울 수 있는 한해 선배를
매제로 두고 있었으며 명절에 서로 만나면 선배로부터 꼬박꼬박 형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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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있었던 터이다. 이쯤 되면 나라는 존재는 싫든 좋든 서울고와 질긴
인연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고 출신으로서 어쭙잖은
얘기를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나도 사위와 며느리를 얻게 되는 나이에 이르렀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장인어른과 내 자신을 혼사와 관련하여 비교해보게 되었다.
우선 세상이 변하여 누군가 다섯 명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의
영역이 되었다. 자녀 모두를 명문 학교에 보내는 일도 그렇고 사위를 모두
동일한 명문고 출신들로 받아들이는 일은 고사하고 이목구비를 제대로 갖
춘 놈들로 꿰맞추는 것조차도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
다. 장인어른이 누린 호사는 말하자면 경희궁터에 학교가 세워진 후 한두
번 있었을 행운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처남과 동서 그리고
매제를 모두 서울고 출신으로 둔 나의 행운도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행운이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뒤늦게 위안을 삼아본다.
그래서 늘그막에 좀 야무진 꿈을 꾸어보기로 했다. 내 자식들이야 이미
성장하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지만 손주놈들은 아직 어린애들이지 않
은가? 이놈들을 앞세워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꿈”을 이뤄보자는
것이다. 내게는 현재 세 명의 외손주가 있고, 앞으로 친손주를 비롯하여
몇 명을 더 확보할 것 같다. 또 내 동생들이 낳은 조카손주와 앞으로 세상에
나올 그놈들의 동생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놈들을
몽땅 하버드대에 보내어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제2의
일론 머스크로 성장케 하면 어떨까? 그러자면 이놈들 교육에 소요되는 엄
청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 내가 이놈들의 뒷바라지를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할 터인데 내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띠동갑인 막내 동생의 처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생네 집 여자애가 일러스트레이션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
업 후에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 있는 미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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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은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바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 애의 작품을 보여주기에 살펴보니 아마추어인 내 눈에도 범상치
않은 필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앞서의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흔쾌
히 후원키로 하였다. 다만 후원은 펀딩 개념임을 밝혔다. 즉 이 조카애가
새러소타에서 학업을 마치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 큰돈을 벌게 되면 자기가
쓴 만큼 펀드에 재투자하여 우리 가문의 다음 타자가 훌륭한 교육을 받는
데 쓸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이 펀딩의 골자이다. 제수씨와 조카도 이에
동의해 주었다. 바야흐로 내 인생 최후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인왕의 억센 바위 정기를’ 충분히 타지 못함인지 ‘나라의 미쁜 일꾼’도
‘이름을 네바다에 휘날리’지도 못했지만 조카와 손주들이라도 내세워 소싯
적에 경희의 옛 궁터를 어정거렸던 늙은이의 회한을 백일몽으로 달래며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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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문 식 (7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반세기가 흘러
갔다. 백세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
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결코 짧은 세월
이 아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에 70
년, 내 삶의 작은 조각들을 회상해 본다.
1970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를 다녀
오고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집사람을 만났다. 집사람과 나는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시절 거의 매일 만났다. 잦은 만남만큼 결혼 전
서로의 성격도 알만큼 알게 되었고, 사랑에 더해 서로간의 돈독한 정도 정말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로를 잘 알고 단점마저 장점으로 보이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했음에도 한결같이 집사람의 행복과 마음의 평온함을
지켜주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양보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
했다. 나는 말로만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다. 어
찌 보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코흘리개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 등 부모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30년임을 감안할 때, 우리 부부 연을 맺고 함께 살아온 지난 40여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삶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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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글쎄, 짧게는 약 10년에서 길게는 약 20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
숲속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숲의 형상을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젊은 시절 내 자신, 그동안 살면서 보지 못하고 지나쳐 왔던 수많은 것들이
인생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뒤돌아보니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새삼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속세의 욕망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본다.
지금 책 이름은 기억에 없지만, 미국의 한 여기자가 저녁 무렵 홈리스
취재를 나갔다가 인터뷰 내내 아무 대답 없이 먼 곳을 응시한 채 그저
기자의 질문을 듣기만 하던 한 홈리스가 황혼을 가리키며 그 기자에게
건넨 한 마디 말, “Look at the view, look at the view, young lady!”
에 큰 깨달음을 얻어 쓰게 되었다는 책 내용이 떠오른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소유의 풍부하고 넉넉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홈리스에 반해, 홈리스보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속세의 삶에 지친 나머지 지는 해의 아름다움조차 쳐다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 영감을 얻어 쓴 책이다.
산다는 것이 별게 아니다. 행복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은 아주 잠시, 언제
나 걱정과 초조, 불안 속에서 지나온 날들이다. 젊은 시절, 경쟁사회에서
치열한 삶의 동기 부여가 되었던 개인적 욕망은 물론이거니와 죽기 살기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술 마시고 노느라 바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또 일에 치여서 계절의 변화에 무심했던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보니, 집 앞에 있는 동산을 산책하며 눈앞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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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이 결코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는
다. 특히, 무엇보다도 추운 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신록을 가꾸어 가는 자태가 봄을 알리는 꽃보다 더 눈을 뗄 수 없도록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두 딸이 출가한 지 15년이 가까워온다. 손주가 넷, 큰애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아들 부러워하지 않고 두 딸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하
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부부 못지않게 두 딸 모두
자녀의 교육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큰딸은 전업주부이며, 작은딸
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새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두 딸과 그 가족들이 대견스럽다. 사위 둘 모두 아주
성실하고 착하다. 큰딸은 큰딸대로 다둥이 엄마로서 지치고 탈진할 정도로
바쁜 일상 속에 허덕허덕대고, 작은딸은 작은딸대로 사회생활 하랴, 자식
키우랴, 정신없이 바쁘다. 그렇다고 정해진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기
에는 우리 부부도 이제는 힘에 부친다. 어쩌겠나. 도와 달라고 SOS치면
달려갈 수밖에.
나는 사회적으로 큰 부나 명성을 얻지는 못했으나, 일터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북에서 혈혈단신으로 남한
으로 넘어와 어려울 때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당신네들의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란 나는 성장기
어느 한 순간의 부정적 감정과 자책감을 떨쳐 버리고 순간순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어서야 학창 시절 특히, 중. 고등학교 시절은 아무
리 애를 써도 만회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만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본인
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일말의 아쉬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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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시절,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 바로 옆 길가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사주를 보아주며 복채를 받는 한 나이
지긋한 점쟁이 아저씨를 만나 사주풀이를 받아본 적이 있다. 복채 값도
없거니와 평소 점 보는 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여 별 관심이 없던 나는
특별히 절반의 복채 값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그 분의 호의(?)에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점을 본 것이다. 그때 점을 봐주신 아저씨는 미래 다가올
나의 운에 대하여 현재 중단된 학업은 멀지 않아 계속하게 될 것이며, 말년
운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점쟁이 아저씨 말씀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공부도 군 제대 후 다시 대학까지 마치게 되었고, 국영
전력회사에서 30여년을 재직하고 정년퇴직하자마자 외국인 회사에서 약
7년 가까이 근무할 수 있는 행운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삶은 특히 남자의 삶은 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점쟁이 아저씨 말씀대로 팔자 탓인지, 교육열이 무척이나 강했던
부모님 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운 좋게 잘 이루어지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일에서 자유로워진 지금,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오늘의
자유로움이 좋다. 집사람과 같이 수시로 카페에 앉아, 진한 커피를 나누며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오랜 세월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쌓여 온 소중한 옛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행복을 느낀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구속이 없이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오늘 이 순간,
느긋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젊은 시절 내 나름 애쓰며 소소하게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즐거움이 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한 40년 일했으니,
여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한가로이
보내는 삶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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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이 있기 전까지 술을 좋아하던 나는 “인생에서 술자리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모임이 없는 날은 집에서 혼자 반주삼아 한잔하
는 등 거의 하루도 술을 거르는 날 없이 지내곤 했었다. 일을 마치고 동료들
과 마시는 한 잔의 술은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었으며, 가끔은
만나기 어려운 친구 및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같이 하며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또한 인생의 큰 낙이었다.
그러던 내가 뇌경색이 발병하고 나서 부정맥까지 있음을 진단받은 후
“앞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의사의 말에 따라 술을 안
마신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온다. 처음에는 술 없는 삶이 얼마나 적적하고
무료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런대로 잘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많이 마셨다!”며 술을 원하는 나에게 내가 타이른다. 물론 최근에는 사람들
과 만나는 자리에서 첫잔은 받아 마신다. 예의상(?) 첫잔을 받아 마시기는
해도 그 이상은 절제하려고 애를 쓴다.
젊은 시절 지방 근무 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어 혼자 살아
야 하는 외로움도 달랠 겸, 건강도 위할 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바로 집 뒤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을 오르곤 했었다.
하루는 그 산의 경치를 보며 “이 산의 나무들이 그 녹색의 아름다움을 우리
선조에게 자랑하였듯이, 이 산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도 영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후손에게 선물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자체가 곧, 영생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 적이 있다.
그처럼 나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 나 자신이야 죽어
없어져도 나의 다음 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는 삶, 그 것이 즉,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완전한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이렇듯 종교와도 무관하였던 내가 나이가
들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일 날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교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못 보고 지나쳤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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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과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통하여
삶의 원칙과 인생의 참 가치를 배우고 행함이 좋다.
술 마시는 즐거움이 없어진 지금 성경 말씀을 정독하며 마음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삶의 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2. 경희궁 터 떠난 뒤의 행로 115

인생 70년, 교육 36년
이 시 우 (5반)

충청남도 공주가 고향인 나는 1952년생
이니 올해가 태어난 지 70년 되는 해로,
지난 학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석좌교
수로 퇴임하여 서울을 떠나 공주 옆 동네
세종시에 정착하였다. 아버지 따라 초등
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노량진국민학교
에 입학하였다. 당시 노량진은 거리에 우
마차가 다니고 저수지가 있고 논이 있는 시골동네였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노량진역에 가서 못을 철로에 놓아 기차가 지나갈
때 눌려 납작하게 되면 작은 손칼을 만들기도 하였다. 개구리를 잡아 뒷다
리를 빼내 구어 먹는데 쓴다.
노량진국민학교는 소위 4대문 안에 있는 일류 초등학교에 비해 낙후된
시골학교로 내 위에 선배 중 세칭 일류 중학교에는 한 명도 졸업생을 보낸
적이 없는 후진 학교였다. 그래서 중학교 입시에 겁먹어 경기중에 지원
못하고 서울중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 고등학고 6년을 꼬박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통학하였고 시청앞에서 내려 이화여고 앞을 통해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동네에 보도블록이 깔리지 않아 내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였고 친구들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보통시에 사는 촌놈이라고
놀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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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하던 1970년에 서울 공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다. 노량
진에서 경인선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 경춘선 열차로 갈아타고 청량
리 바깥 공릉역에서 내려 학교로 가는 생활을 2년 하였고 나머지 2년은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서울공대를 졸업할 즈음 박정희 대통령이 특례법에 의해 설립한 카이
스트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카이스트는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 산하로
졸업생들에게는 국내에 3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해 주었다.
나는 2기생으로 졸업을 하였고 홍릉에서 2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석사과
정을 마쳤다. 그 당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고 청량리역에서 내려 경희
대 앞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왕래를 하였던 기억이 난다. 졸업 후 방위들이
받는 3주 훈련을 마치고 이병으로 제대를 했으며 카이스트 옆 KIST에서
연구원으로 3년 근무를 하였다. 그 당시 우리의 대학은 여건이 좋지 않아
공부를 하려면 유학을 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기억에 서울공대 화학실험
실에서는 조선총독부라 찍혀 있는 화학 천칭을 사용했고 나라가 해방이
된 후 긴 세월이 지났어도 일제 강점기 때 쓰던 기기를 그대로 쓸 정도로
가난했다. 그 당시 정부의 구호가 100억불 수출, 일인당 소득 1000불 시대
가 목표였던 기억이 난다.
석사 2년, KIST 복무 3년 하여 대학 졸업 후 5년 만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MIT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스턴 옆 캠브리지에 도착해 보니 미국 사람들은 내 나이에 학위를 마치고
교수로 부임하는데 나는 학생이었고 문화적 충격에 극심한 경쟁으로 상당
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돌이켜 보면 대학 4년을 온전하게 보낸 해는 1학년
뿐이었고 나머지는 데모로 얼룩져 제대로 공부를 못했었다.
이곳 로건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학교에서 소개해준 호스트 패밀리가
마중을 나왔고 숙소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며칠 머물렀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 떠날 때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머니가 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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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단지와 마른 멸치가 있었는데 꺼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979
년 8월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도착해 컬러 TV를 처음 보게 되었고 10월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뉴스가 있었고 그해 11월 추수감사절 때는 또 호스트
패밀리 집에 초대되어 칠면조 고기를 먹고 이민의 나라 미국에 살게 되어
감사하다며 미국의 정신에 대해 설명도 듣고. 하기는 유학생들 받는 것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친미주의자를 양성하고 또 그들의 두뇌를 활용하
여 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는데, 광활한 땅, 드넓은 잔디밭,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이곳에 와 깃발을 꽂았다면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한 적도 있다. 어쨌든 귀국 후에도 대한민국 촌놈을 국제무대에서 교육받게
해준 감사의 마음으로 학교 모금에 헌금을 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같다는 하버드, 공장 같다는 MIT가 있는 캠브리지는 그야말로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 다른 주립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보고는 이 동네
살벌해서 못 있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화장실에 낙서가 그득한데
‘MIT is hell’ 하는 글도 있는 것 보니 미국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곳은 박사를 하겠다는 학생들 중 반 정도는 두 번의
자격시험을 통해 걸러낸다. 부임한 젊은 교수도 반 정도는 테뉴어를 못
받고 쫓겨난다.
미국 학생들은 자격시험에 실패하면 취직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되지만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자격시험
에 두 번 낙방해 눈물을 짜며 연구실을 떠나는 미국 학생을 보기도 하였다.
뉴욕주 북부를 뉴잉글랜드라 하는데 영국에서 박해 받은 청교도들이 신대
륙으로 향해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란 곳으로 영국식 지역
이름이 곳곳에 있고 지역 이름도 그래서 뉴잉글랜드이다. 5년의 세월이
흘러 학위를 받게 되고 화학공학과에서 재료공학과로 옮겨 2년의 박사후연
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 당시 보면 일본 유학생들은 거의 없고 그 대신 파견 나온
회사의 연구원, 방문교수들은 많았다. 실로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의 철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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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낄 수 있었다. 파견 나온 연구원은 연구실의 연구 데이터, 교수들의
동정을 매주 꼼꼼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 같고 방문교수들은 여유를
즐길 만도 한데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 나라의 수준과 국력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일본 자동차, 반도체, 각종
전자기기들이 미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던 때로 디트로이트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이 일본차를 거리에 내놓고 망치, 도끼 등으로 부수는
일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진정 누구이고 이제 미국은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퍼져나가던 때였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골목을 지날 때 놀던 아이들이 날 보고 ‘Japanese
go home!’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후에 안 일이지만 당시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메모리에 집중했던 삼성이 덕을 보았으며 대만은 파운드리 산업을 키워
오늘날의 TSMC가 탄생하게 된다. 멕시코 학생이 나에게 탄식을 하며 이야
기했다. 멕시코에는 철강회사가 옆에서 기름이 나고 철광석이 나도 한국의
포스코처럼 좋은 품질의 철을 값싸게 만들지 못한다 했다. 왜 그러냐 했더
니 멕시코 제철소의 근로자들은 점심식사하며 낮술을 하고 나사가 풀려
있는데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포항공대에 부임해
서 포스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미국 철강회사들이 행정부, 의회에
항의를 해서 어떻게 포스코는 철을 그렇게 싸게 만드느냐 정부에서 보조금
을 주는 것이 틀림없으니 조사를 해 달라 해서 의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불려가 발표도 했다는 것이다. 철광석, 코크스, 원유 등 원자재를 모두 외국
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자체 접안시설이 있어
별도의 항만 사용료도 내지 않고 또한 내륙으로 운송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했다 한다. 어쨌든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 대일청구권 자금을 투입한 포스코는 제철보국(製
鐵報國)의 정신으로 제철소를 짓고 운영하였으며 돈을 많이 벌어 인재보국
(人材報國)의 정신으로 포스텍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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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 신생 대학인 포스텍에 부임하여 낯선 곳 포항에 도착하였다.
화학공학과 1호 부임 교수다. 다른 곳에서의 러브콜도 있었으나 포스코에
서 한다하면 시시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설득도 괜찮았다. 모든 것을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신생공대, 교과과정, 학칙 만들고 전국으로
홍보를 다녀야 했다. 포스텍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박태준 회장의
건학이념에는 국토의 균형발전도 들어 있었다. 벌써 동네 아줌마들은 엄마
에게 그 애가 글쎄 어쩌다 포항에를 갔냐 한다하고. 그해 가을 학회를 가니
선후배 동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MIT만든다고 한 대학이 한둘이 아
니니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대학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서울에 자리가
나면 곧 올라와라 등 위로의 말들을 한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포항 생활
30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성공했느냐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으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5년 숙명여대에서 공과대학을 만든단다. 과거 정부에서 이대, 숙대에
공대를 만들어라 제안했는데 이대는 했고 숙대는 돈이 없다고 안 했단다.
결국은 20여년이 늦은 시점에 숙대도 공대를 만들기로 했고 포항공대를
협조 대상으로 삼아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이 포항공대를 방문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공과대학 초대 학장 겸 석좌교수로 2016년 1월
1일 부임을 했고 퇴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항공대를 떠나게 되었다.
2016년 3월에 화공생명공학부와 IT공학과 두개 학과 정원 100명으로 시
작한 공대가 2017년에 프라임사업을 유치하면서 기계, 전자과가 새로 설
립되고 정원 430여명에 7개 전공으로 확대되었다. 부임하여 만든 화공생
명공학부는 설립 6년 만에 교내에서 제일 많은 연구비를 확보한 학과로
발전하였으며 12명의 교수 중 8명이 우수 강의교수로 선정되었다.
2022년 1월 만 6년의 숙대 석좌교수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두 번의 고별
강연을 끝으로 뒷일은 젊은 교수들에게 그리고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에
게 부탁하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첫 번째 고별 강연은 ‘동북아 정세
와 과학기술전쟁,’ 두 번째 고별 강연은 ‘인류세(anthropocene)의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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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였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술 등의 전쟁, 그리고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의 환경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당면한 차이나 리스크
등을 다루었고 여성 공학도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숙대
에는 ROTC(학군단)가 있고 올해에는 공군학생군사교육단도 창설되었다.
이제 국방도 그 짐을 같이 져야하는 상황이다. 숙명여대는 1906년에 조선
황실에서 설립한 학교다. 조선왕조에서 녹봉을 받고 봉사한 조상님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인연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에 몰두한 36년의 세월이 마무리 되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관련된 화학공정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그간 CVD핸
드북, 재료과학과 공학(교보문고), 소자재료공정개론(카오스북) 등 3권의
저서가 있으며 240여 편의 논문, 70여명의 석, 박사 학생을 양성하였다.
졸업생들은 산업체, 연구소,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 했고 인생의 반려자로 포항공대에서 함께 일했던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딸아이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여생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고향 공주에 있는 선영을 돌보는 일을 하려 한다.

POSTECH의 인기스타 노벨이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과학상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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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공부에 관한 단상
김 시 영 (3반)

2년 전부터 혼자서 틈틈이 한문 공부를
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의 개
인 블로그에 소개된 한문 원전을 보고
연필로 공책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
가면서 읽고, 모르는 한자는 별도로 스마
트 폰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더듬
는 방식이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스럽게
한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억력의 감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혹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머리로는 의미를
생각하는 한편, 손으로는 복잡한 한자의 획과 구조를 따라 직접 써본다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는 물론이고 팔에서 손으로 뻗은 미세한 운동신경
세포까지 자극되어 노화가 늦추어지지 않겠는가 믿어보는 것이다. 또한
한문 고전은 지식의 탐구와 함께 수신을 위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공부는 교양과 수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점도
있다.
1956년경쯤에 한학을 하신 외조부님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께서 다섯
살인 나에게 천자문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 내가 한자와 인연을 맺게 된
시초였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르황에서 시작하여 입겻언, 입겻재, 온
호, 입겻야로 끝나는 250구 1,000자로 구성된 천자문은 아동들을 위한
한문 공부의 입문서이다. 입겻이란 구결(口訣) 즉 한문의 토씨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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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맞춤법의 표기로는 입겿이다. 천자문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梁)나
라 무제의 명을 받은 주흥사(周興嗣)라는 학자가 천문과 지리 및 인사 등의
내용이 담긴 4언 249구로 구성된 한시를 지은 후에 마지막 250구 4자는
귀신의 도움으로 완성하였다고 전해지는 책이다. 한 글자도 중복되지 않은
천자문을 하룻밤 만에 짓고 나자 주흥사의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고 해서
천자문은 달리 白首文이라고도 불린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조선시대의 모든 저술은 한문 또는 한글 전용이어서
국한문 혼용체의 저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최초의
책은 1889년에 저술되어 1895년에 간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으로 알려
져 있다. 해방 이후 공문서에 한해서 한글 전용이 추진되었지만 바로 실행
되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까지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국어와는 별
도로 한문 과목이 있었고, 당시 국어책은 국한문이 혼용되었다. 196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으로 진급한 우리들은 한문 수업 첫 시간에
고 한영선 선생님으로부터 주희(주자)의 권학문인 “勿謂今日不學하되 而有
來日하고, 勿謂今年不學하되 而有來年하라, 日月이 逝矣라, 歲不我延하나니,
嗚呼 老矣라 是誰之愆고”를 배웠다. 중학교 1학년의 첫 영어시간에 “I am
a boy.”라는 문장을 접했을 때와는 지식의 내용과 울림이 크게 달랐다.
당시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한자의 숫자는
1,500자(?) 이내로 한정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1,500자의 범위 밖에 있는
한자인 위 허물 건(愆) 자는 한문 교과서에서는 허물 과(過)자로 바뀌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연세가 이미 60을 넘은(그때는 선생님의
연세가 얼마나 많아 보이셨던지!) 선생님께서는 한학에 일가를 이룬 분으
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들이 한문이나 한시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훌륭한
한문 교육을 해 주셨다. 훗날 대학에 다닐 때나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고문진
보 등 한문 고전을 가까이 두게 된 동기는 대부분 선생님의 교육에서 비롯
된 것이다. 동기들은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동래좌씨박의”(東萊左氏博議, 줄여서 “동래박의”라 함)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하시면서, 고 이성구 국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해석이 어려운

126 그리운 22 학우들아

부분을 물어보아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방대한 동래박의 한문원전을 독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E.H.
Carr의 “러시아 혁명사”를 원서로 읽겠다는 것처럼 나로서는 오랫동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동래박의는 추억 속의 책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은 젊은 때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의욕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정돈이라든가 안정 등의 단어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2019년 원단에 “정이”(程頤, 程伊川)의 “언잠”(言
箴)을 읽던 중에 “동래박의”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동래박
의 저자인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은 남송의 관리이자 주희와 함께
성리학을 완성한 대학자로서 성리학의 원론서인 근사록(近思錄)을 편찬하
였다. 정이, 정욱 형제는 주돈이와 함께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들이므로
여조겸은 학문적으로 이들의 유가 사상의 맥을 잇고 있다. 언잠을 읽다가
동래박의가 떠오른 것은 사유의 연관성이라는 면에서 우연이 아닌 듯하다.
춘추시대 산동반도에 있던 노나라의 곡부에서 태어난 공자는 노나라 역
사서인 “춘추”를 저술하였다. 노나라의 역사서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노나
라의 역사에 한하지 않고 춘추시대의 중국에 있던 여러 나라의 흥망과
중요한 사건 및 인물 등을 망라하고 있다. 공자가 춘추를 기술하는 방법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엄중하고 간략하게 시비를 가리
는 소위 춘추필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
여 공자가 시비를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후세의 학자들은 춘추에 나타난 공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춘추를 해설하는 저술을 많이 남겼다. 그 해설서 중에서 “춘추공
량전”과 “춘추곡량전” 및 “춘추좌씨전” 등 3종의 해설서가 대표적이고 그
가운데서도 공자의 제자인 “좌구명”이 저술한 “춘추좌씨전”이 특히 권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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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겸은 벼슬자리를 물러나서 무천이라는 마을에 은거하던 중 “종자유”
라는 선비와 당시 과거시험의 문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과거시험에 응
시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작성하는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
을 먹었다. 이에 춘추좌씨전에서 168항목을 선별하여 글의 조리와 치란득
실(治亂得失)의 사적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
을 정리하여 강의록 겸 과거시험용 서적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수강자들
과 책의 분량은 점차 늘어갔고, 수강자들은 명절이나 휴가 때 귀가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조겸의 저술을 베껴서 짐 속에 넣어 가져감에 따라
이 책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동래는 여조겸의 호이고 박의는 널리
논한다는 의미이다. 동래박의는 문장이 간결하면서 논리적이고, 풍부한 사
례와 대구(對句)를 잘 활용하고 있어서 과거시험에서 시험관을 설득하는
힘이 대단히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래박의는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에서도 과거시험 준비생들의 필독서가 되어 모두들 그 내용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익혔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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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달라졌지만 과거시험용 저서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은 옛날 사
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다가 춘추시대의 치세와 난세의 인물과 사건
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동래박의의 논리 전개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
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사물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본성인 성
(性)과 그러한 성이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치(理)를 탐구하는 성리학은
수신의 학문이라는 점과 동래박의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좌씨춘추를 논하
였다는 점에서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책의 약 5분의 3 정도를 읽고
있는데 내용 중에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하고 멋진 글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4권의 3에는 “一是一非는 兩不相掩이니
烏得以後之非로 廢前之是哉리오”라는 구절이 있다. 즉 “한 번은 옳고 한
번은 옳지 않았다고 해서 두 가지는 서로 덮을 수 없으니 어찌 후에 잘못한
일로 전에 잘한 일을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위 글을 읽을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는데, 먼저 서거한 노태
우 대통령과 함께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두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동래박의의 위 구절은, 물론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자의 표의문자로서의 완결성과 구조적 아름다움은 타 문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글자 한 자 한 자마다 풍부한 의미와 함께 문화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한문을 타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한자의 문자로서의 우수성은 디지털 시대에는 도리어 장애
가 되고 만다는 점에서 문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예이다. 한글 전용론자이면서도 한문에 관심이 있는 나는 한문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한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문자는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문
은 문자의 의미를 해독하는 일 자체가 목적처럼 되고 만다. 이는 정보를
신속하고 대량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 정보화 시대에는 대단히 부정적
인 장애 요소이다. 고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최남선의 기미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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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이나 양주동의 가시리 평설은 국한문 혼용체의 기념비적인 명문장이
다. 그렇지만 난삽하기 그지없는 두 명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가. 그러므로 우리의 어문생활은 한글 전용으
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한자는 필요한 전문가나 익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자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라틴어와 같은 것이다. 한글 어휘의
부족은 어렵기는 하지만 신조어를 만듦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아이스크림이라는 외래어에 대해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할지 아니면 빙유액이라고 할지, 그도 아니고 얼음보숭이라는 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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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피아노
김 일 동 (1반)

심리학자 맥퍼슨은 악기를 연습하는
157명의 어린이를 추적했다. 그런데 9
개월 후부터 아이들의 실력에 차이가 났
다. 연습량도 똑같고, 조건도 다 비슷한
데도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타고난 재능
의 차이일까?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너는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아이들의 대답은 세 종류였다.
“저는 1년만 하다가 엄마가 그만하래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쭉 계속할 거예요.”
계속 음악을 하겠다는 아이의 수준은 1년만 하겠다는 아이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일원동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아노교실 등록을 했다.
4개월 전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이다. 선생님이
물었다. “전에 피아노 치셨어요?” “아뇨, 처음이에요.” “집에 피아노 있으세
요?” “없는데요.” “그럼 바이엘부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첫날 어린이
바이엘 1번을 연습했다. ‘바이엘’은 페르디난트 바이어(Ferdinand Beyer
1803~1863)라는 독일의 작곡가가 만든 피아노 초급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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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 계획이 있었다. 가끔 성당에서 새벽미사 반주자를 찾는다는 안내
문이 올라왔다. 미사 반주봉사는 주로 자매님들이 하는데, 문제는 새벽에
가끔 펑크가 난다는 것이다. 새벽잠 없는 노인들이 해주면 딱인데, 문제는
악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5년쯤 배워 10년 반주 봉사를 하고,
그걸로 예전에 지은 죄를 몽땅 퉁치면 어떨까. ㅎㅎ
피아노 교실에는 모두 11개의 방이 있다. 선생님 혼자 11명의 소리를
일일이 듣고 수정을 지시하는 원포인트 레슨이다. 수강생은 학생과 성인이
섞여 있다. 미취학 어린이부터 입시 준비하는 중학생 틈에 아줌마, 할아버
지 등 연령대가 다양하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시간에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다.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낑낑대는 걸 꼬맹이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본다.
연습은 한 시간이다. 더 하고 싶어도 다음 시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쳐야 한다. 아이들 방에서 “다 했어요!” 소리가 잇따라 나와도 선생님은
냉정하게 자른다. “다섯 번 더!”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주리를 틀면서도
진도가 쭉쭉 나간다는 점이다. 바이엘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마치고,
체르니, 하농 등으로 단계를 높인다. 반면에 어른들은 참 성실하게 공부하
는데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경우 바이엘 100번까지 끝내는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코로나로 1년쯤
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도 수시로 결강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걸렸다. 우선 손가락이 뻣뻣했다.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굽어지지가 않았다. 눈은 악보를 보면서 손은 건반을 확실하게 눌려야 한다는
데 말처럼 되지 않는다. 컴퓨터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젊은 사람들은 화면
을 보면서 키보드를 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자판을 보고 치는 것과 같다.
피아노도 한참 치다보면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진다. 선생님이
물끄러미 보다가 한 마디 하신다. “어깨 힘 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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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사줬다. 집에서도 연습하라
는 건데, 잘 안한다. 어쩌다 두드리면 관리실에서 악기 연주를 삼가달라는
인터폰이 왔다.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니 대답이 이랬다. “잘 치면 모르겠는
데, 잘 치지도 못하면서 띵띵거리니 신경이 거슬린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는 것이다. 코로나로 바깥나들이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이다.
피아노 아래쪽에 3개의 페달이 있다. 가운데 페달을 왼쪽으로 제치면
소리가 확 줄어든다. 집에서 치면 무조건 페달부터 제끼고 시작한다. 피아
노 다리에도 고무판을 달아 울림을 최소화 한다. 수백만 원 들여 방 전체
방음공사를 하는 집도 있고, 처음부터 디지털 피아노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커지면서 생긴 변화다. 예전에는 골목길에서
‘소녀의 기도’나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때도 있었
는데.

폼은 그럴 듯해도 실제는 동요 한 곡 겨우 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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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를 잘해야 하고, 나이 들어서는 예체능을 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더니 치매 방지용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지요. 영국 신사의 조건에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나이에
신사될 생각은 없지만, 악기 하나쯤 다룰 줄 안다면 삶이 좀 더 풍족해질
것 같다.
운동 못지않게 요즘 예술 활동도 참여가 늘었다고 한다. 그림 그리는
사람, 글씨 쓰는 사람, 악기 배우는 사람이 많고,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다.
바이엘, 체르니 건너뛰고 익숙한 노래부터 가르쳐주는 성인 피아노 학원도
있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잘 못
치지만 한 곡 한 곡 치면서 성취감이 있다. 게다가 한 시간 연습만으로도
오후가 훌쩍 간다. 손녀딸이 올해 일곱 살이다. 이 아이 시집갈 때 내가
반주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꿈을 꾼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20년은 피
아노를 계속할 생각이다.
맨 처음에 인용했던 맥퍼슨 이론에 따르면 나는 피아노를 잘 쳐야 맞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전화나 받는 ‘띵띵 수준’이다. 너무 늦게 시작한 핸디캡
인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는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매일 3시간씩 훈련하
면 약 10년이 걸린다. 뭐 내가 선수 될 건 아니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연습시간은 좀 늘려야 할 것 같다.
‘오징어게임’의 마지막 장면. “영감님은 돈도 많으면서 구경이나 하지 왜
게임에 참가했어요?” 이정재의 물음에 깐부 할아버지의 대답이 멋지다.
“아무렴 보는 게 하는 것만큼 재미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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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돌아보는 단상
박 영 수 (8반)

동녘 창의 결 고운 햇살은 새 봄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
처럼 자동차에 몸을 의지한 채 봄나들이
를 갈 시국이 아니다 보니 사는 맛이 현
저히 줄었다. 아쉬운 대로 읽고자 구매해
놓고 정물처럼 거실 군데군데 놓여있는
책을 펼쳐 시간을 때우곤 한다. 읽고 난
감상을 메모하기도 하고 좋은 글귀를 곱씹어 해질 무렵인 내 삶에 접목은
생각만큼 되질 않고 이 나이가 되어도 실수투성이다. 수십 년 책장에서
나와 함께 살아온 고서들을 보며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지만 눈으론
읽고 곧 잊히는 망각의 일상을 어쩌랴.
여행을 좋아한다. 젊어서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야영을 했다. 함께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도심에서 벗어난 일탈의 시간
보내기를 즐겼다. 지금 돌아보면 숫자상으로 까마득한 시절이지만 바로
엊그제처럼 생생한 건 무슨 연유일까. 가장으로서 주중엔 바쁜 업무에 최선
을 다 했고 주말이면 시간을 쪼개 아이들과 살을 비비는 아빠 역할에도
충실하고 싶었다. 근래는 길어진 역병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전래
동화처럼 이동에 제한을 받지만 곧 해소되리라 본다. 그나마 기억창고에
저장된 추억으로 되감아 재생 버튼을 누르면 또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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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세월은 그 어렸던 아들 녀석이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주고 나와
붕어빵인 손자와 눈맞춤을 하며 또 핏줄에 대한 든든한 연결고리에 힘이
솟곤 한다. 젊어선 일과 야망에 가득 차 부쩍부쩍 커가는 아들의 성장과정
도 세세히 지켜봐 주질 못했고 아버지는 바쁜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감사할 뿐이다. 나를 보고 두 팔 벌려 방글 웃어주는 손자를
보면 허리디스크 생각은 잊고 덥석 안게 된다. 사랑스럽다.
누가 봐도 노년에 접어든 연배다. 한 올 한 올 떠나 가버린 머리카락, 탄력
잃은 피부와 기억의 세포들은 어찌 인사 한마디 없이 어디로 간 걸까. 물론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서 그리 서럽지는 않지만 고교 졸업 50주년이라니
세월무상이란 단어로 쉽게 말하던 까마득한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고 그립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들이 참 많다. 대화가 통하는 동창들과 술 한
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는 것도 기다려지고 흥겨운 시간이다. 호기와
객기를 부리던 젊은 시절로 나를 데려다주고 그 시절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내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에겐 할 수 있다. 그들과 함께 하기에 내가 있다. 추억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흔하지만 누가 뭐래도 명언이고 난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순식간에 교모, 교복을 챙겨 입은
고교생이 될 수 있어 이리 행복한 것이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기로에 놓여 있지만 내가 거쳐 간 흔적들은
영원하다. 어머니의 탯줄과 분리되어 던져진 나의 삶엔 부모님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자아와 정신세계를 채워준 청년기의 모교는 총체적인
의미로 뼈와 살인 셈이다. 60주년에 다시 넋두리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의 발자취를 소환하여 더듬을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희로애락
모두가 다녀간 나의 인생, 이젠 노년기를 향하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실상 없다. 어려운 시절도 지나고 나면 그리워진다는
큰 수확을 얻었으니까.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창가에서 또다시 마하
의 속도로 지날 십 년 후의 청사진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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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년 2월 22일까지 ‘깨부책’하게 살자
배 진 건 (8반)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중
고등학교를 보낸 경희궁 정문 흥화문(興
化門)에 동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
다. 오미크론이 지배하는 그날 서울은 추
웠다. 그래도 22의 반인 11명이 모여 2
시 22분 느티나무 아래에서 ‘22회 파이
팅, 건강하게 살자!’ 구호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본관 자리인 숭정전(崇政殿), 체육관 자리인 자정전(資政殿)을 둘러
보고 제3운동장까지 둘러보았다. 5~60년 전의 순간들이 뇌리를 스쳐갔고
정말 우리가 22회의 한 조각인 것이 감사하였다.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0주년이 2020년이다. 22회 동기들이 오
랜만에 많이 모여 기념식을 하고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은
실행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되었나?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
하지 못한 악몽의 신천지였고 After Corona(AC)의 시작의 해가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CoV)는 RNA 바이러스 집단에 속한다. 일반 감기
(rhinovirus)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이름의 질병도 CoV에 속한다. 중국 우
한(武漢)에서 처음 시작한 코로나19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갖고 ‘메디게이
트뉴스’에 쓴 첫 칼럼이 2020년 2월 14일이다. 그 이유가 AP・블룸버그통
신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우한중심병원의 의사 리원량(李文亮・34)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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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싸우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어 불행히도 죽음에
이른 뉴스이다.
왜 우한이 발원지였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한이 베이징에서 멀지만
의과학 도시라는 것을 다시 알았다. 특히 WIV(Wuhan Institute of
Virus), 중국과학원 우한병독연구소는 조류인플루엔자, SARS, MERS, 및
CoV 등 병원체의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Bio Safety Laboratory-3)’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BSL-4’ 등급까지 근래에 받았
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약개발 임상연구의 25% 이상이
우한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진스크립트(GenScript)’라는 펩타이드(peptide), 정제 단백질, 항체, 세
포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미국 유명 업체가 있다. 필자와 쉐링프라우
(S-P)에서 같이 근무했던 Dr. Frank Zhang이 2002년 설립해 CEO를
맡고 있다. 바이오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 도구들을 공급하기
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회사이다. 특히 ‘블루버드(Blue Bird)’라는
CAR-T 자회사를 가졌다. 필자와 같이 S-P에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북경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는 ‘우한 사람’이기에 그곳에서 대학을
나온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프랭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
던 우한을 우한 사람들은 과학도시 ‘바벨’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어렴풋한 생각도 든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
를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호흡기 질환은 언제 어떻게 새로운 바이
러스가 시작되고 확산됐는지의 추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과학(science)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최소한 한 달 이상 쉬쉬하였다.
그 암묵의 시간에는 시작인 1월24일 금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인 춘절
도 끼었다. 바이러스의 확산 도구인 억대 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며 모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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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전파하기 알맞은 묘한 타이밍이다. 인간의 시간을 바이러스가 포착한
것일까?
2020년 3월 1일을 맞으며 필자는 엉뚱하게 101년 전 3.1운동과 스페인
독감을 연결시키는 칼럼을 썼다. 코로나19의 악몽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것인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도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3.1운동의 원인과 배경을 기술한 것을
보면 너무 숭고하게만 기술돼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과학자들이 2005년 재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알래스카에 묻혀 있던 한 여성 스페인 독감 희생자
의 폐 조직을 채취한 뒤 여기서 이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 배열을 재구성하
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다시 부활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의 구조는 전염성
이 강한 H5N1으로 확인됐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접하자 필자는 의문이
들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스페인 독감이었기에 우리 한반도는 무풍
지대였을까? 바이러스는 온 지구가 살고 싶은 곳이다. 미국과 유럽처럼
그해 1918년 일제 강점하에 있던 우리나라도 9월부터 크게 번졌다. ‘악성
의 유행병, 몹시 아픈 감기’라는 매일신보 기사는 ‘9월 23일부터 평북 강계
군에 유행성 감기로 3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특징은 머리와 밑 관절 등이
몹시 아프다더라’ 라고 했다. 경성(서울)서도 9월에 이미 환자가 나왔고
11월엔 평양 인구 절반이 감기로 고생한다는 기사도 있다. 경성에선 개도
돌림감기로 전염돼 죽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심지어 백범 김구 선생도
1919년 20일간 스페인 독감으로 고생했다. 백범일지에는 “병원이란 곳에
는 혹을 떼러 제중원에 1개월, 상해에 온 후 서반아 감기로 20일 동안
치료한 것뿐이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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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몇 명이나 죽었을까?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은 총인구 1670만 명 중 44%인 742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이 죽었고 일본인 역시 15만991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9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1919년 기미년 3.1 운동 직전의 상황은 매일신보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다. 농촌에서는 들녘의
익은 벼를 해가 지나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질 않아 조선
팔도의 민심이 흉흉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를 덮은 직후에
3.1 운동이 일어났다. 우연일까? 일제의 모진 수탈과 압박 가운데 전염병까
지 창궐하여 젊은이들까지 죽는 상황에 이르자 백성들은 독립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다. 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
의 독립정신을 선명히 드러냈다. 땅에 사는 인간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부의 일이 모두 내부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102년 전
저 멀리 스페인에서 일어난 AI 독감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 국민의 긍지로
여기는 3. 1운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전 세계 질병관리 관료, 과학자,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스페인 독감’을 왜
재조명하고 있는가? 역사가 현재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트럼프 덕분에 마스크를 안 하는 미국인들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하면 감옥에 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중에 시작한 도시나 그 기간을 적게 가진 도시는 사망자가
높고 전체적인 사망률도 높았다. 1918년 3월부터 1919년까지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세 개의 파도가 있었다. 1918년 봄과 가을, 1919년
겨울과 이어진 봄 시즌이었다. 이번에는 무려 5~6번의 파도가 왔다. 마스
크 착용은 ‘위대한 애국심의 상징’이었는데 왜 미국은 과거를 잊었을까?
잊지 말자. 미래에도 감염병에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필수
방어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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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 뉴욕에서 새 생명이 둘째 가정에 태어났다. 손자 Jack
은 엄청 큰 축복이다. 손자 손녀의 성비를 3:3으로 맞추며 태어났다. 다행
히도 Labor 동안에 남편이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부터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것조차도 금지되는 그런 긴박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며느리는 해산 후 하루만 병원에 머물고 토요일 퇴원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새 생명과 산모가 10블록을 걸어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동양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신생아 황달(Jaundice)이 2~3일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 예약도 안 되고 갈 수가 없기에
산모는 아기를 다 벗기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 uv를 쬐는 치료
를 하였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일어난 코로나 현실이다.
물론 멀리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Jack을 만나지 못한 기이한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이웃이 있기에 축복과 저주의 상황을 다 받아들여 감사하고 이겨낼 뿐이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아제(AZ)백신을 접종하였다.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하여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기 때문에
먼저 맞았다. 가능한 첫날은 목요일이지만 주저없이 금요일로 일찍 잡았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월요일 다시 일하기 위한 시간표이다. 그러나 그 시간
표에 29일 아침에 운동 약속이 있는 것을 깜빡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근육이 아프더라도 가리라.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대로 지나갔다. 둘둘회 친구들은 계속 카톡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랜다.
15분 접종 후 이상 없음. 3 시간 후 이상 없음. 그 다음날 아침 운동하였음.
5월 31일 아침 출근하였음. 접종을 망설이던 이웃과 친구들에게 ‘죽어도
맞으리라!’ 하고 가시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하고 말하였다. 8월 13일 금요
일 아제 2차 접종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도 운동 약속이 있었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아제 백신의 효과는 14주가
지나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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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무리한 일정의 흠이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었다. 둘둘회 한해 마지막 운동 후 저녁을 먹고 오후 6시30분
판교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미리
보내준 송곳 같은 질문을 다시 읽었다. 7시부터 줌으로 그들이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시간이었다. 1시간 45분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21일에 한강변 걷기를 하고 리베라에
서 목욕을 한 후 냉탕에 들어갔을 때 보통 때와 달리 한기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내 몸에 들어오는 표적이었다. 22일, 23일의 무리한 일정
뒤에 23일 점심 후 회사에서 약속된 외부 손님과 회의도 취소하고 곧 바로
강남보건소로 첫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내가 회사로 들어가면 다른
젊은 연구원들에게 감염 위험이 있고 회사가 당분간 문 닫아야 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예상대로 저녁에 확정 통보가 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
도 검사를 하였지만 당근 확정이었다. 두 사람이 12일간 집에서 감금되어
나올 수가 없었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쉽지 않은 격리 기간이
었다. 12월 5일 0시부터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뉴욕에 있는 아이들이 넘넘 보고 싶었다. 특히 아직
못 대면한 코로나 베이비 잭(Jack)은 더 보고 싶었다. ‘Escape From New
York’ 1981년 영화를 미국 위스콘신에서 본 기억이 난다. 디스토피아 관
점에서 미래 1997년에 섬인 맨해튼을 거대한 교도소로 만든 것이다. 거대
한 교도소 맨해튼에 헬리콥터 추락으로 고립된 대통령 구출기이다. 12월
17일 아침 10시 30분 JFK에 도착해 맨해튼 둘째 집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
갔다. 맨해튼 탈출과 반대로 오미크론에 포위된 곳에 진입한 것이다. 오미
크론에 포위된 상황은 가족에게서 먼저 드러난다. 둘째는 주변 사람의 감염
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하고 pending 상태이다. 그러기에 집에서도 마스
크 착용이다.
19일 일요일 저녁 6시에 나의 ‘delayed 70 생일잔치‘를 위해 레스토랑에
예약을 마쳤지만, 오미크론 덕분에 그것도 취소하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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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저 온 가족 12명이 같이 한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음식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픽업했다. 코로나19 덕분에 만 2년 만에 가족들과 음식을
나눈 후에 케익을 둘째 손녀가 들고 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모두 불러주었
다.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만으로 70이 됐다.
문제는 그날 밤에 시작됐다. 셋째 손녀가 자다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20일 월요일 아침이 되니 지난밤에 손녀가 열이 나고 토했다고 한다. 아침
에 집에서 항체 테스트를 하니 양성이 나왔다. 오후에 손자도 집에서
‘rapid test(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다. 정리가 되자 며느
리는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먼저 갔다. 암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의료진이기에 본인의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와 아내, 그리고 둘째가 길 건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트럭으로
가서 검사 받았다. 줄이 길지 않은 것을 보고 나왔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
다. 그러나 결과를 얻기까지는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웠다.
이제 오미크론 덕분에 뉴욕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21일 아침에 며느
리의 결과가 나왔다. 양성이었다. 이미 mRNA 백신 부스터 접종까지 마쳤
지만 오미크론은 돌파감염을 한 것이다. 어디서 감염이 됐나? 다만 오미크
론의 돌파는 부스터 접종까지 끝낸 며느리를 밀어붙이지 못하였다. 딱 하루
정도 거의 초기 감기 증세로 목만 조금 이상이 있었다. 뉴욕에서 연말을
꼼짝 없이 집에서만 지내면서 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 돌아왔다. 만 4세라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막내 손녀만 열이 5일 이상 높게 지속되었다.
그 외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어른이나 7, 11, 12세 학생들은 거의 감기
증세로 목만 아프고 기침을 하고는 지나갔다. 이 현실이 우리 아들 가정뿐
만 아니라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 2세들 가정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실이다.
오미크론이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을 찾아갈 것이다. 같이
살자고. 연초 1월 2일 나와 아내는 뉴욕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작은 결정부터가 바로 중요한 결정이
라는 것이다. 국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보건당국의 역할이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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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개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다. 아주 간단한 결정, 마스
크를 써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나 식사장소에 가야 하는
가? 하는 작은 개인적인 결정이 우리 서로에게(다시 멋지게 말하면 공동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22회의 50주년 행사를 지금까지도
미룬 것도 작지만 큰 결정이다.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보낸 경희궁에서
22회 동기들이 모인 것은 거룩한 결정이었다. 어느 분이 2222년 2월 22일
22시 22분 22초 순간까지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2’의 순간까지
우리의 몸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영은 앞으로 20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덮쳐도 ‘깨부책’하게
살아가자.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책임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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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
백 용 렬 (6반)

내가 수입 판매하는 것 중에 구입가가
한 개 4만원 정도 하는 일제 자전거 액세
서리가 있다. 다행히 몇 년 간 조금씩 판
매량이 증가하여 수입량을 늘려오다가
2011년(작년)은 30,000개는 무난히 판
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 메이
커로부터 30,000개를 수입해주는 조건
으로 그들 공급가에 7.5%를 감하여 매달 약 2,3천개씩을 구입하였으나,
작년은 비도 많이 오고 일본 엔화가 비싸기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판매한
다고 노력했으나 23,000개 정도밖에 못 팔고 재고가 많아져 더 이상 구입
할 수가 없었다.
연말이 다가오는 즈음 그 회사 과장이 내한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 얘기 중 그 과장이 그 문제를 거론하며 30,000개를 수입하기로 하고
7.5%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했으나 23,000개밖에 구입하지 못했으므로
약속한 30,000개를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23,000개는 할인되지 않
은 값으로 정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사실 속으로 “우리 오래 거래했고 열심히 팔려고 노력했으나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높은 엔고 현상과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불가항력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목까지 나왔으나, 신용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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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노력했으나 이렇게 됐는데, 약속은 약속이니
까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니, 이 일본 과장 하는 말이 “돈을 송금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평범히 말하면서 다른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겨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약간 어지럽고 당황했다. 흔히 하는 말로 좀스럽다는 일본인이
이 돈을 안 받다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 돈으로 오천만원 가까
운 큰돈을! 게다가 그것도 주겠다는 돈을! 생색을 내면서 안 받는 것도 아니
고 자연스럽게 넘기다니! 돈도 안 받고, 나의 자존심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
가!
나도 거래처니까, 모든 거래처에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한번은 다른 외국공급자한테는 사기를 당한적
도 있지만, 이번 상담에는 실로 고마움을 느낀다.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도 향수를 느끼게, 어렸을 적 바라던 이상적 상황이 아닌가!
말로, 상식으로 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상태! 흔히 법 없이
되는 이런 상태를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이!
나는 어렸을 적, 우리가 성인이 되면 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당시 어른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았고! 그러나 지금 어른들의
잘못으로 자살하는 애들이 늘어가고, 학교가 범죄 소굴 같기도 한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옆에 있는 교수가 너무도 불쌍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2억 원을 줬다는
엄청난 박애주의자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게 그리
도 불쌍하여 담배, 술, 결혼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허용한다는 말인가? 그게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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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의 비전을 만들어간
다는 교육감이라니! 너무 혼돈스러워 어지럽다.
때로는 하는 말이 못미더워 받아놓은 자기 확인서까지 부인하며 기억도
안 나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그런 세태에서 지난번 그 일본인과의
상담은 감동이었다! 또 느끼고 싶다!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후손만대에
남겨줄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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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꾼을 꿈꾸는 어설픈 철학도
송 순 현 (2반)

‘저절로춤 일시무(一始舞)’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춤 아닌 춤으로 노년의 즐거
움으로 삼고 간헐적 수입원으로도 삼은
지 10년이 거의 되어간다.
‘일시무’는 <천부경(天符經)>의 첫 구
절 一始無에서 無를 舞로 바꾼 것인데,
이르자면 “하나가 시작하니 춤이더라.”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저절로춤을 춘다고 하니까 대학 선배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일시무’인데,
제주돌문화공원을 만드신 주역인 백운철 선생님께서 이 이름을 좋아하셔
서 매년 5월 그곳에서 열리는 설문대할망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몇 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다.
숲속에 모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마음을 비우고 몸 가는 대로 맡기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어렵지 않게 나름대로들 저절로춤에 젖어들게 되니 명
상춤이다, 힐링춤이다라고들 한다.
“비움과 맡김의 행복학 – 생각에서 벗어나 무심 속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그대를 춤추게 하리라.”
이 글귀에 홀려서 사람들이 돈 내고 배우러 오기도 한다. 동작은 가르칠
게 전혀 없으니 그저 마음을 비우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
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인가?
당연히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한 그럴듯한 답을 마련해 놓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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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듯 모를 듯해 하면서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몸에는 몸의 길이 있고 마음에는 마음의 길이 있다.
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마음의 길은 기쁨의 길이다.
몸의 길은 마음이 열어주고 마음의 길은 몸이 열어준다.
두 길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늘길이 열린다.
그 길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아 좋다.
예비동작은 두 가지면 족하다. 하나는 ‘우두커니’이고 또 하나는 ‘흔들흔
들’이다. 우두커니가 충실하면 저절로 몸이 흔들흔들하고, 흔들흔들이 충실
하면 저절로 생명의 춤이 펼쳐진다. 하다보면 어느 결에 몸은 훈훈하고
머릿골은 시원하며 단침이 샘솟아나고 얼굴엔 미소가 피어오른다. 게다가
할 때마다 매번 동작이 다르게 나오니 그것이 저절로춤을 지속하게 만드는
묘미이다.
그런데 ‘우두커니’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氣功
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행위라는 생각은 老子에게서
온 것이지만, 어찌 보면 기공이란 아무것도 안하기를 하는 수련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공 수련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종국에 가서
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즉 육체와 정신의 허정(虛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할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필요한 것이
이 ‘우두커니’이다. 우두커니는 에너지의 재충전이라는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소모된 기를 보충하고 기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해 주는 이 우두커니를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
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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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태평양도 보이고 한라산 영봉도 보이는 서귀포 중산간 조용한 시골
마을에 10년 넘게 살면서 해, 달, 별, 하늘, 바다, 산, 구름, 나무, 꽃, 새,
벌레 등 자연의 신비에 취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天福이 아닐
수 없고 여기가 낙원이 아니랴 싶다.
디팩 초프라는 그의 저서 <우주리듬을 타라>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주 공간 별들의 심포니와 호흡을 맞출 때 모든 것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지며 우주의 충일함이 우리 안에서 황홀한 기쁨으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절로춤 일시무(一始舞)’가 바로 우주의 리듬을 타는 것이라는 망상을
하며 나는 날마다 춤을 추며 자기 실험과 자기 점검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망상 아닌 망상이 있는데, 이런 것이다.
“우리의 고요한 중심, 순수의식 속에 우주의 창조지성은 나를 통해 꽃피
울 우주의 꿈을 심어놓았다. 내가 우주의 한 송이 꽃으로 활짝 꽃피어나는
길, 그것은 생명, 자연, 우주의 완전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그 흐름에 내맡기는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삶은 본성과
직관에 따르는 삶이고 존재의 근원에 귀의하는 삶이다.”
여기 실전의 일면을 소개해본다.
음양오행의 표상이고 그 오묘한 작용처인 두 손과 열 손가락이 시시각각
정교하게 움직이고 온몸은 조화롭게 율동하는 생명의 리듬이 된다.
마음과 의식은 다만 맑게 깨어있으면서 저절로 펼쳐지는 몸의 동작과
느낌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주체로만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동
중정ㆍ정중동의 心身一如 상태는 내 안의 자연인 본성을 일깨워 나를 꽃피
워 나간다.
이것이 흥(興)이고 신명(神明)이리라. 흥은 사람의 기운이 천지의 기운과
만나서 일으키는 즐거운 감정이고 신명은 내재된 신성의 발현을 의미한다.
흥이 나고 신명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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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과 멋의 본향(本鄕)은 영성(靈性)이고 대자연임을 믿으며 ‘저절로춤 일
시무(一始舞)’로써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여생의 소망이다. 생각 놀음에서 에너지 놀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하늘에 감사한다.
잠깐! 이 춤의 ‘저절로 지수(指數)’는 얼마일까?
https://youtu.be/ZUEzKgMo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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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에 취하여
안 제 세 (8반)

산과 들이 잠들었던 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마당의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
을 틔우더니, 길가에는 개나리꽃들이
줄이어서 한 번에 샛노랗게 피어났다.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산새들도 마
을로 날아다니면서 노래들을 불러준다.
작년과 별다름 없이 다시 봄은 시작되
어, 밭 갈러 가는 경운기들이 산골의 정적을 오랜만에 깨운다.
이십년 째 맞이하는 산골마을의 봄에, 긴 개울가의 살구꽃들과 벚꽃들도
하얀 꽃망울들을 수줍게 틔우고 있어서, 곧 이 산골마을에 봄꽃들의 축제가
화려하게 열리게 된다. 텃밭에 고추 두둑을 길게 한 줄 만들고, 당근과
양배추와 시금치와 파를 심는 걸로 한 해 농사를 시작해 본다. 그러고 보니
하지 감자도 곧 심어야겠다. 이렇게 산골의 한 해 살림은 텃밭농사 준비로
알기 쉽게 시작된다. 그러면서 두어 달 후부터 수확이 시작될 마늘과 양파
등 월동 작물들과, 역시 그때쯤 이미 맛나게 자라 있을 시금치, 상추, 경채
등을 일찌감치 그려 보며 실없이 입맛을 다셔 본다. 들판에는 지천으로
깔려 있는 쑥부쟁이, 민들레, 쑥, 원추리 등이 훌륭한 반찬거리로 저절로
자라고 있어 계절의 맛을 보태준다. 여기에다가 개울에서 피라미, 붕어,
모래무지 같은 물고기들을 한 그물 건지면 제대로 매운탕이 탄생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개울물이 차서 한 달쯤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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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삼년 동안 여러 가지 주변 일들로 바빴던 아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
으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일을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 취미삼아 해 왔던
양계를 하기로 한 건데, 여기저기 망가진 닭장을 정리해서 새로 망을 치고,
문을 달고, 횟대와 산란 둥우리까지 멋지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철망과 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다 놨다가 날 더워지기 전에 함께 작업을 했는데,
닭장 만들기 경험이 풍부한 아내가 설계(?)와 공사 진행을 맡았고, 나는 하라
는 대로 따라 하기만 했다. 그래도 대여섯 시간 작업 끝에 제법 볼 만한
닭장이 만들어져서 함께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며칠 후 인근 닭 농장에서
계란을 갓 생산하기 시작한 어린 산란계 일곱 자매를 모셔 왔는데, 하루에
알을 네 개씩 착실하게 낳아주고 있어서 봄맞이 밥상이 더욱 알차게 되었다.
새로 돋아나기 시작한 주변의 새싹들을 뜯어 데쳐서 밥 위에 얹어서 갓
낳은 계란반숙과 고추장을 버무려 먹게 되니, 이런 호화판 식탁이 어디
있으랴? 늘어만 가는 체중을 걱정할 사이도 없이 야속한 수저는 더욱 바쁘
게 움직이게 되었으니... 작년에는 텃밭 150평을 정리하고 동네의 자그마한
논 한 구석을 구입해서 드디어 주곡 자급을 달성했는데, 이제 웬만한 필수
식량들은 완전히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자급자족 농민으로서의 틀이 잡혀
간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세계적 식량문제도
그저 다른 세상 일로 느껴지는 별천지 동네의 한 황혼 부부의 인생인지 *

*

최근 2년간 코비드 사태로 수도권 방문은 물론 가까운 충청지방 나들이
조차 않고 집콕 하며 살다 보니, 여기가 그래도 그리 심심치 않은 동네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일단 동・서・북 세 면이 산으로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고(좌청룡, 우백호 모양), 남동쪽으로는 아우내로 가는 개울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서 답답한 게 별로 안 느껴진다. 흑성산, 성거산, 태조산, 운봉
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마을 주변 산들은 어렵지 않게 언제라도 오르내릴
수 있는 좋은 산책길이다. 집에서 30분 도보거리에 아담하고 경관 좋고
맑은 용원저수지가 있어서 둘레길 산책이 즐겁고, 20분 거리에는 한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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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최고의 정원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의 넓은 경내에서 두루두루 산책을
즐길 수 있고, 2km 정도 되는 단풍나무 길을 오르내리며 맑은 공기를
즐길 수도 있다. 코비드와 별 관계없이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열리는 병천
아우내 오일장도 단조로운 시골살이를 달래줄 심심풀이에 보탬이 된다.
마을 근처에만도 이렇게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다닐 곳들이 여기저기
있으니, 숨 막힐 듯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어디 다른데
나들이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 중 하나가 온천욕을 즐기는 건데,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다른 취미활동들이 사실상 막혀버리게 되자 더
욱 온천여행에 집착하게 되었다. 수도권과도 인접한 이 근처에는 유명한
온천이 좌・우(동・서)로 40분 정도 주행거리에 하나씩 있어서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다. 좌측(동쪽)인 충북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에는 세계 3대
광천수라는 초정탄산약수 원탕(元湯)이 있고, 우측(서쪽)인 충남 아산시 온
양동에는 한국 근대 온천휴양지의 효시라고 하는 온양온천이 있다. 초정은
세종대왕께서 지병 치료를 위해 가끔 왕림하셨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기념
하는 한글공원이 있고, 그 주위로 몇 년 전에는 전통 민박촌이 만들어져서
매년 봄에 축제를 벌여 왔는데, 지난 2년간은 모두가 아는 이유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다. 그래도 초정약수와 어울리는 자그마한 공원과 전통가옥
민박촌 분위기가 평온해서 좋은 곳이다. 온양온천은 다들 아시는 바대로이
니 설명이 어색할 것 같은데, 온양만 다녀오기 섭섭하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2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넓은 인공 담수호인 삽교호가 나타나고, 그
일대에 잘 꾸며진 해양공원이 있으며, 싱싱한 횟감들을 현장에서 골라 요리
해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다.
실상 삽교호에는 근처 충청남도 주민들보다는 수도권에서 아산만을 건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당진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삽교호를 중심으로
한 요식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 2년간은 역시 이곳도
약간의 침체를 겪는 듯 했지만, 이제 꽃피고 훈풍이 뺨을 간질이기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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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이 봄 바다를 찾는 상춘객들과 횟집손님들로 바글
바글해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면 삽교호에서 인근 인주 사거리
까지는 30분 이상 모든 차량들이 완전히 거북이운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충남 현지 주민들은 그 복잡한 삽교호를 오히려 피해서, 좀 더 남쪽에
있는 대천이나 안면도나 태안반도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다. 최근에 입소문
을 타고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청포대에는 ‘별주부마을’이라는 별명
이 있는데, 7~8km 정도 되는 넓디넓은 백사장 중간쯤에 있는 거북이 닮은
작은 섬(?) 앞에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귀여운
조각상이 있어 심심찮은 볼거리 노릇을 하고 있다. 물론 삽교호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만리포, 천리포, 연포 해수욕장도 기다리고 있다.
만리포는 70년대 초반에 여름 바캉스 시즌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친구들
과 함께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일주일 정도씩 놀러가던 곳이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른다. 그 넓은 백사장을 빼곡하게 뒤덮었던 국방색 군용
A텐트들이 늘어선 장관(?)은 이제 한 여름 피서철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모래알들이 씹히는 김치라면을 한 젓가락이라도 더 떠먹으려고 법석 떨던
친구들이 정겹던 모습이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피부를 빨갛게 달구던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해가 져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 되기 무섭게,
수많은 아마추어 기타리스트들이 텐트 앞마다 모닥불 곁에서 각자 신나게
기타 치며 노래하고, 한 쪽에서는 납작한 야외전축들을 최대한 큰소리로
틀면서 제멋대로 고고나 트위스트를 추며 짧은 여름밤들을 지새우던 광란
의 무대가 펼쳐졌다.
지금은 아마 소음규제인가 뭔가 좀 답답한 법조항을 들이대며 무조건
얌전히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잠이나 자고 가라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광활한 바닷가에서 좀 떠들고 노는 자유도 없으면 무슨 살맛이 나며
스트레스는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우중충한 룸살롱이나
노래방에서 알아서 스트레스 풀어라? 이는 인간의 자유 역사에 명백히 역행
하는 이상한 법조항이라고 단언하며, 그런 같잖은 법을 따지고 살아가도록

3. 요즘 이렇게 지낸다네 155

길들여지고 있는 신세대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모래 위에서
야영을 즐기며 질리도록 놀아 대던 어느 날은 갑자기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쏟아지기 시작하는 빗줄기 속에서 허둥지둥 텐트를 거두고, 몇 채 없던 허술
한 민박집 처마 밑에서 간신히 비만 피한 채, 거센 태풍 바람결에 달달 떨며
밤새우던 기억도 이제는 전설처럼 나의 뇌리에 남아 있다. 아, 옛날이여 …
*

*

다시 한 번 봄맞이를 하는 산골인생을 읊어보다 보니, 수필 아닌 수필이
제멋대로 가는 길이 어느새 옛 추억의 무대로 슬며시 옮겨 간다. 그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바닷가에서, 산길에서, 춘천 가는 열차 안에서, 광화
문 네거리 옆골목 주점에서도 떼창 하던 6070 가요들과 팝송들도 함께
추억의 무대에 울려 퍼지는 듯하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시절 그 끈끈하게 정다웠던 친구들
과의 추억들을 - 젊은 시절부터 즐겨 온 그 팝송들의 역사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된 걸로 기억된다.
중학교 입학 후 알 수 없는 루트를 통해 교실로 배달되던 영어학습지(4면
짜리 찌라시)에 인쇄되어 오는 팝송 가사들이 있었다. 마치 우리의 경희궁
입성을 축하하듯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며 등장한 비틀즈・롤링 스톤즈・
스키타 데이비스 같은 팝가수들과, 밀바・토니 달랄라・질리올라 칭케티
같은 칸소네 가수들과, 이브 몽땅・에디뜨 삐아프・살바토레 아다모 같은
멋들어진 샹송 가수들의 노래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며 울려 퍼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팝송에 대한 관심은 영어공부에 도움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태리어나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매주 새로 나오는 여러 팝송들의 가사가 사실 궁금
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영어학습 찌라시들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구독했는
데, 아닌게 아니라 어떤 가사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사전을 한
번이라도 더 들춰 보긴 했으니 영어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긴
하다. 학창시절 내내 줄줄이 치러야 할 정통 영어공부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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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시작된 팝송과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팝가수들의 레코드판을 갖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레코드를 들으려면 전축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전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치에 가까운 시절이어서 레코드 또한 살 여건이 아니었다.
당시 인기 최고였던 레슬링 시합을 보려고 마을에 몇 개 없는 텔레비전
가게 앞에 동네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환호하던 때였으니까, 그 귀한
전축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설령 전축이 있다고 해도 엘피(LP)판을 살 용돈
조차 마련하기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큰길가에서는 레코드 가게에서 경쟁적으로 틀어대는 음악
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었다. 중2때부터 그
유명한 종로 2가 EMI학원에 수학(신통한 선생)과 영어(황인종 선생)의 강
좌를 들으러 자주 다녔는데, 오가는 길에 울려 퍼지던 오후 3시의 ‘탑튠쑈’
(최동욱 아나운서)에서는 최신 일렉 기타의 현란한 연주와 팝송들이 연이
어 소개되었다. 나의 모교인 종로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학원이라 정감이
많이 갔는데, 그 길에서 소음에 가까운 팝송들을 듣게 될 줄이야! 그래도
그 길을 오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막 깊이 울리는 팝송들을 흥얼거리
며 어느 정도 나의 모자랐던 영어실력에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 때는 분명히 소음규제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게 틀림없다. 서울 중심가 모든 레코드 가게 앞은 볼륨을 있는 대로 올려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행인들은 그 음악들을 나름대로 즐기
며 왕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무렵 전후 언젠가부터 전축 같은 음향제품들이
시장에 갑자기 많이 나와서, 좀 비싸긴 해도 웬만한 수입이 있는 집에서는
월부로라도 장만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러자 전축은 빠르게 ‘문화인’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와중에 우리 가족도 ‘문화인’임을
알리기 위해(?) 큼지막한 전축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다. 지금의 컴퓨터 책
상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가운데 플레이어 부분과 양쪽의 스피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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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최신식 조립제품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전축이 들어오던
그 날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애주가였던 아버님께서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전축 집들이 기념 술잔치라도 벌이셨을 일이었다. 그리고 술과는
관계없던 내게는 그 날부터가 당시 복개되기 전인 청계천 5가의 다리들을
건너 싸구려 해적판 레코드들을 구하러 다니는 계기가 되었고 … 팝송뿐만
아니라 최희준・나훈아・남진 등의 유명한 뽕짝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시절
의 유행가들이 생각날 때마다, 역시 그에 얽힌 지난 시절의 사연들이 옛
영화의 필름들이 주르륵 지나가듯이 펼쳐지곤 한다. 그 많던 다방들마다
한 평 남짓 칸을 막아서 신청곡을 틀어 주던 정겹던 모습들도, 이제는 아름
다운 추억으로 살아난다. 친구들이나 학우들과 별별 이유를 붙여가며 과음
한 다음 날 아침, 강의 들으러 가는 길에 출출함을 달래려 들르는 대학가
다방에서 마시던 계란 노른자 하나 퐁당 빠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이, 최백
호의 ‘낭만에 대하여’로 재탄생하여 추억에 빠지게 하듯이 이렇게 아련한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한 권의 자서전을 구성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서전을 쓰는 건 본의가 아니고, 산골의 필부가
그런 걸 쓸 일도 없으니 추억여행은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쓰다 보면 끝이 없는 객쩍은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하여, 차라리
이 좋은 꽃 계절에 구름에 달 가듯이 마음 내키는 곳으로 두루 다녀봐야지.
근처에만도 경관 좋은 산과 바다가 널려 있는데 아직 몸이 잘 움직여줄
때 후회 없이 유람해야겠다.
이번 봄에도 텃밭 파종 대강 끝나면, 지난 가을 이후 오랜만에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다시 보러 서해안 백사장을 찾아가 거닐어봐야겠다. 흐르는
세월과 인연 따라 평생 친구가 된 아내와 함께, 또 하나의 평생 친구인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고, 이 또한 평생의 친구들인 막걸리 한 병과 오징
어땅콩과자 한 봉지를 배낭에 넣고 다니며, 여기저기 쉬엄쉬엄 구경해가며
적당한 모래톱 위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에 하모니카 한 곡조 뽑으며 하루
나들이를 즐겨야지. 나만의 일장춘몽에 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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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 넘어 고아 된 나, 어떻게 살아갈까
윤 대 영 (8반)

한 30여분 높은 산을 오르는 듯 가뿐
숨을 몰아 쉬시더니 잠시 눈을 크고 뜨
시곤 밤새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내외
를 보시며 무어라 말씀하시려는 것 같
더니 안도의 긴 숨을 몇 번 크게 쉬시고
나서 고개를 떨구며 우리 곁을 떠나셨
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을까?
긴 숨과 함께 육신에서 나간 어머님 영혼은 그토록 기도 드리던 천국으로
가셨을까?
동세대 모든 어머니들께서도 비슷하셨겠지만 철없고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 전쟁, 피난과 열악한 환경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깊은 신앙을 지키며
아들만 다섯을 낳아 키우시고 오직 가족과 자식만을 위한 인생을 사셨다.
한데 안타깝게도 구순을 앞두고 대퇴부 골절과 뇌경색이 겹친 데다 약간의
치매 끼로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아들들에게 이후 어머니의 존재
는 죄의식 그 자체였다. 그런 어머니께서 한달 여 전 음식을 못 넘기신다는
연락에 코로나로 면회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원에서 홀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의논하니 흔쾌히 받아줘 바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집에 오셔서 하시는 첫마디가 ‘아버지는?’, 두번째는
‘고마워~’. 집에 오셔서도 음식은 물론 물도 거의 못 넘기셔 링거 주사로
연명하시어 힘이 거의 없으시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 오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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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뜨고 미소를 지어 주시곤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신다. 곡기를
끊고서야 아들 집에 오셔 매일 아들들 얼굴을 보며 그나마 편안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으신 어머니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사신 것일까? 가시면서 아들들
의 죄의식마저 지워주시려 그러셨나 위안해 본다.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는
칠십 이후의 삶,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가 다르게 옅어져
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곁에서 들으며 한달 내내 든 생각이다.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을 낸다는 소식에 난 사실 집행부가 괜한 일을 한다
고 생각했다. 이제 평생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에 무슨 글을 또 써
내래나? 나름 책을 많이 읽고 일기도 제법 쓰는 편이긴 하지만 내 글을 외부
에 알리는 건 질색이다. 글 못쓰는 자의 변명이겠지만 살아가며 듣고 배우며
읽고 느낀 대로 실행하면 그만이지 무슨 글을? 하면서도 사실은 젊어 한창
일할 땐 말 잘하는 자가 부러웠고 나이 들어서는 글 잘 쓰는 이가 제일 부럽
다. 몇 차례 독촉(?)에 마지못해 최근의 일기에서 일부를 옮겨 본다.
(2022년 1월29일 세밑 저녁 성서필사를 마치며~)
드디어 3년2개월여(1155일) 만에 성경필사 대장정을 마쳤다. 그 전에
사용하지 않은 빈 노트에 신약성경 필사를 몇 번 하긴 했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써 보자는 생각에, 또 손주가 생기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2018년
12월2일 교회에서 지정하는 필사노트에 정식으로 필사를 시작했다. 처음
엔 신약성경만 쓰려고 시작한 것인데 1년 가까이 걸려 거의 다 마쳐갈
즈음 내친 김에 구약성경까지 다 써보자는 욕심이 생겨 이어서 쓰게 되었다.
하루에 한 장씩 숙독하고 그 의미를 새기며 가능한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겠다는 결심에 해외 출장, 여행 등 어딜 가나 필사도구를 꼭 챙겨
가는게 일상화 되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매일 한 장(chapter)
이상씩 써 왔다. 한데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 그런지 약 6개월 전쯤
부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힘줄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팔꿈치 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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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오고 급기야는 오십견 온 듯이 어깻죽지까지 통증이 심해져 5분 정도
쓰고 나선 잠시라도 쉬어야 했고 물건 드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 아내가
몇 달 쉬었다 나은 후 재개하라 했지만 서둘러 마치고자 힘들여 쓰다 보니
나중에는 글씨체도 엉망이 된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살피셨는지 필사 시작한 지 얼마 안돼 뒤늦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도 생기고 2년 가까이 전 아버님 선종 때도
오형제 중 나만 임종을 하며 하늘나라로 모셔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필사 내내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임했고 필사 자체가 큰 기도가
되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 복사, 성인이 되어서는 레지오 등 각종 신심봉사활
동으로 성서의 주요 구절이 익숙하긴 했지만 이번 필사로 하느님 말씀의
그리스도 신앙의 큰 틀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인 것 같다. 그간
구약은 창세기 등 오경을 제외하곤 이스라엘 역사(?)라는 인식으로 치부해
미사 중 독서로 듣는 것 외에는 굳이 찾아 읽는 것조차 무시해 왔었는데,
필사를 하며 예수님은 물론 당시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이 얼마나 구약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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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과옥조처럼 생활에 함께 했는지 그것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임에도 무사히 필사를 마치게 해 주신 하느님께
다시 큰 감사드리며 남은 생애 내내 내가 쓴 필사를 최소한 10회 이상
숙독하며 관련 해설서도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신부님 등 전문가도 찾아
성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 나아가 가능한 한 성서가 내 생활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오고 가족과 주변에도 빛과 소금으로 비칠 수 있게 해주
십사 하는 기도를 드린다.
(2022년 2월 5일 칼 세이건(Carl Sagan)저 Cosmos를 읽고 나서)
카오스(Chaos 혼돈)의 대응개념으로 만물이 깊이 연관된 우주의 질서라
는 코스모스–현대 우주과학 천문학의 대가라는 칼 세이건이 쓰고 서울대
천문학과 홍승수 교수가 번역해 옮긴 무려 16절지 크기 600페이지 가까이
나 되는 대형 책을 읽고 나서 질서가 잡힌 것이 아니라 혼돈이 생겼다.
기억나는 것보다 읽는 중 까맣게 잊은 것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중 틀리거나 다른 것이 많았고 이해한 내용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다. 내가 그렇게 무지했나?
150~200억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생겨났다는 우주, 약 46억년 전
성간 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지구, 최초의 생명은
약 40억년 전 바다에서 태어났으며, 30억년 전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20억
년 전 성, 즉 유전자교환을 통한 증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0억년
전 식물 광합성을 통한 산소 생산으로 지구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6억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통해 녹조류가 유기체로 미생물 박테리아에
다리, 껍질이 생기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빛은 1초에 30만km
(지구 지름 1만3천 km, 7바퀴반), 태양서 지구까지 8분(1억5천만km), 1년
이면 10조 km(1광년), 우주 중간쯤 성운까지 80억 광년, 우주에는 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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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개 정도 있고 각각의 은하마다 천억 개의 별과 적어도 별의 수만큼의
행성이 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은하의 중심을 도는 회전 속도는 초속
200km정도로 엄청 빠른 속도이나 은하중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2만5
천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2억5천만년이나 걸린
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년이므로 태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
하중심을 20번 정도 완주했음을 알 수 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 의하면 인류는 약 250만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으며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년 전이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
였다고 한다. 기원년 2억명도 채 안되던 세계인구는 2차산업혁명이 시작되
는 1900년 17억명으로 늘더니 현재 80억 가까이 되고 있으며, 지구 평균
온도는 1880년도부터 100년 사이 1도나 상승했는데 최근 훨씬 빠른 속도
로 상승하고 있어 온난화,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로봇 메타버스
등 요즘 삶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어지러워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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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인간은 얼마나 더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 모든 변화가 이 세상
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계획에 다 있었던 것이며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보면 하느님의 창조 의지가 좀 더 이해되고 코스모
스를 10번 이상 숙독하면 우주 속에 내가 보이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삶을 잘 보낼지 그려질까? 나는 아직도 칠십
넘어 고아가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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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의 기도
윤 성 학 (3반)

해가 바뀌어도
코씨 성 바이러스는
멈출 줄을 모르고
지구촌 곳곳의 천재지변은
갈수록 위험도를 높인다.
불확실성의 시대!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제주에서

나라끼리도 자국 위주의
생존을 위한
다툼은 치열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변혁의 계절.
허나, 변화는
새로운 것을 위한 것.
황량한
잿빛 겨울이 지나야
연초록 봄날은 오리니.
하늘빛 바뀌고
모든 것 흔들리는
지난한 세상에
서로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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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이며 감싸주는
따스한 심장,
보드라운 눈길이
필요한 때.
이 하루,
나 자신부터
그리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들꽃의 향기처럼
바람의 속삭임처럼,
가만가만
어울려 흘러가는
샛강의 작은 물결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게
들리고 들리지 않게
지혜의 신발 신고
여백의 노 저으며
그냥 그렇게.
세상이란 이름의
더 큰 나를 위하여.
아지 못할 인연으로
동기가 되고 벗이 되어
반백년을 같이 한
우리들의 시간들.
나이테가 늘수록
육신은 여기저기 고장 나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눈 채
덧없이 하나 둘 떠나가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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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은 가고
피는 것은 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려니
어찌 영원한 동행을 바랄까?
허나,
하늘 아래
뜻 없는 것이 어디 있고
이유 없는 만남이
어이 있으리?
세월이 주는
깊이와 넉넉함으로
지구별 시절 동안
조금 더 베풀고
조금씩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면.
그 넓고 큰
길 없는 길에
벗의 이름으로
곱디고운 조화의 꽃을
더불어 피울 수 있다면.
먼 훗날 언제 어디선가
바람 되고 별빛 되어
다시 만날 때까지.
- 영월 송이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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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1
이 동 준 (8반)

세상을 줄여서 돛단배에 싣고
보름달 날 잡아서 달빛 따라 흘러서
새벽 동틀 무렵 백도를 지나가려면
남해 물건항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자.
남풍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없으니
뱃머리를 남서쪽으로 하고
미조 지나고 호도 지나고 연도 남쪽 조금 못 미쳐서
노을 속으로 노을 속으로 가다 보면
700만년 전에 시작된 인류의 영혼들이
3000억 개의 별이 되어 하늘을 조감하고
내 돌아가서 자리 잡을 곳이 어디쯤인가 살피다가
마누라 별에서 멀지 않은 곳이 어딘가 어림잡다가
미련했던 삶의 어설펐던 기억과
어렸을 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짓말의 부끄러움과
여전히 움켜지고 있던 나의 욕망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달빛 따라가던 항로가 비틀거려도
헬리아드 사이로 스치던 바람 소리가 뼛속으로 파고들어
그때 자유는 구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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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동트고
남해와 제주도의 꼭 중간
백도의 처연한 단절에 삶의 혼돈을 숨겨두고
뱃머리를 남동쪽으로 태킹해서
저녁 무렵 김녕항에 도착하자.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기웃거릴 때까지는
내 조그마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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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河東)
이 동 준 (8반)

미국에 있는 사촌이 지금은 허물어진 예전 시골집을 스케치해서 보냈다.
몇 명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조그만 스냅 사진에다 기억을 보태서 그렸다고
한다.
오전에는 대밭 그늘에 있는 큰 바위에 엎드려 방학 숙제하고,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계곡물에서 놀다가 추우면 햇볕에 익은 바위에 엎드려 몸 녹이
고, 밤에 삼촌들이랑 횃불 켜서 계곡을 거슬러 가며 고기 잡아. 메기, 모래무
치, 피리, 은어, 고동 잡아 회치거나 구어 먹고,
동네 확성기로 한 달에 두어 번 장터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방송하면 밤에
볏단 횃불 들고 가서 두 명이 쌀 한 홉 입장료 내면 빈터에 흰 천 두른
간이 스크린에 낡은 비오는 필름으로 별이라는 영화 보고,

170 그리운 22 학우들아

초가마다 저녁 짓느라고 굴뚝에서 연기 피어나고, 외양간 소가 없어져서
밤새 동네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니고,
벚꽃이 바람에 비처럼 쏟아지던 날 엄마 손잡고 장터에 가고, 간판들
읽으면서 한글 배우고,
저녁에는 사랑방에 온 동네 머슴들이 모여 노는데 어울려 장기두고 화투하고,
지게에 솥, 쌀, 김치, 감자 얹어 쌍계사 들러 불일폭포 가고,
신흥 막걸리 도가에 가서 꼬두밥 얻어먹고, 대밭에 몇 그루 있던 호두나
무 아래 풀섶 뒤져가며 호두열매 찾아 까먹다가 대 베어낸 움터기에 할아버
지 흰 고무신 찢겨 혼나고,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새 신발 찢어 먹고,
논두렁 구멍에 대꼬챙이에 미끼 끼워 참게 꼬드겨 잡아먹고,
섬진강에 고모부랑 배 띄워 투망하고
꼴 먹이다가 넘어져 무르팍 까져서 할아버지는 괜히 소한테 뭐라카고,
염소 뿔 잡고 버티며 힘겨루기 하고, 병아리 때부터 내가 모이 주고 길렀
던 닭모가지 비틀어 잡는 것 보고 이틀 동안 밥 안 먹고 떼쓰고,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가져다주면 울타리에 발 디디고 올라서서 좋다고
꽥꽥거리며 꼬리 치던 돼지도 잡는 것 본 다음부터 돼지고기 안 먹고,
옆집 도준이랑 토끼봉 올라가서 세상 구경하고, 와상에서 모깃불 피워
놓고 객지에서 방학 맞아 온 삼촌, 이모들 왁자지껄 하고 ,
무서운 이야기해서 잠 못 자고, 밤에 하늘의 별과 인공위성과 달 이외에
는 보이는 것도 할 일도 없고
별빛보다 흐린 등잔 불 밑에서 할머니 양말 깁고,
뒷마당 청포도 나무 들락거리면서 맛도 채 들지 않은 포도알 만져서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으면 솎아 먹고,
막상 포도가 다 익을 때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고,
미쳐 익지 않은 감들이 떨어지면 떫은맛을 없애려고 집 앞 개울에 담가
두었다가 기다리지 못해 떫은 맛 없어지기도 전에 먹어 치우고,
그 밑에 조그만 연못에서 키우던 잉어 구워 먹고,
대밭 옆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마당 가로지르고 가다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탉이 귀신같이 알고 갑자기 나타나서 등 쪼아서 피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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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 사이로 기어 다니던 구렁이가 무섭고 섬뜩해서 눈길 피해 다니고,
돌담 길가엔 패랭이꽃, 할미꽃, 구절초, 민들레, 쑥부쟁이 지천이고.
마당가엔 모과나무, 감나무, 화단엔 도라지 꽃,
봄이 오면 이모들이랑 들녘에 나가 나물 캐고, 점심 먹다가 텃밭에서
풋고추 따서 된장에 찍어 먹고,
처마 밑에는 삶은 보리밥 소쿠리에 걸어 놓고, 그 옆에는 씨 옥수수랑
메주랑 걸려 있고,
화롯불에 감자 구워 먹고, 건너 채 아궁이에 볏짚 듬성듬성 작두에 잘라
쇠죽 끓이고,
늦가을에 수확해 마당 왼쪽 큰 감나무 중간에 잘 익은 대봉 소쿠리에
담아 걸쳐두고 겨울밤에 하나씩 꺼내어 떡에 찍어 먹고,
마루 옆 서랍에 몰래 숨겨 놓은 꿀이랑 조청 훔쳐 먹고, 창고에 이리저리
놓여있던 농기구랑 못 쓰는 물건들 구경하고,
대문 옆에 커다란 무쇠 욕탕에 물 끓여서 할아버지부터 순서대로 목욕하
고, 곰방대가 신기해서 몰래 피워보고,
지루하면 악양이나 하동읍에 나가서 사촌들이랑 며칠 노닥거리고, 잔치
할 때는 마당에 솥가지 걸어 돼지 삶고 전 부치면 기웃거리면서 부산할
때 훔쳐 먹고.
그 그림 안에는 아주 어렸을 적 몇 년과, 그 후 한 20년 여름과 겨울
이야기가 순서도 없이 돌아간다.
부산에서 초, 중학교 다닐 땐 방학 때마다 새벽 4시에 통금 끝나면 집
나서서 버스 타고 계란이랑 떡이랑 아침 때우고, 마산 터미널에서 짜장면
사 먹고 진주에서 저녁 먹고 하동읍에서 막차 타고 화개장터에 내려 걸어
들어가면 밤 10시쯤 된다.
그때는 장터에서 쌍계사 들어가는 버스가 아예 없어서 외지로 출타할
때는 장터까지 5킬로를 걸어 나가야 했다.
부산에서 비포장 신작로로 시속 20킬로 정도를 덜컹거리며 뽀얀 먼지
속을 하루 종일 가면 도착할 때쯤 몰골이 지리산 공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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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국도변 가로수는 포플러 나무가 주종이었는데 요즈음은 무슨 이유
인지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 때는 기차 타고 구례역에서 내려 버스 연결
시간이 안 맞으면 구례읍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나 들어 갈 수 있었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거의 모든 방학을 거기에서 보냈다.
10년 터울의 5남매를 키우던 엄마는 방학 때는 큰놈 순으로 두어 명
보내서 일손을 덜어야 했기 때문에 장남인 나는 방학 때마다 그곳으로
방출되었다.
1975년 해군 소위 때 엄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해에 다 돌아가시
고, 그 후 방학 없는 사회생활로 습관성 귀향은 나의 청춘과 함께 조금씩
사라져 갔다.
나의 생에서 1막은 사실상 거기에서 막을 내리고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한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계곡 따라 흘러가는 물은
여전하지만 옛날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도로 옆에 축대로 잘 정비되어 있어
서 정감은 옛날 같지 않고 낯설다.
초가집 집집마다 밥 짓느라고 아침저녁 굴뚝에서 연기가 뒤덮던 운치
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콘크리트 외장 건물, 작설차 공장, 모텔, 펜션,
커피숍, 아스팔트 도로에 유흥지 느낌도 많아서 외지인들 보기가 힘들었던
지리산 기슭의 마을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지금은 부산에서 차로 2시간정도, 서울에서 4시간이면 들어가고, 신혼
초 10여 년 동안은 매년 여름에는 텐트 차에 싣고 지리산 중턱 계곡에서
일주일씩 지나다가 오곤 했다.
마누라는 시집 와서 하동밖에 못 가봤다고 볼멘소리도 가끔 했지만 또
막상 다른 갈 곳도 없었다. 우리 아들놈도 그 추억 때문인지 여름이면 친구
들이랑 어쩌다 휴가 때 다녀오는 눈치다.
이번 봄에는 한번 다녀올까 궁리해 보지만, 옛날은 거기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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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담비의 죽음을 슬퍼함
이 수 형 (8반)

반려견 담비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한국에서는 흔치않은 암컷 장
모치와와인데 19년간 우리 부부와 생
활을 같이해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기
에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1월
20일 새벽 2시쯤 하늘나라로 갔는데
몇 주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자꾸 구석
으로 들어가려 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물도 잘 마시지 않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동물들이 그 삶의 끝이
다가오면 하는 행동이란다. 원래는 12시 정도면 취침하는데 그 날은 왠지
잠이 쉽게 들지 않았다.
집사람이 담비가 이상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마구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가. 그러다가 큰 숨을 한번 쉬더니 축 늘어졌다. 막 주물러 주고 일어나
보라고 흔들어도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무지개다리를 건넌 것이
었다. 이미 19살이나 된 노견이기에 작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오곤 했지
만 막상 하늘나라로 떠나니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참고로 강아지
19살은 사람으로 치면 100세가 넘은 나이라고 한다.
그래서 살 만큼 살다 갔으니 그리고 별달리 아프지도 않고 수명을 다하고
갔으니 괜찮다고 속으로 위안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지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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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집사람은 담비를 끌어안고 계속 울기만 하였는데 그 순간에도 어떻
게 장례를 치러야 하며 어디서 치러야 하는지 몰라 지인 몇몇에게 물어보았
으나 그 대답들이 조금 미흡하여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다. 마침 제일 처음
발견한 곳이 ‘펫 포레스터’라고 분당 옆 오포에 있는 곳인데 자료를 보니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꽤 고급스러워 보여 일단 그곳에 예약을 해 놓았다.
날짜는 그 다음날 21일 오후로 예약해 놓았는데 그동안 우리 담비를 알고
귀여워했던 형제 및 지인들에게 담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21일 오후에 사체를 담요에 조심스럽게 감싼 후 장례식장에 갔는데 예상
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반려동물 전문 장례식장이었다. 화장을 한 후 뼛가
루를 보여 주는데 그 크기가 정말이지 한줌도 안 되었다. 미리 정해놓은
봉안당 하우징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서려니 다시금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집에 돌아오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데 비로소 담비와의 옛
추억이 떠오른다.
19년 전 둘째딸이 미국 유학할 때 입양하여 귀국할 때 데려온 것이 처음
이었다. 그 때만 해도 난 반려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처음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요놈이 무척 영리하여 훈련도 안 시켰는데 꼭 배뇨배
변 패드에다 계속 보질 않는가. 게다가 꼬리를 치며 내 옆에 다가와 그
영롱한 눈으로 계속 쳐다본다. 마치 자기를 예뻐해 달라고 왜 예뻐해 주지
않느냐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데 차마 뿌리칠 수 없어 한번 안아주었더니
요놈이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닌가. 그 때부터 계속 안아주고 어디 갈 때도
꼭 같이 데려가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었다. 그 때부터는
우리 부부의 생활은 모두 담비를 위주로 영위되었는데 담비의 동반을 허락
하지 않는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식당은 절대로 가지 않았으며 동반을
허락한 속만 가다보니 거의 매번 같은 곳만 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트
는 스타필드 하남점, 가든파이브 킴스클럽만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
가면 넓은 공터가 있어 담비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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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같이 지낸 지가 벌써 19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강산이 두 번 변하도록 같이 지낸 셈이니 정이 들 대로 든 셈이다. 혹자는
그깟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뭘 그리 슬퍼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19년을
같이 지내면 가족이 되고 자식 같아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된다. 집 거실에 담비의 사진을 걸어놓아 하루에도 몇 번 씩 보고 담비가
썼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어 담비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해 놓았더니 이젠 전보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담비와 헤어진 건 정말 아쉽긴 하지만 대신 담비의 죽음이 나에게 준
교훈이 있으니 그건 살아있을 때 가족과 친지들에게 아낌없이 더 잘하라는
것이다. 담비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살아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가족 및 친지들과 더 자주
만나고 기꺼이 먼저 양보하며 지내야겠다. 이제 담비는 이승에선 더 이상
만날 순 없지만 담비의 죽음으로 바뀐 나의 일상에 영원히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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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일상 이야기
임 경 락 (1반)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훅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강산이 5번 바뀌었다. 나도 50년간
많이 변했겠지. 요즘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개 적어볼까
한다.

<중국어 배우기>
2022년 3월부터 중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11년 전에 중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중국어가 어려워 포기한 적이 있다.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는 3가지 큰 벽이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가 학창시절 고생해서
배운 번체자 한자와는 다른 깨진 글자 같은 간체자 한자를 새로 익혀야
하고, 영어 발음과 달라 혼란스러운 중국어 발음기호인 알파벳 병음 기호를
익혀야 하고, 같은 단어라도 높낮이 4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4성이
라는 성조를 익혀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벽은 4성인 것 같다.
중국어에 다시 도전한 배경은 중국어는 일본어와 같이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것을 최근 알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57%가
한자어이고, 특히 명사의 81%가 한자어라는 것이다. 한국어의 한자어 발음
도 베이징 중국 표준어 발음과 같거나 유사해서, 성조만 잘 익히면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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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 베이징을 갔을 때, ‘양진화’라는 건
강식품을 사려고 매장 직원에게 ‘양진화’라고 한국어로 말하니 직원이 금방
알아듣고 물건을 찾아주는 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또 우리
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 24자에 훈민정음 창제 시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4글자를 더하면 중국어 발음을 다 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한글로도 중국
어 발음을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익혀 중국에 혼자 배낭여
행 다녀올 수 있을 정도는 할 생각이다.

<등산하기>
58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서울고 22회 동기 산우회’와 ‘서울고 동문
산악회’가 주관하는 등산에 형편이 닿는 대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1997년
3월에 창설된 동기 산우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활동을 이어가며 오늘날
고교 동기 모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교 학창시절에는 모르
고 지내던 고교 동기들도 등산에서 많이 알게 되었다. 동문 산악회도 선후
배 간에 끈끈하게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동문 산악회 덕분에 나 혼자는 엄두도 못 내던 지리산 종주를 2번 하였고,
영남알프스, 덕유산 종주, 제주 한라산, 중국 화산 등반을 하였다. 동기
산우회를 통해 수도권 명산들을 대부분 가 보았고, 인상에 남는 장소는
북한산의 숨은벽 계곡 능선과 2019년 10월에 간 추자도다. 많은 동기가
산우회를 위해 봉사하였지만, 작년에 작고한 이규도(eQ)를 잊을 수 없다.
eQ는 등산 중에 휴식 공간을 찾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아 놓을게’
하며 먼저 가서 명당자리를 찾아 동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먼저 저세상에 갔는지도
모르겠다. ‘eQ야! 네 덕분에 좋은 산에 많이 가서 행복했다. 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 우리도 때가 되면 다들 거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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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는 이야기>
나는 3년 전까지는 영양제 이외는 상용하는 약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5~6가지를 먹고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고지혈증 치료
제를 복용하고, 코로나 면역 강화에 좋다는 비타민C와 D, 아연과 기타
영양제도 가끔 먹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약봉지. 어쩌면 좋나?
그냥 약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밖에.

<면역과 알레르기>
인체는 참 신기하다. 이목구비 다 똑같이 있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반응
은 각양각색이다. 친구들과 삼계탕이나 닭갈비를 먹으러 가면, 꼭 다른
걸 시키는 친구가 있어, 식성이 참 까다롭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최근 그 친구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닭고기 대신 다른 걸 시키는 이유를
물어보니, 닭고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먹으면 얼굴이 붓고 화끈거린다
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전혀 없는 나는 그 말을 듣고 친구를
이해하게 되었고, 겉으로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심하여 군대에서 의병제대를
하였고, 평생 낳지 않는 난치병이라 지금도 더운 여름에 긴 소매 상의를
입어 팔의 ‘건선’을 감추고 다닌다. 상당히 개방적이던 성격까지 변해 혼자
산책을 즐기고 집 안에 틀어박혀 소설만 쓴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났더니,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을 빨리 맞겠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예방접종을 하
고 나서 ‘건선’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선’이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
고,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발모 현상이
나타나듯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나쁜 부작용뿐만 아니라 좋은 부작용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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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배우기>
최근 주 2회 1시간씩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 요가를 배운다. 문화센터에
서는 65세 이상 50% 경로 할인이 있어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 정원 12명
중 나는 70대로 최연장자이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30대에서 50대 여성들
이다. 요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늙어갈수록 유연성이 심각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여 손을 바닥에 닿게 하는 동작은 등을 쫙
펴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등을 굽혀도 손이 바닥에 전혀 닿지 않는다. 유연
성 늘리는 여러 비책을 유튜브에서 찾아내어 꾸준히 시도를 해보아야겠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이다. 나는 전 세계 200
여 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자유 시민으로 살 수 있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
히 지켜준 큰 공로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사변 때 뛰어난 국제정치
감각으로 유엔 16개국 참전, 반공포로 석방, 한미방위조약체결을 이끌어
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다. 작년 초 코로나로 집에서 유튜
브를 많이 보았는데 여러 탈북민의 탈북 이야기를 보고, 자유란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조그마한 체구, 가무잡잡한
피부, 무표정한 얼굴 등 우선 겉모습부터 호감이 가지 않았다. 고3 때 3선개
헌 반대, 대학교 시절 매년 반복되는 반정부 데모로 등교한 날보다 휴교일
이 더 많았을 정도이다. 박 대통령의 18년간 장기집권과 유신독재의 어두
운 시절 때문에 우리 젊은 시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3년 6개월간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본산인 창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의 제조기술수준을 피부로 느꼈고, 그러한 산업을 이끌어낸 박정희 대통령
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필리핀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을 경제개발하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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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한글을 깨우쳤다. 선친께서 벽에다
붙인 ‘가나다라~가갸거겨~’를 읽다가 쉽게 글을 읽게 되었다. 한글은 모든
언어의 소리를 대부분 적을 수 있고, 오늘날의 인터넷과 모바일 폰 시대에
잘 맞는 언어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문맹률이 거의 없고, 학식이 뛰어나
높은 기술과 경제 발전을 이룬 데는 한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세종대
왕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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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에서
장 선 우 (만철)

졸업 50주년 기념원고를 궁리하면서 먼
저 검색해본 게 ‘경희궁’이었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하나로, 그리고 새삼스럽게 알았다.
경희궁터는 우리가 다니던 학교터보
다는 두 배 이상 더 컸었고, 그 자리에는
백여 동의 왕실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전소되어
피란에서 돌아온 선조가 임시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 머물면서 그를
이은 15대 광해군 때에 경희궁이 새로 지어져 고종황제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10대에 걸쳐 임금들이 머물던 곳, 창덕궁,
창경궁을 동궐이라 부르고 경희궁을 서궐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경희궁은
경운궁(덕수궁)과 홍교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
경운궁 또한 지금보다 3배나 큰 규모였다는데 경희궁이 경운궁과 하나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 규모가 각각 세 배 가까이 컸다고 상상하
니, 만약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누렸던 공간적 특혜, 특권은 헤아릴 수
없이 컸었던 셈이다. 우리는 그때 거의 왕립학교를 다닌 셈이고 고종황제
시기라면 제국학교를 다닌 셈이다. 물론 일제강점기(혹자들은 이를 ‘대한민
국임시정부시대’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 용어가 좋다)가 없었다면 말이다.
사실 우리 서울중, 고등학교의 전신이 일본 학생들을 위한 경성중학교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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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래서 옆 동네 배재학당, 이 학교의 교명은 고종황제가 친히 지어
사액을 내렸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사이에 두고
경성중학교 학생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경성중학생들이 배제학생들에게 많
이 맞고 다녔다는 이야기도…….(참조 <배재학당 이야기- >지은이 윤성렬)
3년 전인 2019년, 덕수궁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3.1운동 100주
년 기념전시를 둘러보고(사실은 아들의 출품작 ‘미상’을 보기 위해서) 어쩌
다가 미 대사관 터를 지나 경희궁까지 놀러갔었는데 아마 졸업 후, 정확히
는 퇴학(자퇴?) 후 처음 찾아간 셈이다. 그게 1969년 봄이니 정확히 50년
만인가? 그런데 늘 그렇지만 정들었던 곳을 오랜만에 찾아가면 상실감이
더 큰 것처럼 또한 쓸쓸한 소회가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무상함이란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늙음이라 하는 걸까?
이제는 늙음의 괴로움에 많이 시달릴 우리 나이에, 동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아들딸, 손자손녀 잘 커가는 거 보며 행복하신가?
아니면 여기저기 댓글 같은 거 남기며 스스로 대견해 하시는가? 혹시 한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떠돌기도 하셨는가? 아니면 착하게도 병든 아내 시
중이라도 들고 있으신가? 아니면 누구처럼 좋은 스승 만나 출가하여 붉은
가사를 입고 계시는가? 아니면 누구처럼 벌써 이 세상에 없으신가?
나는 하던 일을 다 접고 제주에 내려온 지 올해 17년째이다. 딱히 먹고
살길 없어서 내려온 지 3년 만에 새 각시가 허물어져 가는 빈집을 하나
고쳐서 카페를 차렸는데 한때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벗어나서 5등급 부자로
산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고 보니 어쩌다가 그 당시 나는 소설
까지 하나 썼구나.
“언젠가 T미술관 문 회장께서 우리가 운영하던 카페에 오셔서 그러셨다.
부자의 다섯 등급이 있다고. 1등급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다. 2등급은 호화 별장도 있고 요트 정도는 있다. 3등급은 미술관이나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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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버금가는 컬렉션도 있다. 4등급은 국제적인 재단을 두고 전용기도 탄다.
뭐 그런 식이었다. 그 위에 5등급이 있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자들이다. 없으면서도 결코 없는 것을 모른다. 존경까지
받는다. 무소유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저희가 5등급이에
요,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었다.“

<카페물고기 여름이야기>(장선우 장편소설, 2010년간)에서
예기치 않은 손님 ‘여름’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소설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말은 그야말로 소설이고 허세일 뿐, 버렸던 살림들은 다시 늘어가
고, 없었던 재산도 빚과 함께 늘어가고, 비웠던 서가에 다시 책들은 쌓여가
고……. 반대로 내 몸은 하루하루 무너져가는데, 눈은 어두워지고, 기억력
은 멀어지고, 예쁘기만 했던 어린 가시(제주도 방언 각시, 마누라)도 함께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분명한 것은 늙고 병들
어 죽어간다는 사실뿐인데.
하나 다행인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라난 화두,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이제는 ‘우리’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아,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알면 관심이 우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일까? 한쪽 서가에 쌓였던 니까야(nikaya), 초기 불교서적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더 높이 쌓여가고 있었는지도,
대학도 제적을 거듭하다보니 하고 싶었지만 못 이룬 전공, 고고학에 대한
한이 남아서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하나가 있다.
제목이 <이순신을 찾아서>이다. 저자는 최원식이다. 저자에 대한 믿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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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때문에 일반도서라고 여겨져 선뜻 신청해서 한 달 넘게 기다렸다고
받은 책이다. 그 안에는 저자가 역주를 붙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순신
전기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그리고 구보 박태원이 역주한 <이충무공행
록>(원 저자는 충무공의 조카 되는 이분)이 있다. 모두 처음 아는 사실이었
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순신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을 보면서는 더욱, 그리고 영화 <명량>을 보면서도 모르고 제대로 알 길도
없었다.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충무공 이순신, 우리 민족에게는 거의
성자이지만 왜적에 대한 적개심은 그렇게 사무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에
게서조차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생겨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책과 함께 놓인 또 하나의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내가 우리 역사를 새로이 공부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선배가 보내준 <1909
년 환단고기>, 미완의 등사본이다. 그리고 잠시 훑어보면서도 직감적으로
안다. 그 안의 첫 권 ‘삼성열기’를 채 다 보기도 전에…….
‘우리 역사학계가 버린 <환(한)단고기>는 수백 수천의 이순신이구나.’
아무튼 나라는 자는 지금껏 누구보다도 고통을 못 참아서 싫어해서 괴로
움을 벗어나는 길, 산사에서 말하는 생사를 벗어나는 길, 정말로 행복해지
는 길을 찾아 헤맨 셈인데 경희궁 옛터를 노닐다가 문득 찾아다닌 것이
그것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 3학년이 되니 모든 게 숨 막히고
숨 막혀서, 그때 니체의 초인 개념에 빠져 헤매었고…….
어쩌다 영화를 하면서도, <화엄경>의 주인공처럼 가르침을 찾아서, 스승
을 찾아서 헤매었고, 그리고 여기 제주에 와서 드디어 스승을 만났다고,
큰소리쳤던 ‘따타가타(여래)’ 그분께 배운 것도 결국 그뿐, 그래서 아프지만
아프지 말고, 죽지만 죽지 말고, 사띠하라고, 숨이 끊어지는 걸 끝까지 바라
보며 죽어가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입력시키며…….
그것이 마지막 공부라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공부했는
지 그들은 실로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너 또한 우리를 다시 보라고 잘

3. 요즘 이렇게 지낸다네 185

보라고 그리하여 모두 우리가 되어 쓸데없이 미워하고 시비하고 그러지
말자고 언젠가 웃으며 옛이야기하며 놀다가 버릴 거 다 버리고 가볍게
떠나자고……. 우리나라 옛사람들은 그것을 귀천(歸天)이라고 불렀더라고,
애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정말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아무거나 썼네,
미안).

영화 ‘장선우 변주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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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래 그리고 동행 이야기
전 찬 영 (8반)

나의 학창 시절 음악, 특히 노래 부르기
취미는 중 3때 찾아온 변성기에 들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갑자기 어른스럽게 달라진 음색과 성
량이 적지 않은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7년 고교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께서 큰마음 먹고 사 주신 쏘니 릴 테이프 녹음기와 같이 하는 시간
이 방과 후에 큰 즐거움이 되었다. 고 2학년 때 최동희 선생님 음악시간에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지정곡으로 시험 보던 중 내 차례에 엉뚱하게도 ‘예
비군의 노래’를 불러 크게 혼나는 해프닝이 있었다. 무언가 튀고자 하는
철부지 끼의 발로였다고나 할까?
그 해 봄 제3운동장에 올라가 개나리 활짝 핀 동산에서 이봉주(현재 LA
거주)의 능숙한 색소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던 그 시절이 마냥 그립기만
하다.
경희대 재학 시절 소외감 속에서 방황하던 당시 음악학원의 장모 선생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으로 통기타 교습 등 특별히 나를 개인지도 해주어 대학 축제무대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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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72년 가을 윤형주 선배가 진행하던 동아방송 ‘0시의 다이알’ 심
야생방송에 게스트 싱어로 출연 ‘Anything that's part of you’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불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후일담이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윤선배가 방송 진행 중에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나의 소식을 물어
추후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뒤늦게 장남의 외유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학업에 복귀하고 졸업 후에는 임학 전공을 살려 서대전
소재 야산을 개간하여 밤나무 동산을 조성하였다 낮에는 흙일을 하고 밤에는
기타와 벗하며 자연 속에서 낭만을 호흡하는 젊은 날의 소중한 날들이었다.
1978년 들어 취직한 KTC 공기업이 삼성전자 통신사업으로 민영화 될
때 고교 졸업 후 처음으로 박남주, 우갑상을 만나 공장 기숙사 룸메이트로
우정을 쌓았다. 당시 사내 노래 경연대회에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 개인 대상을 차지하는 큰 경사가 있었다. 지금도 그 당시 사우들이
오랜 세월 지난 추억중 이야기하기도 한다.
1979년 성악을 전공한 아내와 결혼하면서 두 아들을 얻어 음악가족을
이루게 되었다(장남 작곡, 차남 바이올린, 첫째 며느리 오르간 전공). 아내
와는 결혼 전 약속대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성가대에서 20여 년간 봉사하였다 그렇게 순탄한 길을 가던 중 뜻밖의
시련이 찾아온 건 삼성전자 20년 근무를 마치고 분사를 맡아 경영하던
2008년 어느 여름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
쪽 결절이 후두암으로 판명되어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수술 후 목소리
가 완전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저런 걱정
끝에 홀로 노래방을 찾아 애창곡 20곡을 CD에 자가 녹음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웃픈 장면이었다고 할 수밖에.
여하튼 수술 후 2박3일 만에 퇴원하였는데 이 당시에 박석산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1개월이 지나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사내 여직원
의 결혼 주례 선약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축가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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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2개월이 지나던 어느 주일예배 중 주님의 은혜
를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고음 부분에서 그동안 잠겼던 목소리가 뜨거운 기운
과 함께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와 “ 오 주님, 감사합
니다!!”를 외치는데 옆에 있던 아내도 활짝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2010년에 들어서 졸업 40주년 행사에서 미국에 있던 친구들과 조우하여
낮에는 관광투어, 야간 행사시에는 ‘My way’ ‘사랑으로’를 한껏 부르며
기쁨을 만끽하였다.
2014년 내 마음의 지주였던 아버지께서 94세로 영면하시고 지금의 내곡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당시 동산교회에서 22회 동기모임 신우회의 월
1회 예배에 참여하던 중 큰 머슴역할(윤호기 작은 머슴)을 맡고 변선우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2년여 중지상태가 되었
다. 한편 KTC 입사동기 최모 사장의 권유로 재래시장에서의 버스킹 공연
을 의욕적으로 기획(3인조 밴드)하였는데,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
다. 작년 어머니 구순과 나의 칠순에는 가족식사를 함으로써 아쉽게 지났지
만 아내 칠순 때는 가족 음악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금년 2월 22일 2시
경희궁 옛 교정에 12명의 친구들이 모여 교가 제창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차제에 순연되고 있는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당초 취
지, 준비과정에 맞게 조속히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요즈음은 동네 교회 새벽기도에 나가 아내의 피아노 반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하루의 시작을 연다. 동기들 모두의 가내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
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편 103:2-5).

3. 요즘 이렇게 지낸다네 189

우리家 최고야
정 학 상 (7반)

해마다 5월이 되면 회사 직원들이 가정
의 달 행사를 벌이곤 합니다. 어린이 그
림 그리기, 자녀한테/부모님께 편지 쓰
기, 가족 소풍 사진전 등등 다양한 방법
이 동원됩니다.
2020년에는 “우리家 최고야”라는 제
목을 내걸더니 가족들의 역사적인 사진이나 사연을 내 달라는 것입니다.
사장 자리 오래 지키려면 이런 일에 적당히 참여하는 수고로움이 수반된다
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할 생각은 있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도대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볼거리가 있을까
해서 사진첩을 뒤지다가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이화학당의 돌담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80년인 것으로 기억을 살려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컷 찍으면
그 또한 제법 괜찮은 근대사의 기념사진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스스로
솔깃했습니다. 햇수로 40년의 세월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에게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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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을 꺼내자마자 아내는 펄쩍 뛰는 겁니다. 어디 내세울 일이 없
다고 늙은 마누라 모습을 40년 전과 비교하여 만천하에 드러내 놓느냐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핀잔을 주는데 아, 여자는 단언컨대 금성에서
왔고 남자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화성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았습니
다. 40년이 비교되어 직원들의 의도에 맞는 역사적 작품이 될 것이라는
저의 생각은 참 천진난만한 착각이었습니다.
마감 날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참여를 안 하면 직원들의 불평 구설에
오를 텐데 하는 걱정으로 며칠을 지내다 달리 아이디어가 없는지라 할 수
없이 아내한테 사장 의무 참여론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딱 한 컷만 찍자고, 오랜만에 그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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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모교도 한번 가보자고..... 통사정 끝에 사진 몇 장 찍고 점심은 P호텔
레스토랑에서 원하는 대로 먹기로 하고 주말을 맞았습니다. 잊지 않도록
전날 저녁부터 셀카봉을 챙기고 옛날 사진 비슷한 옷도 챙겨 놓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내도 그때 사진과 비슷하게 입으면 좋으련만 괜히 말붙였다가 “옷이
없어서 못 가요” 할까 봐 그건 내가 양보하기로 맘먹고 주말을 맞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보니까 아내가 옷을 비교적 사진과 비슷하게 입은 걸 보고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요. 나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덕수궁 돌담길이 보이는 정동
길 삼거리에 도착하자 “얘가 아직도 안 왔네” 하길래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오기로 했냐고 물으니 둘째 아들이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진 찍지.”
“내가 셀카봉 가져왔는데....”
“당신이 찍으면 모든 사진이 다 똑같잖아요.”
드디어 둘째가 도착했습니다. 왜 늦었냐고 일갈하고는 사진 찍기에 들어
갔습니다.
“당신이 이쪽으로 와야지,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겠네.”
“아들아 가까이 찍어라. 아니다, 좀 떨어져서 찍어라, 더 멀리....”
“뒤에 담장이 요만큼 나와야 한다. 아까 거기가 더 나은 것 같다, 거기로
돌아가자.”
이제 됐으니 그만 찍자 했더니 뭔가 양에 덜 차는지 한 번만 다시 찍어야
한다며 여기다 저기다.....저와 아들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족히 2백 장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암튼 무사히 역사적인 촬영을 마쳤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추억쌓기 촬
영에 군말 않고 수고한 아들녀석이 기특했는지 엄마가 슬쩍 용돈을 쥐어
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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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사진 중에 아내가 골라준 사진 한 장을 회사에 제출하여 큰 과제
를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책자로 발간하면서 우수상이라며 상품권을 몇 장 주길
래 배달 사고 없이 아내에게 전달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게다가 직원들이 한 얘기, 어쩌면 사모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
히 아름다우시냐는 진정(?)어린 말도 가감 없이 전해 줬습니다.
물!심!양!면! 아내에게 충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진을 유심히 보면 뒤편에 자동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것도 연출이냐
고 묻더군요. 전혀 의도치 않은 우연으로 아내와 나의 역사적인 사진에 화
룡점정이 돼주었습니다.
4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서 아내와 다시 찍은 사진, 생각해 보니 우리
졸업 50주년이었습니다.
20년 후, 그러니까 2040년에 졸업 70주년 기념으로 아내와 한 번 더
찍으려 합니다. 그땐 아들 대신에 손녀더러 찍어 달라 하고 일당을 줄까
합니다.
40년 후, 2060년, 졸업 90주년? 배진건 박사가 하루빨리 BRC를 개발해
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BRC : 불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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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이라를 아시나요
강 규 현 (3반, 네덜란드 Amstelveen)

내가 사는 네덜란드는 코로나와 동거를
결정한 탓인지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서
서히 제한이 풀려나가고 있다. 조만간
여행도 더 자유스러워질 것 같아 한국
가기 전 어디 갈 만한 곳이 없나 생각하
다 오래전 소개한 적이 있는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에 위치한 마데이라 섬을
다시 떠올려 본다.
마데이라(Madeira island)는 포르투갈령으로 동명의 화산군도 중 제일
큰 섬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구선수 호날두(Cristiano Ronaldo)가
이 섬 출신이고, 군 복무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석현준이 이곳 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제주도 반 정도 크기의 화산섬 경사지에 포도를 심어 오래전부터 생산되
던 마데이라 와인은 맛이 달짝지근해 주로 식전 에피타이저 용으로 음용되
나 옛 명성을 뒤로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대신에 온난한 기후를 사시사
철 유지하고 있어 꽃의 낙원으로 불리는 이 섬의 주요 수입원은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성격을 띤 쾌적한 해변보다는 우리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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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형이 대부분으로, 가파른 경사, 울창한 숲, 섬 중앙은 2천 미터가
조금 안 되는 화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심심치가 않다.
주일을 머물며 렌터카로 짜릿한 코스가 대부분인 섬의 곳곳을 손에 땀을
쥐며 운전하며 다녔던 기억이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에는
그 흔한 중국집 하나 없어 쌀 구경도 못했지만 한식만 고집하는 분에게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대서양에서 잡은 참치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 그곳
특유의 스테이크 등 끼니마다 골라 먹는 맛도 있고, 형형 색깔의 꽃으로
뒤덮힌 길거리 풍경은 항상 새로운 기분을 자아내 우리의 제주도, 울릉도가
혼합된 풍광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같이 여행을 다닌 곳 중, 유일하게 언제 디시 한 번 이곳에 꼭 같이 오고
싶다며 우리 님이 그리 좋아하던 곳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나로서는 더 그리운 곳이 되어 버렸다. 나 혼자 다시 찾아가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마음속의 그리움으로 담아두고 살아생전 다시 가볼 기회는
없을 것 같다.
혹 유럽 관광 중 마데이라를 방문하실 기회가 되시면 신선한 해산물,
스테이크도 맛보시고 짜릿한 드라이브 코스도 즐기시는 도중, -아! 이곳이
한스와 그가 사랑하던 사람이 그리 좋아하던 곳이지-한 번 기억해 주신다
면 내가 간 것과 진배없이 아주 기쁠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여서 소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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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The Second City
고 연 환 (3반, 미국 시카고)

1976년 12월 6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
항에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고 LA를 거
쳐 도시 전체가 온통 눈에 덮여있는 시
카고에 도착했다. 불과 하루 전 하와이,
LA의 눈부신 태양과 푸른 하늘을 접하
며 오히려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닌 느낌
을 받은 것에 비해 시카고의 첫인상인
춥고 묵직한 도시가 나에게 맞을 것 같았다. 도착 당일 저녁 운전연습,
다음날 아침 운전면허 획득의 과정을 거치고 3개월 후 시카고 남부 전철역
옆에서 가발, 잡화가게를 운영하게 되기까지 하루하루가 새롭고 군더더기
없는 나날들이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김성탁이 라스베이거스에 전자쇼가 있어서 왔는데
시카고에 오겠다고 하여 가발을 팔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다음에 오라고
거절하였다. 그 다음해 성탁이 시카고를 방문해 한잔 하다가 불현듯 애틀랜
타에 있는 최동명(중학교 동창)을 보러가기로 하여 공항으로 달려가 시간
에 쫓겨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셋이서 함께 저녁을 하러 다운타운
최고층 빌딩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주차요원에게 주차비 할인을 흥정하던
동명은 얼마 전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다. 이후 성탁은 미국 방문시
호텔방을 비워두고 굳이 우리집 소파에서 자고 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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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는 미국에서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곳 중에
유학생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흔, 이종현을 비롯한 많은 동창들이 학교
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홍창훈은 뉴욕에, 전세동, 박길상은 LA로 이주하
였다. 사업 및 여행으로 윤대영, 이철화, 성이제, 조건식, 이수형, 정영철,
김지혁 등이 다녀갔고 조연호가 판사 연수차 뉴욕을 거쳐 며칠을 지내다가
돌아갔는데 내가 없는 동안 Wife에게 나 때문에 중학교 때 일등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여 Wife를 놀라게 하였다. 이강업은 한양대에서 건축역사 강의
준비차 며칠 머물며 시카고 다운타운의 역사적인 건물 방문 및 사진촬영을
했는데 (강업에 의하면 미국 건축의 역사가 시카고에 소재), 후에 한국방문
시 어머니를 뵌 적이 있는데 강업이는 아내도 목욕탕에 벗겨 놓고 사진을
찍는다고 실토하셨다.
양창수가 법대교수 세미나 참석차 왔을 때 명함을 준비해 오지 못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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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히 만들어준 기억이 있고, 고광천이 시카고에 왔을 때 함께 시내에
있는 9 Hole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하여 시간이 없어 점심으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SK그룹의 사위인 광천에게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천이는 고교시절 우리집에서 공부
(?)를 하던 중 담배를 물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침 바람을 쐬러 나오신
아버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서 담배를 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적이 있다.
손엽, 이기영과 함께 시카고 룸살롱에 갔을 때 손엽이 위스키를 큰 잔에
가득 채워 원샷을 하는 것을 보고 이기영은 자기는 통이 작아서 그렇게
못 마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Pro Player라는 큰 사업을 하게 되었다. 기영
은 Chivas Regal을 보면 어려울 때 삼성에서 직원이 수금을 하러오면
진열된 옷 사이에 숨어서 돌아갈 때까지 2시간씩 혼자 마시던 쓰라린 기억
이 난다고 했고, 나는 뉴욕을 거쳐 한국으로 갈 때 브로드웨이에 있는 룸살
롱에서 함께 한잔씩 하곤 했다. 손엽은 나의 환갑잔치 때 알래스카에서
찍은 큰 사진을 액자를 만들어 가져와서 지금도 내 책상 뒤에서 거대한
산과 호수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다. 수년전 갑작스런 대륙횡단 여행에 동행
했을 때 도중에 로키산맥에서 차에 연료가 거의 떨어지고 주유소는 모두
문을 닫아 부득이 미국 농가에 가서 비축된 연료를 간절히 부탁하였는데
연료를 가득 채워주고 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해서 모두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여행에 동행한 미국인 의사
(한국 부인)가 40여년 동안 못 먹던 한국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LA 도착시
한국식당에서 회덮밥을 시켜먹는 진풍경을 경험하기도 했다.
괌을 거쳐 시카고에 온 김태영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한국에 다녀온다
고 자동차 키를 맡기고 갔는데 그것이 본인의 마지막 여행이 되어 버렸다.
자신이 돈 벌어서 낼 테니 교포신문사를 운영해서 교민들을 인도해달라고
하더니....김사영 부부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기록적인 추위로 얼어붙고
눈덮인 거리를 보고 몸서리를 쳤었고 그 후 딸 상은이(배우 이지아)가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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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은퇴 후 바로 시카고에서 상봉해서 내 이름으로 구입한 RV를 타고
애틀랜타로 갈 때까지 함께 보내기도 했다.
양배근(중학교 동창)과 다운타운의 Playboy Club에 가서 바니걸들 사이
에 얼굴을 파묻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수년 후 백혈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배근은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슬피 울어서 마음을 무척 아프
게 하기도 했었다. 안종석과는 Admiral이라는 성인극장에 갔었는데 상영
도중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곤 하며 나에게는 괜찮으냐고 물으며 본인은
소변이 계속 마려워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웃었고 타주에 가는 도중 고속
도로에서 타고 가던 벤츠 차키를 건네주고 운전을 하게 했더니 무척 당황하
기도 했지만 좋아하기도 했었다.
변선우가 목사가 되어 따끈따끈한 신참 시절 내가 다니고 있는 가나안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으며, 석균욱은 시카고에서 CPA가 되고 나서도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동부로 이사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었다. 천병수는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석균욱과 함께 동부에서 참석하여 우승을 했는
데 시상식에서 그날 아침 우리 집에서 Wife가 해준 조개를 넣은 시금치국
묘사를 감칠나게 하여 그 후 한동안 가끔 회자가 되기도 했다. 김경환이
텍사스에서 건축 공부를 마치고 시카고로 와서 주차 빌딩 분야 전문가로
살고 있다. 이종천은 나보다 먼저 시카고에 정착하여 시카고 교민 노래대회
에 참가하는 등의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LA로 이사했으며 지금은 늦둥이
아들과 함께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김호성은 대학교
동창 방문차 시카고에 와있던 중 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공항가는
고속도로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 빌보드 사인판 설치 기념식에 참석하여
김평우 변호사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으며, 음식과 커피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페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다.
김영환은 시카고 근교에서 살다가 동부를 거쳐 LA로 이주했는데 얼마
전 미국 오기 전 절친을 통해 시카고에서 다시 만나 오래된 회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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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도 했다. 그리고 최봉준 부부와 최중영 부부가 미국 동부 자동차 여행
후 우리 집에 와서 늦게까지 떠들다가 다음날 일찍 중영은 미시간 주에
있는 대학교에 강의가 있어 출발해야 되는데 피로누적으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어 집에 남은 가자미식해를 주었더니 불과 몇 분 안에
얼굴에 화색이 돌고 회복되어 떠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중영은 가자미식해
를 여러 번 만들어 먹었으나 그 맛이 나지를 않았다고 했다.
나의 오래된 파트너 민윤식을 맞으러 오헤어 공항에 가면서 카세트로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을 들으며 고교 졸업 후 함께한 설악산, 동해안
여행이 떠올라 감회가 깊었다. 윤식과 나는 UCC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수년간 크고 작은 L/C건을 처리하며 한때 시카고에 실리콘밸리를 세우자
는 큰 기세로 고군분투했는데 비록 겹치는 불상사로 사업을 접었지만 함께
한 5년여의 세월은 수많은 추억거리를 남겼다. 그때 유학중이던 곽억연은
포항제철 연수원, 6.3빌딩 스카이라운지 입찰 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LA교외에서 살고 있다.
대우에서 해외자금 조달을 총괄하다가 구속되어 1면 톱기사를 장식했던
이상훈이 동아건설 부회장으로 시카고에 와서 회포를 나눌 때 수감생활
중 ‘수학의 정석’을 다시 떼고 일본어를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가르쳤던
얘기를 하며 맑고 발랄하게 웃던 기억이 새롭고, 중학교 시절 교실에서
말타기를 하다가 김준호의 다리를 부러뜨려 오랫동안 준호가 기브스를 하
게 했던 전승하는 중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와서 원자력 발전 계통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시카고 근교에서 은퇴하여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
고 있다. 한번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잡은 아이 머리만한 전복을 가져와서
직접 회를 뜨고 내장은 죽을 끓여서 무척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
지난날들을 회상하다 보니 이미 고인이 된 친구들이 너무 많음에 가슴이
아프다. LA보다 인구수에 밀려 미국 도시 중 2위 자리를 물려주었음에도
육류, 곡류의 세계시장을 좌우하며 문화, 정서적으로는 Second C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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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서부 최대의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바람의
도시, 가수 서유석 선배가 극찬한 아름다운 도시 시카고의 겨울 파도치는
미시간 호변의 Lake Shore Drive 위에서 우리들 최고의 가수 안병학이
부르던 ‘북한강에서’를 들으며 그가 내게 보낸 마지막 Text 메시지 “우리들
은 참 아름다운 유년시기를 같이 보냈다. 행복했고, 사랑한다.”를 동기들
모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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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꿈길을 걷다
김 의 환 (3반,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을 살아가고 있다. 모두들 한번뿐인 인
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인간인
이상 아무리 애써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상황(Boundary Situation)’이 있
다는 것이다. 인생 70의 고개를 넘어서
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일거
리 없는 고통, 무의미의 고통, 정든 사람들과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홀로 떠나야 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한계상황이다. 목숨이
하나만 더 있어도 일이 뒤엉키고 꼬이면 죽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졸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
피 짧은 인생인데 마음껏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실컷 먹고, 재미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즐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채울수록 오히려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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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2때부터 대학 4년을 마칠 때까지 가난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가까이 정겨운 교제의 시간을
가져 보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KBS에 입사하여 직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심정으로 청춘을 불태웠다. Workaholic이라는 단어가 나를 두
고 생긴 단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에 몰입했다. 집에 버스로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야근하다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다.
마침 그 시절은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군대식으로
지침을 주던 시절이다. 군대 말로 까라면 까야 하는 시절이었다. 81년에
시작된 국풍’81, 82년부터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씨름 등이 그 시절
프로화 됨)의 기획 추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각종 KBS가요제,
피카소/샤갈 등 유명화가 전시회, 가곡의 밤/오페라 아리아의 밤 등 전국투
어 공연, Dooleys/Nolans 등 팝 아티스트 초청공연, New York Phil.,
Berlin Phil., 프랑스 바스티유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80년대 KBS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 스포츠’ 분야의 대형 이벤트는 내 손때가 묻지 않은
행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일에 빠지다 보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세상에서 빨리 출세해야겠다는 욕망으로 잠자는 시간이 아까
워 잠을 설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일에 갇혀 살다가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인가? 별로 건지는 것도 없이 몸만 병들고, 가까운 사람들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동기들 중에도 나와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 온 사람들
이 있을까 싶어서 그 시절 얘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한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온 나라의 에너지가 올림
픽에 집중되고 있었다. 나는 올림픽기획단에 차출되어 문화예술축제 분야
를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4년 먼저 84년에 LA올림픽이 열렸다. 잘
아는 바와 같이 LA올림픽은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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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다. 나와 태스크포스 동료들은 LA올림픽이
개최되기 6개월 전에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들의 준비/진행 과정을 상세하
게 조사하여 분야별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우리
의 미션이었다.
‘88서울올림픽’은 인력과 재정의 블랙홀이나 다름없었다. 개국 이래 아무
도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행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
니 죽이 되던 밥이 되던 30대 중반의 우리가 중심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86년에는 올림픽의 예행연습으로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당시
중국이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은 오랜만에 공
산권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조짐이 보였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88년 봄부터 내 몸에 고열/두드러기/반점
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병원에 갔더니, 담당의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쉬어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올림픽
개막식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계속 무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간 기능이 다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는 의사를 똑바
로 쳐다보며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와서 다른 PD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
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을 나는 개막식 연습, 성화봉송 축제 등 쓰나미처럼
밀려 드는 일들을 온몸으로
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화 봉
송 마지막 주자인 손기정 할
아버지에게 성화가 넘어가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
는 쓰러지고 말았다. 앰뷸런
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얼
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
을 차려보니 나는 서울중앙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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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재 서울아산병원)에 누워 있었다. 계절은 바뀌어 겨울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담당의사와 아내가 상담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은 못 합니다. 제가 가진 의학상식으로는 너무 늦었어요. 남은 기간이
라도 공기 좋고 물 좋고 온갖 매스컴의 소음이 없는 시골에 가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 후 나는 40고개를 넘길 때까지 양수리 근처 수입리계곡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모진 목숨을 연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는 반벙어리나 다름없었다. 혓바닥이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붙어서 혀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간절
히 절대자(하나님)에게 처절하게 매달렸다.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 왔음을 땅을 치며 회개하였다. 회개의 끝자락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이다. 한번 지나
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만 행복이
있다. 남에게 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땅끝까지 돌아다녀도 참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절망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말이 없다. 그 후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어 나는 현재 경인방송
(OBS)의 전신인 당시 인천방송(iTV)에 창립멤버로 다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꺼번에 여러 지역민방들이 생기는 바람에 경험 있는 기자/PD들
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나같이 낙오자가 된 사람에게도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곳
에서 iTV방송사업단 사장직을 맡아 방송 3사(KBS, MBC, SBS)를 경쟁에
서 물리치고 ‘메이저리그 박찬호 야구중계권’을 계약(확보)하여 장안의 화
젯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나의 20년 방송 경력의 간추림이다.
1997년인가 IMF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나는 인천방송을 떠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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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로 다시 간 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생식개발자로
알려진 예방의학자 황성주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황 박사는 독일에서 <미
슬토 항암면역요법>이라는 치료법을 연구한 후, 귀국하여 한국 의학계에
면역치료분야를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다. 우연한 기회에 황성주 박사의
<사랑의병원>이 주관하는 <전인 치유, 전인 건강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
다. 오랜 세월 고난의 광야를 걸어왔던 나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건강,
생명,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눈이 열렸다고나
할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체적-정신적-영적-사회적(관계적)-재정
적>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우리의 건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
들은 일일이 성경말씀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해 주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맞다. 영원한 나의 멘토이자 동역자인 황성주 박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는다.
다시 건강을 회복한 나는 50고개에 올라 새로운 Blue Ocean으로 항해
를 시작하였다. 모든 인간이‘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치며, 남은 인생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고 다짐하였다. 장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의 씨앗들은 하나씩
둘씩 싹이 나서 이제는 제법 큰 나무로 자랐다.
첫째 나무는, (사)국제사랑의봉사단(Loving Concern International,
이하 LCI)이라는 선교단체 성격의 NGO의 설립이다.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운동을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현
재 LCI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음)
둘째 나무는, LCI 설립이념으로 이를 세상에 구현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2002년 초에 꿈의학교라는 기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하고, 2013년까
지 12년간 초대교장으로 학교의 기틀을 마련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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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나무는, 역시 LCI 설립이념을 좇아 2013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
들어가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의 재단이사장을 맡아 인재를 양성
하고 있는 일이다. 쿠미대학은 우간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태생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무섭게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에 맞서는 최전선에서 기독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많은 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학생 수는 약 천 명 정도. 그 중 내전으로 인하여
교육이 중단된 나라들(남수단, 수단, 르완다, 부룬디, 콩고, 에티오피아, 소
말리아)의 청년들 약 200명을 전액 장학금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
160명은 난민캠프에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 청년들이다. 이들을
성경의 진리로 교육한 후, 내전이 끝나면 각자 조국으로 돌아가서 Nation
Builder로서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는 아프리카 우간다가 내 고향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은 낚싯줄
처럼 보일 듯 말듯 아른거릴 뿐이다. 그러나 LCI 설립이념처럼 ‘사랑의
혁명군’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시간들, 특히 내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함께 뒹굴었던 시간들은 선명하게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그 꿈들을 생각할 때
마다 고희를 넘긴 지
금도 가슴이 설렌다.
아마도 사랑의 길은
꿈길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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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 나이 들어 좋은 것도 적지 않다
김 희 건 (2반, 미국 뉴저지)

70이 넘게 살다 보니, 젊었을 때 경험하
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 가까이 있는 물건을 건
드릴 때가 많다.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잔을 건드려 깨뜨리거나, 문고리에 손가
락이 부딪쳐 속으로 아파할 때도 있다.
내 나이 40대에, 교회 안의 나이 든 권사
님이 그런 경험을 호소했는데, 어느새 나이를 먹고, 그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면서 달라진 것은, 어디 멀리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서너 시간 운전해서 가는 것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멀리 가는 것이 꺼려진다. 40대 나이에는 9시간을 운전해서 나이아
가라 폭포를 두 번이나 다녀왔다. 그러나 이 나이에 그저 가까운 데만 다니
려 한다. 한번은 뉴욕에 사는 동창으로부터 골프 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했다. 속사정은 뉴저지를 출발해서, 다리 두 개 건너 먼 길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다 보니, 행동반경,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말았다. 그저 책상 앞에
붙어 있고,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한다. 반면 집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무슨 이유를 찾아서든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한다. 그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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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혼자 조용히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좋은 것도 적지 않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 고통과 불편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결코 평범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이 평범한 삶이
곧, 하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겨진다. 나이 들면서 이 약, 저 약을 먹고
(plus OT &NT) 살지만, 고통과 불편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 교회 생활에서 나이 80, 90이 넘어 육체적, 정신
적 불편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이렇게 불편
없이,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부터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한 번뿐인 삶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 전도사님이 장래 희망을
묻길래,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영문학을 먼저 공부하라고 충고를
해서 그 길로 걸어갔다. 잠깐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국, 소시에 원하는
데로 이 길을 걸어왔다. 돌이켜 보니, 이 길이야 말로,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나이 40, 뒤늦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
을 또 공부하고, 이날까지 목회와 신학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에, 또
내가 속한 교단에서는 일하는 데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교회와 신학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사람의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는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 일이다. 이런 말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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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하는지 알 것이다. 목회 생활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경험이 따른다.
이 말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다. 세상에서 찌끼가 되는 기분,
또 한편,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기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좋아하는 일, 가르치며 산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다.
나는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 클래식 듣는 것이 대학생활부터 이날까지 나의 취미이다. 아름
다운 음악을 듣는 기쁨을 알게 되서 세상사는 일이 더 즐겁게 되었다. 고등
학교 통신표에 기록된 담임선생님 글을 보니, 이 학생은 사회성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것을 몇 년 전 이사하다가 우연히 읽었다. 담임선생님이 나를
잘 보셨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싫어한다.
그런 내가 사람들, 교인들, 학생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살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
나는 15년 전부터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요즘은 이곳에 사는
동창들과, 또 아내와 같이 한 주에 한번 운동하는 것이 즐거움의 한 가지
이유가 된다. 그래서인가,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잔디를 걸으
며 운동하는 시간은 학창 시절 소풍을 가는 기분이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설레고, 그 날이 와서 즐겁다. 어서 봄이 와서 다시 잔디를 밟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한 번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방법 하나는,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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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다가 걸려 호되게 매 맞던 기억
오 성 규 (6반, 캐나다 토론토)

고1이면 15살인가? 당시 원효로의 내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35번 버스를
타야 했어. 버스는 항상 만원이라 여차
장이 승객들을 밀어 넣어도 역부족이니
까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밖에 매달려
있는 학생의 모자를 벗겨 땅으로 집어
던지면 그 학생이 당황해서 모자를 주우
려고 차에서 내리게 되고 그 사이 차문에 매달린 여차장의 ‘오라이~’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는 떠나고 말았어. 아~ 그 낭패감. 그게 그 시절의 아침
등굣길의 일상사였어.
고2 어느 눈 오는 겨울밤에 친구들과 같이 광화문에 네거리 근처에 있던
극장(지금 극장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에 영화 보러 갔었어. 영화 제목이
‘멋대로 놀아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눈의 앤 마가렛을 보러 갔었는
데 중간 휴게시간에 화장실에서 소변보다가 옆을 돌아다보니 훈육주임 선
생님(김덕량 선생님?)이 옆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있나? 그대로 볼일을 보고 돌아서려니 그
선생님이 내일 교무실로 둘 다 오란다(나랑 정규하가 같이 걸렸던 걸로
생각됨). 다음날 2층 교무실로 가니 선생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는데, 당시
내 생각엔 ‘저도 영화 보러 왔으면서 왜 우리만 갖고 야단이야?’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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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삐딱하게 서 있었더니 선생님이 ‘이 새끼가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
네.’ 하면서 귀싸대기가 날라 오는데 정신없이 맞았네. 옆에 있던 정규하는
다소곳이 서 있어서 화를 면했지. 2층 교무실 창밖으로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고 서울고교 시절 하면 이게 내 뇌리에 남아 있는 가장 선명한
추억이지.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그런지 매년 여름이면 전국 고교 테니스 대회(연식
/경식)가 우리 학교에서 열리곤 했었지. 좀 노는 친구들은 수업시간 땡땡이
치고 나가서 예쁜 여자선수 찾느라고 헤매고, 나처럼 좀 얌전한 친구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교실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예쁜 여자 친구들을 상상하
며 교실에서 조바심 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 여자 운동선수들도 지금
쯤은 모두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모두 50여 년 전 얘기들이야.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 서울고 출신이라
는 자부심은 평생 나를 지탱
해 준 힘이었어. 다들 솔직
하게 첫째라고는 못하고 항
상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라고 말씀하셨지. 내 생각엔
교만해지기 쉬운 첫째보다
는 둘째가 더 여유 있다는
생각이야. 경기 출신들로부
터 종종 느끼는 교만함 같은
건 나만의 생각일까? 그래도
우리도

확실한

명문이니

까…안 그래?

4. 세계로 뻗어나간 삶, 그리고 향수 215

이제 모두들 나이 들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릴
적 같은 학교 다니며 맺어진 우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으리라 생각해. 나이 들어 이제 좀 힘들지만 친구들 다들
힘내시고 남은 세월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사시길 기원하네.
시간 나서 언제 어디선가 만나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경희궁 그 동산의 추억과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의 우정이라면 삶의 충분한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 모두 화이팅!
* 혹시 정규하가 아니면, 이동준인지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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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을 보내는 슬픔
이 강 욱 (6반, 미국 뉴욕주)

미국 동북부 동기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자주 모임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곳에서 거주하였거나 방문하였던 친
구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동기회 지역모
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배
경에는 고 이기영 동기의 공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그의 우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2018년 7월 4일 동기회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편집하
였다.
미동부 시간으로 2018년 6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흰색, 핑크색,
빨간색 장미들 중에서 나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집어 들었다. 그의 관을
내려다 보며 그 위에 살며시 던졌다. 잘 가라 친구여! 고통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며 기다려라.
2017년 10월 함께 골프칠 때 힘차게 스윙하는 것을 보며 아프다더니
거의 완쾌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병이었냐고 묻지는 않았다. 나으면
되니까.
그해 12월 중순 동기 모임이 있던 날 그가 왜 참석 안했냐고 영철 회장에
게 물었더니 사업차 라스베가스에 간다고 하였다. 긴 여행을 할 정도라면
완전 회복되었구나하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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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년 5월 초 창훈이 카톡을 보고서야
몹쓸 병으로 여러해 동안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월 중순 여러 동기들과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
을 떠나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창훈에게 전화했더니 친구
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故 이기영>

가족의 입장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 야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는 것이 이해되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전자 우편이 아닌 볼펜으
로 종이 위에 그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가족은 30여년전 1988년 1월 뉴욕시 근교로 이사왔다. 그 때부터
지난 30년 이상 미주 동북부 22회 동기들이 자주 만나며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오고 있다. 1991년인가 그가 NJ Alpine으로 이사간 후에는 오랜동안
연말 파티는 그의 집에서 하였다. 이사하기 전에도 뉴욕 롱아일랜드 그의
집에서 파티한 기억도 있다. 한국이나 미국 다른 지역에서 동기생이 오면
또 그의 집에서 모였을 때가 많았다. 내가 좋아하던 갈비, 회, 고급 양주
등 싫컷 먹고 마시고... 포커도 가끔 하였다. 덕분에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해 크리스마스 파티 때 한 종류의 양주를 여러 병
갖다놓고 마시는 데 맛이 톡특하고 향기가 좋았다. 그 양주 병들 다 비우고
나서 조니워커 블루가 나오길래 비싼 술이네 하였더니 용길인가 광현인가
가 조용히 “지금까지 먹던 술이 더 비싼거야”하였다. ‘Ballentine 30’이란
술을 처음 보았고 처음 마신 것이었다. 이름도 모르고 즐긴 것이었다. 1990
년대에는 보통 15-20 동기들의 가족들이 모였다. 모든 22회 동기들 중에
서 자택에 동기들 및 가족들을 제일 많이 초대한 친구가 고 이기영이 아닐
까 싶다. 많은 동기들 초대는 물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선물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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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우리 부부는 물론 우리 아이들 둘도 그의 회사 ‘ProPlayer’에서 판매하는
고급 shirts, jacket 등을 선물로 받아 오랜동안 입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그런 기억과 고마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 그는 생색을 내지않으
며 동기들을 위하고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다음 모임에 초대할 때는 항상 모두 포함하였다. 그런 그의 포용력과 너그
러움이 친구들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었다.

<1991년 NJ Alpine에 있는 고 이기영 자택에서 파티. 왼쪽부터 동기들만 김헌, 김용남, 홍창훈,
천병수, 고 이강진, 김지혁, 배진건, 이용길, 이강욱, 고 이기영 (바닥에 앉아 있음). 이 자리에서
10여년간 많은 동기들의 친목 모임이 있었다. 사진 오른쪽에 있는 sliding door를 열고 나가면
있는 deck에서 바베큐도 종종 하였다>

그의 집에서 있었던 1993년 크리스마스 파티는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다. 규형, 창수, 삼표, 강진이가 동시에 뉴욕에 있었고 그들 대부분 파티
에 참석하였다. 물론 타계한 기욱이, Mrs홍갑선도 그 파티에 참석하였다.

4. 세계로 뻗어나간 삶, 그리고 향수 219

갑상, 균욱은 물론 성균이도 버지니아에서 왔다. 그 파티를 캠코더로 촬영
한 기록이 남아있다. 1993년 12월 26일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1등, 2등, 3등이 모두 모였다. 1,2 등은 창수하고 규형이가 다투고 3등은
나였다.” 그는 유머가 많은 친구였다.
미동북부 동기 가족들은 1990년대 초부터 연례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10-20 동기들의 가족들이 모였다. 가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끼고 2박3일로 PA Pocono에서
모였다. 나의 기억으로는 헌이가 동기 회장으로 준비를 잘 하였다. 동기회
회보도 발행하였다.

<2011년 7월 10일 고 이기영이 서울고 미주총동창회 회장일 때 뉴욕시 선상 파티. 왼쪽부터
동기들만 김지혁, 김경환, 우갑상, 홍창훈, 고연환, 박춘범, 고 이기영, 이강욱 (앞줄), 윤일택 (중
간줄; 당시 한국 동기 회장), 이영범, 석균욱, 김향태, 천병수, 김용남, 추광현. 당시 오성학 총무도
참석하였는데 이 사진찍느라 빠진 듯하다. 오른쪽 뒤로 자유여신상이 보인다>

1992년과 1993년 7월 4일에 몇 명이 캠코더로 비데오를 찍었다. 그것들
과 1993년 년말 파티에서 찍은 것을 합하여 두 개의 VHS tape을 만들었다.
첫 번째 tape의 ending 곡이 양희은의 “나의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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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저멀리 ---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도
/ 그 날의 그 일들은 내 맘속에 있네/

<1990년 6월 NY Bear Mountain Park에서: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강욱,
이필중, 엄춘택, 이용길, 배진건, 김지혁, 고 이기영, 최응상, 추광현, 홍갑선, 박노억,
우갑상, 김헌>

나의 갈 길 떠나도 어디간들 잊으리 나의 친구여 ---”
우리 곁을 떠나간 기영, 강진, 기욱, Mrs. 홍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하는
장면도 있다. 놀라운 것은 부인들이 모두들 젊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심지
어 어린 소녀같이 수줍어하였다.
1994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메트로 지부에서 뉴욕 동포들을
위하여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준비하여 개최하였는데 내가 첫 대회장을 맡
았었다. 초,중,고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및 과학 경시 그리고 학부모
들을 위한 교육전문가의 강연들이 포함된 큰 행사이었다.
대회 준비와 집행은 협회 회원 100여명이 맡았다. 동포들의 후원금으로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장학금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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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고 이규도 동기가 동기회 총무로 뉴욕을 방문하였을 때 PA Pocono에서. 뒷줄 왼쪽부
터 시계 방향으로 홍갑선, 이강욱, 고 이규도, 김용남, 김지혁, 천병수, 박영섭, 이규형 (당시 UN
근무), 우갑상>

그는 1990년대 초에 “ProPlayer”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가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금액을 후원하겠다
고 하였다.
몇 주 후 더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더 도와 주었다. 그의 도움없이는 그
대회를 시작하기도 힘들었었다. 그 대회에 한인학생 425명과 학부모 600
여명 참석하였다.
이 대회가 뉴욕한국일보의 1994년 동포사회 10대 뉴스에 포함되었다.
그 연례 대회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 해 그가 정성껏 후원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뉴욕 동포들에게 여러 해 동안 도움을 준 것이었다. 그의 삶에 관한
특집 기사가 뉴욕한국일보 전면 (whole page)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는 서울고 동창회 일을 아주 잘 하려는 열정이 있었다. 그가 서울고
뉴욕 총동창회장일 때 연말 파티에 가수 김세환을 초청하였고 선물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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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후원 받아왔다.
김세환이 노래만 부르는게 아니라 그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해 raffle 추첨
까지 하였다. 노래를 더 듣고 싶은 나는 추첨에 들이는 시간이 오히려 아쉽
기까지 했다.
그가 2011년 미주 전체 총동창회장 때에는 ferry 타고 맨하탄 주위를
돌며 파티를 하였는데 대 성황이었다.
참가자가 너무 많아 마음놓고 dance를 즐기기가 어려웠을 정도이었다.
그는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그런 그의 열성 덕택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기도 하였다.
부인들끼리 그리고 아이들끼리 오랜동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상당 부분
그의 덕택이다.

<2020년 2월 Palm Springs, CA에서 졸업 50주년 기념 골프 모임. 한국, 미국 및 캐나다에서
온 동기들. 이 때 특히 미국 동북부 친구들이 고 이기영을 매우 그리웠했다. Covid-19 팬데믹이
막 시작하였지만 비행기 여행에는 제약이 없을 때였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런 저런 추억을 더듬으며 편지를 쓰다보니 두 번째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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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식있는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일 것이란 느낌이 가슴을
메어오게 하였다. ‘덕택에 행복하였다’ ‘너를 사랑하였다’는 과거형을 쓸
수는 없었다. 그를 친구로 신뢰하였고 그를 친구로 사랑하였다. 그를 친구
로 둘 수 있었었던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영광이었다.
그는 1952년 음력 정월 대보름 날 태어나 대보름 달 같은 66년 인생을
살았다. 싱싱한 붉은 장미와 대보름달이 그의 삶에 어울리지 않았나 싶다.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내려다 보며 보살펴줄 것이다.
“--- 나의 친구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으오. 잘 가오.”

<2020년 이강욱 가족사진, 왼쪽부터 외손녀, 딸, 부인 박성신, 이강욱, 외손자,
아들. 사위는 사진 찍느라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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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울중에서 서울고로 진학을 못 했다.
이 영 철 (서울중 출신, 미동부 동기회장, 뉴저지)

나는 서울중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로
진학 시험에서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
짐과 동시에 나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좁
고 햇볕이 차단된 어두운 뒷골목으로
만 다녔다. 대로로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두려웠다. 특히
한 동네에서 가끔 보던 경기여중, 이화여중 학생들을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엊그제까지 서울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른 2차 고등학교
교복…? “쪽” 팔려서 상상만 해도 악몽이었다. 가끔 나에게 미소도 던지고
관심도 있었는데……
동네에서 우리 집은 수재(秀才)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형은 경기
고등학교를 다녔고 누님은 고려대 의대 전신인 수도여의대를 나온 의사였
다. 아버지는 문교부 장학관이셨다. 나는 혜화국민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젠 그 많은 친구들과도 단절되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으로
성경 시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다.
아침 잠이 유난히 많아 지각을 밥 먹듯 하던 내가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특히 그 두 여학생과 마주칠까봐 한 시간 일찍 일어나 등교하였다. 방과
후에는 미술반이나 유도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귀가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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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칠십의 생을 살고 보니 상황과 내용의 정도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며 산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얻는 시련은
헤쳐 나갈 지혜와 용기가 있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바뀐 환경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찼던 것 같다. 나는 인생의 목표도, 희망도 없었고 오로지 절망뿐
이었다. 공부를 못 한 것이, 시험에 떨어진 것이 죄인가? 차라리 죄인이
되어 아무도 없는 감방 안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학생이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을 도적
놈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하셨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말,
암으로 돌아가셨다. 집에는 가정부와 나만이 있을 때가 허다했다. 그 때
학업에 열심을 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없었을
까 후회도 해 보았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지내고 우연히 광화문 학원가에서 엄춘택을 만나
며 서서히 내 생활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두절되었
던 중학교 옛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한양공대 건축공학과에 진학
한 후로는 여학생들과 미팅도 하며 본래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다. 돌이켜
보니 그때의 음침한 골짜기는 70년 내 인생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성숙의 과정이었다.
1978년에 도미하여 뉴욕 북쪽, 뉴욕주 주도인 올바니 근처의 R.P.I 공과
대학에서 도시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82년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도 하여 두 딸을 낳아 길렀고 지금은 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아내는
그때 동네 여학생은 아니지만 이화여고를 나온 수재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
로 내게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행복을 주고 있다. 큰 딸은 12년째 뉴욕
주 검사로 일하고 있고 우리 부부에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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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니에서 30년 사는 동안 그곳 한인회를 만드는 일에 참가하였고 1대
부터 9대까지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10대 한인회장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
할 수 있었고 더불어 한글학교도 창립해 4년간 교장을 봉사하였다. 뉴욕주
6.25 참전 용사비를 주지사 관저 근처에 건립할 때 참전용사들과 주지사와
한국 총영사 앞에서 연설을 했던 기억은 큰 보람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은퇴 후 두 딸이 사는 뉴저지로 내려와 미 동부 22회 서울 동기들
과 등산, 골프를 즐기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을 방문할 때면 목산회 동기들과 서울 근교의 산들을 등반
하곤 한다. 한 번은 임충빈 총무가 하산 후에 한 잔을 마시고 귀갓길에
나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며 꽤나 심각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를 받을 일이 없어 물어보니 본인은 경기중을 쳤다가 실패해
서 중앙중을 갔었는데 경기고를 도전하려니 중학교 때의 실패가 두려워
서울고를 선택했다며 자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며 사과를 한다고
하길래 그게 사과할 일인가 하며 웃었던 적이 있었다. 어떻든 위안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충빈의 마음 씀씀이와 그의 인격에 감동한 적이 있다.
2018년에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미 동부 동기회장직까지 주어져 동기들
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준 동기들에게 고맙고, 외로운 미주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격려해 주는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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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구인가’ 외 2편/영시/수필
이 영 애 (5반 이용길 부인, 미국 뉴저지)

1. 누구인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아주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고
차가운 듯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정의와 불의를 칼같이 구분하는 듯해도
남을 위한 배려와 불쌍함은 간과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보아도
그 자리에서 불같이 성을 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와 이치를 따질 줄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려 하지 않고
자신도 같은 자로 재려 노력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
이 사람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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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동안 같이 갈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그는 누구인가?
바로 나의 남편이다.

2. 나에게도 와 주오. (봄을 기다리며)
그녀는 내게
얼른 곁을 주지 않는다.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녹색의 신을 신고
나에게 총총걸음으로
달려올 것 같았는데
회색 모자를 쓰고
찬 바람을 날리며
나에게서 그렇게
다시 멀어져 간다.
기다림에 목말라
시계바늘마저 돌려놓았건만.
그러나,
그녀는 꼭 올 것이다.
그리고는 뒤에 오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여지없이 떠나갈 것이다.
1년 후의 재회를 기약하며.
모든 만남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오는 이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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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행인 것은
여보, 양말 어디 있지?
대부분의 남편들은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한다.
늘상 그 자리에 있었던 일상용품도 찾지 못한다.
아내가 가서 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말이다. 마치 요술을 부려
나타나게 한 것처럼.
눈높이를 약간 높이거나 낮추든지, 보는 각도를 약간만 수정하던지, 비스
듬히 놓여있는 그 물체의 앞의 것을 조금만 밀면 내가 원하는 물체가 보이
는 것을.
그들 시각의 단순성과 직진성 때문이다. 쉬운 말로 융통성이라고 표현하
면 이해가 갈 듯 하다. 어떤 물체를 찾는 그 마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자 하는 순수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남자의 눈이 배우자를 고를 때, 앞 뒤 옆, 내면의 모습, 앞에 가려진
그 무엇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가려서 선택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많은 지금
의 아내들은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난 확실히 그렇다.
남편의 단순한 시력 때문에 난 지금 여기서 버젓이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Ode to Mother”
Annabel Lee
Of all the people I admire
It’s not an actor,singer,or asquire
But she can be all those together,
All in all that person happens to be my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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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ways she is mysterious,
And in others, in genious.
But when it come stoloving,
She is all knowing.
No matter how deep the cut may be,
She can always find the remedy.
Without her my life will be amess,
And to this I can proudly say, “Yes.”
Sometimes she may seem crude,
But it’s for my own good.
But even so, my mother can’t be superwoman forever.
Someday, I’m going to have to be my own mother.

어머니에게 드리는 서정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배우도, 가수도 아니요 재력가도 아닌 그 사람.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함께 소유한 그 사람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랑을 담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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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무리 깊은 상처가 나도
그녀는 항상 치료법을 알고 있다.
그녀가 내 삶에 없는 나의 삶은 혼돈이었을 것이다.
그녀 때문에 난 자신있게 답을 하며 살 수 있다.
가끔 나에게 무섭게 대하지만
이 모든것이 나의 행복을 위함임을 안다.
그녀가 영원히 나의 만능 어머니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언젠가는 나도 내 자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Just Married 42 Years Ago
One day on a sunny Saturday in 1980,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one of my relatives. I was supposed a meet a guy set up
by a matchmaker on that day. I had already planned a great
picnic at a park with many of the boys and girls from my church.
Nevertheless, for some inexplicable reason, I couldn’t reject this
date. Even to this day, I still don’t know what compelled me.
I had cancelled all my plans and went to the café to meet my
date. I walked in to see a man with his mother. My first
impression of him wasn’t that bad. And, as time went on, I was
able to catch more of his personality. I remember he wore a
blue shirt with a red scarf around his neck and tucked inside
the blue shirt. It was unusual look for a man at that time, but
somehow the colors looked naturally good o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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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 few hours of conversation, we exchanged numbers and
parted ways. The next day, the matchmaker called my grandma
with some great news; my café date’s family and my family had
already known each other from when my mom was very young.
Both our families had lived in China to fight fo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His father was a
general in the army, and my grandfather who was a doctor, had
worked in the same organization towards the same goal. Also,
his mom had taken care of my mom before, which means our
families have known each other since 1940.
My grandma was already very fond of this man after only
meeting him once when he was a young boy. Unfortunately, my
parents were not fond of the idea of me moving to the United
States right after marrying him. This would separate me from
my family and friends for the time being. My grandma being the
strong matriarch that she was, pushed hard for me to marry him
no matter the situation. It only took me 2 months to get married,
considering I had only just met him. By the time I had realized
I was afraid of marrying him without actually knowing him, our
plane was already taking off towards our honeymoon.
Fast forward 42 years later, I now live in this community in
Monroe with my café guy that I met that one sunny Saturday
morning. These 42 years feel like such a long time, but also
passed in a blink of an eye. When I recall my life with him, I
can only think of the good and happy times in my brain and
everything else is erased. Every minute with him was and is
wonderful and makes me smile whatever it is. We may fight over
a few small things, but it ends with kiss and hug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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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e can keep our relationship sweet and respectful
is because he is the same man I met 42 years ago, in both (mostly)
good and (a couple) bad ways. The benefit from his unchanged
character is I can expect how he would react in every situation.
The disadvantage is that it does not work even with my nagging
efforts to make him better. If I weigh out these two things, the
good outweighs the bad.
As a Christian, every small detail that has happened to me I
believe has been part of God’s plan, even if I do not know what
His plan is. Every moment, person, place, memory was placed
perfectly in my life at the perfect time and place, by Him.
Without Him, even the horrible situations would be worse and
full of despair, sorrow and hopelessness. If I had refused that
blind date 42 years ago, I would have married someone else and
surely not be as happy as I am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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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친구 다 만나던 위대한 봄소풍
이 화 영 (4반, 캐나다 온타리오)

눈이 떠졌다. 시간은 아직 6시를 넘지
않고 있었다.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
다. 커튼 사이로 창밖의 빛이 희끄무리
하게 새어 들어왔다. 호텔방이 서향이
라 아침 해가 떠도 햇살은 볼 수 없는
구조였다. 부스스한 눈을 비벼가며 창
문 커튼을 살짝 열고 날씨를 살펴보았
다. 습기가 많은지 아침 햇살이 뿌였게 길 건너 건물에 반사되고 있었다.
“휴우, 일단 비는 안 오니 다행이구만… “ 안도의 숨을 쉬며 중얼거리자
어느새 일어난 아내가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나를 흘겨본다.
“45년 만에 보고 싶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이 위대한 봄
소풍으로 설레는 내 마음을 그대가 어찌 알리요.”
소풍 날짜를 출장 일정이 모두 끝난 바로 다음날로 아주 절묘하게 잡은
동기 회장단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8시 반까지 서초동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하는데 먼저 이 비싼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해서 단골인 강남 아르누보 호텔로 이동을 해야 했다. 하루에
40만원이나 하는 이 비싼 호텔에 묵은 이유는 컨퍼런스가 바로 옆 건물
코엑스에서 열렸고 캐나다 장관이 함께 참석하게 되어 짠순이 캐나다 정부
가 출장비용을 보조해 주는 조건 때문이었다. 시간은 충분한데도 괜히 들뜬
마음에 나의 행동거지가 서두르는 듯 보였나보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내
가 곱지 않은 눈으로 나를 한 번 더 흘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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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벌써 다 싸 놓았네.” 조금은 미안한 생각에 머쓱하게 한마디 했다.
잦은 여행으로 여행 가방 쌓는 달인이 된 아내가 이미 가방들을 잘 챙겨
놓았고 호텔 비품들도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어제 밤 제법 성과가
좋았던 출장 기념으로 몇몇 캐나다 회사들이 벌린 쫑파티에서 주거니 받거
니 마신 술 덕분에 호텔방에 들어오자마자 골아 떨어져 아내가 짐 정리를
깔끔히 해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
아르누보 호텔에 짐을 맡겨 놓고 서초동 학교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0분. 그리 서두른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찍 도착했나 보다. 언젠가 학교에
한번 와봤던 것 같은데 처음처럼 생소하게 느껴졌다. 학교 정문 앞의 넓은
운동장이 인상적이었다. 정문에서 본관 쪽으로 이어진 가로수와 화단으로
꾸며진 오솔길은 버드나무가 치렁치렁 늘어진 경희궁 옛날 교정 사색의
길을 연상케 했다. 우리의 선배인 그 누군가 길 이름을 지었다는 사색의
길은 공부에 지친 우리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던 위안의 길이었다.
교정 앞에 서울고22라는 메모지를 붙인 버스 두 대가 정차해 있었다. 담소
를 나누고 있는 버스 기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기사
이리 이른 시간에 벌써 아무도 와 있을 리가 없었다. 아침도 거르고 왔으니
어디 가서 조금 요기라도 하려고 길거리 쪽을 둘러보니 빵집이 눈에 띄는데
가게 안이 컴컴해 보였다. 8시도 안된 토요일 아침에 문을 열리가 없겠지…
학교 교정과 운동장 사이에 있는 계단에 앉아 예전의 경희궁 캠퍼스를
떠올리며 여기저기 둘
러보았다. 커다란 현수
막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수년간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단다. 감회가 새로웠
다. 나도 초등학교 땐
동네 야구선수로, 캐나
다에선 대학교와 고교
동창 야구선수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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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동안 야구를 했었다. 서울고가 한때는 캐나다 고교동창 야구대회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야구 명문이라던 배재, 중앙, 용산 등이 줄줄
이 우리의 제물이 됐었다.
운동장 한켠의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연휴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저리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문득
“그래 그 열정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삼성, 현대, 엘지가 글로벌 기업이 되어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캐나
다인 지인들이 내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해왔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일본인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데
한국인은 어떤가 하는 게 그들 질문의 요지였다. 나의 대답은 항상 이랬다..
Dedication and Conformity is way of life in Japan… but they
seem lonely
Passion and Chaos rule Korea... for now
아주 오래전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했을 때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캐나다
에서 한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친지나 가족들 중에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외에는 무학이든 대학 교수든
한국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들의 질문은 늘 “한국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 중국의 일부이나 일본의 일부이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다.
“무슨 생각에 표정이 그리 심각하우?” 아내의 말에 망상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동기 여러 명들이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 2장을 꺼내 들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졸업 후 이런 저런
일로 인해 만나 본 몇 동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나를 알아볼 리가 없었다.
나는 무조건 아무한테나 다가가 “난 이화영, 넌?” 하고는 60여명의 얼굴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를 내밀었다. 약간의 계면쩍음은 순간이고
이름들과 사진들을 대조해 가며 통성명을 하고 악수를 나누고 멀리서 지낸
45년의 세월을 조금씩 그렇게 지워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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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 정말 45년 만에 만나는 거 맞냐?” “어, 맞아. 졸업하고 곧 캐나
다로 갔거든… ”
얼굴이 풍성하고 네모인 그 친구는 내가 부처님 상이라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그 말을 했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어머니가 절에
불공을 드리고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 그랬지.. 근대 너나 나나
걍 말썽 없이 조용히 지냈었지….”
실제로 그랬었다. 중, 고 6년을 말썽 없이 얌전히 지냈으니 같은 반을
안 했으면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긴 하다. 또 한 친구가 반갑게 맞아준
다. 동기회 웹사이트에 간간히 올리는 내 졸필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 주는
친구다.. 일부러 나를 보려고 나왔단다. 고맙다 친구야..
백아홉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더니 정말 많이들 모였다. 모두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인사를 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 옛날
젊음의 꿈을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 키웠던 끈끈한 정이 여실히 묻어 나왔다.
버스 세대에 백여 명이 나누어 타고 교정을 빠져나갔다. 황금연휴라고
천만 서울 인구가 모두들 나들이를 가는지 고속도로는 온통 자동차로 가득
차 도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열심히 스마
트폰을 두드리며 좀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았다. 도로 교통상황
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요즘이나 그 옛날 흙먼지 날리던 비포장 도로
시절이나 소풍 가는 길은 여전히 빨리 가고픈 마음보다 가는 길이 더디네
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웃음이 났다.
첫번 목적지인 효종, 세종왕릉과 마침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
로 인산인해의 신륵사를 거쳐 점심식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장소로 왔다.
아침식사도 거른 채 더운 날씨에 땀깨나 흘리며 꽤 많은 길을 걸었으니
배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법도 한데 여러 친구들과 만나는 들뜬 기분에
배고픈 것도 잊고 있었다.
큰 길에서 벋어나 좁은 길로 꼬불꼬불 들어 간 곳에 무슨 식당이 있으려
나 했는데 작지 않은 건물에 세종수련원이란 간판이 붙어 있고 건물 뒤
숲으로 둘러쌓인 아늑한 장소에 일찌감치 도착해 대기 중이던 친구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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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열심히 바베큐를 굽고 있었다. 이민 초기였던 70년대 캐나다 서울고
동문회 야외 모임시 바베큐는 늘 내 담당이었다. 미군 군함을 타고 미국으
로 유학 왔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몇 명의 선배들이 창시했다는 서울고
동문회는 1회 졸업생 대선배에서 거의 모두 다 나보다 십년 이상의 선배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덕분에 10여 년 동안 막내 노릇을 하면서 행사 때마다
궂은일은 당연히 내 몫이었지만 그래도 동문회가 있었기에 내 가슴속 한
켠에는 늘 서울고가 자랑스럽게 차지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났다며 소주에 맥주에 막걸리까지 이 친구 한잔 저 친구 한잔
평소에 술은 그리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 편한 분위기 때문인지 술도
잘 넘어가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자꾸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났다. 허기진 배들
을 채우자 순서대로 여흥을 시작하고 사회를 보던 찬영이가 나를 불러냈다.
45년 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야 한단다. 학교 시절 그와 나는
친하게 지냈었다. 얌전한 생김새와는 달리 아주 남자다운 굵직한 목소리를
타고난 그는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까지 지녔다. 멋진 목소리에 능숙한
행사 진행 역시 자랑스런 내 친구였다.
술 때문이었는지 흥분된 기분 때문이었는지는 내가 무슨 말을 주절댔는
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나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독차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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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긴 했다. 그리고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스스럼없는 말과 행동은 어쩌면 나 혼자만의 오지랖이었
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오래전부터 동기수첩과 동기회 웹사이트에
실리는 그들의 사진과 소식들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 그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해도 난 그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45년이란
세월동안 서로 보지는 못했어도 나에겐 그 친구들이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다.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이 친근하게 느끼듯 말이다. 그래도
막상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몰랐던 일들 잊었던
기억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테이블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한잔 술을 권하고,,,,,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45년이라는 긴 공백을 단 하루에 다 채우리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봄
소풍은 내 머리 속에 새로운 기억들을 가득 채워 줬다. 내 기억속의 앳되었
던 친구들의 모습은 이제 흰머리, 대머리, 주름진 얼굴들로 바뀌었다. 하지
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서울고라는 우정의 끈으로
탄탄히 맺어져 있다는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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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부모님과 미국, 한국
전 세 동 (5반, 미국 캘리포니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존을 위
하여 정신없이 살다 보니,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꿈만 같습니
다. 순탄하지 않았던 사춘기를 보냈던
저로서, 70세를 넘어서 살리라고는 생
각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제
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어떻게든지 저를 바르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중산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다 희생하신
제 부모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고, 부모님
께 불효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3분의 2를 미국에 살면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성경이 설명하는 인생관
life view(창조, 심판, 구원)이 제 마음에 믿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다르게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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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 극우
나 극좌 등 어떤 정당이나 이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델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내가 이기면 공정선거, 내가 지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
는 사람들이 있고, 선거 결과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폭력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영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많이 약하진 것
을 보여주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경제 선진국이 된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 단계로 빈부의 차가 줄어들고
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은 나름대
로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신사적이고 성숙한 민주
주의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으며 어려웠을 때,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
다는 것이 제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었고, 좋은 선생님들과 학우들을 생각
하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해친 것에 대하여 정말 미안하게 생각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동기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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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천 병 수 (4반, 미국 뉴욕)

꽃 청춘에 이민 와
반평생 넘은 객지생활
이제 뿌리 깊게 박힌 고목나무
가끔은
꽃피어 향기 짙은
고향 가는 꿈을 꾸는
소박한 이민자
어느 날 밤
훤한 달 바라보다
울컥 전신에 휘감아 드는 그리움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시커먼 문신
호숫가에 기러기도 때가 되면
고향길 찾아 나서는데
나는 아직도 꿈 잃은 미아
이른 오후면
내 집 지붕 위로 날아가는 태극 마크
오늘도 흰 꼬리만 남기고 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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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저 비행기 타보려나
코로나에 고향을 잃은 지
천 일이 되어간다
(Marc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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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의 득과 실
추 광 현 (7반, 미국 뉴욕주)

처음 배운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는 FORTRAN (Formular
Translation)이었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COBOL(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이었다. FORTRAN은 계산
능력이 탁월해서 과학이나 공학분야에
서 많이 사용하였고, COBOL은 일반회
사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다른 programming language
를 배웠지만, 처음 20년 이상을 주로 COBOL을 사용하여 일을 하였다.
처음 배울 때는 지금처럼 desktop이나 laptop computer에 software를
이용해서 code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key punch card를 사용했다.
카드 한 장에 80 칼럼이 있는데 code 한 줄밖에 넣을 수 없었다.
요즘처럼 desktop이나 laptop computer에 code를 입력할 때는 오타
가 생기면 backspace 키를 누르고 다시 입력하면 간단히 수정이 되지만,
key punch card는 오타가 생기면 바로 버려야 했다. 아주 간단한
program이라도 최소 몇십 장의 카드가 필요했는데, key punch card를
허비하지 않으려면 오타 없이 typing하는 것이 필수였다. 오타 없이 제대
로 typing을 다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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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card deck은 card
reader를 통해서 mainframe
computer로 입력이 되는데,
card reader가 있는 곳까지 가
기 전에 바닥에 떨어뜨려서 순서
가 엉망이 되면 큰 낭패다. 다행
히 카드에 sequence number
가 있으면 sorting machine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
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장 한 장 체크해서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흔하지
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를 당해서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
못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Computer language의 기본을 배우면 꼭 나오는 과제가 SORTING이
다. 어떻게 하면 일련의 숫자를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서로, 혹은 이름을
가나다 순서나 alphabet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SORTING의
과제이다. 한국어나 영어나 숫자는 SORTING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이름은 차이가 많이 있다. LAST NAME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항상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기에 성과 이름이 합쳐진 그 자체를 SORTING하면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성을 LAST NAME이라 하여 FIRST NAME
혹은 GIVEN NAME 다음에 기재하는 나라에서는 전체 이름을 있는 그대
로 SORTING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름
을 SORTING 할 때는 LAST NAME 과 FIRST NAME을 따로 저장하고,
LAST NAME을 먼저 SORTING하고 같은 LAST NAME 내에서 FIRST
NAME을 한 번 더 SORTING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국식으로
LAST NAME + FIRST NAME field를 만들어 저장하고 SORTING 한다.
컴퓨터 사용료가 비쌌던 당시에는 새로운 field를 만들거나 SORTING을
두 번 해야 하므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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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in
LAST NAME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의 성을 따라서 LAST NAME을 바꾼
다. 그러면 computer에 저장된 모든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꿈과 동시에
예전 이름을 또 다른 field에 저장해야 한다. 요즘은 싼값에 storage를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또한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IRS(美국세청)에 부부공동세금신고서를 제출하
는데 아내의 LAST NAME을 나의 성을 따라서 “CHU”로 써서 보냈다. 몇
주 후에 IRS에서 편지가 왔다. 아내의 성이 잘못 기재되었으니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는 것이다. 결혼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아내의 LAST NAME이 바뀌는 줄 알고 있었던 나의 불찰이었다.
제대로 알아보니, 아내의 성을 바꾸려면 Marriage Certificate를 가지
고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 가서 Social Security Card에
적힌 이름을 변경해야 한단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장시간 기다린 끝에 정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제서야 법적으로 Mr.
and Mrs. Chu라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성이 적힌 Social
Security Card를 가지고 아내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다른 모든
ID 카드에 적힌 이름을 바꿀 수 있었고 세금신고도 새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성이 바뀜으로써 한국에서는 드문 추씨가
한 명 더 추가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문에 기여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무언가 가문에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 Loss
Covid-19가 처음 만연하기 시작할 때, 뉴욕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결혼식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모임을 금지시켰다. 맏딸은

4. 세계로 뻗어나간 삶, 그리고 향수 247

운 좋게 그 금지령이 시행되기 직전 마지막 토요일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날을 놓친 많은 사람들은 6개월 혹은 그 이상 기다려야
공공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결혼한 맏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과 함께 차량국에 갈 일이 있으니 손자를 반나절 동안 돌봐 달라
는 부탁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 성을 남편 성을 따라서 바꾸었기에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혼식장에서 딸의 팔짱을
끼고 입장해서 사위에게 딸의 손을 전해주었을 때 딸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딸이 성까지 바꿨다고 하니 결혼식 때보다 더
큰 것을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성을 바꿨을 때는 기뻐하던 마음이,
딸이 성을 바꾸고 섭섭하다니 도둑놈 심보인가 보다.
그러나 딸의 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 얼굴도 보고 귀여운 손자 얼굴도 보고 지내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오히려 같은 성을 하나 더 얻은 딸의 시댁 식구들은 멀리 San
Francisco에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 손자 얼굴을 돌잔치 때 한번밖에 못
봤으니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컴퓨터로 SORTING을 하면 내 이름
과 딸 이름이 전보다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혹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언제나
사랑스러운 내 딸로 남아 있을 것이다.
LAST NAME이 바뀐 것은 그냥 서류상의 변화이지 인간관계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보니 진짜 LOSS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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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만난 고향 친구들
한 상 희(3반, 미국 캘리포니아주)

50주년! 50이라는 숫자가 먼저 묵직하
다. 반백 년이요 반세기의 다른 표현이
다. 50년 전인 1970년 쯤으로 기억을 되
돌려보자. 거기서 또 50년을 거슬러 올
라가 보면 기미년 3·1독립운동이 그쯤이
다. 그 당시에는 그저 아주 먼 반세기 전
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인 고등학교 시절은 엊그제라 할만큼
생생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다. 시간적 거리감이 별로 느껴지질 않는다.
역사적 단위로서 50년과 직접 경험에 의한 밀도높은 기억과 의식속에서의
50년은 시간의 흐름이 전혀 다른 것 같다. 참 상대적이다.
이번 골프행사는 서울고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첫 행사
였다. 그것도 국제적 행사로 치러진 점을 감안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써 보았다. 또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동기회장
단과 석균욱 군 그리고 이 행사의 현지 총괄진행을 맡은 김능집 군은 물론
참석자 모두에게 고마움과 인사를 전한다
우선, 졸업 후 50여 년이 흘러 칠순이 된 동기들이 궁금도 하고 보고도
싶었다.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간 숙식도 함께 하며 골프도 치고 짧은
여행도 하는 이런 호사는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이란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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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그렇다.
둘째, 미국 동부 및 캐나다 등은 물론, 한국에서 그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이 행사에 참석하는 열정도 놀라웠다. 건강과 시간과 성심이
받쳐주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이렇게 함께 살아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한다.
셋째, 절묘한 시점 또한 이 행사의 스릴과 희소성을 높여 주었다.
2020년 2월의 상황이 어땠는가. 한국은 COVID19가 막 시작되어 겉잡
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한 때였다. 사실 그 직후 2년간 전세계에 걸처
corona로 인해 모든 일상적 삶이 중지되기에 이른다. 다행히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이라 아무런 제약없
이 활동할 때였다. 당연히 나머지 50주년 행사들은 그후 전면 취소되고
유일하게 끝낸 행사가 된다. 그만큼 이 행사는 여러모로 묘한 시점에 곳곳
에서 하늘이 도와 성사된 귀중한 모임이었다.
우선 그때 모인 동기들의 이름과 시간 및 장소등을 기록해두자
*시간과 장소: 2020년 2월 14-19일 at Fantasy springs Casino Hotel, Palm
springs, CA USA
*참가자 명단: 김형수 이철화 조보형 엄춘택 이종현 곽성균 김남기 석균욱 천병수
이강욱 우갑상 홍창훈 고연환 고순환 박원준 진영산 윤지현 박규열
김경환 전승하 김능집 김진성 김영환 안우성 강희열 손엽 정종호
황치만 한상희 등 29명
배우자 9명 등 총 38명 참석
물론 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친구들도 있지만 10년, 20년 혹은 40년
또는 말 그대로 50년 만에 보게 된 동기도 있어 무척이나 반갑고 감격스러
웠다. 저녁에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였겠는가.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다른 동기들
소식에서부터 대학, 직장, 퇴직과 건강이야기, 가족과 자녀들 이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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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이어진다. 한마디로 시간이 부족하지 할 이야기가 없을까. 말씨와
표정, 손짓과 몸짓 등등...... 모두들 상쾌 통쾌 유쾌함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
의 연속이었다. 저녁시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고려시대 유명한 문장가의 하나인 이규보(1168-1241)는 人生 4快를 이
렇게 썼다.
大旱逢甘雨 (대한봉감우) 오랜 가뭄 뒤 내리는 단비
他鄕見故人 (타향견고인) 먼 타향에서 만나는 옛 친구
洞房華燭夜 (동방화촉야) 신혼의 밤 촛불 켜진 신방
金榜挂長名 (금방괘장명) 과거에 급제하여 나붙는 이름
먼 타향에서 고향친구와의 만남을 인생에서 겪는 통쾌 상쾌 유쾌한 순간
의 하나라고 쓰고 있다. 물론 천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공감이 가는
순간들이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바꾸어 놓은 우리들의 여러 모습도 즐거운 대화소재
의 하나가 되어 즐거움을 더 해주고 ...... 멋진 백발의 머리에서, 이마와
턱의 굵은 주름에서, 천천히 말하는 말투와 잔잔한 미소에서 긴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멋들이 다채롭게 풍걱 나온다. 젊은이의 아름다움은 자연현
상이지만 노년의 멋은 예술이라고 했다.
한편 낮에는 골프와 관광 등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골프는
일주일 동안 2-4 라운드를 즐겼다. 개중에는 젊은 프로들이나 가능한 4일을
계속 친 친구도 있고 또 10일 동안 7라운드를 돈 사람도 있다고 하니 놀랍
기만 하다. 거기에다 또 밤에는 카지노까지 즐겼다 하니 이는 칠순 노인네
가 아니라 7학년 젊은 오빠들로 불러야 할듯싶다. 古橋철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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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시인 이백 (701-762)은 友人會宿(벗과 함께 묵으며)에서 이렇게
읊는다.
滌蕩千古愁 留連百壺飲: 천고의 시름을 씻고자 연달아 백병의 술을 마신다
척탕천고수 유련백호음
良宵宜清談 皓月未能寢: 이야기 나누기 좋온 이밤, 달빛도 고와 잠 못 이루네
양소의청담 호월미능침
醉來臥空山天地即衾枕: 취하여 빈 산에 누우니 하늘과 땅이 이불과 베개로다
취래와공산 천지즉금침
30-40대 때는 오랜만에 벗을 만나면 그야말로 불철酒夜(철수하지 않고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가 다반사였다. 호연지기가 넘치던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다. 환갑 전후에 세상을 떠난 이백과 두보를 생각하면 70세에 누리
는 지금의 호사는 엄청나게 늘어난 현대인의 건강수명을 실감케 한다. 얼핏
짐작만으로도 현재의 우리는 옛날에 비해 적어도 30년은 젊게 사는 듯하
다. 칠십 장년들의 골프대회라 순위를 다투는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하루 longest와 closest to pin을 선발했다. 한국에서 온 김남기
선수가 장타상을, 동부 뉴저지에서 온 홍창훈 선수가 근접상을 수상했다.
늦게나마 추억을 위한 소품하나 만들어 사진으로 올린다.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
2월 10일 한국의 동기들 입국으로 시작된 행사는 2월 20일 한국으로의
출국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늘 그렇듯 지나고 보면 꿈같은 순간들이었다.
Covid19 같은 위기 상황이 더 자주 예상된다는 pandemic 시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남은 걸까. 막 시작한 70대, 앞으로의 10년
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늘 그렇듯 노년의 건강은 전적으로 하루
하루 겪는 일상의 관리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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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기회에 강추 하나.
귀거래사의 시인 도연명 (365-427)은 자기가 죽은 후 제사 때 쓰일 自察
文과 상여를 끌고 갈 때 부르는 挽歌를 스스로 써놓은 유일한 시인이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소박하고 진솔하게 써놓은 글을 읽으며 나는 한층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이 등 중국 최고의 시인들이
왜 그를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가를 ...... 하물며 소동파(1037-1101)는
700여 년이나 앞서 살다간 도연명을 흠모해 그의 시에 많은 화답시를 쓰곤
했다. 하여간 노년을 맞아 되돌아볼 일이 더 많아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권하며, 네이버에서 “도연명 자제문” “도연명 만가” 등으
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번역과 해설도 잘 정리되어 있다. 각자 남은 생을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詩仙 이
백(701-762)과 詩聖 두보(7
12-770) 두 사람의 이야기
도 꼭 챙겨 보라고 권하고 싶
다. 둘의 두 번에 걸친 운명
적 만남과 서로를 그리워하
며 쓴 시들 ...... 안록산의 난
과 그 배경이 된 양귀비와 현
종의 세기적 사랑 등, 동시대
(701-770)를 살아가며 얽
힌 그들의 악연과 인연들...
흥미진진 이야기의 寶庫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행운이
함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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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의 정과 장수의 길: 지상에서 영원으로
홍 종 근 (2반,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서울 고등학교 재학 시절 우리는 강재구 소령의 이야기를 자주하곤 했다.
한 부하대원의 수류탄 투척사고 순간 자신이 수류탄에 몸을 던져 많은
부대원을 구한 영웅적 이야기이다. 그때 우리는 “짧고 굵게 살자”는 말을
되새기며 한번 사는 삶이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멋있게 살고자 결심한 적이 있다.
또다른 삶의 모습은 오래오래 살면서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 마천은 한 무제때 적국에 포로가된 한 신실하고 충성돤 장수를 홀로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선고를 받아 바로 죽든지, 많은 돈을
내든지 아니면 궁형을 받든지 하는 선택의 길에 선다. 그 때 남자로서 의로
운 죽음의 길을 택하기보다, 수치스러운 궁형을 감수하고 끈질긴 삶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하여 그의 남은 생에 동안 수 천년의 중국의 역사를 정리하
고 불후의 역작--사기--을 집필한 것이다. 생노병사의 운명에서 무엇인가
남기고자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하더라
도 죽음보다 삶을 택한 그의 끈기와 결단에 큰 감명을 받는다.
이제 나와 함께 같이 학창생활한 동기들은 모두 70을 다 넘었다. 우리
모두 삶을 택하여 오랫동안 살고있다. 70에 별탈이 없이 건강하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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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 확률도 많으니, 우리중 90을 넘어 100세를 바라볼 동기들도 있을
듯하다, 요사이는 장수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기억이 남는 것은 밴드부 생활이다. 중학교 때는 학기 초에 일렬로
줄을 세워 키 순서대로 번호를 주었는데 키가 작아 5번 이상을 넘어 간
적이 없었다. 3학년 때에는 내 기억으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안에
레슬링터가 되어 떠들며 싸움놀이가 일과였다. 태권도 한 친구들은 그때
인기있던 이소룡의 흉내를 목에 힘주고 다니는 일도 많았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체육시간이었다. 키도 작고
운동신경도 느리다보니 농구시간이건 유도시합이건 되는 것이 없어 별로
재미가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중학교 3학년때 부터는 결막염으로 7년을
고생하다 보니 2시간 이상 책을 읽기도 힘들고 공부도 쉬원찮아 서울중학
교에서 서울고둥학교로 진급할 수 있을지 염려했는데 다행히 본교 입학에
성공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며 고민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죽지않고 살아남았다.
고등학교는 학교수업 이외는 밴드부생활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3시부터 연습하여 5시까지 하기가 보통이었고 저녁
먹고 하다보면 집에 가는 시간이 5시나 9시가 되다보니 공부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다. 그때 1학년때부터 함께 여렀이 밴드반생활을 시작했다.
임충빈(트롬본), 박승전(트롬본, 악장), 정학상 (클라리넷), 권동안(플룻), 김
형수(혼), 김만수 (트럼펫), 진상국(트럼펫), 허철령(수자폰), 이강진 (클라리
넷), 이동준 (트럼펫), 홍종근(바리톤)이 각각 다른 악기를 다루게 되었다,
일요일에도 나와서 연습했는데, 점심 후 밴드부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윤 호기가 새문안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밴드반실을 지나갔는 데 우리 (정학상과 그의 일당들)는 그를 놀려먹기가
재미였다. 그러나 한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한결같이 웃으며 지내며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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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양들 같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 듯하다. 수십년 후 밴드반 친구 거의
모두가 신앙인이 되어 변한 삶을 살고있다. 여름에는 1달 이상 합숙하며 가을
음악제를 준비하다보니 밴드반단원들의 유대는 단단한 것이었다.
양주석 (교무부장; 서울고 졸업)선생은 사회/도덕을 가르치셨는데 한번
은 교실에서 내가 맨 앞에 앉아 밴드부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며, “이것이
무엇이지? 밴드부? 이런 것 달고 다니는 것 아니야. 밴드부가 그렇게 자랑
스러운가”하며 물으신 적이있다. 그때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장경덕이 나
서더니 “제내들 밴드부가 아니고 벤또반이에요”하고 한마디 한 기억이 있
다. 그때 기분에는 바로 일어나 다가가서 한 방 날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싸움 할 실력이 없었던 것이었다. 3학년 올라가기 전, 우리들은
모두 단합대회를 하고 각자가 자신뿐 아니라, 후배들과 밴드반 명예를 위하
여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여 모두가 재수하지않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하
게되었다. 그 이후 우리 모두 벤또인생(밥이나 먹고 시간이나 소일하는
무위도식하는 삶)을 살지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되었다, 또한 그 이후
합기도를 5년동안 수련하게 되어 누구와의 싸움에도 자신이 생겼을뿐 아니
라 건강한 삶까지 계속하게 되었으니 바른 말을 해주어 내가 심기일전하게
자극 해준 장경덕 학우에게 고마울 뿐이다.

음악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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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안 클라리넷 시도해보다...

둘째, 생각나는 은사님들. 서울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다 보니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이 몸에 배
인 것도 사실이다. 김원규 초대교장의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자”는 사명
감에 기초한 엘리트 의식은 6년 내내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경희궁에서의 6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지나고
보면 이 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였다. 많은 은사 중에서 기억나는 분들은
그 분야를 잘 알고 가르친 것도 있지만 시간을 가져주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 준 것이 가장 생각나며 의미를 주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심
재봉(영어; 서울고 졸업) 선생은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며 격려하던 생각이 난다. 시험성적이 나올
때마다 지난 번보다 잘했다며 나를 보시며 칭찬하곤 하셨다. 3학년 담임이
었던 강 선생님, 역사를 가르치신 이시우 선생(일본으로 가셔서 재일 한국
인들을 가르치심), 근엄했던 정문기(미술) 선생님 모두가 기억에 남는 분들
이었다. 그때 교감을 하셨는데 도덕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삶이 왜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해야 하는
지 가르친 인격자이신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이달모(체육) 선생님은 월요일 조회시간마다 마이
크를 잡고 호령하시던 호랑이 같은 분이셨다. 한번은 중국집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시켜먹고 친구의 신분증을 맡기고 뺑손이 친 사건 이후 나는 불량한
학생으로 각인되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 2학년 담임이셨던 이봉원
선생과도 별 인격적 관계없이 지내고, 이은화(3학년 담임) 선생님은 자상한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다. 대학 합격소식을 받고 몇몇 친구들(안우성,
이규형 등)과 집을 방문하여 큰절을 드리고 사모님의 깍듯한 대접으로 다과
를 즐긴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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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수학여행:이 봉원선생/유 장렬/김 남기와 함께

허철령과 함께

최동희(음악) 선생님은 주로 합창반에 신경을 쓰신 분이다. 밴드반은 문
제가 생길 때마다 가끔 찾아오시곤 하셨다. 그분 시간에 배운 Largo 가사
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음악를 가르치고 노래에 자신을
갖도록 교육하신 고마운 분이다.

최동희 선생님과 함께 밴드부 사진

정학상과 일당들

그 이외에 채희경(영어), 김현국(국어), 최기창(영어), 정완호(생물), 홍순
정(상업) 선생님들은 좋은 추억을 남겨주신 따뜻한 분들이셨다. 공구영(물
리) 선생은 물리를 가르치셨는데, 한번은 양창수와 싸움이 붙어, 공 선생님
은 욕을 해대고 양창수는 계속 자기 해야할 할 말을 하다보니 학급 분위기
가 삭막했다. 반장인 이규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고 어울리며 진정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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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이 난다. 김성대 선생님(독일어)은 이문동 근처에 사셨는 데, 버스를
기다리는 나를 가끔 부르셔서 택시로 같이 몇 번 학교까지 타고 간 기억이
난다. 77년 이후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도 이 은사님들을 만나 대접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작고하시고 몇몇 분은 고령이 되셨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뵙게되면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할 귀하신
분들이다.
셋째, 50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친구들의 정이 놀랍고 자랑스럽다. 1977
년 미국에 온 이후 10가지 이상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본 것은 하이얏 호텔에서 당근을 깎고 햄버거를 만드는 요리사
조수일을 하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판매사원도 하고,
예비대학에서 주당 30시간씩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대학생을 중심한 평신
도선교사의 일을 위해 학교에 다시 들어가 미국학생들과 일하다 보니 필요
한 학위들을 마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게되었다. 많은 미국의 이민
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일하며 네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사역(20년 일요일마다 설교를 감당)하며. 바쁘게 살다보니 동창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다.
작년 나를 오랫동안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홍창훈이 몇번이나 연락하며
간절히 초청하니 용기를 내어 50년 만에 동창모임에 가게되었다. 천병수와
석균욱의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하다 이제야 왔는가?” 그러나 50년 만에
만났어도 이영범, 김희건, 이홍렬, 이용길, 김지혁 등 많은 친구들은 한결같
고 반가이 맞아주며 따뜻하게 허물없이 대함에는 변함이 없었다. 놀랍고
고마울 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하다 이제야 왔는가?”이 질문은 몇년전
몇몇 친구들 (이규형, 이수영, 유장렬, 김남기)을 만났을 때도 같은 것이었
다. 나를 위해 모두에게 비싼 저녁을 대접한 너그러운 이규형, 이 메일과
전화로 “장렬 633” 영화를 언급했더니 대전으로부터 올라와 값비싼 시간을
내준 유장렬, 학생때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자상한 서울고 신사 이수형을
보니 너무 반가왔다. 깔끔하고 곧바른 김남기는 내 이야기를 듣고, “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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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을 살았구나”하며 덕담을 해주니 50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학우들의
정을 체험했다. 2015년 부터 매년 한국을 방문했는 데, 고등학교때 밴드반
에서 3년을 고생하며 지낸 친구들 (임충빈, 정학상, 허철영, 이동준, 권동안,
박승전)이 반가이 맞아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니 고맙고 미안할 뿐이었다.
얼마전 우리와 함께있지않는 많은 학우들의 이름을 생각해보니 그립고 다
시보고싶은 친구들이 많다.

이강진과 친구들

유장렬과 송길호 (산을 함께 올러감)

그 중에 김만수, 이강진, 이규도 등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이름이 바로
생각되지만 안타깝게도 얼굴은 기억이 나는 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친우
들도 많다. 어쨋든 50년이 지나도 중고등학교 친구는 변치않는 정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미덕이 있는 것을 보며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며 가슴으로 부터 자랑스러운 마음과 뜨거운 감동을 느끼곤 했다.
넷째, 나이가 들다보니 삶의 본질을 찾는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20대에는 뜻을 세우고 30-40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
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
70이후도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이다. 나의 후반전 살아있는 동안 삶을 감
사하고 즐기며 살일이다. 직업이 교수이다보니 내가 할 수있는 일, 잘 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은 연구와 저술이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연구과 저술의 일을 마음이 맞는 연구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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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하고자한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삶이란 좋은 것이고 죽지않는 한 살아가는 것이
다. 살다보면 더러운 것들은 흘러가고 잊혀져지고 아름다운 것이 남는 것이
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아름
답게 변할 수 있다. 6년 경희궁에서의 생활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많은
스승님들, 학우들과의 만남은 너무도 복된 것이었다.
또 삶의 본질은 한번 시작된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가 무엇
이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저 새로운 곳 (천국이든 정토이든)은 어떤
곳인가? 나는 기독교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라고도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다며 어떠할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아는 친구가 없는 곳은 아무리 좋다 한들 부족하고 재미도
없고 외로운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 중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을 알아 보고 반가워 하고자 한다. 설령 새롭고 다른 고차적인 삶이
라 해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 (관계성)은 남는다고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여유 있게 더 좋은
사귐을 가질 것이다. 뜻있는 만남에서 복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아 있는 시간 이곳에서 더욱 아는 친구들과 더 사귐을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지상에서 영원으
로의 여정에 이것이 내가 바랄 것이며 하고픈 것이다.
참고: 홍종근(영어이름 폴 홍)은 1977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계속 평신도선교
사역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톨레도 대학교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아시아
연구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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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 친구들 생각
홍 창 훈 (2반, 미국 뉴저지)

그리운 친구 기영, 봉준, 병학, 규도
그대들의 공통점은 너무 일찍 떠난 것
친구사랑, 배려심, 베품이 넘치는데
이렇게 빨리 보내기가 너무 아까웠지
오래 함께 지내고 싶은데 안타까웠고
추도 열기 보니 세상 참 잘 살다 갔구려
50주년 맞으니 그대의 빈자리가 더욱 커지며
우리에게 남긴 무한한 친구사랑 기억하오
깊은 배려심, 후한 베품 잊지 않고 있소
삶의 가치 일깨워 주어 고맙구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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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우리 문화유산 경어(敬語)
박 종 수 (2반)

이미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것을 보
면 가히 20년은 족히 지난 사건이리
라. 어느 해 여름 부부가 살해당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밝혀
진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부모가 보내준 유학비를 모두 탕진하
고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내
주지 않자 방학에 몰래 귀국하여 부모를 살해한 사건으로 기억한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개탄스러운 사건으로 회자되며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하였었다.
요즈음은 흉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인지 부모 살인사건만으로는
뉴스감도 안 되는 듯싶다. 인터넷에서 부모 살해사건을 검색해 보니 그
수가 너무나 많아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패륜적인 일들이 벌어
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되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정문의 출입개폐기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차문을 열어놓은 채로 길을 막고 있어 진입을 못할 수밖에. 한참 후에
3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정문 옆 과일가게에서 나와,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관심도 없는 듯 차에 오른다.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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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어린 말을 전하자, 잠깐 세워 놓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며 반말조로 대꾸를 한다. 여자가 차를 빼서 떠날 때까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딸뻘 되는 여자가 어른에게 그렇게 답할 수 있나?
우리 사회의 염치는 다 어디로 사라졌나?
며칠 전 동창 친구가 동기들과의 산행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거품을
물며 전했다. 탁 트인 야외의 한적한 산행길이고 나이도 70이 넘어 숨도
가빴던지라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잠시 벗고 걷는데, 맞은편 길에서 내려오던
3, 40대의 젊은 친구 하나가 “야 ㅆㅂ놈아, 마스크 좀 쓰고 다녀라”고 스치
면서 읊조렸단다. 당연히 시비가 걸리고 다툼이 벌어진 것은 불문가지이겠
으나 결국은 한탄만 남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언제부터 우리사회
에서 왜 이렇게 패륜적인 행동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원인은 무엇이며,
치유방법은 없을까?
위의 일상적 작은 예들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점차 이기적이고 극단화,
흉포화되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말들이 횡행하는 정신적으로 피폐화된
사회로 변화되는 느낌이다. 교육자들은 사회가 개인적 성향을 띠면서 적합
한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목표도 바꾸고, 교육
체계를 개선하며, 입시제도도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흉포화된 사회를 정화하
고, 사회교육을 이루고자 많은 캠페인을 벌인다. 도덕재무장운동, 사회정화
운동 등등. 물론 그러한 캠페인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사회는 부정적 방향으로 퇴보한 듯하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인성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육, 학교교육에만 맡겨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사회나 학교가 우리의 귀한 자식들의 인성을 교육할
수 없다면 결국 교육의 중요한 축인 가정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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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일반적
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양태를 보면 ‘공부 열심히 하라’ ‘나쁜 짓은
안 된다’ ‘게임하지 말라’ 등의 훈계 위주의 교육이거나, 더불어 같이 놀기,
회식하기, 여행가기, 추억 만들기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향은 있으나
수단이 부족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TV를 틀면 사회 리더가 되겠다는 정치가들의 유세부터 사회 저명인사들
이 참여하는 예능프로, 유명배우들의 출연하는 광고,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장면에서 말도 안 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저질의, 비열한,
국적불명의 비속어들이 판을 친다. 사회가 쉼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언어
도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더라도 참으로 민망
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반말이다.
출연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말을 친구처럼 구사하고, 이를
듣는 부모조차 별다른 의식 없이 보듬고 받아들이며 때로는 욕도 섞어가면
서 자연스럽게 응대한다. 일상적 대화를 넘어 부모와 갈등을 보이는 장면에
서까지 반말을 하며 대들고 다툼하는 것을 보면, 과연 친자식이 맞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얼마 전까지는 간간이 존댓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건만,
요즈음은 모든 장면에서 부모에게 100% 반말을 구사한다. 부모와 같이
외식을 나온 아이들을 볼라치면 어쩌면 그렇게도 부모에게 깍듯이(?) 반말
을 하는지 혀가 내둘릴 지경이다. 가정에서 부모자식 간의 반말이 생활화되
는 듯싶다.
사회생활은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통은 몸짓과 글을 통하
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로써 이루어진다. 소통하는 말에 따라 생각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말은 성격, 인성, 예의, 판단 등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도덕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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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사용함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높임말을 쓰게 되면 상대를 존중
하게 될 것이요, 낮춤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을 낮추어 보게 될 것이다.
말이 자극적이고 흉포화 되면 결국 생각도 그리 되고 행동도 그에 걸맞게
된다. 평범한 말다툼이 결국 폭력적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다.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때 끝까지 높임말로만 다툼을 벌려야 한다
면, 폭력적 살인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여하튼 가정교육의 출발점은 성격, 인성,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존댓말 쓰기가 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족구성원 간에 존댓말
쓰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쳐 습관화된다면, 인성이 순화되고 예의와
염치를 아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같이 지냈고, 할머니에게 반말
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반말을
하면 할머니와 훨씬 친근감이 느껴졌다고 하며, 그리하면 왜 안 되느냐고
항변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 요사이에도 반말을 허용하는 부모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부모자식
간에 격의 없는 친근감이 생기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고 답할 듯하다.
그러한 긍정적 요소들도 있겠지만, 반말을 사용할 경우에 무례함, 폭력성,
비사회성 등 부정적인 태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면 그래도
좋다는 말인가? 나아가서 존댓말을 쓰면 친근감이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인
가?
언젠가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4살, 6살쯤의 사내형제가 부모는 물론
옆자리 손님들에게도 공손히 존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쁘고 사랑스런
마음과 함께 가벼운 충격마저 느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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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아들딸들과 반말을 주로 사용하던 가정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새삼스럽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휘어잡는 무례를 범함도 없이 남을 위할 줄
알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아들, 딸들로 하여금 존댓말을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해 보자.
그리고는 가끔 집에 오는 손자, 손녀들과 반드시 존댓말을 섞어가며 소통
을 해 보자. 그들은 후일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덧붙임)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경어라는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 언어
에서도 일부 단어에 경어를 쓰기는 하나, 우리와 같이 철저하게 단어는
물론 주어, 술어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경어 사용은
상대방에 대해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며, 인성, 태도, 정신건강, 충성심,
효 등 사회의 순화 및 정신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자체가 훌륭
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무의식적으로 친구나 부인에게 존칭 또
는 반존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인생의 동반자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 몸에 흐르는 문화유산의 발현인 것이다.
후세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어의 사용을 가르쳐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계승케 하고, 솔선하여 친구나 부인에게도 더 많은 경어를 사용해 봄이
어떨까? 노년의 품격을 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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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數) 이야기
박 흥 덕 (5반)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수표기(數表記) 즉
기수법(記數法)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하는 자리잡기 기수법(같은 글자가 자리
에 따라 다른 크기의 수를 나타내는 인도
에서 유래한 기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숫자수에 따라 이진법, 십진법 등이
있고 서양은 10의 3승(천 단위, 세 자리)
기준으로 자릿수가 바뀌고 우리 나라를 포함한 한자문화권은 10의 4승(만
단위, 네 자리)기준으로 자릿수가 바뀐다. 그래서그런지 서양은 千 단위
변화 밀레니엄 등 천년왕국을 논하나 동양은 萬 단위 변화 만년왕국을 論하
니 동서양이 규모면에서 그 크기가 다른 것 같다.
우리의 數 단위는 중국 宋나라 주세걸의 산학계몽(算學啓蒙)에서 그유래
를 찾을수 있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이어진 數단위(일,십,백,천,만,억,조,경,
해,서,양,구,간,정, 재)들 중 제일 큰단위는 재(載)이다. 사용되는 자릿수 10
의 4승 기준으로 풀어보면 萬이 10의 4승, 億이 10의 8승이므로 載는
10의 44승에 해당된다. 載란 천재일우(千載一遇)란 사자성어에서 볼수있
듯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로 풀이되지만 10의 44승분의 1의 천배
란 확률로 풀이해도 거의 오지않는 드문 기회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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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인도 불교의 數 개념인 극(極), 항하사(恒河沙), 아승지(阿僧祗),
나유타(那由他), 불가사의(不可思議), 무량대수(無量大數) 등이 겹쳐져 사용
하고 있으며 이 또한 10의 4승 기준으로 풀어보면 극은 재보다 한단계
위이므로 10의 48승, 불가사의는 10의 64승, 무량대수는 10의 68승이라
볼수있다. 한자의 뜻은 無限을 뜻하지만 수 단위로는 有限이다, 하긴 아프
리카 부시맨같은 미개종족이 사용하는 숫자는 1과2이고 그외는 그저 <많
다>로 표시한다고 한다. 문명국에서 큰수를 쉽게 나타낼수 있는것은 바로
0(ZERO)을 사용한 자리잡기 기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 골자는 기호
와 숫자로서의 0의 발견 (이또한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큰 수를 얘기하면 우리는 겁(劫)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 겁은 불교문
화권에서 가장 긴 시간단위이다. 그 시간의 길이는 문헌에 따라 일정치
않지만 달구지로 한나절 걸리는 거리(약14km)를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
의 바위를 선녀의 옷자락으로 1백년에 한 번씩 스쳐 바위가 다 닳아 없어져
도 劫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니 劫은 無限時間을 얘기하는 것이리라. 대체로
한 世界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동안을 대겁(大劫)이라 하고 그사이는 80
劫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한 태양계가 一世界이고 그 세계가 천개
모인 것을 小千世界, 소천 세계가 천개 모인 것을 中千世界, 또 그것이 천개
모인 것을 大千世界 또는 三千大千世界라고도 한다. 이 우주에는 대천세계
같은 것이 한량없어 이를 티끌 수효와 같은 세계 미진수세계(微塵數世界)라
고 하니 다함이 없는 세계 즉 무진세계(無盡世界)이다. 최근 어느 과학지를
보니 천체 과학자에 의하면 전체 우주는 태양계를 포함한 우주와 같은
크기의 우주가 10의 500승개가 있다고 하니 사실여부를 떠나 숫자만으로
도 무진세계이다.
1 뒤에 0(영)이 100개 붙는 것을 구골(Googol)이라고 한다. 구골로 이루
어진 수를 구골플랙스(Googolplex,구글 본사의 원래 작명이 구골플랙스
라는 설도 있음 )라고 하니 10의 100승은 1구골플랙스이고 10의 500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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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골플랙스라고 읽으면 될 것같다. 아무리 새로운 단어로 더 큰수를 나타
내도 <가장 큰수>에는 결코 도달할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가장 큰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작은 數도 알 수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한번 음미해 볼 만하다. <神은 모든 數를 알고 있고 신의
앎은 헤아릴수 없다. 한없이 이어지는 수도 헤아릴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무한이라도 신의 앎 안에 있다. 우리가 말로 나타낼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모든 無限이 神에게는 분명 有限하게 여겨질 것이다.>
無限을 얘기하다보니 피타고라스(BC569-500) 시절 무리수(無理數)가
떠오른다. 초기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범자연수(정수)와 그 비율(분수)만
있으면 즉 유리수(有理數,0.333...같은 무한순환소수도 1/3처럼 정수비율
로 나타내므로 유리수임)만 가지고도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논리적으로
세울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무리수(irrational
number)의 발견이었다. 끝나지 않고 비율로도 표시할 수 없는 數, 例를
들면 √2( 2제곱근, 1.41421356...)이 그들 종파의 모든 믿음 체계를 흔들
었다. 교단의 일원인 히파소스는 외부세계에 그 비밀(무리수가 있다는 사
실)을 누설한 죄로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결국 히파소스의 누설(무리수 발견 공표)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표적 무리수엔 원주율로 표기하는 파이(ㅠ:초월수라고도함)가 있고,
파이의 발견으로 2천년 이상 수학자들을 고민시킨 문제가 있다. 즉 “주어진
원과 같은 넓이(ㅠ*반지름*반지름)를 가진 정사각형을 작도하라.” 오랜 세
월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18세기경 어느 수학자가 파이(ㅠ)
가 무리수임을 증명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요즈음은 저학년 학생들도 “파
이가 무리수이므로 원과 같은 넓이의 정사각형을 작도할수 없다”고 쉽게
대답하는 문제일 뿐이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며 의식수준이 그만큼 변화되
고 확장 되었다고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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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얘기가 나왔으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데카르트 좌표계(흔히
쓰는 xy좌표계)에 길이 5cm인 선분이 있다고 하자. 그 선분 위에 즉 0(영)
에서 5cm까지 사이에 点을 찍는다면 몇개나 있을까? 물론 무한하다. 그러
면 선분 위에 임의로 한 점을 찍을 때 그 점이 유리수(정수와분수)일 확률은
얼마일까? 0%이다. 임의로 찍은 점이 무리수일 확률은 확률적으로 100%
임은 이미 수학자들이 증명하였다. 그만큼 무리수가 많다. 유리수의 모임으
로는 실한 직선이 만들어 지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린 거의 선분(線分)같지
도 않을것이다. 사실 그안에 유리수도 무한개 있는데......, 이는 모든 물체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구성요소인 전자 등 미소립자는 진동하는
허공체로서 결국 모든 물체의 실체는 진동하는 허공체와 같다는 것을 연상
시킨다.
점(点)얘기가 나왔으니 이런 例도 들어보자. 1cm 기준으로 직선(선/1차
원), 정사각형(평면/2차원), 정육면체(공간/3차원)들이 있을 때 선, 평면,
공간 내에 점을 찍으면 어느 곳에 점이 많을까? 물론 답은 “같다” 이다.
직선에는 평면만큼, 평면에는 공간만큼 많은 점이 있다. 무한에 관한한
차원은 관계가없다. 즉 n차원의 연속적 공간은 직선과 같은 수의 점을 갖는
다는것은 이미 증명되어 있다. 헌데 点은 크기가 있을까? 크기가 없는 점이
1차원 길이를 만들고, 면이 없는 길이가 2차원 평면을 만들고, 부피가 없는
평면이 3차원 공간을 만드니 우주 만물이 크기가 없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
라면 色卽是空 空卽是色의 佛敎 이치도 수학적 표현이 아닐까?
1보다 큰 수와 무한을 얘기하다 보니 1보다 작은 수인, 소수(小數)얘기를
잊은 것 같다. 1 이하 수 소수를 우리 수 단위로 나타내면 분分(10의-1승),
리里(10의-2승), 모毛(10의-3승), 사(絲), 홀(忽), 미(微), 섬(纖), 사(沙), 진
(塵), 애(埃), 묘(渺), 막(漠), 모호(模糊), 준순(逡巡), 수유(須臾), 순식(舜息),
탄지(彈指), 찰나(刹那), 육덕(六德), 공허(空虛), 청정(淸淨)이다. 소수(小數)
에 사용되는 10의-1승 기준으로 풀어 보면 미세(微細)하다고 할때 미는
10의-6승이고, nano단위의10의-9승은 진에 해당된다. 찰나는 10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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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공허도 수단위로 10의-20승이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청정도 수 단위로
10의-21승을 나타내니 새삼스럽다.
인도에서 유래한 0을 사용한 자리잡기 기수법 사용은 중세(13세기)에
와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곱셈과 나눗셈은 15세기, 그리고 소수 표기는
16세기말에 상용되었다고 한다. 0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큰수도 아주
작은수도 쉽게 나타낼 수 있었다. 옛 서양사람들이 그 숫자들의 크기를
어림할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동양 정신세계에서는 가늠할수 있
었던 숫자란 생각도 든다. 아주 오래전 인도 베다경등 동양 정신 세계에서
는 우주의 무한함을 논하고 만물은 진동하는 에너지체라는 미소 양자단위
를 설명했듯이 무한히 큰것과 무한히 작은것은 가시광선 세계속의 허상이
아닌 정신세계 속의 실체일 수 있다.
수(數)는 인간생활과 문화 그리고 모든 과학분야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數는 인간이 만든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수학/철학자들이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數에 대해 모든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작은 수도 가장 큰 수도 모른다. 태초의 시작과
우주의 끝을 모르듯이. 그렇다면 數는 神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있는 것인가? 無始無終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처럼 그냥 있어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이으니 數를 공부하면 저절로 哲學을 공부하는
것이리라. 현대수학을 無限의 硏究라고도 한다. 무한을 연구하던 유명한
수학자들 중엔 미쳐서 죽은 이들도 있다. 미친다는 것은 정신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차원이 다른 세계에 대한 끊임 없는
도전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한가
한 오후 數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사마타(Samatha) 집중 수행을 하는
것 같다.
한 알의 모래알이 깊은 바닷밑으로 침잠하듯이 잠시 가부좌를 하고 눈을
감아 본다.

278 그리운 22 학우들아

<數 이야기>는 2004년 2월14일 서울고 22회 동기 사랑방에 올렸던 글을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2020년 봄 가족여행(본인, 작은며느리, 큰아들, 손녀, 작은아들, 마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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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분산투자하고 멀리 보라
송 경 헌 (6반)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당랑포선(螳螂捕
蟬)이 있다. 사마귀 당(螳), 사마귀 랑(螂),
사로잡을 포(捕), 매미 선(蟬)으로 사마귀
가 매미를 잡는다는 말이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를 무너뜨린 후 향락에 빠졌다. 더
욱이 월나라가 재기하려 한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차는 태자가 활을 든 채 옷이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차는 태자에게 “왜 이른 아침에 옷이 흠뻑 젖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태자는 대답했다.
“아침에 정원에 나갔는데 나뭇가지에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미 뒤에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참새를 잡으려고
활을 쏘았는데 활 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차는 비로소 크게 깨닫고 향락에서 헤어 나와 초나라를 공격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마귀, 참새 그리고 포수와는 달리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뒤를 돌아다 봐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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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황 장세에서는 돈을 크게 번 투자자의 성공스토리가 난무하고 상당수
투자자가 크게 베팅한다. 한두 종목에 몰빵 하던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두 배의 수익이 보장되고 떨어지면 두 배 손해를 본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경우도 있다. 예상대로 하락하면 두 배 수익이 나고
반대로 오르면 두 배 손해 본다. 카지노와 다를 바 없다.
필자는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 몸담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모
한 투자로 깡통을 차는 사람들을 무수히 봤다. 그러면 투자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 분산투자가 답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은행 금리로는 목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연 2~3%인 예금에 5년 넣어두면 세전 10.4~15.9%의
이자가 붙는다. 5년 후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탠다든지 결혼 자금에 충당하는
등 목돈을 만들려고 할 때 예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보다 더 낮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말할 나위 없다.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업종과 종목이 있다. 주가 등락이 심한 바이오 주식
을 생각해 보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다. 신물질 개발 등 긍정적인 뉴스
가 나오면 순식간에 주가가 18,000원으로 80% 급등한다. 그러나 부정적
사건이 터지면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80% 폭락한다.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쪽박을 찬다.
주식시장에는 바이오 주식 외에 하이테크 주식도 있고 도시가스 주식도
있다. 하이테크 주식은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50% 상승한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가스 공급 단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20% 오른다. 이들 주식도
업황이 반대로 가면 시세가 각각 50%, 20% 하락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주식 모두를 보유한다. 주식시장 상승기에 40%
수익을 내고 하락기에 40% 손실을 본다면 도시가스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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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만, 바이오 주식과 하이테크 주식 대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40%의
수익이 80%나 50%에 미치지 못하나 5년 예금이자 10.4%~15.9%에 비하
면 매력적이다.
그러면 분산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개별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의 구성 종목은 200개다. 이 지수에는 바이오, 하이테크,
도시가스, 자동차, 금융 등 여러 업종의 종목들이 있다. 개별 종목은 업황
등 고유의 리스크에 따라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비해 200개 종목이 들어
있는 지수에는 수많은 업종이 있다. 어떤 업종이 나쁘면 다른 업종이 좋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수의 상승과 하락 폭이 개별 종목보다 훨씬 낮다.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수 ETF가 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s의 약자다. 우리말로는 상장지수펀드라 한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단점을 보완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 ETF다. 펀드보
다 수수료가 싸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수 ETF
인 코덱스200의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데 그 지수에는 200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다.
분산투자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장기투자다. 주식시장에
서 목돈을 벌려면 주식을 진득하게 묻어두었다가 대세 상승장을 만나야
한다. 경기는 불경기가 있으면 호경기도 있다. 주가도 하락기가 있는 반면
상승기가 있어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져 상승장을 만나게
된다. 샀다 팔았다 해서는 큰돈 만지기가 어렵다.
20,000원에 샀다가 22,000원에 팔아 10% 이익을 낸 뒤 25,000원에
매수하여 30,000원에 팔면 20%의 수익을 또 낸다. 두 번 거래 합쳐 30%
수익이다. 그런데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앞에서
의 경우처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행운이 반복되지 않는다. 40,000원
에 한 번 더 매수하여 36,000원에 손절매하면 마이너스 10%가 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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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20% 수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00원에 사서 그대로 들고 있다가
36,000원이 되면 80%의 수익이다. 문제는 대세 상승장이 언제 올지 모른
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서 묵묵히 상승장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사서 묻어두는데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대세 상승장의
고점에서 급등하는 주가에 열광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고점에서 주식을 사서 묻어두면 10년 고생을 한다. 일부는 견디
다 못해 손해를 보고 중도에 팔아버린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하락하면 더 떨어지리라 생각한다. 투자 판단을 하는데 심리적 요인이 작용
하면 주가 사이클의 정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투에서
주가가 싸 보이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이 함정을 피하려면 지표를 신봉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즉,
심리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대표적인 주가평가 지표가 주가수익
비율(PER)과 주가순자산액비율(PBR)이 있다. 이들 지표의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들 지표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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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단상(斷想)
이 인 식 (1반)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
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이 노랫말을 담
은 ‘광화문 연가’는 나에게는 ‘인왕의 억
센 바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교가같이
다가온다. 그 당시, 학교에 가려고 매일
아침 버스를 타면 버스는 어김없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나를 내려 준다. 짐짝처럼 이리저리 부대끼다가 밖으로 밀려
나오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뺨에 와 부딪치는 상쾌한 바람과 함께 몰려오
는 해방감! 그러나 그 해방감을 뿌듯이 누릴 겨를이 없다. 학교 정문(흥화
문)까지는 약 700m가 넘는 오르막길이다. 하여, 도솔산으로 돌진하는 해
병 용사같이 책가방을 옆구리에 꿰차고 힘차게 내달린다. 인왕의 억센 바위
까지 10분 이내로 주파하는 엄청난 빠르기를 뽐낸다.
나는 한때 광화문 광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이곳은 클립아트를 담아 놓은 캔버스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특히
크고 작은 갖가지 시위가 열릴 때는 나름 흥미를 느끼면서 전에 없던 상념
에 젖게 된다. 이곳에는 열정과 순수가 있고, 간절함과 처절함과 긴박함이
있고, 그리고 비겁함과 거짓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관통하여 다가오는 한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다. 캔버스에
투영되는 허상(virtual image)의 느낌은 두렵다. 그 진정한 실체를 가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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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소위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학생들의 데모 때문에 대학교 인근지역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최루가스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2000년대 초반쯤부터 시위 주체가
급진적 성향의 시민단체, 강성 노조 등으로 바뀌면서 시위 양상이 달라지고
시위 장소도 달라지게 된다. 이 틈에 광화문 광장은 시위꾼들의 메카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고즈넉한 잔디밭 주위로 평화로움이 휘둘러 쳐 있는
듯하던 광장에는 긴 쇠꼬챙이 달린 붉은 깃발과 붉은 머리띠, 검은 복면
등이 심장을 멎게 하는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광장 옆 건물 유리
창이 흔들릴 만큼 시끄러운 고성능 확성기가 아우성을 쳐대면 광장 한
가운데에는 광기의 단두대가 나타난다. 과거 책가방 속에 준비한 돌멩이나
길에서 뜯어낸 보도 블럭을 던지던 시위대들이 이제는 죽창이나 기다란
쇠꼬챙이같이 위험한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을 협
박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 시위가 한창 격렬한 때, 외국의 한 인터넷 사이
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30여 컷을 보여
주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는 우스갯거리로 삼기도 하였다.
이 사진들은 경찰차를 불태우는 장면은 물론 미국 성조기를 찢고 태우고
씹어 먹는다든지, 개의 머리에 칼을 꽂아 놓는 등 끔찍한 모습들이 대부분
이다. 더욱이 코란을 불태우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었다. 곁들인 설명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무슬림 세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덕분에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무함마드의 얼굴을 태운 것에 대한 보복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아직 BTS나 오징어게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려 깊지 못한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멍에를 씌우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 먹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말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그 자유가 법규적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를 넘어서
는 폭력이 된다. 어떠한 항의 표시라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우리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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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한다면 용납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이념이 무엇이든지 간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살인강도처럼 복면을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꾼들에
대하여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기물을 파괴하는 시위꾼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서 변상 조치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 주재 수단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우리
는 이미 ‘기본과 상식’을 잃어버린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폭력적인 시위와 관련하여 믿기 어려운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아 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게 적절히 양보할 것을 주문
한다든지, 시위대와 접촉하여 시위시의 폭력 수준에 대해 미리 협상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신성한 의회 단상에서 폭력시위
를 진압하는 경찰을 질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는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또한, 언론이나
방송사가 폭력시위 단체의 대변인을 인터뷰하면서 마치 폭력시위가 정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과오도 있었다.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다. 노사협의시의 뒷거래는 노조가 강경해지는 한 요인이 되었고, 우리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세계 57개국 중 꼴찌(56위, IMD)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미 지워져버린 듯한 ‘기본과 상식’을 되살려서 바로 세워
야 한다. 광화문 광장으로부터 광기와 폭력, 오만과 위선, 불의와 비겁들을
몰아내고, 가로수와 잔디밭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길 가던 사람들
이 여유롭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는
즐겁고 들뜬 마음으로 ‘광화문 연가’를 소리 높여 다시 부를 수 있으리라.
공정과 정의를 주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곧 출범한다.
이 새로운 정부가 민주국가의 ‘기본과 상식’을 반듯이 구현해 주기를 한껏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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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기 명인의 창작 국악 ‘미궁(迷宮)’
이 필 중 (8반)

나는 지방 대학에서 근무했었다. 다행
히 대학에서는 개교 직후부터 지방이란
핸디캡 중 하나인 문화 접촉 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엔 ‘문화프로그램’
이란 이름으로 거의 매주 목요일 저녁
공연, 강연, 영화 등을 보고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본인은 서울 등으로 출장이 잦
은 편이라 많은 참여는 불가능했지만, 출장이 없을 경우는 가능한 꼭 참여
했다. 1993.10.28.(목) 마침 시간이 나서 ‘가야금의 밤’이란 제목의 공연에
참여했다. 전반부는 흔한 가야금산조라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휴식 후 이대 교수로 계셨던 황병기 명인의 ‘침향무(1974)’가 연주되었을
때 푹 빠져서 들었고, 이어진 ‘밤의 소리(1985)’와 ‘비단길(1977)’도 마음을
졸이며 들었던 기억이 있다. 후에도 ‘문화프로그램’으로 1999.04.29 다른
여러 연주자와 함께하는 ‘국악연주회’에서 ‘침향무’ 1곡을 하셨고, 2002.
11.07 “한국 음악의 미”와 2009.04.17 “한국 음악의 멋”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면서 이따금 가야금 연주도, 심지어 시조창을 하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모두 출장과 겹쳐서 못 들어 아쉬웠다. 황병기 명인의
음악인생 전반과 전통국악에 대한 그의 애정 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
[인터]

를 참고 바란다.

1996.11.15(금) 출장 후 우연히 한 친구가 일요일에 황병기 가야금 명인
의 ‘창작음악 35년’ 예술의 전당 기념공연 초대권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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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3년 전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흔쾌히 함께 했다. 박두
진 시인의 ‘청산도’와 이동주 시인의 ‘강강술래’에 곡을 붙여 만든 4부 합창
곡 ‘대련’도 흥미 있었고, 박목월 시인의 ‘고향의 달’에 곡을 붙여 가야금
반주에 윤인숙 민족성악가가 부른 곡도 좋았으나 팸플릿[공연]에는 박두진
詩라고 한 오타가 보였다. 중간에 대금이 끼어들었던 ‘숲’도, 17현가야금독
주였던 ‘달하 높이곰’ 등도 좋았지만, 정말 마음 졸이며 집중해 들었던 것은
1975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소리(국악에서 ‘판소리나 잡가
를 부르다’의 ‘소리하다’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낼 수 있는 온갖
소리를 뜻함)를 맡았던 홍신자 무용가와 함께한 ‘미궁’이다. 앞에 언급한
그의 인터뷰[인터]에 미궁의 탄생 배경과 관련 일화 등도 알 수 있으며, “미궁
은 인간 삶을 반영하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삶은 실제로 ‘미궁’, 즉 미로이
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본인의 ‘미궁’에 대한 감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궁’은 소리를 맡은 여성과 가야금 연주자 단둘이 연주한다. 가야금
연주도 역시 전통적인 연주가 아니었다. 다행히 본인이 보았던 무대의 영상
이 Youtube[홍신]에 있어 그것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 감상을 쓰겠다. 아래는
그것을 보고 연주 전반을 설명하며 부분별로 감상을 덧붙이겠다. (윤인숙
님이 하는 것[윤인]도 들어 보았으나 홍신자 님의 소리가 훨씬 좋았다. 신문내
용도, 가야금 연주도 좀 달랐다.)
00:12~03:56 출생(出生) - 연주는 첼로 활로 가야금의 가장 낮은 음의
현을 한번 긋고 왼손으로 떨림을 만든 후 잠시 후 활로 현을 때리고 활이
튕겨 올랐다 다시 현을 때리는 동작을 천천히 강하게 시작했다가, 점차
빠르게 약하게 하다가 다시 처음처럼 그어 올리며 시작한다. 그리곤 “우
웅~~”하는 목소리가 신비하게 나온다. 귀곡산장에서 귀신 나오려는 장면
에서 쓰일 법한 소리이지만, 우주 어디인가 있는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의
소리로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한다. 목소리는 마이크에 에코를 많이
넣은 듯했는데 점차 높낮이가 바뀌며 고조되었고, 그때 황병기 명인은 가야
금 오른쪽 1/3정도 되는 곳을 받쳐 들고 오른쪽 끝을 얼굴 가까이 붙이고
소리의 높이에 따라 현에 활을 빠르게 떨 듯 비비는 연주를 했다. 목소리가
올라갈수록 드는 높이도 긋는 현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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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7~05:59 희락 & 애환 - 목소리는 기괴한 웃음으로 바뀐다. 가야금
은 내려놓은 채 가장 높은 음의 현들을 활로 비비며 ‘끼긱’대는 소음을
연주한다. 04:43부터는 울음과 웃음이 섞여 더욱 기괴하여 진다. 아마도
살아가는 과정의 희락과 애환을 만국 공통어로 표시한 것 같다.
06:00~07:28 고통/역경 – 소리는 입을 꽉 닫은 채 신음을 내고, 황
명인은 활을 내려놓고 장구채 2개로 가야금 아래 바닥을 돌리듯 비비다가
가끔 오른쪽 채는 강하게 긋고 빼내기도 한다. 삶에서 겪는 고통을 인내하
는 것으로도 역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도 보였다.
07:29~09:15 문명 - 황 명인은 이번에는 거문고의 술대로 현들 사이를
누비며 소음을 연주하고, 소리는 신문을 들고 낭독한다. 에코 때문에 낭독
하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 천천히 시작한 낭독은 점차로 빨라지고 고갯
짓까지 하며 내는 소리는 더욱 알 수 없어진다. 술대와 현이 만들어 내는
소음도 긴장감을 높일 때 신문을 내려놓고 그 내용을 읊조리듯 하던 소리는
점차 고조되고 고갯짓도 심해지다 마침내 비명을 지른다. 문명 속에서 살아
가다 그 속에서 찌들어가며 고통받는 인생을 표현한 듯하다.
09:16~12:35 (????) - 가야금 소리가 정상적인 손가락을 이용한 뜯는
소리로 바뀌며, 목소리로는 ‘아리 하리, 헤헤 호호 하하’ 등을 연주된다.
11:05쯤에는 거문고는 다시 활로 굵은 현을 따라 긁으며 높은 소음을 만든
다. 소리는 이빨 사이로 ‘쉬~~’하는 낸다. 거문고 왼쪽 현들 사이에 굵은
철사를 끼워놓고 활대로 내려쳐 큰 소음을 만들기도 한다. 이 부분은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삶의 과정 중의 어떤 것이리라.
12:35~15:34 죽음(死) -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첫 부분인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아닌 끝부분인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를 아주 천천히 끌어서 읊조리는 한편 거문고는 처음과 같이 활로 현을
두드리다가 술대로 현을 강하게 뜯기도 하고 거문고 옆면을 두드리기도
하고, 드문드문 손가락으로 두 현씩 뜯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러 그랬는지
는 몰라도 두 현에서 내는 음들이 불협화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목소리
와도 화음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40초 정도는 시작할 때와 같이 ‘우우~~’
하는 소리를 내다 점차로 약해지고 술대로 옆면을 두드리는 소리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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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면서 공연은 끝이 났다.
[인터] https://www.redbull.com/kr-ko/hwangbyungki-migung
[공연] https://www.daarts.or.kr/viewer/document/1096384#
[홍신] https://www.youtube.com/watch?v=PkJSOEI9l-Q
[윤인] https://www.youtube.com/watch?v=3Dr-xA4vu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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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홍 삼 표 (8반)

다음은 본인이 34년간 교수로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정년퇴임식
에서 교수들에게 강연했던 내용 중 일부
를 정리한 것인데, 본인이 활동하였던 대
한구강병리학회 퇴임기념식에서도 학회
회원들 앞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한
바 있어 여기에 그 중 두 가지만 요약해
본다.
인체란 참 오묘하기 짝이 없다. 인체를 연구하고 세포 깊숙이 분자 수준
까지 들어가 보면 인체를 보호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깔려있
음을 발견한다. 면역이라는 프로그램도 깔려있고, 치유라는 프로그램도 깔
려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적재적소 적시적량으로 한 순간도 쉼 없이 정교하게 돌아간다. 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고 빈틈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혈압, 맥박, 체온, 혈중 농도를 늘 정확하게 유지하며, 모든 세포들의 활동
을 최적화시켜 생명을 유지한다. 놀라운 은총(amazing grace)이라는 생
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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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신성인(殺身成仁)
인구의 80% 이상에서 감염되어 있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입술에 발병하
면, 소위 입술에 물집이 생기면서 짓무르고 피가 나기도 하고 딱지가 앉기
도 하는 구순염을 일으킨다. 만일 이러한 바이러스가 입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를 비롯한 인체 여러 부위로 퍼져나가면서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한
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체는 이를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책무가 있다.
이 감염과정을 현미경적 분자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술의 한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그
세포는 20~30분 내에 “나는 적이야, 더 이상 너(인체)의 협조자가 아니라
적이야! 나를 죽여!” 라는 徵候(sign)를 세포 표면에 나타낸다. 이러한 징후
는 (세포 표면) 항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여태까지 나의 일부였던
세포가 감염받자마자 내가 더 이상 너의 협조자가 아닌 적이니, 나를 공격
해 빨리 제거해! 라는 신호를 면역계에 알린다.
이렇게 세포 표면에 적이라는 징후(항원)를 나타내면, 면역 세포들이 이
를 알아채고 곧 바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여 다른 세포들로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감염의 전신 확산을 막고 전체를 살린다.
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희생시켜 전체를 구한 것이다. 감염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적이니 나를 죽여줘!” 라는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바이러스들은 세포 내에서 증식 과정을 통해 이웃 세포들을 감염
시키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는데... 감염받자마자
즉시 이러한 징후를 나타내어 자신을 죽여 전체(인체)를 구하는 모습은
스스로를 죽여 仁을 실현하는 殺身成仁이 구현되는 현장이구나!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살신성인의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저 경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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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메르스가 한참 유행일 때, 확진된 사람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하
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탕, 영화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르스를 전염시킨 일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본다. 사람이
인체 세포로부터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殺身成仁이란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것으로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仁’을 저버리지 않으며 스스로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살신성
인을 말하지만, 그런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나부터 인체로부터
살신성인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지?

■ 물러남의 지혜; 호돈(好遯), 가둔(嘉遯), 비둔(肥遯), 그리고 기소불욕물시
어인 (己所不欲勿施於人)
우리는 매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인체의 많은 세포들이 매순간 새로운 세포
들로 바뀐다. 인체에서 오래되어 원하지 않거나 놔두면 해로운 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은 자발적으로 제거되고 그 자리를 새롭고 싱싱한 세포들이
메꾼다. 소위 세포자멸사(apoptosis)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이를 가
능하게 한다. 이 덕분에 우리 몸은 매순간 새롭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해로운 세포로 될 세포들이 그대로 잔존하
면서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많은 암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통해 발생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물러남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세포가 오래되고
쓸모없고 놔두면 해로운 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세포자멸사 프로그램
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항상 인체를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우리
에게 물러남의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 사회에서도 누군가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생각이 고루하고 낡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능력 있고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리에 연연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된다. 인류 역사상 권좌에서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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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줄 모르다 비명횡사한 독재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그
래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잘 알아 물러나는 것을 지혜롭다 할 수 있다.
세포자멸사라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물러남의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참 경이롭기 짝이 없는 과정들이 펼쳐진다. 시작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유종
의 미(有終之美)를 거두는 것이고, 나아감보다 더 힘든 것이 물러남이다.
사실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기란 쉽지 않은 것이 人之常情이다. 주역에서는
합당한 물러남의 형태를 세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호둔(好遯)이
라 하여, 때를 잘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말하며, 두 번째는 가둔
(嘉遯)이라 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으면서 물러나는 형태로, 박수칠 때 떠난
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비둔(肥遯)으로 재물 등 준비를 마친 후 물러나는
형태로 물러난 후 貧寒하여 고생함을 경계(警戒)한 것이다.
그런데 세포자멸사라는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세 가지의 합당한 형태의
물러남 기준에 잘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포가 자멸하면서
이웃 세포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경탄스
러운 배려심이 있다는 것이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을 세포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즉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세포들은 사라질 때 그 부산물 또는 잔존물들
이 이웃세포들에게 전혀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놓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을 실행하고 있어 그저 놀랄 뿐이다.
인체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는데, 내가 깔아놓은 적이 없으며
이는 하늘이 인체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기에 하늘(天) + 프로그램(命令)이
라고 풀이할 수 있어, 천명(天命)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인체를 통해서 천명의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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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의미
홍 익 희 (4반)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사막성 기후의 땅
에서 자라느라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한다.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성
장 속도를 줄이고 나이테를 겹겹이 짧게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치열하
게 용쓰는 이 나무는 심은 지 15년 동안
뿌리만 내린다. 올리브나무의 중요한 부
분은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 있다.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 연후에야 비로
소 첫 열매를 맺는다. 올리브나무 열매의 첫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이라
왕의 머리부음과 사제서품에 쓰인다. 거룩한 기름인 것이다.
성경에는 감람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다. 감람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며,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에 비유
되었다(시 128:3). 또한 이 나무는 잎의 모양이 청신하고 결실이 많으므로
의인의 평화와 사랑을 의미했다(시 52:8).

l 1000년 이상 사는 나무
가뭄으로 옥토에 심긴 나무들조차 죽을 때에도 올리브나무는 깊은 뿌리
덕분에 바위투성이 땅에서 살아남아 1000년 이상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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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다.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
산의 감람나무들도 수령이 거
의 1000년 이상 되었다. 심지
어 예수 이전에 심겨진, 수령
23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l 자기를 희생해 공동체를 살
린다
올리브나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독특한 면역체계 때문이다. 메뚜기떼가
공격해서 올리브나무를 갉아 먹으면 올리브나무는 독특한 화학성분을 합
성하여 냄새를 분비하는데, 이것이 바람에 날려 옆의 나무에 옮겨진다고
한다. 옆의 올리브나무들도 메뚜기 공격을 막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먼저 공격당한 나무는 죽지만 옆의 나무들을 살린다는 것이다.

l 비탈진 자갈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의 하나가 토스카나이다. 토스카나
지방은 구릉이 많은 경사지로 이뤄져 있어 풍경이 고즈넉하고 아름답기로
도 유명하다. 이러한 비탈진 경사지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
이는 구릉은 실상 자갈과
모래밭이다. 그런데 이러
한 비탈진 자갈밭과 모래
밭에 심은 포도나무가 옥
토에 심은 포도나무보다
더 좋고 건강한 포도 열
매를 맺는다. 그 이유는
비가 와도 비탈길 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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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을 가둬둘 수 없어, 포도나무가 살아남으려면 그 뿌리를 땅속 깊숙이
멀리까지 뻗어 단단히 대지를 움켜쥐어야 한다. 이러한 포도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과 함께 무기질 등 건강한 성분을 빨아들여 좋은 포도주
를 만들어낸다.
나무들만 그러하겠는가. 인간이나 민족 모두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서
예외가 아니다. 힘든 주위 환경과 고난의 세월 등 어려움을 이겨낸 개인이
나 민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 이야기>를 쓰면서 느낀 점이다.

<지중해 식단>
나는 미국(뉴욕)에서도 근무했지만 지중해 지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도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지중해 사람들은 미국인에 비해 고도비만이 거
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식 식단에 답이 있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
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수많은 장수촌이 밀집해 있는 지중해 국가들의
식단에는 항상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리를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 사람들이
가장 낮은 심장질환 발생률을 보인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다. 그들이
애용하는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어 건강
에 좋기 때문이라 한다.

<지중해 교역의 원조, 올리브유와 포도주>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고대에도 잘 알았던 듯하다. 이미
기원전 4000년경에 동지중해 지역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가 경작되었
다는 증거가 있다. 고대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아주 귀한 상품이었다.
사막성 기후인 가나안 땅에는 생명력이 강인한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들
이 많이 자랐다. 척박한 땅이라 곡물 농사가 힘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올리브유와 포도주 그리고 말린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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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해상교역을 시작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러 가나안 사람들은 멀리 영국의 남부 콘웰 지방
에서 발견된 대량의 주석과 바꾸어 오기 위해 소금과 올리브유, 포도주
생산을 본격화했다. 이로써 유럽에 청동기문화가 만개될 수 있었다. 그리
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중해 교역 거점지역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지중해 연안 항구와 식민지들을 개척하면서 이들 올리브나무와 포도
나무를 그리스 지역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등지로 순차적으로 옮겨심
기 시작했다. 후대의 그리스인들이 이들 가나안 사람들을 ‘페니키아’라
불렀다. 페니키아란 그리스어로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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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가는 길
공 성 철 (6반)

처음 산티아고를 간다고 나섰던 일이 바
로 어제 같은데, 12년이 흘렀네. 그간 두
어 번 더 다녀왔지만 아무래도 첫사랑이
라고 처음 갔을 때가 기운도 팔팔했고
기억도 생생합니다.
졸업 50년이 흘렀다 해도 학교 다닐
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듯이 말이지요. 하던 일 다 접고 파리로 가서
TGV로 피레네 산자락 마을에 도착 다음날 산행에 들어갑니다. 10월 하순
이니까 비수기로 접어들었지요. 1년에 50만 명이 걷는다는 야고보의 길이
지만, 물론 대다수는 중간중간 끓어서 걷지만, 비수기에는 많이 한가해집니
다.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라서 동절기에 들어서면 비 많이 오고 눈 쌓이지
요. 길이 폐쇄되는 것이 다반사이니 아무래도 피할 수밖에요. 이때를 틈타
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지요.
항공. 숙박시설이 여유롭지요. 특히나, 태풍을 쫒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
럼, 비바람을 탓 하면서도 내심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제격인 거지요. 중간
에 메세타 고원지대를 1주일 쯤 걷게 되는데, 비바람이 시작되면 흙먼지까
지 동반해서 태풍급 바람이 온종일 쉼 없이 몰아치는데 이때는 바람을
등지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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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보면 일행이 생기게 되고 말은 안 통해도 서로 교감하면서 심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가다보면 헤어지게도 되고, 그러다
가 어느 날엔가 다시 만나면 이때는 옛 친구 만나는 반가움이 찾아 듭니다.
마주 오는 사람이 없는 길,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다보니 헤어지면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더욱 반가운지도 모릅니다.
마을 어귀쯤에 있을 카페 말고는 화장실이 없는데, 대부분의 마을주민이
백 명도 안 되니 카페 없는 마을이 반절은 됩니다. 그러니 걷다가 실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마주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입지를
확보하는 데 꽤나 호조건인 환경이기도 하지요. 생각에 길(카미노) 중간
중간에 가끔씩이라도 화장실이 있었으면 천년이 아니라 십년도 버텨내지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어찌하게 됐냐면, 인간이 발명
한 최악의 상품이 수세식 변기라는 말도 있기에 말입니다. 지구의 자정능력
이 망가지게 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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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숙소가 반절은 넘는데 유럽 각 지역의 캠핑장 요금과 비슷합니다.
3€, 5€. 10년 넘게 지난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10€. 15€.합니
다만, 숙소 관리인이 친절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역
설적으로 순례객들에게 항상성을 느끼게 하고 평안함을 주지요.
금년에도 비수기가 되면 야고보의 길에 들어서고자 적응 훈련을 하는데.
그 원천은 그 항상성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여정의 위험성.
외부 여건이 아닌 내 체력의 한계로 인한 생명줄 문제. 그 위험성이 한편
800km를 주파해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잠시, 50년 지난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년도 훌쩍 지난 산티아고 가는
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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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호른 등정기
김 남 기 (2반)

스위스의 동쪽 이탈리아 국경에 위치한
마테호른... 마테호른은 독일식 이름이며
이탈리아에서는 M.체르비노라 부르는
4478m 높이의 명산, 우리 일행은 졸업
40주년을 맞아 마테호른(Mattehorn)
그 주변 산군을 돌면서 둘러보기 위해
스위스 알프스에서 6일 간의 트레킹을
시작했다. 지상거리 80km, 트레킹 48시간의 마테호른 라운딩.
이종현, 김남기, 윤대영, 장창학, 석균욱, 유인식, 김용수/채미옥, 프랑스
빙하가이드 2.
Moiry-(Torrent Pass)-Arolla-(Arolla 빙하,Collon Col)-Prarayer
산장-(Valcournera Pass)-Perruca 산장-Teodule Hut-(Teodule 빙
하)-Zermatt
아이거 북벽, 그랑조라스와 더불어 유럽 알프스의 3대 북벽(North
Face)으로 불린다는 바위 봉우리산 마테호른^^
2012. 8. 14.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 오후 3시 제네바 공항에 내렸다. 프랑스 샤모
니업체 (Chamonix Guide Company)의 산악가이드 두 명과 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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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만 호수를 거쳐 마테호른 진입을 위한 첫 출발지 Grimentz(그리멘츠)로
들어갔다. 산악마을.
2012. 8. 16. (3일차)
Grimentz(그리멘츠) - Arolla(아롤라)
아침 7시. 비가 온다. Grimentz에서 Moiry댐까지 포스트 노선버스로 짧
은 구간을 이동하여 판초 우의를 뒤집어쓰고 농무에 싸인 댐을 지나 에델바
이스와 물망초들이 군락을 이루는 초원의 길을 따라 Torrent(2919m) 고
개를 넘는다.
2012. 8. 17. (4일차)
Arolla - Prarayer(프라라에르 산장)

마테호른 북쪽 사면(North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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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지대를 넘어 10시간만에 Moulin호수가 나타나고 이탈리아령 Prarayer
산장으로 들어갔다.
2012. 8. 18. (5일차)
Prarayer - Refuge Perruca(페루카 산장)
마테호른 서남쪽 발꼬르네라 패스(3072m)를 넘어 페루카 산장에서 잔다.
매우 힘든 날이었다. 빙퇴석 가파른 오르막을 모두가 숨소리조차 못 내다가
발길을 멈추고는 허리를 꺾고 숨 고르기를 여러 번 해야 했다. 페루카 산장.
여기서의 하룻밤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의 전경으로 남는다. 빙하가
녹은 차디 찬 호수에 땀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며 휴식을 취했다.
2012. 8. 19. (7일차)
Perruca - Theodule hut(데오되 산장)
라운딩의 막바지 드디어 마테호른(4478m)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엔
스키장이다.
마테호른의 West Face(서쪽사면) 바로 아래 Theodule(데오되,3317m)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2012. 8. 20. (8일차)
Theodule hut - Zermatt(체르마트)
우리가 하산하고 먹구름이 끼더니 소나기도 내리고 천지가 컴컴해졌다.
출발 전부터 라운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완주하여 다행
이었다.
침봉의 뾰족한 형태로 군락을 이뤄 하늘 높이 치솟은 화강암 봉우리들...
태양을 좋아하는 서구 사람들에게도 알피니스트들의 파라다이스 동산이라
는 마테호른 산군을 맑은 날씨에 각각의 사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행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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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 모두 무한한 매력에
빠졌다.
서울을 출발할 때도 비가 왔
고, 등반을 시작하는 첫째 날
아침에도 비가 왔고, 제네바
공항을 떠나는 때도 비가 오더
니,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돌아오면서도 비가 내렸다.

체르마트에서 본 마테호른

우리가 맑은 하늘에서 마테
호른을 라운딩하고 있는 동안 서울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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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서북종주기
박 기 석 (3반)

새벽 2시에 산장을 떠났다. 산행대장의
지프차가 앞장서서 불을 밝히고 승용차,
미니버스 2대에 분승한 산행팀이 뒤를
따랐다. 모두들 눈을 감고 있는 듯싶다.
밤새 지척지척 내리던 비가 한동안 소나
기로 퍼붓는 빗줄기 소리를 들으며 서북
종주의 스케줄이 혹시 무산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우려와, 설령 강행한다 하여도 빗속을 헤치며 사고 없이 안전하
게 서북종주를 해낼 수 있을지 -- 일말의 불안감 속에 모두들 잠을 설쳤을
것이다.
의외로 맑게 개어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산행차량
대열은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 주차장에 당도했다. 아직도 사방 가득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안개인지 비구름인지 모르는 짙은 운무가 밀려오고
있었다. 이윽고 이마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5호 경계비로 오르는 돌계단 앞에서 3천 원짜리 비닐바지를 구입하여 착용
하고 배낭 안쪽에서 우의를 꺼내 허리춤에 동여맨 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산행의 첫 발을 내딛었다.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는 헤드 랜턴 불빛이
백두산 산록을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반보씩 슬로우! 슬로우! 산행대장의 여유로운 구령에 맞추어가며 땅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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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싹 엎드린 야생화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도 보고 여덟팔자로 산보하
듯 오르다보니 어느새 경계비에 다다랐다. 바로 앞이 천지라 하여 급한
마음에 달려드는데 가이드가 기겁을 하며 만류했다. 아뿔싸, 코앞은 90도
각도의 수천 길 낭떠러지였다. 멀리 보이는 것이 장군봉, 비류봉이라 했고
그 아래가 천지라 하였으나 보이는 건 가득한 구름뿐 천지는 구름 속에
신비한 모습을 감춘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쉬움을 달래며 돌아서자 기대와는 달리 조그마한 5호 경계비의 모습이
보였다. 여느 무덤 앞에서도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비석 정도의 크기였다.
‘조선’이라는 낯선 비문 앞에서 우리는 포즈를 잡기도 하고 어설픈 철망을
넘어가 북한땅을 밟아보기도 했다. 누군가 보안법 위반이라고 소리 질렀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지 뭐-나는 이천 원짜리 커피를 음미하며 북한군
초소가 있다는 아득한 산록을 마냥 바라보았다. 가까운 길로 오지 못하고
이국땅 먼 길을 돌고 돌아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조국의 백두산을
바라보아야하는 처연함에 잠시 가슴이 아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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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사위가 밝아오고 있었다. 원래는 이곳에서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백두산의 일출을 맞이하기로 되어 있었다. 꼭두새벽인 2시부터 서둘러 출
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3대가 업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일출의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다. 쌀쌀한 기운 속에 시커먼 비구름만 가득했다.
한바탕 폭우가 밀려들 것 같은 두려움에 쫓기며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로 하였다.
서북종주에 자신이 없는 10여명의 B조는 마천루로 내려가서 곧장 천지
에 발을 담그고 놀면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다. 망천우, 청석봉을 거쳐서
백운봉 아래로 내려간 후 다시 백운봉 정상으로 오르고 녹명봉 차일봉을
지나서 달문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천지인데 우리들 속도로는 10시간 이상
의 산행이라 했다. 잔설지대나 내리막 너덜지대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당부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B팀 합류가
가능하니 잘 판단하라는 산행대장의 협박이 이어졌지만 6개월 동안을 다지
고 다진 서북종주의 결의를 그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인가. 겨우 대 여섯
번의 산행경험이 전부이지만 나는 해낼 것이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더
라도 서북종주를 이루어낼 것이며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정기를 가슴가득
안고 돌아갈 것이다. 자! 가자!
우리의 종주코스는 분화구인 천지 주변의 서쪽 슬로프를 돌아서 달문의
천지로 내려가는 것인데 청석봉에서 백운봉은 바로 가지 못하고 하산하였
다가 다시 올라가서 백운봉 정상을 돌아서 녹명봉으로 향하는데 백운봉
정상에 오르는 2-3시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 했다.
어쨌든 망천우, 청석봉을 지나 백운봉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의 산행은
비교적 여유로웠고 넉넉하였다. 오락가락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다행히 바람은 잠잠하였다. 이곳에 본격적인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날려
버린다고 했다.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모습으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던 금강대협곡의 모습으로 추측컨대 100k이상의 거구라 하여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45도 각도로 누워
가듯 조심해야지 아차하면 산비탈 아래로 나뒹군다고 가이드가 겁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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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바람아 제발 오늘만 멈추어다오.
백두산 분화구인 천지 주변은 산을 찌르는 기암괴석들이 병풍을 두르듯
펼쳐진 가운데 거대한 운해가 끊임없이 몰려가고 또 몰려들고 있었다. 이따금
눈부신 햇살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순식간에 돌변한 먹구름 사이로 한바탕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산 아래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비단결처럼 포근하게
느꼈던 구름의 실체가 이것이구나 생각하니 왠지 허망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 맞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기고 살아야
해. 가까이 가서 기어이 내손에 움켜쥐자고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형체도 없이 부서지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나는 산속의 현자인양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듯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능선이 끊어진 청석봉에서 백운봉까지 내려가는 길엔 이끼가 가득하여 푹
신푹신한 융단의 감촉을 즐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방 가득 펼쳐진 야생
화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동양화를 발아래 펼쳐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무질서
하게 불쑥불쑥 솟아오른 야생화의 군락이 산록 전체를 하얀색, 노란색, 분홍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사진작가인 김영화씨가 1000만 원짜리 사진기를
들이대며 이것은 범꼬리, 저것은 개불알, 또 요것은 꿩의 다리라고 열심히
설명해 주었지만 듣자마자 내 귀에는 마이동풍. 저기 하얀꽃! 와! 저기 노란
꽃! 으메 저기 보라색 !고작 이정도가 내 수준인데 아무려면 어떤가. 야생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사진작가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백두산의 야생화는 6,7,8월의 3개월 동안만 볼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는 거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삼 년 전에 내린 폭설의 양이
너무 어마어마했었고 여름이 다 되도록 녹지 않아서 야생화들이 모두
멸종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난 이번 여름
이 되자 그동안 못다 핀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듯 오히려 왕성하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억샌 생명력이다. 하기야 지진으로 무너진 땅
에도 샘은 솟고, 산불로 재만 남은 시커먼 언덕에서도 새싹은 돋아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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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가.

드디어 고비라고 하는 백운봉으로 오르는 길이 나타났다. 여기만 잘 올라
가서 정상에 서면 다음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이라는데 오르막의 급함
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게다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기를 2-3시간 해야 한다니 제법 긴장되기
시작했다. 겨우 30분을 오르는데도 발이 무거웠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
다. 설상가상 가늘게 흩어지며 날리던 빗방울마저 돌변하여 매섭게 몰아치
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반듯하던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선두와 후미의 길
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내 위치는 후미 중에서 또 후미가 돼버렸다.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1시간 이상을 올라도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가파
른 벼랑을 허덕허덕 올라서면서 저 등성이만 넘으면 내리막이려니 하였다.
그러나 바둥거리며 겨우 등성이에 올라서면 오르막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비에 젖은 등산화가 무거워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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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 우리 쪽을 향하여 무어라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간격을 유지하고
빨리 따라 붙으라는 소리가 후미에 쳐진 우리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렸
다. 아무리 용을 써도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겨우 십여
미터 올라가다 멈추어 선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다시 몇 걸음 나아가 보지
만 다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산우회
멤버들 중 서너 명도 우리들 후미 그룹에 섞여 바등거리고 있었다. 대열을
유지하라는 산행대장의 고함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운무 속에서 대열을
이탈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겨우 한걸음씩 나가고 있는 후미 대원들 중 누군가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는 중국 땅이라 헬리콥터도 오지 못할 것이
다. 후미를 재촉하기 보다는 선두가 답답하더라도 멈추어 기다리는 여유로
움을 보여줄 줄 알아야 진정한 산악인일 것이다. 어쨌든 백운봉은 중국쪽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2690m)가 아닌가!
선두와 후미의 치열한 신경전을 치르며 3시간 이상을 어렵게 올라가니
비로소 백운봉 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부터는 북쪽의 능선을 따라
가는 평탄한 코스라 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고비를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에 배낭도 풀지 못하고 빗속에 여덟팔자로 누워버렸다. 신선한 빗방
울이 진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전신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고진감래의
달콤한 감회가 밀려왔다. 이대로 마냥 퍼져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산행대장이 호락호락 내버려 둘 리 없었다. “자! 출발 !여기서 퍼질러지면
힘들다. 모두 일어나!”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모두들 꿈적도 하지 않았다. 독이 오른 산행대장이
빽 소리를 질렀다. “저기 먹구름 보라구! 폭우 쏟아지기 전에 빨리 출발!”
늦게 도착한 후미 대열은 죽을 맛이었다. 자기들이야 미리 도착해서 한숨
돌렸겠지만 우린 이제 막 도착해서 숨도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아니나
다를까. 구세주가 나타났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교수님이었다.
“유격 훈련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서둘러.”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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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속으로만 옹알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산도 보고, 꽃도 보고 구름도 보고 이러자고 산에 온 거 아냐? 애당초
약속했잖아. 반보 반보씩 슬로우 슬로우 하겠다고.”
뜻밖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반란군 대장 앞에 기가 꺾인 산행대장의 표정
은 한마디로 쌤통이었다.
“너무 늦으면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
대답이 약간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나 교수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 교수님 기세 좋게 몰아붙이며
“스케줄이 뭔데! 내려가서 목욕하고 밥 먹고 자는 것 말고 스케줄 또
있어!”
아이고 고마워라. 어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골라가며 저렇게 잘
할까. 똑똑한 우리 교수님 덕분에 꿀 같은 휴식시간을 넉넉히 즐기고 난
후 녹명봉을 향하여 여유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녹명봉에 이르는 길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알프스 산록을 연상시킬 만큼
끝없는 펑퍼짐한 사면의 연속이었다. 초록빛 양탄자가 하늘까지 펼쳐진
길을 따라 걷는 기분이었다. 여기저기 펼쳐진 야생화의 모습도 눈부셨고
멀리 보이는 녹명봉의 거대하고 장엄한 봉우리에 걸린 구름의 모습도 아름
다웠다. 선두와 후미 사이의 팽팽했던 신경전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는
‘도레미 송’을 부르는 듯 경쾌하게 초원지대를 미끄러졌다.
2개의 거대한 봉우가 나타났고 그곳을 돌아 얼마를 가다보니 차일봉의
모습, 발아래 계곡에는 옥벽폭포가 흐른다고 했다. 마음속으로 폭포의 물소
리를 들으며 얼마를 걸어가니 기괴한 모습의 거대한 봉우리가 나타났다.
장기봉이란다. 봉우리 아래로 장백폭포가 떨어진다고 하였으나 아직 시야
에 잡히지 않았고 대신 송하강으로 흐른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가 먼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달문으로 내려서는 길, 이제 30분 정도면 천지의 맑고 푸른 물에
발을 담그고 놀면서 고단한 여정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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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그늘진 왼편 가파른 비탈에는 아직 녹지
못한 거대한 얼음과 눈이 덮여있는 500m 정도의 너덜지대가 나타난 것이
다. 앞서 가던 가이드가 잔설지대를 쉽게 건너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발로 쿵쿵 밟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건너기
쉽게 20센티 정도의 깊이로 눈 속에 구멍을 만들며 길을 낸 것이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니듯 싶은데 왜 저리 공을 들이나 싶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까닥 잘못해서 미끄러진 후 굴렀다
하면 70도 각도의 수천 길 아래 벼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지형
이었다. 가이드도 위험하니 서지 말고 앉아서 기어가듯 조심조심 건너라
했다. 풀 한포기 잡을 것 없는 아찔한 얼음 벼랑의 모습에 가슴이 서늘해지
며 나는 자세를 낮추고 주저앉았다. 그러나 엉덩이를 깔고 앉으며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고 말았다. 경계비에 오르기 전에 착용한
비닐바지가 눈에 미끄러지면서 내 몸이 순식간에 180도 뒤로 매달린 채
머리가 벼랑으로 향하고 말았다. 왼발이 가이드가 파놓은 구멍을 밟고 있었
던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 등산화가 구멍에 박혀 내 몸을 지지해
주는 바람에 추락을 면하였던 것이다. 주위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켜 일어나
기는 하였으나 거꾸로 매달렸을 때 탈골이 되지 않았을까하여 쉽게 다리를
펼 수가 없었다. 추락을 면한 마당에 탈골이면 어떤가. 조심스레 다리를
펴보았다. 의외로 말짱했다. 오! 하느님!
나의 돌발 사고에 놀란 가이드가 잔설지대를 가로질러 밧줄을 맨 후 나머
지 일행을 건너게 했다. 다행히 모두가 무사하게 그곳을 통과하였다. 그러
나 안도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흔들거리는 바위들을 밟으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아득한 벼랑을 내려가야 했다. 만일 뒤에서 누군가 잘못하여
돌을 굴리면 연쇄적인 충돌이 돌벼락을 만들며 앞서가는 사람들을 덮칠
형국이었다. 게다가 가파르기가 거의 60도 각도였다. 이런 곳에서 경험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차 하여 미끄러져서 굴렀다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20분이면 내려설 수 있다는 길을 기어가듯 조심조심
내려가느라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만일 폭우

6. 활력의 재충전 산행기, 여행기 315

라도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곳을 내려왔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의
코스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너덜지대를 빠져나와
천지에 도착한 얼마 후, 우리가 내려온 그곳의 중턱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고 그곳 하산코스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스릴과 서스펜스로 얼룩진 너덜지대를 빠져나와 결국 천지에 이르렀다.
새벽 2시에 산장을 출발했는데 오후 2시니 10시간이 걸린 셈이다.(일반
관광객들은 장백폭포 아래의 매표소에서 1시간만 오르면 된다고 함)
천지의 모습은 장관 이상의 경이로움이었다. 해발 2600m 이상의 거대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가운데 여의도 면적에 이른다는 거대한 분화구에
가득한 푸른 물결. 그런데 물 속에도 해발봉, 제비봉, 백운봉, 망천후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 사이로 거대한 운무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거대한 못’이라는 뜻으로 명명한 천지의 의미를 비로소 알
듯 하였다. 와이드 카메라(일반 사진기는 전경을 담을 수 없음)로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었다. 백두산 서파(서쪽사면)종주의 피날레였다. 장백폭포를
거쳐 숙소인 장백산 호텔로 내려갔다. 등소평이 머물렀다는 곳이다. 그가
호텔에 남긴 글을 소개한다.
‘不登長白山 終生遺憾’(백두산에 오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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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 산악회의 지리산 당일 종주기
이 용 남 (1반)

○ 일시 : 2003. 6. 5(금) 21:30 ~
6. 7(일) 20:00(1박3일)
○ 출발장소 :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 참석 : 총동문산악회원 33명(22회 8명)
지리산 등반 경험이 없는 나는 선배님들
과 동기생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준
비물을 챙겼다.
*준비물 : 스틱, 방한복, 긴소매옷, 비옷, 손전등, 치약, 칫솔, 수건, 면도기,
양말, 팬티, 티셔츠, 반팔 남방, 핸드폰, 비상금 20만원, 볼펜,
메모지, 휴지 등
*간 식 : 초콜릿, 육포, 소주, 오이, 컵라면, 야채통조림, 김밥, 갓김치, 얼음
물 1.8L 등
짐을 챙기니 무게가 6~7kg은 나가는 듯하다. 어깨에 메어보니 묵직하다.
예정된 시간에 모두들 나왔다. 버스는 모두 승차하자 21:30분에 출발하
였다.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등산일정, 코스, 주의사항들을 들으며 지리산
등산안내 지도, 웅석산 등산안내 지도 등을 받아보며 마음이 설렘과 긴장으
로 이어졌다. 총무는 서울고 공동 노란리본과 형광불칩 막대봉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뒤에 오는 사람이 잘 보이도록 배낭 뒤에 메라고 하였다.
출발한 지 4시간가량 되자 성삼재를 눈앞에 두고 버스는 고갯길을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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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며 불안하게 오르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출발시 포도주 3잔과 연어를

안주로 먹고 잠이 들었는데 3~4시간 버스에서 불편한 잠을 자서 그런지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다.
6월 6일 새벽 2:20분, 버스는 성삼재 주차장(고지1358m)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원 10여
명도 몹시 급했던 모양이다. 옆 화장실 끙끙 소리에 웃음이 절로 난다.
신발을 단단히 동여 메고 02:30분 인원 확인 후 우리는 노고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초행길인데다, 회장님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체력을 잘
안배하여 산행하라”는 말씀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어두운 밤 손전등과 형광 막대봉을 안내삼아 걷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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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나며 땀이 나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걸으니 노고단산장이 나왔다. 다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1시간
가량 지나자 임걸령에 이르렀다. 벌써 힘들어 감을 느꼈다. 나의 동기 7명
은 등산에 프로들이다. 처음에는 그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아침 식사를 연하천 산장에서 한다기에 기를 쓰고 따라 붙었다.
노루목-삼도봉-화개재-토끼봉-명선봉-연하천 산장에 이르렀다. 시간은
아침 7:20분. 많은 등산객들이 휴식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성삼재에
서 20.9km되는 지점이다.
동기생 3명은 이미 식사를 하고 떠났다. 야속한 마음이 들었으나, 나중에
는 이해가 되었다.
15분여 혼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다시 발걸음을 옮겨 삼각봉 형제봉
벽소령 산장에 이르렀다. 이곳까지는 30.9km되는 곳이다.
잠시 휴식하며 등산객 이야기를 들으니 어제 벽소령에는 숙박객이 1000
여명 몰려들어 400여명밖에 숙박할 수 없는데 고생들을 하였단다. 보일러,
기계실, 창고 등에서 잠을 잤단다. 담요 1장 5000원, 침낭 1개 3000원에
빌려준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선비천에 이르렀다.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 선비천의
시원한 물을 1.8리터가량 마셨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농담을 하며 육체의 지친 몸을 잠시 잊었다.
다시 덕평봉-칠선봉-영신봉을 거쳐 세석산장에 이르렀다. 어느덧 오후
1시가 되었다.
이곳에서 점심을 하기로 하여 회원들 대부분이 집결했다. 회장님을 비롯
해 회원들은 격려와 농담을 하며 즐거운 점심을 즐겼다. 김밥, 라면, 과일,
육포, 소주, 양주, 막걸리들을 한잔하며 새로이 마음을 충전하였다. 나도
소주를 한잔 하니 기운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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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 휴식 후 오성학 총무는 나의 안전을 위하여 거림으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도 그랬었다. 그러자 14회 장헌수 회장님은 “아냐?
저 친구는 천왕봉에 갈 수 있어. 어디 아픈 데 없지?” 하시며 격려해주신다.
나도 이왕이면 내친걸음이니만큼 천왕봉을 눈앞에 두고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술기운으로라도 등산하자.
우리 22회 동기들이 모두
천왕봉에 올랐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 낙오자는 될 수 없
지 속으로 마음을 다졌다. 지
팡이를 힘있게 잡고 일어나
다시 촛대봉-연하봉-장터목
산장-제석봉을 지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천왕봉(1915
m)에 올랐다.
천왕봉에 새긴 글: 한국의
기(氣) 여기서 시작되다
하늘이 흐리더니 비바람이 한차례 휘몰아치고 갔다. 천왕봉에 서 있노라
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나 자신이 느끼는 이 기분은 누구와 비길 데가 없으
렷다. 대장님의 명으로 대부분 동문 산우회원들이 천왕봉 표지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방을 둘러보며 산세와 아래를 굽어보며 천왕봉에서
의 감상에 젖어 들었다.
중산리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하였다. 중산리까지는 5.4km이다. 무릎이
아프고 묵직한 느낌이 와서 조심조심 안전에 유념하며 하산하였다. 스틱에
의존하며 천천히 내려왔다.
4시간에 걸쳐 다리를 절뚝거리며 하산을 마치니 오후 8시가 되었다. 회
원 모두는 이미 중산리 산꾼의 집에 도착하여 술들을 한잔하며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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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모두들 안도의 숨과 함께 열렬한 박수와 칭찬, 격려들을
해주며 시원한 맥주와 포도주를 따라주며 즐거워하였다.
아! 이런 거구나! 지리산 종주의 맛이라는 것이
나는 17시간30분 만에 종주를 마쳤다. 박효정 동기는 11시간 28분 만에
돌파하였다. 역시 삼성맨!
아무튼 기분 좋게 잔을 받아 마시고 또 마셨다. 오성학 총무가 타올과
속내의를 가져다주며 샤워하고 쉬라고 한다. 박우규가 3층 숙소 샤워실을
안내해주었다.
*도와주신 장헌수 회장님, 정 단장님, 오성학 총무, 최택상 고문, 후배인
한만협 교수, 한영균, 한태수, 최종호, 최광수 후배님들, 22회 이규도 산대,
그리고 함께 하였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튿날 09:00부터 산청
군에 소재하고 있는 웅석산(해발 1099m)을 4시간40분에 걸쳐 또 등산하
였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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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최고봉 아콩카과산 등정 일기
이 종 현 (2반)

남미 아르헨티나 안데스산맥 아콩카과
산(6,962m) 등정
일행: 한왕용 대장, 후배 정해일 부부, 필
자(총 4명)
2월5일(일요일)
새로 도입했다는 보잉380 이코노미석에
끼어 앉아 10시간 꼬박 날아 LA에 도착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그냥 바닷가
로 달려나가 시원한 바람 맞으며 맛있는 것 먹고 싶네. 이곳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칠레 산티아고로 들어가야 한다. ‘산티아고’라는 발음에서 나는
느낌이 매우 이국적이고, 산뜻하고, 정결한 그리고 무척 가톨릭적인(?)
느낌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LA/Santiago 칠레항공이 취소가 됐단
다. 급기야 알아본 것이 LA/Maimi> Maimi/Santiago라고 한다. 3시간
비행기를 더 타야 할 모양이다. 우선 화 내지 말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
해외 여행을 하면서 한가지 꼭 지키는 법칙이 있지. 도착 즉시 한국 시간
은 바로 잊어버리고 현지시간으로 즉시 시간을 바꾸고 몸과 마음을 현지
시간에 바로 적응 시키는 것. 서울시간 새벽 3시반을 생각하면 무척 피곤한
테 여기 시간 오전 10반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견딜만해. 인간 생체리듬의
착각? 지금 LA/Miami 비행기 안에서 딸들에게 산행 첫날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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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적지 멘도사에 도착하면 현지시간 내일 아침 10시라고 하네. 서울
에서 오후 3시 비행기를 타고 아침을 두 번 보게 되니까 결국 이틀 밤을
꼬박 세는 것이 첫 일정이구만. 시간 감각 완전 상실이야. 지금까지의 해외
여행중 가장 먼 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네. 또 메일 보낼게. I love
you all.
2월7일(화요일)
어제 이곳 멘도사에 도착. 저녁 참 맛있게 먹었네. 돼지고기 pork chop
& vegi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고기 중 제일 맛있어요.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체코와 네덜란드에
서 온 사람이라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 엄마가 보면 뿅
가겠다. 둘 다 같이 아콩카과 산에 간데. 우리하고 일정이 같아 정상에서
만나자고 했어. 여기 도시 첫 느낌은 사람들이 아주 좋고 항상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라틴 아메리카적이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삶에 여유를
느껴. 시에스타가 낮 12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시간 동안은 점포가 모두
문 닫아. 저녁 식사 시간은 보통 9시부터야. 미니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노천 카페가 많네요. 멘도사 인구 2백만. 3백년전 스페인 사람이 들어와서
세운 도시라고 하네. 잘생긴 남자들은 많은데 이쁜 여자들은 별로 없어.
어제밤 타이레놀 PM을 2알 먹고 아주 푹 잤어. 걱정했던 시간차는 하루
만에 완전히 극복한 느낌. 오늘 아침 관청에서 등산허가 받고 점심 먹고
지금 아콩산 입구 리조트 (페르텐데스)로 이동중. 차로 약 2시간. 점심은
치킨 샌드위치 시켰는데 베리 굿 초이스. 옆에 스파게티 주문한 친구들은
모두 실패. 아직까지는 음식운 좋아. 날씨는 환상적. 강렬한 태양, 기온
30도, 건조함, 쾌적한 바람. 멘도사에서 페르텐데스(2,700m)까지 미니 버
스로 이동. 완전히 황무지 산악지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잡풀만 듬성
듬성 보이고, 가끔씩 선인장도 보이고... 미국 LA에서 네바다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느낌. 근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오늘은 이상. 내일부터 걷기
시작. 베이스 캠프까지 꼬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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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수요일)
어제 이곳 페르텐데스 리조트 (2,700)에서 1박. 잠은 많이 설쳤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못 잤다. 룸메이트 한왕용도 거의 잠을 설친
것 같음. 엊저녁 식사는 pork chop을 먹었는데 계속 성공. 여기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정말 끝내준다. 일행들이 주문한 소고기 스테이크는 기대 이하.
아콩카과 등반을 끝내고 내려오는 팀들과 섞여 저녁식사. 모두 새카맣게
탄 얼굴들. 정상의 바람이 시속 100km (?)란다. 엄청난 속도다. 오늘 아침
부터 본격적인 등반시작. 메인 짐은 말편으로 베이스 캠프까지 별도로 이
동. 우리는 배낭 하나만 지고 3일 동안 올라가면 베이스 캠프 도착해 우리
짐을 만날 예정. 아이폰이 되지 않아 급한 메일은 이곳 숙소 사무실 노트북
으로 해결. 아침부터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기분 좋다. 이곳 숙소
는 완전 인터내셔널! 온갖 잡종들 다 모였다. 날씨는 계속 crystal clear!
아침 섭씨 18도. 속살을 완전히 드러낸 민둥산인데 그 광활한 스케일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산들 모습. 황무지의 산. 안데스산맥
첩첩산중에 있다. 히말라야보다는 전반적인 인프라 훨씬 잘돼 있다. 오후
4시반 제1캠프에 도착. 첫번째 텐트 설치. 아침 시작 한두 시간은 걷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두 시간 정도 걸으니까 워밍업 되고 몸이 한결 가볍다.
이곳 산세의 모습 엄청 나한테 충격이다. 도대체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산세
는 히말라야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중국산들과 또 다르며 일본 알프스
산맥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직 7천미터 정상은 이제 시작이지만 많은 기대.
2월9일(목요일)
어제 콘프렌시아 캠프(3,500)에서 1박. 이제부터는 텐트 생활이다. 역시
잠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 밤도 계속 잠을 설쳤다. 그러나 어쩌랴 이유불문.
산엘 가야 하는데... 오늘 산행은 고소적응을 위한 8시간 산행이다. 오늘
4,200(플라자 프란시아캠프)까지 올라 갔다가 다시 3,500으로 내려와 오
늘밤 여기서 하루 더 잔다. 고소 적응을 위한 필수코스다. 아침 먹고 8시
신체검사 받으러 갔다. 혈압과 혈중산소 농도를 검사해야 한다. 혈압이
높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단다. 일행 4명 모두 검사실로 갔는데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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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일 두 명 모두 혈압이 80/160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오늘 소금 먹지
말고 오후에 와서 한번 더 검사 받으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당황. 아침부터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다. 오늘 새벽 아콩카과
남벽에서 3명 추락사고가 있었단다. 그래서 오늘 목적지 프란시아캠프는
폐쇄한단다. 기분이 좀 거시기하다. 아콩카과 남벽 코스는 원래 악명높다.
4천에서 7천까지 수직 절벽인데 3천을 한번에 치고 올라가야 한다. 중간에
절벽에서 하루 비박을 하고 정상 정복하는 매우 험하고 위험한 코스다.
아직 한국 등산 미정복 코스다. 반면 우리가 가는 북사면 코스는 그렇게
험하지 않다. 아침 9시, 새벽 북벽 조난사고로 프란시아 캠프가 폐쇄된
관계로 다른 코스를 택하여 고산 적응 훈련 후 오후 5시 즈음 캠프로 돌아
왔다. 저녁 먹기 전 다시 Medical check up 했는데 이번에는 80/180
이 나왔다. 일행 정해일은 80/140으로 통과. 일행 모두 갑자기 심각. 우선
혈압약 2개를 처방받아 먹고 내일 아침 8시 한번 더 혈압 검사 받기로
함. 매년 하는 정기검진에서 80/120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참 난감하다. 아무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볼 수밖
에..내일 산행은 프라자 뮬라 베이스캠프까지 9시간 산행. 착잡한 마음으로
슬리핑백 속으로 기어든다.
2월10일(금요일)
어젯밤은 오랜만에 아주 푹 잤다. 혈압약까지 먹고 조금은 우울한 마음으로
슬리핑백 속으로 기어들어갔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 같다. 10시부터
잤으니까 6시까지 용변 때문에 한 번 깨고 그냥 잠 속에 파묻혀 버렸던
것 같다. 기분은 아주 개운. 오늘 아침 출발 전 다시 검사해보니 80/150이
란다. 아직 높지만 약 덕분인지 그래도 조금 떨어져 다행이다. 일행 정해일
은 오히려 80/150으로 다시 높아져 약 처방을 받고 조금은 우울하다. 혈압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할까 봐 노심 초사하였는데 그냥 혈압
약 주면서 위험 관리는 본인이 하란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아침 8시 콘프렌
시아 캠프 출발하여 오후 5시 베이스캠프(Plaza de Mulan, 4,300m) 도착
하다. 꼬박 8시간 산행. 5시간은 계곡을 따라 걷고 3시간은 계속 올라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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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신고식 치고는 시작부터 정말 힘든 산행이었어. 일행 중 한 명은 거의
탈진 상태. 해발 3,400에서 4,300을 하루에 치고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
였던 것 같다. 어쨌든 오후 5시 베이스캠프에 도착해 짐을 풀다. 앞으로
약 10일동안은 이곳에서 캠프1,2,3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지막 날 정상
공략을 할 예정이다. 7천미터의 고소 적응이 역시 문제. 일행 1명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내일 바로 캠프1 등정은 어려울 것 같다. 내일은 하루 종일 베이
스 캠프에서 쉬면서 체력 조절을 하기로 하다. 이곳 베이스캠프는 텐트가
약 100여개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이 가능하다. 무척 규모가 크다. 주영,
서연 생각하면서 잠자리 든다. 하늘에 별들이 엄청 쏟아진다.
2월11일(토요일)
조금 전 여기 베이스캠프 와이파이가 되어서 그동안 밀렸던 소식 2~5신까
지 딸들에게 모두 보내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다. 주영이는 운전 중이었고
서연이 카톡이 되었는데 잠깐 인사말밖에 못했네요. 여기 인터넷 30분에
18$.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곳 안데스 산맥 첩첩산중에서 가족과 연결이
된다니까 기분 째진다. 조금 전 만난 일본여자 교토에서 왔다는데 남자친구
들은 정상에 올라갔고 본인은 베이스캠프에 남아서 내일 내려오면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플래카드를 쓰고 있네. 오전에 만난 중국팀은 7명이 왔는
데, 우리 팀 대장이 히말라야 8천미터 고봉 14좌를 마친 사람이라니까
꺼뻑 죽네. 같이 사진 찍자고 난리. 8천미터 14좌를 마친 사람이 세계에
21명밖에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한왕용 팀장 보면 같이 기념사진
찍자고 난리다. 본인은 참 겸손하고 심성이 좋아. 국내 TV에서 많이 나왔다
고 하네. 중국팀 중 한 명은 히말라야 초유에서 한번 만난 적 있다고 엄청
좋아하더구만. 이곳 워낙 자외선이 강해서 하루 평균 3~4 회 선크림 열심
히 찍어 바른다. 서울 가서 시커먼 얼굴로 사무실 나가면 실례??? 엊저녁은
오랜만에 김치찌개 먹었어. 오늘 아침은 된장국. 오랜만에 한 대장이 솜씨
발휘하여 잘 먹었어. 점심은 라면. ㅎㅎㅎ 내일 아침 약간 눈발이 날릴
것이라는 일기예보. 등반에는 별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등반대장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등반 시작. 캠프 1,2,3을 치고 마지막 정상 공격.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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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된다. 내일 등반은 1캠프 갔다가 베이스캠프로 돌아오는 것. 총 6 시간
예상.
참고로 내일부터의 등반은
1일: 캠프 1(5,000)까지 갔다가 베이스캠프(4,300)로 와서 잔다.
2일: 캠프 2(5,500)까지 갔다가 캠프 1에서 잔다
3일: 캠프 3(6,000)까지 갔다가 캠프 2에서 잔다
4일: 캠프 3에서 일박 후 정상(7,000) 등정하고 베이스캠프까지 바로
하강.
2월12일(일요일)
오늘 캠프 1 (5,000)까지 순조롭게 등반하고 베이스캠프로 귀환. 총 6시간
등반. 날씨가 아주 지랄맞다. 아침 8 시 출발하였는데 오르는 도중에 콩알
정도 크기 우박이 한 시간 정도 내렸다. 해가 뜨지 않으니 무척 춥다. 해가
나고 안 나고의 기온차가 순식간에20~30도. 서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온차이다. 캠프 1에서 라면 하나씩 끓여먹으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내일 다시 올라와 텐트 칠 자리 확보해두고 약 200미터 더 올라갔다가 바로
베이스캠프로 내려왔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4일 뒤 예정하고 있는 정상공격
시의 날씨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여기 베이스캠프에서 앞으로 5일간의 일기
예보를 매일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내일 오전 눈 5cm 예상. 4일
뒤 정상의 바람이 시속 60~70km 예상. 시속 40km 이하가 되어야 정상
등정이 가능한데, 좀 걱정. 정상까지 눈은 별로 없는데 바람이 가장 큰 문제.
여유날짜를 3일 갖고 있는데 잘 되리라 믿는다. 일행 중 정해일이 캠프 1
등반 시 입술이 파래져 조금 걱정하는 눈치. 아빠는 비교적 몸 컨디션이 좋은
상태. 저녁은 카레+미역국. 대장의 음식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저녁 식사
보통 7시. 식사 후 잡담하다가 10시쯤 각자 텐트로 이동 취침. 아빠는 혼자
텐트 쓰는데, 서울서 가져온 흑선이라는 소설 자기 전에 조금씩 본다. Wet
tissue 한 장으로 얼굴 닦고 잠자리에 든다. 주영, 서연, 마누라 굿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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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월요일)
아침 베이스 캠프, 마음이 무겁다. 산 정상의 날씨가 심상치 않다. 바람의
속도가 가장 큰 변수인데, 어제 아침 정상 등정에 나선 각국 팀들이 모두
오늘 오전 속속 모두 철수하여 베이스캠프로 내려왔다. 3캠프에서 정상
향해서 2시간 남짓 가다가 심한 바람 때문에 모두 철수하고 베이스캠프로
내려온 상태.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혼성팀 약 20여명. 내일 다시
2 캠프까지 바로 올라가 일박 후 다시 정상 도전하겠단다. 이곳 베이스캠프
날씨는 햇빛 짱짱. 매우 좋다. 우리 팀은 오후 4시쯤 출발하여 1 캠프까지
가서(3시간 등산) 1박하고 내일 2캠프로 향할 예정. 날씨만 받쳐주면 3일
뒤 정상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일기예보는 목/금요일이 풍속 시속
60-70km. 지금 기상 상태로는 정상 부근 접근 불가! 토요일은 눈까지
예보. 그저 하나님께 비는 심정으로 무작정 떠나기로…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2시간 뒤 1캠프로 향한다. 무거운 짐은 일부 포터 편으로 보내고
대장이 엄청 무거운 짐 도와주어 우리는 필요한 짐만 배낭에 챙긴다. 이제
부터는 우리가 직접 텐트치고, 걷어야 한다.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씩 더해
진다. 다시 한번 장비점검. 위에서는 추위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오늘 일기예보에 의하면 정상 체감온도 영하 35도. 정해일 부부의 사랑애
는 가히 초특급. 정말 보기 좋다.
2월14일(화요일)
캠프 1에서 일박. 어제 밤은 정말 힘들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바로 보따리 싸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 밤새도록 바람이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에 거의 못 자고 새벽에 바람이 좀 잦아 들면서 조금
눈 붙이다. 잠을 거의 못 자니 일행 모두 힘이 없다. 어쨌든 오늘 캠프
3까지 올라 갔다가 캠프 2에서 잘 예정이다. 다행히 날씨는 예보와는 달리
좋아지는 것 같다. 체력이 벌써 많이 소진된 느낌이다. 정상 등정 후 내려온
러시아팀과 사진 찍다. 아주 자신만만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오은선 14좌
이야기는 여기 러시아 팀에서도 화제다. 여러 가지 듣기 불편한 경험담(?)
듣다. 아무래도 오은선이 잘못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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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수요일)
캠프 2에서 일박. 정말 추위와 바람과의 싸움이다. 어젯밤 잘 때 마지막
우모복까지 뒤집어 쓰고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너무 추워 거의
못 잤다. 낮에도 해가 가리면 순식간에 영하 10도. 해 뜨면 영상 20도.
낮 동안 텐트 안은 사우나. 하여간 하루 24시간이 영하 20~영상20도. 오늘
마지막 캠프 3까지 왔다. 2캠프에서 10시 출발하여 12시반 3캠프(6,000)
도착. 오늘 오후 쉬었다가 내일 오전 4시 출발하여 정상 도전. 내일 산행
12시간. 해발 1000 미터를 한번에 치고 오르는 제일 힘든 마지막 코스다.
이곳 캠프 3 바람이 무척 강하다. 내일 오전 바람이 줄어들기만 빈다.캠프
3에서 텐트 치고 있는 약 10 여개 팀들 모두 표정 심각. 내일 정상 오르지
못하면 모레 금, 토요일은 바람이 더 강해져 정상 등반 전혀 불가. 베이스캠
프까지 일단 철수해야 하는데 일단 베이스캠프까지 철수하면 체력적으로
다시 오르기는 어렵다. 그저 하늘에 비는 수밖에...어제는 고소 때문에 머리
가 아파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낮다. 어제부터 변이 안 나온다. 밤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두 번씩 꼭 일어난다. 한밤중 자다가 일어나 영하 20
~30도 떨어진 텐트 바깥으로 나가기 정말 싫다. 하루에 평균 2리터씩 물을
마신다. 고소 적응 때문이다. 그래도 새벽 2시에 보는 하늘의 별은 장관이다.
2월16일(목요일)
새벽 3시 일어나 간단한 준비하고 누룽지 끓여 먹고 4시 출발하다. 엄청
춥다. 체감온도 영하 30~40도. 이렇게까지 추울 지 몰랐다. 아무튼 출발.
정상까지 8시간 등정 후 베이스캠프까지 하강 4시간 총 12시간, 이제 정상
공격이다. 대장 포함 총 4명. 옆 캠프 사우스아프리카팀 9 명도 같은 시간
출발. 열심히 걷고 또 걸었는데 6,400에서 추위, 바람 때문에 일행 모두
탈진. 결국 베이스 캠프로 철수 결정. 600미터 남겨두고 정상공격 실패.
정상 부근 바람이 너무 강했고 (시속 50~60km), 너무 추웠다. 아쉬웠다.
오늘 정상 공격팀이 모두 30 여명. 모두 실패하고 베이스캠프로 철수. 정상
부근 체감 온도 영하 37도라고 한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추위다. 너무나
아쉬웠다. 일행 모두 베이스캠프(4,300)로 철수. 저녁 식사 후 일행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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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상의하다. 어쨌든 남은 예비일이 3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서 지금 일기예보로는 일, 월요일이 최적이다.
체력의 문제는 있으나 금, 토 이틀 쉬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다. 아쉬움
뒤로 하고 맥주 하나씩 하고 슬리핑백 속으로 기어든다. 주영, 서연, 마누라
good night! 걱정하지 말고, 할 만하니까 하느기여잉!
2월17일(금요일)
오늘 하루 종일 베이스캠프에서 쉬다. 정해일이 몸 컨디션이 좀 나아 보인
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일, 산 정상은 어떻게 하든 꼭 가야 한단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라도 정상에서 사진 한 장은 꼭 박아야 한단다. 정해일
와이프 체력은 참 대단하다. 정상 도전 실패한 다른 나라 팀들도 일기예보
체크하면서 하루 보낸다. 첫 등반 실패, 아빠 기분이 묘하다. 인생도 이런
것이라 생각해 본다. 첫 등반 실패 후 체력은 엄청 떨어지고 의지도 많이
꺾이고, 모든 게 귀찮아 그냥 철수하고 싶은 생각뿐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해봐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곳
베이스캠프에 갤러리가 하나 있다고 하여 점심 후 들러보았는데 그림들이
꽤 좋다. 화가가 직접 그리면서 매장도 운영하는데 화가 이름이 Doura.
전형적인 히피 화가 모습. 색감과 표현이 무척 강하다. 한 장 살까 하고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조그만 소품 한 장이 2~3천달러. 너무 비싸다. 깎아
도 20% 정도. 0이 하나 빠지면 한 장 사겠는데... 주영, 서연 그리고 마누라
보고 싶다. 빨리 끝내고 호텔 가서 뜨거운 샤워 하고 싶다. 손톱이 새까맣다.
2월18일(토요일)
아침 식사 후 결정하다. 일요일 아침 7 시 베이스캠프 출발하여 캠프 3까지
바로 치고 올라간다. 8시간 소요. 일요일 밤은 모두 캠프 3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 5시 정상 공격. 그리고 캠프 2까지 내려와 자고 화요일 베이스캠프로
내려와 짐 정리 등 1박 하고 수요일 아침 매표소까지 8 시간 걸어 내려간다.
매표소에서 멘도사로 자동차편으로 이동한다. 좀 힘들더라도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지난 1차 정상등정 실패한 팀들 거의 모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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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정상포기하고 베이스캠프에서 하산했다. 아쉬운 모습들이 얼굴에 역
력하다. 특히 체코와 네덜란드 2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헤어지기 섭섭.
아빠 이메일 주소 주고 한국 올 때 연락하라고 했다. 오후 들어 새로운
팀들이 속속 베이스캠프에 도착한다. 오늘까지 계속 눈보라 치며 날씨 좋지
않다. 내일부터 좋아진다고 한다. 다시 한번 장비 점검하다.
2월19일(일요일)
베이스캠프에서 캠프 3까지 8 시간 바로 치고 올라왔다. 정신이 몽롱하다.
4,300에서 6,000을 바로 치는 것은 엄청 무리인데... 대장 말만 믿고 해
보았다. 문제는 내일 정상 등정인데 날씨가 착해질 것이라는 예보에 기대해
본다. 일행 모두 체력이 내일 정상 등정 12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런지...
2월20일(월요일)
결국 해냈다!!! Wow! 새벽 5시 잣죽 하나로 아침 때우고 4 명 일행 출발.
날씨는 그럭저럭. 정상 기온 영하 20도. 풍속 20km. Clear sky. 두 번째
도전. 오후 1 시 정상 도착, 정상 등정 기념 플래카드 들고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하산. 캠프3 도착 오후 4시. 모두 기진맥진. 캠프 3 도착 즈음부
터 눈폭풍을 만나 이미 눈이 상당히 내리기 시작. 캠프 2에 도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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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으로 텐트 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바로 베이스캠프까지 철수하기
로 했다. 에피소드 하나/ 정상으로 올라 가던 중 6,500 지점에서 사실
아빠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했어. 너무 추워서 이대로 계속 올라가
다간 완전히 동상이야. 그래서 대장에게 난 여기서 하산하겠다고 하니,
대장이 날 한참 보고 있다가 자기하고 우모복을 바꿔 입자고 하여 조금
염치는 없지만 너무 추웠던 나머지 그 자리에서 대장과 우모복을 바꿔
입었지. 그 덕분에 정상까지 겨우 오를 수 있었어. 이번 등정에 아빠가
우모복과 등산화 준비에 조금 소홀했어. 7,000m급 산행은 최고의 우모복
과 2중 등산화는 필수였는데 두가지 다 아빠 준비가 소홀했어. 어쨌든 두번
째 도전에 성공이라는 것이 아주 기분 좋다. 아콩카과 산행은 서울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히말라야 산행은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포터 가이드 쿡 등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우리는 그냥 걷고, 먹고,
자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곳 남미산은 극히 제한된 부분만 현지 포터를
이용하고 (높은 인건비 때문에) 많은 부분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등산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다. 7천m의 고봉이라는 위용이 역시 남다르며, 이
산이 뿜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추위와 바람이 정상 등정 성공률을
2~30% 밖에 허용치 않는다. 고소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치
고... 일기예보 정확성이 별로 신통치 않아 그저 당일 날씨 운에 맡길 뿐.
베이스캠프 도착하니 밤11시. 베이스캠프에서 밤늦은 정상 등정 자축 파
티. 우선 시원한 맥주 캔 하나, 이곳 주방장(일년에 한번 목욕하는 듯)이
차려주는 치즈, 햄, 빵 등과 가져온 양주로 밤 늦게까지 이야기꽃...
오늘로 아콩카과 산행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멘도사에서
관광. 와이너리 방문 등. 3일 후 파타고니아 들러 남극의 펭귄한테 인사하
고 29일 서울 들어간다.서울은 별일 없지요? 우리 한왕용 산행대장에게
많이 고맙고. 그리고 정해일과 와이프 함께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주영, 서연 그리고 마누라 항상 고맙고 서울에서 봐요. 내년 또 한번의
산행을 기약하면서…
아콩카과에서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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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일정 안내) /2012년 2월5일 출발
DAY

Itinerary

2월 5일
(1일차)

인천출발
오후 3시 10분 산티아고행 항공 탑승 후 기내에서 1박합니다.

2월 6일
(2일차)

LA/산티아고/멘도사
경유지인 LA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후 오전 6시 05분 산티아고 도착. 오전 1145분
멘도사행 항공기 탑승. 오후 12시 40분 멘도사 도착.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후 체크인합니다.

2월 7일
(3일차)

멘도사/페니텐태스(2700m)
오전 퍼밋 발급 후 오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페니텐태스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동동
3시간 소요).

2월 8일
(4일차)

페니텐태스/콘푸렌시아(3300m)
차량으로 20분 이동하여 공원사무소에 도착 후 입산 신청. 평탄한 길을 따라 야생화,
호수, 아콩카구아 남면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트레킹 5시간)
*짐은 뮬레를 이용하여 베이스캠프(플라자 데 뮬라스)로 보내고 트레킹 시 필요한 개
인 장비는 직접 운반합니다.

2월 9일
(5일차)

콘푸렌시아 – 고소적응훈련
노멀 루트 쪽과 남면 쪽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만난다는 뜻을 지닌 콘푸렌시아에서
오르꼬네스 인훼리오르 빙하를 끼고 완만한 길을 걸으면 프랑스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플라자 프란시아 남벽 베이스 캠프(4200m)가 나타납니다. (트레킹 4시간)

2월 10일
(6일차)

콘푸렌시아/플라자 데 뮬라스(4260m)
사무소에서 혈압과 맥박수, 혈중산소량을 검사한 후 출발. 먼지가 많이 나는 완만한
길을 걷다가 60도 정도 급경사를 1시간 오르면 플라자 데 뮬라스가 나타납니다. (트
레킹 8시간)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하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합니다.

2월 11일
(7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
이곳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고소적응 및 등반 장비 숙지를 위해 호르콘스 빙하에서
아이젠, 벨트 착용 후 예행 연습 시간을 가집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하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월 12일
(8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캐나다 캠프(5000m)
체력 조절을 하며 천천히 운행합니다.

2월 13일
(9일차)

캐나다 캠프/니도 데 콘도레스(5400m)
체력 조절을 하며 천천히 운행합니다.

2월 14일
(10일차)

니도 데 콘도레스/베를린 캠프(6000m)/플라자 데 뮬라스
식량, 장비수송과 고소적응 후 베이스 캠프로 하산합니다. (등반 10시간)

2월 15일
(11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
정상등정을 위한 식량, 장비준비 및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2월 16일
(12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
정상등정을 위한 식량, 장비준비 및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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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13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니도 데 콘도레스
체력 조절을 하며 천천히 운행합니다.

2월 18일
(14일차)

니도 데 콘도레스/베를린 캠프
정상등정을 위해 체력 조절을 하며 천천히 운행합니다.

2월 19일
(15일차)

베를린 캠프/아콩카구아 정상(6969m)/니도 데 콘도레스
보온을 위한 장비 착용을 하고, 뜨거운 물과 간식을 가지고 정상으로 향합니다. (등반
12시간)

2월 20일
(16일차)

니도 데 콘도레스/플라자 데 뮬라스
등정파티 (하산 4시간)

2월 21일
(17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
예비일

2월 22일
(18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
예비일

2월 23일
(19일차)

플라자 데 뮬라스/콘푸렌시아/페니텐태스/멘도사
플라자 데 뮬라스에서 페네텐태스로 하산 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멘도사로 이동합
니다.

2월 24일
(20일차)

멘도사/산티아고/푼타 아레나스/푸에르토 나탈레스
오전 9시 10분 산티아고행 항공 탑승, 오전 10 시 5분 산티아고 도착. 오후 1시 25분
푼타 아레나스행 항공 탑승, 오후 4시 50분 푼타 아레나스 도착. 전용차량을 이용하
여 푸에르토 나탈레스로 이동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트레킹 가이드와 만나 간단한
미팅 시간을 가집니다.
푸에르토 나탈레스/W-Trek 1일차
호텔 조식 후 전용차향을 이용하여 팜파 파타고니아로 이동합니다. (2시간 소요) 토
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도착 후 아센시오 계곡까지 트레킹이 진행됩니다. 빙하호수
와 3개의 분홍빛 화강암 타워(삼형제봉)을 볼 수 있는 또레스 델 파이네 전망대까지
트레킹 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Salto Grande 폭포까지 이동 후 보트를 이용 페호에
호수를 건너 오늘의 숙박지인 파이네 그란데 산장에서 도착합니다. (트레킹 6시간)

2월 25일
(2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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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rek 2일차/그레이빙하/푼타 아레나스
파타고니아 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중 하나인 그레이 글라시에(회색 빙하)를
향해 트레킹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레이 빙산이 한눈에 보이며 바다에 둥둥 떠다니
는 거대한 빙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빙하 전망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레
이 II 호에 탑승, 그레이 호수를 항해하여 그레이 빙하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트레
킹 종료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푼타 아레나스로 이동(차량이동 3시간소요) 호텔 체크
인 후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트레킹 3시간)

2월 26일
(22일차)

푼타 아레나스/산티아고
2월 27일
호텔 조식 후 오후 2시 35분 산티아고행 항공 탑승, 오후 6시 5분 산티아고 도착. 밤
(23일차)
11시 45분 인천행 항공 탑승합니다.
2월 28일 LA
(24일차) LA를 경유합니다.
2월 29일 인천 도착
(25일차) 오후 5시 35분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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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여인의 마음으로 참가한 경주여행
정 원 영 (5반 박흥덕 부인)

이른 아침 안개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남편과 출발지
를 향해 지하철에 올랐다. 러시아워 전이라 지하철 안
은 붐비지 않았다. 경주 날씨를 검색해 보니 흐리고
소량의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와도 좋고, 안 오면
더 좋은 거고. 있으라는 이슬비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
으로 가라는 가랑비야.’
지하철 입구를 빠져나와 배웅하는 실비를 맞으며,
차 앞면에 ‘서울고 22회’ 안내판이 있는 버스에 올랐다. 고교 산악회에서
1박2일로 경주 토함산과 금오산을 오를 예정이다. 산속 곳곳에 보물과
문화재가 즐비한 남산을 걸으면서 신라의 문화를 탐방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산행에 동행하게 되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인원 점검을 한 후 이내
경주를 향해 떠나며 나눠준 찹쌀떡과 함께 곁들어 먹은 한과는 꿀맛이었
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충분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굵어져 창문을
타고 흐른다. 산악대장이 경주는 오후부터는 갤 거라고 한다.
5년쯤에 있었던 서울고 산행이 떠올랐다. 가을의 끝자락에 송광사에서
선암사로 가는 조계산을 등산한 적이 있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낙엽 위를
걷는데 미끄러워서 고생하였다. 낮은 기온으로 손이 시려 오그라들고,
어금니는 부딪치며 소리를 낸다. 한 평도 안 되는 재난 대피소 안에서
비를 피하며 보온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뚜껑에 따라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입안을 돌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따라 내려간다. 작은 나눔이
주는 행복의 맛이었다. 뒤에 오는 일행에게 커피 한 모금과 자리를 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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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빗속으로 이내 몸을 맡기며 걸었다. 배낭을 짊어진 채 머리부터 판초
우의를 뒤집어쓰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오르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웃음이 돈다. 이런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
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지고 묵묵히 걷는 것. 동행하며 이끌어 주고
밀어주고 작은 것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는지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한 장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걸 보면, 오늘 산행에 비가 내린다 해도 마음이 심란하지 않다. 만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여행하면서 여행의 진미를 아는 여행자가
되고 싶다. 여행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니 널따란 화강암에 경주국립공원이라고 새겨진
안내석(案內石)이 보인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설렘이 서로 엉겨
왔다. 점심은 두부찌개, 청국장으로 각자 입맛에 맞게 한 후 토함산에
올랐다. 토함산은 중학교 수학여행 후 50년 만이다. 일출을 보려고 이른
새벽에 올랐었다. 석굴암 본존불의 이마에 박힌 백호가 찬란한 햇빛에
반짝였던 모습이 떠오른다. 백호를 찍는 이유는 원래 양 눈썹 사이에 난
털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무량세계에 비춘다는 뜻이라고 한다. 실로
오랜만에 석굴암 앞에 섰다. 부처님 뒤로 돌면서 천부상, 사천왕상 등이
부각(浮刻)되어 있는 옆을 한 바퀴 돌아 나왔는데, 지금은 영구 보존을
위해 전실 전면에 유리벽을 설치하여 밖에서 관람하게 되어있다. 김대성
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건립했다는 석굴암은 신라예술의 극치이
자 동양불교 미술의 대표작품임에 손색이 없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되어 있어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하였다.
토함산을 내려와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유유자적 이슬비를 맞으면서
불국사를 향해 걸었다. 금요일이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지 관광객이 우
리 일행 외에는 별로 없었다. 오는 듯 마는 듯이 뿌리는 실비라서 오히려
덥지도 않고 좋았다. 물 먹은 연녹색의 나뭇잎은 더욱 싱그럽고, 꽃들은
한층 생기 넘쳐 보였다. 자하문 하단에 18계단으로 된 백운교와 위쪽의
16계단으로 되어있는 청운교가 있다. 다리를 건너며 번뇌의 구속에서 벗
어나 깨끗한 부처 세계인 淨土世界의 관문에 이르는 통로라 하겠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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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통행이 금지된 계단을 상상으로만 건너야 했다.
계단 아래쪽으로 가서 무지개다리 연구이론을 생각하며 자세히 살펴보
았다. 무지개다리의 이중 아치 모양에 질문을 던진 초등학생과 그 자리에
서 답변을 못 한 선생님은 연구 끝에 단단한 구조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기사를 보았었다. 역사다리 꼴 모양으로 아치는 아래로는 절대로 무너지
지 않지만,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면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그래서 사다리
모양의 아치형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
한 내진 구조를 가진 쌍홍예다리를 만든 김대성의 건축 기술에 탄복했고,
이 모양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라는 의문에 시험 연구한 결과로
알아낸 초등학생의 예리한 눈과 탐구정신 또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국사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길을 돌아 경내로 들어갔다. 길옆 숲 주위에
우뚝 솟은 소나무들은 마치 철갑을 두른 듯 늠름한 모습으로. 한 점 흐트러
짐 없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옛 선조들의 기상을 보는 듯하였다.
경내에 들어서니 서니 초파일을 앞두고 연등이 위아래로 줄지어 작은
바람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가슴 아픈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담긴
무영탑과 마주 보고 있는 다보탑이 반겨준다. 다보탑 기단에 사자 한 마리
가 일제강점기에 왜인에게 동무 셋을 잃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홀로 기다
리고 있었다. 원래는 기단 사위에 네 마리의 사자상이 있었다. 이마저
손상된 한 마리의 사자만이 다보탑을 지키고 있는 외로운 모습에서 슬픈
역사의 단면을 보았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 법화경을 강의했다는 무설전,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나한전 이외에도 많은 사원(寺院)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미
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다. 몇 해 전에 관광객이 발견한 극락전 현판 뒷부분에서 황금돼지를
보았다. 불국사 사원은 임진왜란 때 거의 모두가 불타 소실되었다. 금동불
상과 옥으로 된 물건, 돌로 된 기단과 석탑들이 남아있다. 자하문의 백운교
청운교, 안양문(安壤門)으로 오르는 칠보교, 연화교 다리들만이 신라 시대
의 건축물이다. 1970년부터 삼 년 동안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불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극락전도 기단만 있던 자리에 사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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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면서 목수에 의해 돼지를 조각하여 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청
으로 입혀서 눈에 쉽게 띄지도 않았거니와 현판 뒤쪽이라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자세히 보아야만 보인다. 스님들도 270년을 모르고 지내왔다고
한다. 대목장(大木匠)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잠시나마 음미해 본다.
다른 사찰에는 없는 처마 밑에 있는 조각상들을 강화도 전등사에서 보
았다. 지붕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네모서리 처마에 조각되어
있다. ‘모나리자’의 그림 속에도 몇 개의 알파벳 숫자가 그려져 있고, ‘최후
의 만찬’에서도 손과 빵의 위치를 오선지로 나누어 보면 음높이로 나타난
다는 설이 있다. 예술가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었을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내면
에 숨은 뜻을 표출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우리의 선조 장인(匠
人)께서도 분명히 그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조각해 놓았을 것이다.
그분의 뜻을 전하기라도 한 듯 극락전 앞뜰에 동으로 된 황금돼지를 석단
위에 올려놓았다.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하여 나도 황금돼지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쓰다듬었다. 미래에 세상이 어수선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고 새긴 것이 아닐까 여겼다. 복을 짓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내를 빠져나왔다.
천 년의 왕조를 유지한 곳이 신라와 로마 제국 둘뿐이지 않은가. 호국불
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옛사람의 건축 기술에
감탄했다. 불국사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내일은 신라 불교 문화재
보고인 노천 박물관이라 칭하는 남산에 오를 예정이다.
금당에서 번쩍이는 부처님이 아니고 온갖 풍상을 몸으로 겪으며 이끼
낀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겠지. 검버섯이 핀 얼굴을 하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줄 것 같은 길 위의 부처들을 모습을 떠올려본다. 나는 오늘
밤 꿈속에서 신라의 여인이 되어 탑돌이를 하고 있지나 않을까. 천년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잠을 청했다.
2019년 4월. 남편 고교동창 산악회를 따라 경주 여행을 하며 행복했음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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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건배사 속의 벅찬 감회
최 택 상 (1반)

요즈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식자리
가 드물어졌지만, 등산을 같이 하는 친구
들이나 동창 선후배 모임에서 건배사를
제의받으면 내가 인도하는 건배사는 <백
두산>이다.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다녀
온 백두산 2750m1)를 올라 천지를 바라
보며 종주한 벅찬 감정은 특별했으며 특
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내가 제의하는
건배사에도 그 감성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된 의미는 “백살까지
두발로 산을 오르자”이다. 인명은 재천이라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남은 삶이고, 다만 사는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
하면 좋으리라.
학창시절에도 간간이 등산을 다녔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산을 찾은 것은
1996년부터이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기업 조직의 태생적인 문제, 잦
은 술자리, 그리고 체력의 고갈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등산을 하면서 마음
의 안정과 체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
3월에는 몇몇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22회 동기 산우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매월 1회의 정기산행과 매년 한두 차례의 특별산행 등이 쌓여 22년 3월에
1) 22회 홈피 산우회 산행일지 2010년 ※100721/25백두산 산행기 → 졸업40주년
특별기획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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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덧 300회 산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간 산우회를 위해 애쓴 많은
친구들의 노고로 근교의 명산인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산자수명한 산들, 좋다는 코스와 둘레길을 많이 섭렵할 수
있었다. 또한 백두산 종주 등 해외명산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만들어져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총동창산악회에도 친구들과 참여해 백
두대간을 비롯해 국내외 명산을 두루두루 다닐 기회가 있었고, 특히 동창산
악회는 장래의 상태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모임으로 우리가 선배
님들의 연배가 되었을 때 우리의 건강상태나 등산실력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11회 선배님 일곱 분께서 6080행사(고교졸업
60주년, 나이 팔순)로 설악산 대청봉1708m를 등정했는데2)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졸업 60주년과 팔순이 되는 2030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대청봉을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등산을 다니며 소요시간이 5시간이 넘어가면 하산할 때 무릎에
통증이 와서 무척 여러 번 고생했었다. 특히 백두대간 종주할 때와 총동창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지리산종주 산행 등의 장거리 산행 시에 애를 먹었다.
성삼재에서 출발해 지리산 주능선을 종주해 천왕봉을 오른 후에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경사가 심한 중산리로 하산할 때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종주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갖게 되었다. 하지
만 다행스럽게도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님의 문하에서 2012년부터 침뜸
술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는 그런 우려가 가시게 되어 좀 더 편안한 여건에
서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등산을 하면 동양의학에서 건강의 요체로 일컫는 수승화강(水昇火
降),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저절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3) 아울러 구당
2) 동 산행일지 2019년 ※190604땡~雪嶽山 ... 便便斷想※
3)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는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水昇火降을 꼽아왔다.
수승화강이란 차가운 성질인 신장의 수기(水氣)가 위로 올라가 머리를 식혀주고,
반대로 뜨거운 성질인 심장의 화기(火氣)는 아래로 내려가 복부와 손발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도 頭寒足熱이라고 하여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하는 것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을 막는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해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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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신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려고 매주 빠지지 않고
동대문 부근에 위치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봉사실에 꾸준히
진료봉사에 참여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등 제한으로 운
영할 수 없게 되어 한동안 문을 닫아 봉사기회가 사라져 아쉬운 마음이
크다. 침뜸술과 그에 수반한 여러 가지를 익히고 인체에 적용하며 자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시대적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내 주변에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들이 되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예로부터
五福 중의 한가지로 考終命을 지칭하는 데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등산을 꾸준히 해서 건강연령을 오래 지킬 수 있다
면 신체적인 쪽이라도 고종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이 들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데 최대한 천천히 줄어들게 해야 하겠
다. 자료에 의하면 30대부터 근감소가 시작되어 60세에는 30%, 80세에는
50%가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근육이 충실하면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
다고 한다. 근육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이나 질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고 섭생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근육을 쓰지 않으
면 근감소도 문제지만 아교질 같은 것이 분비가 되어 근육이 단축(경직?)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몸의 여기저
기가 편치 않고 관절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한 3~4년 전부터 매일 아침
에 침상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수족과 신체를 이완시키니 많이 완화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해야 할 운동의 가지 수가 늘어나고 있어
취사가 필요할 지경이 된 것이다. 대략만 봐도 먼저 기지개를 켠 후, 얼굴과
목 등의 혈자리를 자극하고, 가볍게 손과 발, 팔 다리 관절을 풀어준 다음에
발등치기,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크런치 3종, 프랭크, 팔굽혀펴기, 삼각
근운동, 수퍼맨, 누워 무릎 당기기, 4자 당기기, 브릿지, 엎드려 무릎걷기,
차고 발은 따뜻하게’ 혹은 ‘가슴은 서늘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 주었을 때 우리
의 몸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며, 마음도 평안을 찾고, 특히 몸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극대화되어 자연치유 능력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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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둔근운동, 스쿼트, 런지, 백런지 등등. 조금 더 시간을 내면 5 Tibetan
Rites, 솔수공, 추가로 가볍게 아령을 하고 완력기를 하면 끝이 난다. 그러
나 열거한 운동을 다 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고 아침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다 하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취사선택해서 하게 되는 것이 실정이다.
한편, 등산을 하거나 운동량이 제법 되었을 때는 몸이 뿌듯한 감이 오는
데 대체로 3일 정도가 한계인 듯해서 가능하면 주1회 등산을 포함해 주중
에 한번은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체중의 약
40%가 근육이고 근육의 70%가 하체근육이며 하체근육의 50%가 허벅지
근육이라고 한다. 또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일컫듯이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올리는 데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만보걷기 열풍도 불었을 것인데, 기왕에 걷는다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등산4)을 해서 하체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
가 클 것 같다. 요즈음 웬만한 데는 모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니 굳이
높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지 않더라도 운동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요즘 들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지는
것 같고, 평생 마신 주량도 수월치 않아서 슬슬 치매에 대한 걱정도 들고
해서 그동안 생각만 했지 시도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쓰고 암송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척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도 해도 안 외워지더니 -콩나물시루
에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자라나듯이- 차차 익혀져 나름 자신감도
생기고 점차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는 중이다. 직장생활 할 때도 종종 寶王
三昧論을 읽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었는데, 근래 외운 법성게 구절이
마음에 들어온다.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利益 과연 나는 얼마나 담아
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을까?
4) 등산의 좋은 점 https://www.youtube.com/watch?v=e0X1j47oWos
1. 심혈관계, 폐기능 강화에 좋다.
2. 근골격계 질환에 좋다.
3. 면역력 강화와 정신건강에 좋다.
4. 피부 건강에 좋다.
5.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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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을 참 많이도 다녔다. 백두대간 종주, 서울 5산 종주, 광청종주
등등. 오래 걷기로는 지리산 당일종주를 처음 나섰을 때의 15시간30분이
었고 그 뒤에도 지리산을 16회 종주했고(조금 빨리 걸었을 때는 13시간
걸림) 그러다보니 작년 종주 중에 정상부근에서 무지개구름(彩雲)을 만나
는 행운이 있었다. 설악의 공룡, 서북능선, 수려한 천불동계곡, 구곡담계곡,
십이선녀탕 등등. 또한 국립공원 산들을 포함한 산자수명한 많은 산들을
올랐다. 운이 따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라운드, 칼라파타르, EBC, 고쿄리
트래킹과 과분하게 임자체(6189m)를 오르기도 했다.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5895m)를 오를 때는 길만스 포인트에서 브로켄현상5)을 만나
는 행운도 누렸다. 미국 로키와 일본 북알프스 등 고산과 중국의 명산도
여러 번 오를 기회가 있었고, 키르키즈스탄의 알라퀼 트래킹도 참가해 훌륭
한 풍광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바라옵건대 친구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조국의 산하를 누비며 -통일이
되면 북한의 명산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을 통하지 않고도 백두산을 올랐
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 산을 오르고 싶은 데 앞으로 몇 년이나 가능할지?
아무튼 건배사는 “백 두 산!”.

2019년 7월 키르키즈스탄 알라퀼 트래킹
5) https://blog.naver.com/tesachoi/10025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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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자루 썩게 하던 기우회
주 재 훈 (4반)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코로나19 때
문에 기우회를 못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건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한때 혈기왕성했
던 시절을(?) 회상해본다.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 사이 몇몇 친구들이 우리 곁
을 떠났다

백운계곡(2001년 7월14일~15일)
기상청 예보대로 비가 오기 시작한다. 청담기원에서 노현덕 군을 태우고 수서
역으로 향하는데 장동명 군 벌써 수서역에서 몇 번 출구로 나가느냐 전화다.
아! 이 친구현역이지.(다음부터 이 친구와 시간 약속할 때 조심해야겠군)
애당초 날씨와는 무관한 행사인 만큼 참석 예정자는 속속 집합하는데,
성미 급한 넘들 버스 뒷자리에서 벌써 시작이다. 수서역 출발예정자 중
마지막 선수 안종국 군을 태우고 출발. 이제 멀리 ‘안동’에서 중앙선 열차편
으로 달려오는 이용남 군만 먹골역에서 PICK UP하면 백운계곡으로 직행
인데, 비는 오지요, 토요일 오후지요, 아 게다가 운전기사 양반은 서울지리
에 어두워서 막히는 길만 골라 가지요, 슬슬 짜증이 날락말락 하는데 옆자
리의 전명권 군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낸다.
들어보니 우와! 이건 초대형 사고다. 이동준이 ‘핸드폰 사건’은 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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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사고를 치고도 멀쩡한 얼굴로 참석한 게 신기해 얼굴 한 번 더
쳐다봤다
그 옆의 김용하 군은 누군가에게 ‘묻지마 관광’ 가는 중이라고 너스레
떤다. 허긴, 거의 소음에 가까운 뽕짝 음악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거의
노현덕 군 목소리로 추정되지만) 자동차소리, 그 와중에 간간히 섞이는
여자의 교성(?) 이런 ‘사운드’ 면 ‘묻지 마 관광’이라 사기 치는 데는 딱이지.
우여곡절 끝에 이용남 군을 태우고 시내를 빠져 이제 좀 달리겠구나 하는데
김왕철 회장 좀 보소. 카메라가 없어졌다, 화장실 가고 싶다, 담배 좀 피우자
등등 횡설수설하니 은근히 뒷골이 땅기기 시작한다. 매사가 시작이 상쾌해
야 마무리도 산뜻한 법이며, 무릇 여행이란 계획한 후 목적지 도착 전까지
의 시간이 가장 설레고 흥분되는 것 아니던가 ?
어쨌거나 왕철이 카메라도 찾아보고 담배도 한대 태우고 볼일도 좀 볼
요량으로 휴게소에 잠시 머물었더니 캔맥주 탓인지 모두 화장실로 달려간
다. 카메라 찾기 좋겠군 생각하며 볼일 보고 다시 출발했는데, 김왕철 군
카메라 찾아주는 사람 양주 한병! 하고 소리친다.(으이그 저 화상 휴게소에
서 카메라 안 찾고 뭐 했누) 결국, 도착해서야 찾긴 했지만 김왕철 군 건망
증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걸?
와 ! 이런 술자리가 얼마 만이냐? 음주단속 상관없지, 재미있는 아해들
득시글거리지, 집에 안 가도 되지, 바둑 실컷 둘 수 있지, 게다가 마누라한테
전화 안 해도 되지. 우와! 직인다 직여. 그 순간 하늘에서는 37년 기록을
깨기 시작했고, 이틀 후 장장 5일간에 걸쳐 이 모든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처음에는 식탁에 다소곳이 앉아 마누라 쪽 동태도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저녁식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내 주량을 이미 넘어섰고 그
뒤로도 좌우지간에 무지 마신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으니? 어느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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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덕 군은 마이크를 잡고 한 곡조 제낀 후, 아예 사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2번 타자로 이동준 군이 일어서는 순간, 모두 이구동성으로 “너만은 맨
나중에”를 외치니 제깐 넘이 별 수 있나. 그런데, 이 넘은 마이크만 잡으면
이동준 발표회를 하려 하니... 한 많은 무명가수 귀신이 붙어있나? 내 언젠
가 꼭 한번은 이 넘과 박석산이를 노래방 속에 가둬놓고 붙여봐야지.
순간, 번쩍하는 섬광과 무언가 뽀개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더니 앞이
깜깜하다. 필경 아주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진 게 틀림없다. 어라! eQ
말대로 정전이네. 우리가 아무리 ‘비 오는 그 밤’이 그리워 기우회 행사를
꼭 7월 장마철에 하지만, 이 순간의 고요한 암흑속의 요란한 빗소리, 계곡
물 소리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불이 다시 들어오고, 때마침 이강진 군도 도착하니 분위기는 다시 반전.
그나저나 이 넘도 지극정성이네 그려. 수원에서 골프 치고 이 폭우를 뚫고
이 시각에 예까지 대단하다. 참! 김홍기는 어찌된 건가? 소식 감감이니
못 오나 보다.
그 사이, 우리 마누라는 졸지에 제비女가 돼버렸고(본인이야 당연히 싫어
하겠지만) 우리 기우회 꿈나무 안종국 군(불과 6개월 사이에 3단계를 승급
하여 이미 强 5급 이 됨) 장동명 군을 만나 소원 풀었다길래 먼 소린가
들어보니 지난 10년간 장동명이 만나길 학수고대했다며 우리 22회 중에도
‘스타’ 한명은 있어야 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 밀어줘야 한다며 즉석에서
장동명 ‘팬클럽’을 결성한다. 지금부터라도 밀어주자는데 지금 밀면 저 폭
우 속으로 밀어 내자는 건지?
여자가 5명이라 급수가 제일 약한(?) 김용하 군을 기쁨조로 투입시켜놓
고 ‘알까기 대회’를 시작하고 돌아보니, 바둑대회는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라 잠시 알까기 대회를 관전하는데... 김용하 이 친구 정말로 기쁨조일
세. 아니, 이 선수는 손가락 힘이 너무 센건지, 손가락이 이상한지, 한번
튕길 때마다 알이 하늘로 날아가네. 그러니, 순식간에 ‘전패’하고 내일 아침
산에 갈지 모르니 잠 자야 한다며 자리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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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하도 좋아서 모른척하고 그냥 냅둘까 하다가, 그래도 기쁨조
하려고 여기까지 와줬는데 잠자리라도 같이 봐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따라 나섰다. 죄가 너무나 많아 겁나서 우산도 못쓰고 민박집으로 오니,
웬걸 이 아저씨 마음을 바꿔 내일 산행은 포기하고 술이나 더 마신다고
술상 차리잔다. 막 잠자리에 들려는 민박집 아줌마 불러 세워 파전 하나
부탁하고는 마침 담배 구하러 온 전명권 군에게 인계.
다시 대국장으로 가보니, 와! 이 사람들 이거 장난 아니네! 여인네들은
이제 막 침소로 향하시는데, 이 사람들 누가 가든지 말든지, 벼락이 치든지
말든지, 비가 넘치던 말든 그저 바둑판만 보고 있지, 김왕철 회장은 연신
와! 진짜 기우회답다 정말 기우회네 떠들고 다니지, 벼락 한번 치면 암흑세
계, 또 치면 불 하나 들어오고 또 치면 둘 다 들어오고 번개가 연속적으로
쳐대니 바둑 두는 데는 별 지장 없고, 그러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다시 좌정할
수밖에... 몇 판 두어 봤으나 역시 전패. 기력 상실하고 옆의 장동명 군과
손정수 판을 보니 손정수의 불계승이 확정적이다. 이 넘 2급 이라더니 이거
군대 2급 아냐?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는 급수 조정을 해야겠군.
헌데, 이 야밤에 전화하는 넘은 뉘기야? 전화 받으니 우리의 기쁨조 김용
하 선수 찌개 끓여놨으니 생각있는 사람은 내려오란다. 왜 안 자냐 물으니
계곡 물소리가 방바닥을 쿵쿵 치는 게 미심쩍어 지켜보는 중이란다. 용하
떠난 뒤로 백운계곡은 누가 지키지?
전적표를 보니, 어랍쇼! A조는 전멸이네. 참가자 중 A조 숫자가 적어
A조가 훨씬 유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B조의 안종국, 이동준, 손정수가
각각 6승씩을 챙겨가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노현덕이 내일 아침에 술,
벼락, 정전 중 하나 걸고 무효라고 할 것 같은데 ?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계곡물은 점점 불어나고 은근히 걱정되는데, 김용
하 선수 재주도 좋지, 야밤에 어디선지 냄비와 부탄가스를 구해와 뭐가
뭔지 모를 찌개를 끓이고 있다. 식별 가능한 재료는 김치와 라면과 생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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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추정 가능한 재료는 먹다 남은 파전뿐인데, 이 넘 어떻게 이렇게 맛있
는 찌개를 끓일 수 있을까? 희한하네. 그런데, 숟갈이라고는 2차대전 당시
제작했을 법한 미제 큰 스푼 하나(거의 드라마 ‘왕초’의 소품 같은) 쓰레기
통에 다녀온 것 같은 분위기의 나무젓가락 4쌍과 일회용 종이컵과 냄비뚜
껑이 전부인데, 무려 16명이 공동 사용하였으니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분(?)들이 냄비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퍼먹었으니 참 알 수 없어요.
나중에는 그저 라면하고 물만 부었는데도? 좌우지간에 라면 떨어지고 밖을
보니 벌써 날이 밝았다.
이때, 김왕철 군 안경 없어졌다고 찾아 달랜다. 저 시키 사오정 아냐?
왕철이 안경 찾아오니 어라! 그새 다 뻗어서 누울 틈이 없네. 잠은 포기하고
밖에 나오니 손정수 군도 자리를 못 잡았단다.
기왕지사 백운계곡이나 가보자 꼬드겨 올라가보니 여기저기 패인 자국이
예사롭지 않다. 이젠 또 가는 길도 걱정일세 그려? 백운계곡 생각도 접고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하며 숙소로 오니, 어젯밤 예약
한 아침식사가 벌써 대령이다. 선잠에서 깨어 비몽사몽일 텐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씩 후다닥 해치운 이 자들 각자 자기 짝 찾아서 또 시작이다.
내 일찍이 소싯적부터 노는 것에는 종류 불문하고 절대 안 빠진다 자부했거
늘, 정말 지독하다. 졌다, 항복이다. 내 이날부로 기우회 회원 모두 이해
불가능한 넘들이라고 결론 내렸지.
그나저나 이 넘들 바둑알 잡더니 온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후 2시까
지 바둑 두고 출발하잔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벌써 와서 기다리는데, 이걸
우짜지? 동시에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판을 죄다 엎어버리는 것뿐인데?
악역을 누굴 시키나? 김왕철이 협박해보니 이건 왔다리갔다리 하며 훈수나
두고 있으니, 이걸 엎어 말어 고민하던차에 우리의 아줌마들 우르르 몰려온
다. 그제사 김왕철 군 용기백배하여 판마다 죽죽 발로 밀어대니 상황 끝.
이렇게 간단한 걸. 과연 아줌마가 쎄긴 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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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집에서 점심 시키고 막걸리도 한잔씩 걸치니 이제사 시상식 할
여유도 생기고 단체 증명사진도 박고 이젠 집에 가는 일만 남았으니 그럭저
럭 계획대로 된 셈이지... 몇 군데 도로가 붕괴되어 좀 돌아오긴 했어도
통행차량이 뜸해 수서역에 도착하니 오후 5시. 이 정도면 양호하지. 해산!
잘 가라! 징그러운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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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예찬, 친구 예찬
주 재 훈 (4반)

나는 바둑도 좋아하지만 당구를 더 좋아한다. 물론 바둑을 잘 둘 줄은 모르
지만 그 좁디좁은 바둑판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모양과 승부에 마음을 빼앗
긴 탓에 볼 줄 모르는 바둑판 앞에서 남들처럼 집도 세어보고 나름대로
돌이 갈 방향을 짐작해 보기도 한다(초반 포석과 중반 행마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후에는 아아~~~어지러울 뿐이다).
바둑과 당구는 국내에 애호가가 각각 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중화된
경기이고 두 분야 모두 세계정상급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바둑
보다는 당구 애호가이기 때문에 바둑보다 당구가 좋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바둑보다 당구가 좋은 이유를 수십 가지 이상 댈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을
들어도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당구는 육체적 활동이 주가 된다. 1시간가량 당구를 치는 경우에
2km 정도 걷는 효과가 있다. 육체적 활동이 적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량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자세로부터 나오는
스트레칭의 효과까지 당구는 가지고 있다.
둘째로 익히는데 별로 시간이 안 든다. 당구 초보자가 당구를 즐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둑 초보자가 바둑을 즐기는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든다. 심지어 처음 당구를 치는 사람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아무 복장이나 그저 편한 옷이면 상관없고, 또 집에서 이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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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거리에 당구장이 즐비하다.
넷째로 승부의 쾌감을 훨씬 느낄 수 있다. 기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지만 당구는 게임에서 진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화 되었기에(오죽
하면 ‘패자는 카운터로’라는 경구가 있겠는가?) 승부에서 오는 긴박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짜릿한 승부에서 역전승을 이루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한번씩 해본 말..(아줌마 났어요~~~~)
다섯째로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다. 4명이 바둑을 즐기려면 2명은 두고
2명은 피 터지게 훈수를 두거나 멀거니 바라보아야한다. 당구는 4명이 각
각 쳐도 되고, 2명씩 편을 먹고 쳐도 된다. 동료가 늦게 온 경우라도 게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흔쾌히 게임에 동참시켜 주기까지
하는 너그러운 경기이다.
여섯째로 고수와의 경기가 쉽다. 바둑에서 이창호와 대국해 본 적 있는
아마추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당구는 그렇지 않다. 요즈음
TV에 나오는 유명 선수들과 게임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연습하는 구장
에 간다면 언제나 그들과 공을 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기회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당구나 바둑은
모두 서로 번갈아 두는 경기이긴 하지만 바둑은 전에 두었던 수가 전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한 수 삐끗 하면 그냥 경기를 지는 것이다. 하지만 당구는
매 이닝이 새로운 백지 위에 다시 쓰는 경기이다. 지난 이닝에 실수했다손
하여도 이번 이닝에 만회할 수 있다.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 경기인가?
바둑이 신선놀음이라면 당구는 귀족의 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경기
다 엄정한 룰과 신사도를 요구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나는 왠지 당구에
끌린다.
나는 당구가 참 좋다. 물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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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용, 체력, 일정 등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나의 위치로 봐서 가장
알맞은 취미라 여기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친구들도 비슷한 사정일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 동기회 취미 소모임 중에 등산, 골프, 바둑 그리고 당구 이렇게
4개가 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모여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던 나는
위의 4개 모임 모두 좋아하고 될 수 있으면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둘둘회는 체력 시간 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모임이라 마음은
굴뚝같아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소원해지고 말았다. 등산이야 시
간만 내면 어찌어찌 일 년에 두어 번은 따라갈 수 있지만, 골프는 가겠다고
마음만 먹어서도 안 되고 동반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보조를 맞추려면
다시 몸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언감생심 이제는 희미한 옛사랑이 되고 말았다.
언제 이 괴상망칙한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 즐거운 친구들과 다시 모여
깔깔거리며 당구를 쳐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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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우회는 안전 위주의 하이킹 클럽이다
송 경 헌 (6반)

22산우회가 1997년 3월에 첫발을 내디뎠으니 이 글을 쓰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꼭 25년이 되었다. 여기에서 25년이 길고 짧은 세월이냐
여부보다는 우리 산우들이 40대 중반을 넘어 시작해 이제는 노년에 들어섰
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등산은 난이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난이도가 높은 고산 등반
과 암벽 등반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반면에 비전문가들이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기 위해 모임과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트레킹과 하이킹이 있
다. 사진에서 보는 대로 트레킹은 장비를 제법 갖춘 산행의 경우이고, 하이
킹은 간편한 차림에 자연을 즐기면서 걷는 근거리 산행이다.
이 글 서두에 하이킹과 트레킹을 대비하는 사진을 게재한 이유는 22
산우회가 추구하는 산행이 트레킹이 아니라 하이킹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트레킹이 우리 젊은 날의 산행이었다면 하이킹은 칠순을 넘긴
오늘의 우리 산행이다.
노년의 산행에서 안전산행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다. 22산우회에서
안전산행을 위한 몇 가지 방침을 이 글을 통해 전하려 한다.
첫째는 등반하는 산의 정상을 고집하지 않는다. 북한산 정상이 835.6m
이고, 관악산과 청계산이 각각 629m와 618m다. 젊은 날에 우리는 이들
산의 정상을 수없이 올랐다. 그러나 노년에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여러

356 그리운 22 학우들아

위험이 있다.
산의 정상부에 가까워지면 등산로의 경사가 급해지고 암벽과 크고 작은
바위를 지나면서 노년에게는 위험한 산행이 된다. 그러나 이들 산에는 둘레
길이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71.5km인데 21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간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한 구간 평균 3.4km다. 한 번에 1.5구간 즉
5km 정도의 거리를 2시간 30분 전후 걸으면 노년 산행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둘레길의 고도가 낮아 힘들지 않은 하이킹 코스다.
관악산에도 둘레길이 있다. 관악구 등 지자체가 곳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고 등산로를 잘 정비했다. 산우회에서 산행지를 선택할 때 둘레길을
우선순위에 둔다.
둘째는 둘레길이 아닌 산행지를 선택할 때 고도를 체크해 무리한 산행을
지양한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 600m 이상의 산들은
우리에게 힘든 산행이 된다. 노년 산행에 알맞은 산은 인왕산(338.2m),
북악산(342m), 안산(295.9m), 대모산(293m), 구룡산(337m) 등 고도기
준 400~500m 이하다.

산우회 주관 강릉여행(2022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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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산행 시간도 고려 대상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산행
걸음 속도로 3시간을 훌쩍 넘는 산행을 지양한다. 이 경우 점심 또는 간식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는 산우들이 스스로 안전산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스틱을 제대
로 사용해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2022년 2월 시산제에서 기념
품으로 고급 스틱을 제공한 이유는 노년의 안전산행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걸음 속도(pace)를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산우회에서는 무리한 산행
을 지양하지만, 개인에 따라 신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숨이 차고 힘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22산우회의 정기산행은 월 1회 한 번이다.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산행한
다. 그런데 총산(서울고총동문산악회)에 합류하는 정기산행이 있다. 2022년
의 경우 4, 6, 10월이 해당하는데 이들 달에는 두 번째 일요일이다. 산우회에
서 산행일 몇 주 전에 동기회(산우회) 홈피와 카톡으로 정기산행 공고를 낸다.
총산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비교적 원거리 산행을 한다. 산행지 대부분
산천이 아름답고 수려하다. 총산에 합류하는 산행에서도 우리는 정상을
가는 A조 대신 둘레길 위주의 B조를 선택한다.
22산우회에서도 연 1~2회(봄 또는 가을) 특별산행의 이름으로 버스를
대절해 원거리 산행을 한다. 부부동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총산
의 해외 산행에 합류하거나 독자적인 계획으로 해외 산행도 한다.
끝으로 정기가 아닌 번외산행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2산우회는
하이킹 위주의 산행을 하지만 트레킹을 하고자 하는 산우들이 있다. 월
1~2회 서울 근교 명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산 트레
킹을 하고 있다. 400~500m 이하의 산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산우는 번외
산행에 참여하면 된다.
산우회장: 홍기창, 산우총무: 김용수, 산행대장: 송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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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기도하는 기쁨, 신우회
김 대 경 (2반)

1984년 어느 가을날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30여 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22회 신우회 창립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혜우님(윤영진 부인으로
초창기 때부터 예배 반주자로 수고)의
증언에 따름.] 정종호를 회장으로 선출
하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일회성이었지만 수원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하기
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것이 미숙했습니다. 고정적인 모임 장소도 없이 김희건
이 전도사로 시무하던 산성교회 모임(1987년 12월~1988년 1월), 김동화
직장인 총회선교부 모임(1988년 3월), 위거찬 자택 모임(1988년 4월 이성
구 선생님 참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종호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고 진인준 동기가 후임
회장으로 신우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의 나이에 동기들은
일터에서 분주했고 연약한 믿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
기에는 부족하여 피치 못할 상황으로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제2기 신우회 모임은 총동창 기독인회(SCC)의 최영진 선배(4회)가 같은
교회 다니던 윤호기를 강권하여 1996년 11월 김대경을 앞세우고 창립예
배를 새문안교회에서 드리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김대경,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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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총무 윤호기를 선출하였고 이후 1년 남짓 매월 1회 새문안교회에
서 모였습니다. 당시의 특별순서로는 김동화(성서번역선교회 선교사), 김
의환(꿈의학교 교장) 간증, 23회로 졸업한 박행렬(의사, 서사모아 선교사
출신) 간증이 있었고, 같이 새문안교회에서 모이던 20회 모임의 모임 날로
오인한 20회 선배와 신현덕 선생님의 참석이 특별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기 모임은 1997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김대경이
설교와 회장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총회를 열어 후임 회장으로 김수종을
뽑았으나 이후 임원진을 구성하지 못하고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제3기 신우회 모임은 2001년 강인중, 김대경 그리고 윤호기 3인이 투병
중인 친구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임
이름도 신우회보다 기도모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임이 발전하
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김대경과 강인중이 투병 중인 안정헌의 병상을 자주 방문했습니
다. 안정헌 작고 후엔 3인이 김형근의 병상을 자주 찾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폴란드 전이 열려 잠실운동장에 모인 붉은 악마들의 응원 소리가
높던 날 김형근이 작고하여 병상 모임이 조문으로 바뀐 이후 새문안교회에
서 김대경 강인중 윤호기 세 사람은 홍선아(고 김형근 부인), 강수경(고
한철희 부인) 두 여인들을 위로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로 윤영진이 자신의 회사(TOPEC, 강남구 도곡동) 회의실로 제공하여
장소 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식사 제공은 주로 윤영진이
담당하였고, 가끔 동기들이 자택으로 초대하여 모임을 가졌으며 작고한
동기의 가정을 위로 방문하여 김선영(고 이강진 부인), 방정자(고 박춘규
부인) 등 새로 여성회원을 영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서울제일교회(강동구 성내동)로 옮겨서 모이기 시작했고
조건식, 박석산이 합류하고, 2007년에는 전민수가 합류하여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서울우리교회(서초구 양재동 소재)로 장소를
옮겨 2010년 4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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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김홍기 부인이 개척한 빛으로교회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모였고 2018년 4월 이후로는 강남 동산교회(강
남구 개포동)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설교는 2011년부터 한국에 정착한
변선우 목사가 지도목사로 2012년부터 주로 담당했습니다.
정기모임은 6시 반에 모여 간
단히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해줄
기도제목을 나눈 후 기도하고 이
후 인근 식당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귀가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포천 화산교회(김대경 목
사 담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로
기흥영락교회(소성진 목사 담임)
에서 모임을 하였고, 10월의 휴
일을 택하여 자이언센터 등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출석률이 높은 회원은 2020년 기준하여 김대경(유은옥), 김유신, 김정식,
김향태, 박석산, 배진건(김수정), 변선우, 소성진(한현옥), 손정수(박문현),
윤영진, 윤호기, 임충빈, 전민수(김정아), 전찬영(동란희), 조건식(김상희),
부인 혼자 나오는 회원으로는 강수경(고 한철희), 김선아(이정중), 김선영
(고 이강진) 등입니다. 2015년 작고한 조홍연도 한동안 열심히 출석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구성은 2002년 이후 모임 초기에는 총무 윤호기만 두고 운영은
중의를 모아 진행하다가 2008년에 정식 조직을 갖추기 시작해 큰 머슴(회
장) 박석산, 작은머슴(총무) 윤호기, 알리미(서기) 김정아, 돈세미(회계) 강
수경을 선출하였고, 2010년 3월에 박석산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나가게
되어 배진건이 큰머슴을 맡아 2016년 말까지 수고하였고, 2017년부터
전찬영이 큰 머슴을 맡아 수고하고 있으며 다른 임원은 계속 유임 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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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제공은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
나 사태로 2년여 동안 못 모이고 있는데 상황이 풀리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고희를 넘어서 대부분 일선에서 은퇴하여 지내는데
신우회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동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신우회의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입니다.
첫째 이곳에 참석하면 기쁨을 누리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동반하기에(의무사항은 아님) 부인들(가칭 서울여고 22회)끼
리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입
니다.
넷째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와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기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소성진, 위거찬, 김대경, 김동화,
변선우, 김의환(우간다 쿠미대 이사장), 정종호(재미). 김창식(재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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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1년만에 나간 천우회, 좋은 형제들
김 재 운 (3반)

종교와 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교는 필요
한가? 불필요한가? 최소한 청소년기에
집안문제, 성문제, 사춘기 등으로 고민을
하면서 종교에 한번 정도는 귀 기울여
볼만도 한데, 나는 정말 종교가 무엇인지
도 전혀 모른 채 학교와 집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지루한 시간
을 보냈다. 대입시험 준비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다.
고3때 화학 선생님이 지금 공부 안하면 광화문에 있는 대성학원이라는
곳에서 1년 더 고생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재수 1년 한 후 서울대 농경제과
에 입학하였다. 농경제과가 무엇을 배우고 진로가 어떻고 무슨 직업을 갖는
지도 모른 채, 부모님과 학교가 무조건 서울대를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스러운 인생길을 눈 가리고 가는 꼴이었다.
어찌 되었던 서울대 교복을 입고 가정교사 하면서 처음 종교를 접하게 되었
다.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미국 선교사의 설교와 가정교사 하는 집의 친구가
이미 몰몬교를 다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다. 약 반 년을 다닌 후
세례(침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그때가 마침 2학년이 되어 농경제
과는 수원에 학교가 있어 수원으로 가면서 몰몬교와는 멀어졌다. 수원에서는
학교 옆에서 하숙을 하면서 장로교회가 있어 또 별 생각 없이 다니다가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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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등으로 휴교가 많아 교회도 흐지부지하고 안 나가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가족 전체의 종교에 변화가 생겼다.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제수씨가
수녀가 되고자 희망했던 분이었다. 차례차례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로 교리
를 공부하면서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부모님, 조카 등 전 가족이 천주교
신자로 변화되었다. 전 가족의 종교가 통일되니까 차례, 제사 등 가족행사가
있을 때 불평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장남으로서 참 편하고 좋았다.
1990년대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월요일~토요일에는 은행 근무
하고 일요일에는 성당 가는 반복된 생활 패턴이 이어졌다. 그런데 1997년
말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IMF 금융위기가 닥쳐 모든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
리고, 특히 서울은행은 부실은행으로 낙인이 찍혀 전 직원들이 명퇴를 당하
고 자살을 하고-----. 정말 어수선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성당에는 일요일에만 억지로 나가는 소위 나이
롱 신자였다.
천우회의 접근
그 때 (고)계무근 형제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나 서울고 22회 계무
근이야. 너가 천주교에 다닌다고 들었어. 우리 22회 동기 중 천주교 신자
약 10여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참석할 수 있으면 해서
전화했어.” 당시 나는 일요일에 한번 성당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할 때였
다. 그러니 잘 알지 모르는 계무근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난 일요일에 한번 성당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다시는
전화 안했으면 한다.” 그러나 매월 천우회 모임이 다가오면 계무근 형제는
또 어김없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면 또 나는 퉁명스럽게 “힘들어. 제발
전화 하지 마” 이런 식의 전화대화를 6개월 이상 하면서도 그 착한 계무근
형제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다. 그 형제가 단지 총무라는 이유로 나의
퉁명스러운 대답을 감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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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친절히 매달 전화하는 계무근 형제의 정성에 지쳐서 전화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천우회 모임에 참석했다. 모이는
장소는 윤대영 형제의 회사였다. 10여명의 22회 동기가 조촐하게 모임을
하고 있었다.

모여서 무엇을 했나?
서울고 22회 동기 중 천주교에 다니는 약 10명이 모여서 소공동체 모임이
라 하여 기도, 성가 등을 약 20분간 한 후에 소위 제2차 주님(?)을 약2~3시
간 모셨다. 부연설명하자면 저녁식사와 소주, 대화를 나누는 동창회 시간이
되었다. 우리들끼리의 모임만으로는 왠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고사까 수사님을 천우회 지도 수사님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한국
에서 오래 계셨고, 내가 서울은행에 근무할 때 일본어 회화 선생님의 인연
이 천우회로 연결되었다.
내가 천우회에 참석하던 초창기에는 계무근 형제가 모임 준비를 전부
하고 나는 참석만 겨우 하였다. 항상 미소를 지었고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하늘의 주인 천주께서는 왜 그런 좋은 친구를 그리도 빨리 불러
가셨을까? 2005년 계무근 형제는 사랑하는 자매님과 두 아들을 두고, 우리
와 이별했다. 짧은 기간 동안 알고 지냈으나 내 머리에는 오래 남아 있는
친구이다.

천우회의 변화
윤대형 형제가 천우회 회장을 하는 동안에는 모임 장소를 제공하였고, GE
메디칼 사장으로 옮기면서 모임장소는 한성섭 형제의 사무실로 옮겼다.
그 후 홍기창 형제의 방배동 안가로 옮긴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임
의 형태는 큰 변화없이 1차 소공동체 모임, 2차 酒님 모시기, 대충 9시
해산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상 성지순례, 자매님 동반 모임, 수사님 진주
방문, 수사님 휴식년에 일본 방문 등은 성공하지 못했다. 신규로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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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10여명 늘었으나 불참하는 형제도 있어 참석 인원은 대충 15명
정도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
별 변화 없이 모임이 진행되던 그 때가 바로 좋은 시절인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 주었다. 한두 달 지나면 모임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반년, 1년이
지나도 더 심해져 갔다. 자연히 천우회 모임과 총동창회 서가회 모임 모두
올스톱 되었다. IMF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 인간과 바이러스
싸움에서 점점 인간이 밀리는 것 같다. 배진건 동기가 더 좋은 신약을 만들
어 노벨상을 타고, 천우회 모임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글을 마치며 우선 천우회 형제님과 자매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
드리며, 또한 22회 동기 여러분들의 건행을 빕니다. 화이팅! (오늘도 하늘
을 지키고 있을 계무근 형제여! 우리를 돌봐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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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산회는 좋은 은퇴자 클럽이다’
김 남 기 (2반)

은퇴자 모임은 자연스레 목요일로 정해졌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를 비워
가볍게 산행하고 점심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는 것이다.
‘목산회’. 마음에 맞는 시절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얼굴도 보고 세상만사 마음에 맞는 정담을 나누고 교제하고
지낸다는 것은 꽤 좋은 일상인 듯싶다.
2014년 2월 어느 날, 얼마 전 회사생활을 접고 이제 강남에 갈 일 없다
하던 최규엽 동기가 주역이 되어 다섯이 불암산을 올랐다. 김남기, 남궁완,
박중배, 임충빈. 곧바로 동료가 늘었고 이규도와 원조 목산인 홍기창, 그리
고 이어서 손정수, 우순명, 김종진, 송경헌, 곽성균, 진영산, 이영종, 오재훈,
고순환 동기가 합류했다. 매번 9명 이상이 모이게 되며 인적교류가 좋아지
고 매우 활력 있는 산실이 됐다.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의 김도영은 귀국할
때마다 목산에 조인하고 뉴욕에도 목산회 지부가 결성됐다. 김지혁, 천병
수, 이영철, 그들도 매주 목요일 산에 오른다.
불암산, 거기에는 우리가 물색한 식당이 워낙 명물이라 사람이 만나면
먹는 게 인사이듯 한 몫을 단단히 했던 곳이 있었다. 초창기 그 무렵, 상계역
에서 출발하여 불암산을 올라 4호선 종점 당고개 동막골로 내려와 점심을
하게 되는데 일명 ‘참새와 방앗간’. 우리 목산의 아지트가 됐다. 의자 테이블
이라야 넷에 온돌 위 교자상 셋인 시골집 모양새의 잔치국수 말아 파는
여느 백반집인데 잔술도 팔고 동네 아저씨들 믹스 커피는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동네 주막이랄까... 그 때 여름, 산에서 내려오면 모두 수돗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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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을 벗어대고 등목도 했던 곳이었다.

주인은 팽팽한 몸가짐에 쌈박한 50대 초반의 여자 사장, 경기북부 출신
으로 또렷하지만 싹싹하고 야심찬 여성으로 세련되게 보이지만 순수한 모
습으로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 듯... 여염집 마담처럼 깔끔하고 말솜
씨도 좋은 미인이다. 거기에 맛깔난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와 인연이 되며 정말로 지극정성이었다. 창덕여고 시절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생활도 했다는 여사장은 가벼운 몸동작으로 음주 접대를 곁들여 우린
술자리를 즐길 수 있었다. 기분 좋았다. 후에 우리와 같이 등산도 해보았는
데 걸음걸이도 가벼워 나르는 듯 보기 좋았다.
장사속이라곤 없어 우리 목산 손님이 태반이라 매상이 시원찮았는데 우
리를 보는 재미로 장사를 꾸려가는 듯 박 사장은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곤
했다. 기본은 김치찌개였고 돼지고기며 묵은 김치, 야채 등 최상의 재료를
조달하여 맛깔나게 끓여대는데 정말 모든 게 먹을만 했다. 종종 삼겹살,
닭백숙, 오리, 한우등심 등 요리도 정성껏 만들어냈다. 등산보다 먹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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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좋았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우리 동기들도 참새방앗간의 정취를
나누게 되는데 황대식, 정균기, 윤종수, 강태욱, 유인식, 윤일택, 강효수,
오성학, 이길수...동기들이 초대 손님으로 다녀갔다. ‘참새방앗간’ 박 사장은
여동생처럼 우리 모두에게 고마웠다.
평소, 은퇴자 모임엔 연회비가 없어야 하고 따로 술값이 들더라도 각자
부담할 것을 지론으로 삼는 최규엽 동기가 리더인 까닭에, 목산의 일상도
국제신사처럼 민폐 없이 깔끔하다. 그 날의 밥값은 보편평등하게 한 사람
1만원이 목산 정신이고, 주머니가 여유 있다고 따로 쏘는 사람없이 공평하
게 음주량에 따라 나누어 낸다. 말꾼들은 먹고 마시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가 넘쳐났지만 좌꼴 인물을 입에 담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결국, 그 집이 눈물 속에 문을 닫는다 하여 목산은 난감해지고 그 해
여름 내내 서울둘레길 157km를 걸었다. 한 해 두세 번씩은 이벤트성 나들
이도 도모하게 되는데 그 기획의 일환으로 서너 해 전부터 동해안 해파랑길
을 북상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을 남겨놓았고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
다. 작년에는 남해에서 트래킹도 하고 한라산도 다녀왔다.
70년 세월을 용케도 살아남은 9명 정도의 패거리라 의사결정은 빠르고
거동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우면산-사당동으로 이동했다. 남부터미널 예술의전당 인공폭포
에서 만나 우면산 둘레길을 걸어 사당역으로 내려간다. 등산은 2시간
이내로.
우리의 쉼터는 정자다. 목산회가 궁금하다고 탐방차 다녀간 동기로는
이용남, 임춘봉, 임경락, 최택상, 김용남, 우갑상 등. 말로라도 호기심에
동조하는 조보형, 김시영 동기도 있다.
하산하는 사당역 주변으로 새로운 아지트를 물색하며 점심시간에는 좀
한산한 집을 찾다가 그냥 서너 시간 떠들며 식사하기가 좋은 ‘이모네 전집’
을 정해놓고 막걸리, 소주며 점심을 먹는다. 육전, 새우전, 홍어전, 굴전
등이 안주겸 먹거리로 선호되고 라면, 아니면 멤버들 식욕에 따라 두부김
치, 삼겹살, 닭도리탕, 닭. 오리백숙, 대구지리 등을 먹으며 오후까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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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눈다. 뉴 이닝 없이 각자 자기 시간으로 돌아간다.
많은 세월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매주 목요일은 항상 비워둔다.

남해섬 응봉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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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기념행사 발기문>

환희, 고난을 지나 평화로의 귀향
엄 춘 택 (8반)

어렸던 시절은 그 나름대로 비밀과 경이
로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들을
이야기로 엮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과연 누구였는지를 몰
랐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경희동산에서 봄이 무르익던 날들에 아카시아 짙은
향기, 흩뿌리던 벚꽃이, 이제 가만히 눈을 감으면 떠오른다.
앞으로 남겨진 삶의 시간들을 같이해줄 소중한 친구의 의미도 모른 채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우리들의 우정의 연(緣)은 시작
되었다. 사랑보다 더욱 소중할 우정은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다.
태양 빛이 없으면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하듯, 사랑과 우정이 없으면 인간
은 살아갈 수 없다.
졸업 후의 우리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들
을 동여매는 든든한 밧줄처럼 젊은 날 같이 배웠던 삶의 진실된 가치는
우리를 묶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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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가정의 충직한 봉사, 신의로 지켜가는 명예와 책임감, 그리고 언
제나 가슴 속의 순수한 영혼으로 이어져가는 우정의 소중함을 아끼고 보살
피는 것이었으리라.
이제 우리들은 부모님을 가슴 속에 묻은 채로 떠나보내고, 고난과 역경을
같이 지내온 반려자와 함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삶의 귀중한 열매를 넘겨줄
인생의 10월을 맞이한다.
젊은 날의 꿈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삶의 여행은, 환희와 고난의 수많았
던 정거장을 지나서, 이제는 평화와 안식의 품으로 마음의 고향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밝은 달밤 이곳 제주의 반짝이는 추억의 동네에 모인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떠나버릴 수 없는 젊은 날의 그 순수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남겨진 날들에 서로에게 더욱 사랑하고 살자고 약속하고
싶다.
모여라, 친구여. 새로운 세계를 찾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석양의 저편으로 돛을 펼쳐라.
예전의 천지를 뒤흔들던 그 힘은 이제 가버리고 세월과 운명의 풍파에
조금은 쇠한 우리들이지만, 용맹한 마음만 가슴에 품는다면 마음은 강하리.
털고 일어서서, 찾아서 구하고, 발견하라.
결코 굴함 없이.
(졸업 40주년 제주도 재상봉 당시 동기회장으로 행사에 맞춰 준비했던
‘귀향(Home Coming)’을 50주년 문집에 다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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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기념 산행기>

드넓은 만주벌판, 가슴 뛰던 40주년 백두산행
故 이규도 (3반)

▪ 일 시 : 2010년 7월 21일~25(4박5일)
▪ 산행지 : 백두산 일원 등정 및 트레킹
(서파, 서북종주, 북파)
► 7/23 : A팀 서북종주(17명: 9시간5
분), B팀 북파 일부(12명: 왕복 6시간)
- A팀: 5호경계 마천루~청석봉~백
운봉~녹명봉~차일봉~용문봉 좌측 초원~옥벽폭포~소천지
- B팀: (왕복코스)소천지~옥벽폭포~새우등능선~용문봉
*A, B팀 새우등능선 하단부에서 합류, 함께 하산
...............................................................................................................
A 팀 : 최택상/홍승자, 박흥덕/정원영. 이재홍/권경신, 장창학, 송경헌,
김시영, 김유신, 박우규, 한성협, 최봉준, 윤종수, 홍기창, 이규도
B 팀 : 우순명/김민자, 유인식/이수란, 신원철/정동련, 엄춘택, 곽성균,
황대식, 박민종, 유경실, 정영희,
아~ 백두산(白頭山:2749m), 언제 다시 이렇게 오를 날 있으랴!
서파산문에서 서북종주팀과 북파팀은 잠시 이별을 아쉬워한다. 북파팀은
이도백하로 해서 북파산문으로 들어가 북파 일대를 트레킹한다. 서북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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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5호경계비 주차장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한다.
오전 8시5분 주차장을 출발하여 계단을 25분 정도 오르니 다시 5호경계
비에 도착 오전 8시30분 망천우 밑으로 우회하며 발걸음을 시작한다. 우리
일행에 여행사 사장 염원돈(26회)과 산행가이드(41세; 공안요원) 張氏 ...
천지가 다시 닫히고, 망천우 밑 시계방향으로 길게 우회하는 오르막 ...장
씨가 구성지게 노랫가락을 읊으며 치고 나간다. 녀석은 빠른 걸음으로 안내
했다. 빨리 내려가면 임무 끝이니 그렇게 유도하겠지? 그런데, 나도 그리
호락호락한 산행가가 아닐진대, 녀석 페이스에 말려들겠는가? 중국어 좀
하시는 흥덕 부인 정 여사께 통역 부탁하여, 산행 속도 및 운행을 내 방침에
따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녀석, 내 산행경력과 나이를 듣고서야 수긍하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왼편으로 만년설 지대를 끼고 만병초(풀이 아니고 아주 키 작은 10~15cm

백두산 서파 매표소 앞. 공안이 모든 플래카드의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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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다)가 아름다운 곳인데 좀 늦었는지 흰 꽃은 거의 지고, 다른 야생화들
만 우릴 반긴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빗방울도 떨어진다.
시야가 10m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장씨에게 ‘쓰~부, 짱...‘해가며 아부도 하며 몇 마디 중국말로 속도를 더
늦추게 하고, 적당히 숨고르기도 하면서 구름 속을 걷는다. 먹이 쪼는 장닭
처럼, 빗방울에 청초한 야생화를 한번 내려다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며
망천우를 돌아 청석봉(2662m)을 우회하여 돌아서 내리막 너덜지대로 들
어섰다. 지그재그로 내려가지만, 화산석 푸석돌들이라 낙석도 주의해야 하
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가야 하는데, 요즘 금복주 몸매의 현산
(흥덕)이 한번 뒹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ㅋㅋ
너덜지대 하단부에 도착할 무렵, 왼편 아래 한허계곡 쪽으로 구름이 무섭
게 빠져 내려가더니, 하늘이 활짝 열리고 청아한 천지가 쫘~악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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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뒤따르던 흥덕 부인 정 여사, 괴성에 가까운 탄성을 토해내고, 뒤이어
내려서는 일행들의 감탄사가 연이어 들려온다. 에메랄드, 코발트, 파란 진
주빛 등이 서로 어우러진 형태의 천지 물빛은 환상적이었다. 건너 북한
땅, 구름을 약간 이고 있는 백두산 주봉(장군봉 2749m)도 선명하고.
몇 번이나 구름 커튼은 천지를 닫았다 열었다 하고, 왼편(서쪽) 너른 초원
지대를 펼쳤다 오무렸다를 반복한다. 오늘 백두산 서북종주는 이 광경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장씨의 묵인(사전에 좀 짜웅
했다.)하에 내가 비상용으로 가져간 ‘산우회 플랭카드’를 펼치고 기념촬영
을 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백두산 정기를 흠뻑 들이키며 그렇게 한 20여
분 머물렀다. 우리 언제 다시 이렇게 오를 날 있으랴! 천지 건너편 주봉(장
군봉)에 일었다 사라지는 구름을 보며, 뒤돌아 한허계곡으로 발걸음을 내
딛는다.
한허계곡으로 내리는 동안, 날씨는 청청해지고 구름떼도 멋있게 이동하
고, 발 아래는 야생화가 지천이다. 널널한 초원지대를 통과하여 청석봉에서
한허계곡까지 600여m 고도를 내렸다가, 800여m 고도를 올려쳐야 한다.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힘든 구간이다! 노란색, 흰색, 자주색,
때론 빨간색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널려 피어있지만, 군락을 이룬 노란 야생
화와 청석봉과의 조화로운 풍광에 취하면서, 뒤돌아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
지대와 가끔 불어주는 바람도 있으니 백운봉(2690m) 오르는 길이 험하고
가파르더라도 못 오를리야 있겠는가! 짱골라들은 이 백운봉을 장백산 주봉
이라 하며 최신 지도에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
백운봉 마루에 오르려면 3개의 마루를 올라야 하고, 너덜지대도 두 군데
를 통과해야 하며, 한허계곡에서 백운대 마루까지 1시간30여분 꼬박 올라
야 한다. 첫째 마루에 올라서면 서북쪽으로 광활한 드넓은 만주 벌판이
아스라이 보이고, 두 번째 마루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보이고, 세 번째 마루에
서면 더욱 멀리 보인다. 그럴수록, 옛 고구려-우리 땅이었던 저 일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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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저미며 시야에 점점 다가온다. 두 번째 너덜지대를 통과하고 평평한
마루에서 휴식과 간식을 들며 여유를 찾아본다. 왼편으로 평평하게 펼쳐진
9부 능선을 돌아 오르면 백운대 밑 마루터다! 구름이 잠시 걷히고 천지가
다시 열리고, 또 구름이 천지를 닫아 버리고...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잠시 열린 천지를 배경으로 각자 취향대로 사진도 찍고, 충분히 휴식하니
몸이 조금은 오싹해진다. 구름이 다시 몰려온다. 다시 발걸음을 시작한다.
마귀할멈같이 생긴 요상한 바위가 있고 너덜지대를 지날 때 구름은 점점
더 몰려오고, 완전 구름 속으로 걷고 있었다. 맑은 날 왼편 일대로 펼쳐진
초원지대를 굽어보며 걷는 맛이 일품인데, 오늘 그걸 못 본다. 아쉽다!
녹명봉(2603m)과 차일봉(2596m)일대는 널널하고 평탄한 길이나, 의외
로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맑으면 천지가 아주 잘 보이고, 두메양
귀비 등 야생화도 좋으니,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그만이다. 녹명
봉을 지나고 차일봉 왼편의 호랑이등 초원지대로 내려서는 순간, 비가 내리
기 시작한다. 모두 발걸음도 가볍고 색다른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서는데,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우박까지 섞여 내린다. 한바탕 그 비우박이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햇빛이 나타나고, 오른편으론 달문입구가 보이고,
저만치 새우등능선 하단부가 보일 즈음, 천문봉 일대를 배경으로 하여 커다
란 쌍무지개가 우리를 환영해 주고 있었다. 다시 한 번 탄성을 지르며 이
멋지고 특이한 장면을 카메라에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백두산 산신령님의
특별한 시험이고 선물이라 여겨졌다.
옥벽폭포로 내려서는 길에서 멀리 굽어보니, 울 마눌 복장이 눈에 들어온
다. 유인식 부부 모습도 보이고... 큰 소리로 불러보니 손을 흔들어준다.
북파팀도 비 우박을 맞고는 하산 중이었다. 아침에 헤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는 기분이 묘할 줄이야? 옥벽폭포 바로 위, 장백폭포의 모습이
아주 일품으로 볼 수 있는 절벽지대가 있다. 서북종주팀. 북파팀 어울려
비로소 함께 카메라에 얼굴들을 담고는, 다소 따가워진 오후 햇살을 받으
며, 널널한 능선 따라서 소천지로 내려섰다. 시계는 오후 5시5분경. 서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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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시간5분여, 북파(용문봉)왕복 6시간 소요.
서울22 산우회, 졸업40주년 기념 특별기획 산행, 백두산 등정 트레킹의
대미(大尾)를 이렇게 장식했다. 이도백하 장백산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인근
에 있는 강원도식당에서 오늘 산행의 덤을 즐긴다. 통돼지 바베큐(우리의
통돼지바베큐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었다.)에 가져온 술로 권하고 받고, 산
행의 뒷이야기로 이도백하의 밤은 깊어만 갔다.
* 50주년 행사에 이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규도가 쓴 산행기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정리: 유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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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주년 기념행사 보고문>

얌전한 부인들도 달뜨던 45주년 여행
유 인 식 (2반)

- 참석 인원 : 115명(부부 90명, 단독 25명)
- 날짜 : 2015. 10. 23(금) ~ 24(토)
- 일정 : 압구정 주차장(출발) - 월정사 선재길(일부 : 전나무 숲길) -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 - 썬크루즈 리조트(둘둘회 합류한 단합의 시간. 1박)
- 안목해변(송정해변, 경포해변) - 주문진 수산시장 - 오대산 진고
개 정상 휴게소 - 압구정 주차장(해산)

1. 월정사 선재길
오대산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약 10km의 길을 말한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53인의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나선 구도(求道)의 길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상원사
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님들이 걸어 오르던 옛길이다.
이곳 단풍은 다른 곳보다 좀 빠른 편이어서 단풍을 즐기는 산객들도 구도
자의 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대천과 나란히 가는 단풍나무 계곡 5km 구간을 택했
다. 한가롭게 걸으며 길가의 조형물이나 화전민 터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고유의 섶다리를 지나기도 하였다. 좁은 오솔길이나 돌길을 걷기도 하고
데크길을 걸으며 계곡 옆의 울긋불긋 단풍 구경도 하는 여유로운 길이었다.

8. 추억의 자료들 381

선재길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중 하나인 전나무 숲길을
걷는 것도 일품이었다.

2. 참소리축음기 박물관
참소리축음기 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 영화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손영목 관장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강릉 경포호 수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다.
참소리축음기 박물관에는 뮤직 박스, 축음기, 라디오, TV 등이 전시되어
있고, 에디슨 과학박물관에는 에디슨 발명품 중 가장 대표적 3대 발명품인
축음기, 전구, 영사기를 비롯한 에디슨의 각종 발명품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영화박물관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영사기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사기, 영화소품,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에디슨 축음기가 워싱턴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보다 더 많이
있어서 에디슨이 미국에서 났지만 지금 주소는 강원도 강릉이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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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라고 한다.
전시관마다 관장 개인이 50여 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집했다는 열정
과 집념의 열매들이 빼곡히 차 있다. 빛과 소리, 영상과 관련된 나팔 형
축음기와 포터블 형 축음기, 전구, 환등기와 영사기 등 대략 30,000점쯤
된다고 한다.
스탠드 형 시계가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메리칸 포노그라프 실린더
형 축음기도 눈길을 끌었는데 1900년에 만든 6대 중 단 하나 남아있는
거라고 한다. 노래 곡목 선택 후 코인을 넣으면 작동되는데 당시에도 큰
인기가 있었단다.
커다란 원판 또는 실린더에 기록된 노래를 틀어서 들려주는가 하면, 에디
슨 실린더 축음기 옆에 앉아 있는 강아지 “니퍼”(*)에 대한 일화를 본 것처
럼 얘기하는 해설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가 주목하고 경청하였다. 우리
눈의 잔상효과를 이용해서 말이 계속적으로 달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활동사진(motion picture)이나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에 보고 들었던 영화에 대한 토막상식이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말로만 듣던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을 보면서 그가 발명할 게 너무 많아
서 3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축음기 나팔과 니퍼의 그림은 미국 음반사 RCA 빅터사의 초기 홍보판
으로 이용되었다고 함)

3. 썬크루즈 리조트 –하이라이트, 연회와 단합의 시간
썬크루즈는 정동진 해안 절벽 위에 띄워놓은 한 척의 크루즈 같이 생겼다.
이 리조트는 2015년 4월 CNN에서 “당신이 실제로 있으리라 믿지 못할
12개 호텔들” 이란 제목에 여섯 번째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 “항해를 꿈꾸
지만 배 멀미를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썬크루즈 호텔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천하며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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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 온 부부 6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한 환영의 시간을 갖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식사를 마치고 엔터테인먼트 전문 사회자 김현철
(서울고 32회 졸업자)의 진행으로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베테랑 사회자답게 풍부한 재치와 센스, 해학과 위트 그리고 게임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때로는 능청도 떨었다. 형님 또는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도 태연히 놀리거나 골탕을 먹였다.
팬티 색깔을 확인한다고 무대로 불러낸 후 동시에 바지를 벗게 해서 폭소
가 터져 나왔다.
가위 바위 보로 갖가지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다. 가위바위
보 게임의 백미(白眉)는 모두가 10,000원씩 걸고 하는 것이었는데 최종
승자 윤지현이 전리품 720,000원 전액을 즉석에서 동기회비로 기부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일렬로 늘어선 출연자들이 좌우로 구호를 전달하다 실수로 탈락할 때마
다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다.
이어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 회사 일로 바쁜 중에도 봉사하려고
참석한 정학상이 먼저 문을 열었다. 전문가 수준의 색소폰 연주와 감미로운
음악으로 장내 분위기는 금방 음악 감상 모드로 바뀌었다. 사회자와 동반한
악사 겸 가수의 열창 몇 곡까지도 집중해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고래사냥”, “밤이면 밤마다”에 이르자, 손
뼉 치며 장단 맞추는 것으로 부족하여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었다.
무대가 부족하고 플로어도 빈 공간이 없었다. 옛적에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 같았다. 평소 조용하던 동기들이나 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중에 곁들였던 반주의 취기도 한 몫 했다. 젊은 날로
돌아간 듯 모두가 열기를 발산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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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은 원형 식탁 사이를 돌고 또 돌았다. 밤이 깊어도 분위기가 쉽게 가라
앉지 않았다.
리조트와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겨서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리
고 삼삼오오 모여서 8층 레스토랑이나 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분위기를
이어가거나 가을밤의 동해바다 정취를 만끽하였다.

추진위원 : 동 기 회 장

유인식

추진위원장

윤일택

행사대장

박중배

총무이사

오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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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기념 행사>

둘둘회, 졸업 50주년 기념 골프투어
김 남 기 (2반)

2020년 2월17~20일,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CC, 54홀
70년 세월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이다.
꿈에도 그리던 미국 골프장. 캘리포니아 동쪽 내륙에 위치한 ‘팜스프링스
골프 빌리지’. 40주년에 처음 팜 스프링스에 갔을 때 골프리조트로 왜 유명
한지 알게 해준 것이 날씨였다. 300일 이상이 맑은 날씨라는데 여지없이
쾌청한 날씨였다. ‘졸업 50주년 기념 미주골프’가 성사되어 미국 전역의
동창 골프 마니아들이 사모들을 모시고 대거 참석했고, 서울에서도 열두
명이 합류했다.
2022년 현재도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환자가 연일 계속되어 팬데믹은 정점으로 치닫고
해외나들이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이상이고 있지만, 용케도 그때는
아직 방역통제가 없던 시기였다. 중국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이웃
나라로 전파가 시작돼 한국에도 창궐이 우려되는 와중이었지만 아직 미국
은 청정지역이었고 우리 출입국에도 전혀 검역조차 없었으니 운이 좋았다.
서울팀은 2020. 2. 10일 일주일 먼저 출발하여 L.A지역에서 각자 지인들
과 개인 시간을 갖고 후에 팜스프링스 모임에 집결하기로 했다. 얼마 전
샌디에이고에서 어바인으로 이사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절친 강희열 친
구집에서 고순환 동기와 묵으며 다섯 곳의 골프장을 돌고 꿈같은 라운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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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루는 손엽 동기도 함께했다. 팜스프링스에 먼저 들어간 친구들도
연일 골프만 했다고...
나이 칠십, 황금같은 시절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마음에 맞는 골프를
즐기며 세월을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었다. 환상적인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골프를 내 주취미운동으로 삼아 생활하며 미국방문길에도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넉넉함 그 자체였다.
나는 골프 마니아다. 지금도 아침 8시면 반포아파트 단지 내 주민체육시
설로 이용되는 ‘실내연습장’의 문을 내가 열고 운동도 하고 동호인들과 아
침 인사도 나누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1987년 처음 골프채를 잡았을 때부
터 내가 주장하는 말이 있다. 미국 의학계는 “골프는 나이 들어서 하기
매우 좋은 운동이다. 크게 과격하지 않고, 일단 스윙을 통해 가슴을 쓸어줌
으로써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어드레스를 통해 하체를 고정시켜야 하는
하체단련, 몸의 회전을 통해 허리 근력강화 또는 유연성을 도와주고 임팩트
때 팔과 손을 쓰면서 머리를 흔들어줌으로써 뇌 기능 강화 등 정신적으로도
전신운동이 되는 노인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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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행사의 미주단장 석균욱 동기, 서울 둘둘회 회장, 총무 김형수,
곽성균 동기, 서부지역 행사 주관 김능집, 김영환 동기가 곳곳에서 쟁쟁한
멤버들을 규합하여 큰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대단하다. 뿌듯하다. 고마웠
다. 참가자는 총 38명이었다.
서울에서 김형수, 곽성균, 이철화, 윤대영, 조보형, 이종현, 김남기, 고순
환, 진영산, 박원준, 윤지현,
미 동부에서 석균욱, 홍창훈/Mrs. 천병수/Mrs. 이강욱, 우갑상, 김경환
/Mrs,
미 서부에서 김능집/Mrs. 김영환/Mrs. 강희열/Mrs. 정종호/Mrs. 이상
우/Mrs. 황치만/Mrs. 김진성, 한상희, 손엽, 전승하, 이태재, 김용남.
숙소인 Fantasy Springs 카지노 호텔로 속속 모여 들었고 저녁 식사와
함께 회포를 풀었다. 삼삼오오 생맥주와 카지노도 모두에게는 회포를 풀기
에 부족했다.
첫째 날, 2020. 2. 18.
Eagle Falls G.C에서 첫 라운딩.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설계된 골프장
이라 역시 골프의 본고장다운 기분도 나고 섞어진 팀들대로 화기애애하게
플레이한다. 날씨도 맑고 반가운 동창 친구들과 함께 옛정을 나누며 라운딩
을 한다는 것은 더없는 즐거움이었다.
둘째 날, ‘Golf Club at Terra Lago’에서.
티업 시간에 여유가 있자 모두가 야외연습장으로 간다. PGA선수들이 투어
경기 출발 전에 종종 연습하며 보이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한국처럼 망이
있는 인도어가 아니고 좌우로 탁 트이고 전면 3-400야드까지 맘대로 샷을
날리며 몸을 풀 수 있는 곳 미국은 다 골프장마다 그런 시설이 있었다.
‘한화 klpga 골프팀’이 동계전지훈련으로 그 골프장을 찾아 훈련하는 모습
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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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27~29일, 2박3일, 강원도 고성군 파인리즈CC, 54홀
미국의 동기들도 국내로 초청하여 50주년 골프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하며 미국대회를 마쳤다. 그러나 귀국 후 코로나가 점점 확대일로에
있어 항공편이 봉쇄되고, 50주년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국내 행사로만
개최하게 됐다. 행사는 성황리에 마쳤고 모두 집행부의 노고를 칭찬했다.
참석자 : (부부 동반) 이철화, 박유신, 김사영, 박종수, 신학수, 김남기,
진영산, 조보형, 윤대영, 손광영, 양창수, 최응상.
(싱글 참석) 김형수, 김봉, 박기석, 박기서, 서병일, 곽성균, 이종현, 고순
환, 이남영, 엄춘택, 우순명, 황대식, 유인식, 이상설, 김종관, 안종국(총
40명).
둘둘회 역대 이래 최고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뜻깊은 추억의 행사가 되었다. 서로 기량을 거두려 함도 없이 그저 만나면
떠들어대는 것이 그 시절로 돌아가 화제가 무궁무진하다. 골프장에서 제공
하는 음식도 좋고 술 한 잔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시끄럽다. 마음에 맞는
시절에 50년 이상 지기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맞는 골프를 하며 한 공간에
서 사나흘을 함께 했다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친구들과 하는 것이 최고의
소중한 추억이었다.
4명씩 한 카트로 18홀을 라운딩하며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다른 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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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칠 때는 또 다른 반가움으로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어가며 맘껏
회한의 시간을 갖는다.
건강한 모습들이 정말로 보기 좋았다. 60주년을 기약하며 모두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한때 둘둘회 활동에 왕성했으나 함께하지 못한 골프 애호가 동창들이
꽤 많았다. 정말로 나이 들어 하기 좋은 운동이다. 꼭 계속하기를 권한다.
강태욱, 고광천, 권동안, 김세영, 김시영, 김수종, 김인식, 김일동, 김진호,
노성호, 라채규, 민윤식, 박석산, 박용원, 박우규, 박희수, 배진건, 손훈재,
서동원, 서정항, 양승찬, 양종하, 윤지현, 윤진영, 윤희태, 이규형, 이강업,
이병철, 이정중, 이홍로, 임의순, 임태성, 전민수, 조연호, 진인준, 조건식,
최규엽, 최원용, 최택상, 허욱열 등.
따져보니 우리 22회 동기들 중에 골프를 하는 친구들이 어림잡아 85명
이상이 되는 듯하다. 그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친구들도 내내 건강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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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한 풍속, 건배사 모음
임 충 빈 (8반)

단합과 감사, 발전을 다짐하는 건배사
§ 나가자 =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
여, 자신을 위하여.
§ 사우나 =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 개나발 =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 조통세평 =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 재건축 = 재미있고 건강하게 (서로를) 축복하며 살자.
§ 우생순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위하여.
§ 무화과 = 무척이나 화려했던 과거를 위하여.
§ 개나리 = ‘계(개)급장 떼고, 나이는 잊고, Relax &Refresh 하자’는 뜻.
§ 사화 만사성 = 회사가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 마음 도둑 = 고객의 마음을 훔치자는 의미.

시적인 것을 창작한 경우도 있다.
§ 고사리 =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 고감사 =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지화자 = 창시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한국적 흥겨움과 운율이 좋다.
§ 상사디야 = 조선일보 이규태 위원이 창시. 상서롭고 흥을 돋우는 고유의
매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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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고초려 = 스리고를 외치기 전에 초단을 조심하라.

혼성의 자리일 때 약간 야시시(?)한 건배사
§ 당나귀 =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 사~ 당나귀 =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 진달래 =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 얼씨구 = 얼싸안고 씨 뿌리자 구석구석.
§ 거시기 = 거절 말고 시방부터 기가 막히게 보여주자.
거절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 단무지 = 단순하고 무식해도 무지 행복하게 살자.
단순 무식하게 지금을 즐기자.
§ 니나노 = 니랑 나랑 노래하고 춤추자.
§ 지화자 = 지금부터 화목한 자리를 위하여.
§ 무시로 = 무조건 시방부터 로맨틱한 사랑을 위하여.
§ 변사또 =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만나자.
변치마라 사내놈아 또 만날 때까지.
§ 세우자 = 세상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거기도 세우자.
§ 자연보호 = 연마하여 호강시켜 주자.(무엇을?은 상상에)

부부동반 모임서의 아부성 건배사
§ 당신멋져 =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 남존여비 =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있다.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를 밤새도록 비명(?) 지르게 만드는 것.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 남존여비 여필종부 = 남자의 존재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며
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남자와 결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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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원하며 희망 다짐하는 내용
§ 나이야 가라!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자.
§ 9988 234 =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 이틀만 아프고 3일째 죽자.
§ 일십백천만 = 하루에 한번 이상은 좋은 일을 하고, 10번 이상은 큰소리로
웃으며, 100자 이상 쓰고, 1000자 이상 읽으며 1만보 이상 걷자.

시사성 가미한 구호로 된 것도
§ 오바마 = 오직, 바라는대로, 마음먹은 대로.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이산가족상봉 2차 상봉단 남측 간부의 건배사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함)
§ 원더걸스 =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걸러서 스스로 마시자.
§ 소녀시대 = 소중한 여러분들 시방 (잔을) 대보자.

1차로만 끝내자는 실속파들의 건배사
§ 119 = 한가지 술로만 1차로 끝내고 9시까지 집에 가자.
§ 초가집 = 초지일관 가자 집으로.
§ 마돈나 = 마시고 돈주고 나가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 노틀카 = 놓지도 말고 트림도 말고 (다 마신 후) 카 하지도 말고..

무지무지 고상(?)한 현학 구호
§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기자(Seize the day)’는 뜻의 라
틴어.
§ 스페로 스페라(Spero Spera) =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뜻의 라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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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트르 상테(A Votre Sante) = 프랑스어의 뜻은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프랑스의 일반적인 건배 구호.
§ 코이노니아(Koinonia)= ‘가진 것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죽을 때
까지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 메아 쿨파(Mea Culpa) = ‘내 탓이오’란 뜻의 라틴어로, 어떤 결과에 대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자는 의미.
§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 = 스와힐리어로 “괜찮아 잘될 거야”란
의미.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 북한 = ‘축배’가 쓰이다가 ‘잔을 비우자’는 뜻으로 ‘쭈우욱’.
§ 중국 = 乾杯(칸페이).
§ 일본 = 乾杯(간빠이).
§ 미국/영국/호주 = cheers(치어스), cheer up!(치어럽)
§ 캐나다 = toast(토스트). 영국에서 찰스2세 때 술맛을 내려고 유리잔
속에 토스트 한 조각을 넣은 데서 유래
§ 독일/네델란드 = prost(프로스트).
§ 프랑스 = avotre sante(아보트르 상테).
§ 이탈리아 = cin cin(찐찐), alla salute(알라 살루떼)
§ 스페인/멕시코 = salud(사룻)
§ 그리스 = 이스이지안 스텐휘게이아
§ 러시아 = 스하로쇼네, 즈다로비에
§ 하와이 = Okole Maluma(오커레 마루우마)
§ 에스키모 = 이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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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반

사진

이메일

핸드폰

강규현

3

kaya52@hanmail.net

010-7296-4753

강명구

2

mgkang@esquire.co.kr

010-3729-6487

강상구

5

99sgkang@naver.com

010-9337-0063

강영신

5

Kang55555@gmail.com

808-388-4642

강인중

5

ikstudd@naver.com

010-6206-0276

강정후

5

jhuk@kornet.net

010-3661-7284

강태욱

5

dent001@chollian.net

010-5235-7068

강호윤

6

hoyounkang@hanmail.net

010-555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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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수

3

hyosoo0022@hanmail.net

010-6525-9230

강희열

4

hymykang@hotmail.com

619-277-4260

고광천

3

kckoh123@unitel.co.kr

010-5268-8224

고병천

2

bcgo@nate.com

010-8977-9775

고순환

2

shkopilot@hanmail.net

010-4576-1357

고승국

8

skkoh@ulsan.ac.kr

010-9372-0913

고연성

0

continentalequities@hotmail.com

914-667-1990

고연환

3

willkoh1117@gmail.com

773-330-0678

고원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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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65-5393

공성철

6

ggongzze@naver.com

010-3747-7200

곽성균

5

ksk5315@naver.com

010-2366-1209

곽억연

6

ekwack_3@hotmail.com

909-921-8078

곽호윤

7

khy2401@eulji.ac.kr

--

구인기

8

ikkoo@hanmail.net

010-9101-9602

구진우

2

jeanw@naver.com

010-2798-9990

구현모

1

hmkoo@cnu.ac.kr

010-3451-4259

권경환

7

kwonbaulo@gmail.com

010-3751-3853

권기철

1

gichul0817@gmail.com

010-312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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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안

2

dakwon51@dreamwiz.com

010-2819-1468

권명기

7

mike@alltrans-usa.com

310-293-6534

권태수

7

--

김건

2

010-8976-0896

김경국

2

010-2393-7947

김경래

6

linuskim@inha.ac.kr

010-5214-8464

김경민

6

kmkim656@hanmail.net

010-4740-1343

김경철

8

2454kkc@naver.com

010-5269-1638

김경학

6

2002bansuk@hanmail.net

010-5476-7178

400 그리운 22 학우들아

김경환

5

--

김광익

7

--

김광진

1

--

김광환

7

010-5950-1945

김규식

1

kelvin96@hanmail.net

010-9206-8505

김남기

2

nk22k@hanmail.net

010-5327-9337

김남희

0

nhkim33@hanmail.net

010-8730-9007

김능집

3

nkim1952@sbcglobal.net

213-272-5718

김달진

5

kdjbit@hanmail.net

010-7317-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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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2

dkkim51@hanmail.net

010-4446-7239

김도렴

2

dohryum@yahoo.co.kr

--

김도영

5

hqdyk@paran.com

010-3464-3599

김도일

4

kimdoil8@naver.com

010-8785-0000

김동천

6

김동화

2

jbjkim@gmail.com

010-6231-5324

김만수

7

sgimskmg@yahoo.com

010-2909-2463

김명환

3

김범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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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31-3179

--

bykim@envizon.co.kr

010-8663-0858

김병천

4

bckim@kaist.ac.kr

010-5453-4999

김봉

0

bkim@gachon.ac.kr

010-9114-2257

김사영

1

김선중

3

김성광

1

김성균

5

skdamiano@gmail.com

김성언

6

sseekim@naver.com

010-9123-4888

김성욱

1

xx-site@hanmail.net

010-2670-6413

김성욱

6

SWK8709091@NAVER.C0M

010-5557-3466

010-2161-5996

ksj@ajulaw.com

010-9141-2192

--

--

9. 동기명부 403

김세영

8

samjung1553@naver.com

010-5213-1553

김수종

7

kimmsc@hanmail.net

010-2301-2907

김승구

1

koapcksk@gmail.com

010-3772-9318

김시영

3

centog22@hanmail.net

010-3203-8581

김영록

5

yrkimyskr@hanmail.net

010-5417-2958

김영철

8

youckim@snu.ac.kr

010-6224-9212

김영환

1

info@hanmiherbs.com

323-490-9939

김옥형

2

koh1593@naver.com

010-3661-0450

김왕철

3

wang9988@naver.com

010-4629-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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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8

yongnkim@gmail.com

010-4061-5253

김용대

2

ydkim12@hanmail.net

010-2999-9958

김용수

6

ilpaysk1@hanmail.net

010-3201-6259

김용진

7

yjkim52@hyosung.com

010-4877-6688

김용하

4

yhakim22@gmail.com

010-9221-9586

김원식

6

wskim1@kogas.or.kr

010-3741-6258

김유신

6

yuskim51@gmail.com

010-5394-0684

김윤환

3

김은직

6

--

eunjickim@hanmail.net

010-866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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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3

righteousowen@gmail.com

010-6748-1951

김인달

4

kimindal@hotmail.com

010-8956-5423

김인성

3

ksbin2004@hanmail.net

010-5343-9159

김인식

3

iskim1221@hanmail.net

010-5296-9724

김인택

6

itk@ihug.co.nz

김일동

1

ildong0928@hanmail.net

김일천

4

김재운

3

cpm114@naver.com

010-2278-5873

김재훈

8

jhoon55@naver.com

010-7271-7037

406 그리운 22 학우들아

--

010-8998-7106

778-928-4944

김정식

4

rainbowkim@ymail.com

010-4785-9020

김정일

8

jisanwon@daum.net

010-4724-5517

김정환

4

jkim@utnet.utoledo.edu

419-787-1310

김종관

3

kimjk@appkor.co.kr

010-6224-9255

김종목

8

fc@nabakem.co.kr

010-8918-9238

김종선

7

--

김종수

4

909-973-9924

김종순

1

js-gim@hmall.com

010-3309-9403

김종진

2

jjijjikim@hanmail.net

010-522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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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7

email4jhkim@gmail.com

010-2020-3459

김준호

5

seinjhk@hanmail.net

010-3598-9635

김중곤

6

jgkim@snu.ac.kr

010-8981-8181

김지혁

5

jeekiehm@gmail.com

917-693-0200

김진성

3

jskim350@gmail.com

213-446-9865

김진호

5

yulo88@naver.com

010-5582-0488

김진환

4

김창식

2

김충식

1

408 그리운 22 학우들아

010-890-1578

cskimjm@gmail.com

010-5282-1123

010-5409-3445

김치영

2

cykim@smc12.co.kr

010-8946-8300

김태극

8

tgsubeeny@naver.com

010-4949-1965

김태성

5

implant01@korea.com

010-9918-2845

김향태

2

kht510101@hanmail.net

010-5443-0144

김헌

6

heunkim326@hotmail.com

201-600-0524

김형민

5

cushy2@naver.com

010-3488-8582

김형수

2

김호성

3

97wairakei@gmail.com

22-4134-595

김홍기

3

khk5108@hanmail.net

010-6288-0879

010-9075-9584

9. 동기명부 409

김희건

2

김희경

5

--

남궁완

6

010-5203-5180

남대희

1

dhnam22@hanmail.net

010-3377-9675

노성호

2

shnoh@kpu.ac.kr

010-5250-7455

노현덕

4

hj623hd@naver.com

010-3908-0007

노희홍

3

hhnoh3@dreamwiz.com

010-2257-7652

라채규

1

laworld@chol.com

010-5253-3731

류병렬

6

410 그리운 22 학우들아

dockimus@naver.com

201-694-8476

--

류태우

3

문주일

1

yelsea1@kornet.net

010-8906-6952

민윤식

6

nasdaqkr@gmail.com

010-4814-1279

박경철

3

kcpdonga@hotmail.com

010-8231-1674

박규열

8

kyuypark@gmail.com

604-803-8864

박기서

8

ks0411@gmail.com

010-7525-6567

박기석

3

pks@khcustoms.co.kr

010-5253-6397

박길상

1

ksp222@naver.com

010-3013-0326

박남주

6

njoy88@dreamwiz.com

010-5312-5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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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억

4

napark@stonybrooksci.com

610-639-7383

박동철

8

dcpark@cnu.ac.kr

010-5408-3429

박래부

7

parkrb78@hanmail.net

010-6333-8880

박민종

5

pklee@hitel.net

010-6636-1336

박상규

6

skpark@hanyang.ac.kr

010-3725-0365

박석산

8

pstonemt@naver.com

010-6202-7536

박석호

7

shpark2469@gmail.com

010-4331-6371

박성훈

1

shp0917@hanmail.net

010-5405-0015

박승룡

4

a1@daumtech.net

010-37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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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

7

viacircle@yahoo.com

213-700-0104

박승전

1

lifipark22@gmail.com

010-5413-0288

박영근

7

ykpark@heartychem.co.id

804-366-7289

박영섭

4

ricardopark01@yahoo.com

908-246-7358

박영수

8

kist0259@hanmail.net

010-5223-0259

박용덕

2

박용서

2

hejuma@hanmail.net

010-8236-1973

박용원

5

ywparkob@yumc.yonsei.ac.kr

010-5221-4008

박우규

7

woopark11@gmail.com

010-4002-5050

010-3242-5409

9. 동기명부 413

박원준

3

dasancorp@hanmail.net

010-5225-6104

박유신

7

parkyuhshin@hanmail.net

010-5281-5637

박정현

8

chhyunpark@hanmail.net

010-6329-5160

박종수

2

jsparker@hanmail.net

010-9403-1603

박종연

7

jypark9109@korea.com

010-9352-9109

박중배

1

baemi22@naver.com

010-5326-8278

박진도

1

jdpark@cnu.ac.kr

010-9045-5188

박철성

2

pcstf@naver.com

011-9020-8403

박철호

8

414 그리운 22 학우들아

--

박춘범

1

cbpark@e-daewoo.com

박태현

7

ppp2356@naver.com

박현용

1

박형서

3

henryhsp@dreamwiz.com

박호진

5

hjp1317@hanmail.net

박효정

4

sshjpark@samsung.com

010-5345-7640

박흥덕

5

phd1227@hanmail.net

010-3895-8817

박희수

2

lawpark2413@korea.com

010-5397-2413

배진건

8

jinkeon.pai@gmail.com

010-6708-9779

--

010-3739-8461

--

010-5277-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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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우

7

paeksw12@hanmail.net

010-8407-0794

백용렬

6

bumilco@chol.com

010-7686-2501

변선우

5

byun4u@hanmail.net

010-2371-0403

서구

2

서기

6

arcsk0201@empas.com

010-5525-3060

서동원

3

sdw7150@naver.com

010-5270-2377

서병일

4

bis0116@hamail.net

010-7662-7874

서양석

4

yangss1010@naver.com

010-5383-1209

서정항

3

chsuh2001@naver.com

010-8890-2001

416 그리운 22 학우들아

--

서종민

7

calkospeedline@hotmail.com

서철원

8

dhuni06@unitel.co.kr

010-8791-5254

석균욱

2

bty4u@hanmail.net

703-400-2709

석영수

4

yssuk119@naver.com

010-8901-3211

소성진

5

손광영

2

365young@gmail.com

010-5269-4925

손승철

4

son404@kangwon.ac.kr

010-3154-0957

손엽

5

yson0102@hotmail.com

540-305-9098

손영국

1

ysonk@hanmail.net

--

010-5135-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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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교

6

vvkys099@hanmail.net

010-4852-9480

손정수

5

hand6450@hanmail.net

010-3758-6450

손훈재

8

eson9034@nate.com

010-4374-1834

송경헌

6

kh7song@daum.net

010-8984-4950

송길호

7

khsong52@daum.net

010-9777-3811

송수석

6

sssong3003@naver.com

010-4420-3003

송순현

2

bomnahl@naver.com

010-8242-7033

송영복

8

ybsong@kpmtech.co.kr

010-9164-5599

송종철

4

jcsong@hanyang.ac.kr

010-2725-5465

418 그리운 22 학우들아

송철수

7

cheersong@naver.com

010-8912-5007

신대식

5

daisik-shin@hanmail.net

010-5258-9644

신원철

8

wcshin@kigam.re.kr

010-3030-3201

신종섭

4

js1128@kornet.net

010-4401-2022

신학수

2

ws1506@naver.com

010-4748-0273

안성균

5

Creativeservmgmt@gmail.com

571-722-5726

안우성

5

ahnws0814@yahoo.com

562-755-8005

안인모

2

imoahn@hanmail.net

010-3744-4941

안재세

8

bdjsa@hanmail.net

010-572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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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국

7

안종석

2

webmaster@koreasignal.co.kr

011-284-1221

안종한

3

juneahn01@naver.com

010-9180-1983

양민식

8

msyang2@hanmail.net

010-2287-5898

양승인

5

siyang@ssu.ac.kr

010-5319-4461

양승찬

1

yjungmo@chollian.net

010-5226-3452

양재우

7

jwyang@etri.re.kr

010-2800-0020

양종하

6

jhyang1@naver.com

010-6649-9574

양창수

2

chsyang@scourt.go.kr

010-2460-0248

420 그리운 22 학우들아

010-8764-0034

어연호

3

엄춘택

8

hankang@hankanghotel.co.kr

010-3723-5131

오성규

6

kobodang@yahoo.com

647-208-4463

오성연

4

syoh8103@paran.com

010-7158-3920

오성학

8

saintosh@naver.com

010-5281-0701

오재훈

7

jaehoon4789@gmail.com

010-3852-4789

오태근

6

tgohgeun52@gmail.com

010-3290-6810

오희찬

3

010-7444-2505

왕재열

3

010-4344-0205

--

9. 동기명부 421

우갑상

6

kaustinwoo@yahoo.com

202-412-3483

우순명

4

naracor@unitel.co.kr

010-3759-0338

원세훈

2

wonsh21@yahoo.co.kr

원창희

3

won-changhee@hanmail.net

010-6418-1862

위거찬

1

wkc@mjc.ac.kr

010-4543-5076

유석인

5

sukinyoo@gmail.com

010-7103-1485

유성근

8

simonync@dreamwiz.com

714-933-5565

유영제

7

yjyoo@snu.ac.kr

010-3890-7411

유인식

2

isyoo51@hanmail.net

010-6424-7150

422 그리운 22 학우들아

--

유장렬

4

jrliu21@gmail.com

010-6251-3894

유재훈

1

jhryoo0716@gmail.com

010-9047-1330

윤대영

8

jacob0310@hotmail.com

010-5257-1711

윤성학

3

ysh21@hanmail.net

010-3282-5595

윤세원

8

swyoon00@gmail.com

010-5262-2583

윤승남

5

윤영진

2

lhwyyj0315@hanmail.net

윤인남

1

yi@eunsanco.co.kr

윤인배

3

--

010-5211-7168

02-548-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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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택

2

010-3728-8682

윤정선

5

03-3583-5655

윤종수

1

dooalman@empas.com

010-6246-8009

윤지현

7

ynr@korea.com

010-3318-5725

윤진영

3

yj23166@naver.com

010-2782-1579

윤한

8

윤현로

8

yoonhr@chol.com

010-5074-5894

윤호기

6

h2k15y@hanmail.net

010-2367-6616

윤희태

1

orwakkorea@live.co.kr

010-3278-6142

424 그리운 22 학우들아

--

이강업

0

jeanie@hanyang.ac.kr

010-8754-2711

이강욱

6

kangwook.lee.ibm@gmail.com

914-275-5475

이경우

8

kwlee8752@dreamwiz.com

010-7219-0715

이광화

1

kh-lee@hanmail.net

010-2356-2453

이규성

7

kyusung@yumc.yonsei.ac.kr

010-8779-3436

이규식

6

docdali@hanmail.net

010-7582-0075

이규장

6

dosa251@daum.net

010-2138-1266

이규형

2

khlee74@hanmail.net

010-9633-9760

이기철

8

appraiser83@naver.com

010-814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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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룡

6

kylpva@gmail.com

010-6263-3701

이길수

7

ksl1132@naver.com
(케이에스엘1132)

--

이남영

3

nlee@sejong.ac.kr

010-5356-2821

이동준

8

djmetek@hanmail.net

010-6303-1651

이명한

3

이명훈

3

lmh@ksd.or.kr

이문수

2

lmoonsoo@dreamwiz.com

이문식

7

이병철

8

426 그리운 22 학우들아

010-3211-6301

--

010-2226-5573

010-8863-4715

leebc740@hanmail.net

010-3462-5316

이봉주

6

bongjoo_lee@hotmail.com

805-405-5773

이상갑

1

sglee184@hanmail.net

010-6685-7111

이상만

7

b9203846@hanmail.net

010-4186-5696

이상설

7

ssl5166@naver.com

010-6238-6881

이상우

7

swlee007@aol.com

562-405-5702

이상한

7

shlee@hansung.ac.kr

010-9270-4062

이상협

7

leesh@hufs.ac.kr

010-5387-4302

이석영

7

010-7547-6665

이성우

5

647-4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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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8

이숙형

6

--

이승민

6

--

이시우

5

srhee@postech.ac.kr

010-9028-3265

이영범

6

yblee5224@gmail.com

973-464-9595

이영섭

5

이영종

6

youngjonglee@hanmail.net

010-4610-3317

이영찬

1

chabong37@gmail.com

010-9066-2927

이영호

3

428 그리운 22 학우들아

hscor0612@naver.com

010-3768-5807

--

010-5301-7205

이용길

5

Cliffordlee.cl@gmail.com

201-452-8388

이용남

1

yygnam2@hanmail.net

010-3704-7658

이용준

3

81-6185-0073

이우관

7

010-4811-0517

이욱

3

이원희

4

이인식

1

이일

4

--

이재근

5

010-2270-3044

h-det@dwku.com

010-8991-6721

--

ishik21@hanmail.net

010-904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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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7

jay.lee@sprottkorea.co.kr

010-3440-2400

이정중

5

leej@snu.ac.kr

010-3668-5725

이정희

4

jhleee1st@yahoo.co.kr

010-3852-5753

이종천

4

mn1861@hanmail.net

010-4051-8680

이종현

2

lee@hanixbio.com

010-5341-2894

이종훈

2

이중희

5

이철규

2

이철화

3

430 그리운 22 학우들아

--

cisair@hanmail.net

010-3904-6373

010-8318-4931

karam@kotis.net

010-5282-8921

이태수

2

이태재

5

taejae.lee@samsung.com

이필중

8

pjl@postech.ac.kr

010-2533-3232

이홍렬

6

leeprivate@gmail.com

201-233-6380

이홍로

4

leehr@cnu.ac.kr

010-9487-1798

이화영

4

fredlee@rogers.com

416-722-2475

이흔

6

hlee@kaist.ac.kr

010-3294-1198

이흥철

6

이희정

8

--

--

010-4357-2003

51hjlee@hanmail.net

010-9973-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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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

4

임경락

1

knrim@naver.com

010-3852-5750

임남빈

5

nambiny@hanmail.net

010-3342-0422

임승영

7

ssyylim@hanwha.co.kr

010-7633-2148

임용승

1

임용택

3

imyt@meritzcrc.com

010-8654-9449

임의순

4

uslim2@hanmail.net

010-2216-2770

임재국

5

임춘봉

8

432 그리운 22 학우들아

--

--

--

cbnlim@gmail.com

010-2430-0160

임충빈

8

im_studio@kakao.com

임태성

3

llawer@chollian.net

장경덕

7

장동명

6

cdm1049@naver.com

010-3173-1049

장만철

0

seonwooj@hanmail.net

010-5394-9116

장익순

2

ikchang52@gmail.com

010-6352-8300

장재국

0

장진석

4

장진현

7

010-9466-0418

--

010-6455-9718

011-8907-1541

Jinseok.Jang@koreaaero.com

010-7127-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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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학

8

장학순

0

전덕표

6

jdp@yahoo.co.kr

010-5719-2139

전명권

8

mkjeonkr@naver.com

010-3725-0413

전세동

5

hkumma@hotmail.com

909-524-8200

전승하

7

stevechon22@gmail.com

510-759-6091

전찬영

8

jcyoung0203@daum.net

010-8882-6900

전해양

7

--

정건

0

--

434 그리운 22 학우들아

chchang52@daum.net

010-3716-7439

010-7738-2190

정규하

7

que001@naver.com

010-8907-6015

정균기

3

kyungc@hanmail.net

010-5587-4639

정동칠

8

kotec98@paran.com

010-5290-6816

정병대

3

bdjung@kyungnam.ac.kr

010-4766-7817

정병일

2

et5108@naver.com

010-5236-9783

정보영

5

010-6270-5586

정세만

2

010-2271-6613

정열

2

정영철

2

yulc01@hanmail.net

010-2373-4389

010-3469-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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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철

1

정운봉

4

wbjung@hotmail.com

--

정의진

7

ejeong1@gmail.com

512-791-6380

정종호

1

jonghochung@hotmail.com

562-396-3274

정진국

0

정창영

2

정철인

1

--

정필용

6

--

정학상

7

436 그리운 22 학우들아

--

--

sscyn@hanmail.net

hschung@farmsco.com

010-8108-9235

010-4808-1530

정형근

4

beomkookr@hanmail.net

010-5353-9152

조건식

5

sn21ko@naver.com

010-3849-7400

조달제

1

jocars@hanmail.net

010-9000-3446

조덕호

8

dhcho@hanbat.ac.kr

010-4466-6098

조보형

5

bhcho@snu.ac.kr

010-9072-7260

조연호

1

yhccho@gmail.com

조영선

6

tomococys@gmail.com

010-5282-6843

조용근

6

potato1837@naver.com

010-3760-7294

조원국

1

hyunghocho@naver.com

010-8463-8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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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화

6

inwhacho@gmail.com

410-303-0766

조창동

7

Artopiacho52@gmail.com

11-3458-3450

조철중

3

cjc015@hanmail.net

010-8758-5584

주재훈

4

jetenergy@nate.com

010-3714-6989

지성훈

6

zhizone@naver.com

010-3661-1225

지용붕

4

boong1221@hanmail.net

010-7774-6602

진상국

3

skjin1@hanmail.net

010-8970-7135

진영산

3

stepanojin@gmail.com

010-5108-8564

진인준

6

skyjean999@naver.com

010-9433-9040

438 그리운 22 학우들아

천병수

4

천용태

7

최규엽

2

kyuyeopchoi@gmail.com

010-3274-2900

최돈오

2

donohstar@hanmail.net

010-3755-2461

최동용

3

최동호

4

dh6700705@nate.com

010-3849-5781

최순식

4

soonsikchoi2000@yahoo.co.kr

626-506-7100

최원용

8

wychoi77@hanmail.net

010-2899-7077

최응상

4

pddtr@cau.ac.kr

010-3710-5998

kevinbchun@gmail.com

917-340-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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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용

3

cuizongrong@gmail.com

010-5259-9514

최중영

1

jungyoungchoi@gmail.com

614-558-8711

최지성

1

gschoi@samsung.com

010-5252-2854

최태환

6

thchoi726@hanmail.net

010-9689-2064

최택상

1

tesachoi@naver.com

010-8283-3816

추광현

7

kwanghyon.chu@gmail.com

516-652-0097

하윤도

1

ydha@didevanlay.com

010-3762-5760

하헌표

3

hahp@naver.com

010-2753-5416

한상희

3

tigershan50@yahoo.com

714-369-5455

440 그리운 22 학우들아

한성섭

6

한성협

7

한택상

5

ts.hahn@kopti.re.kr

010-7195-9200

허욱렬

8

uyhuh@inha.ac.kr

010-3734-7002

허철령

6

mamuya@naver.com

010-5473-3293

홍갑선

5

kshongmd@yahoo.com

010-7570-4942

홍기창

7

hkc6103@hanmail.net

010-3729-2079

홍삼표

8

hongsp@snu.ac.kr

010-9005-2637

홍성희

4

shhong5207@naver.com

010-6226-7373

jusungh@gmail.com

010-3239-0277

010-480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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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희

4

aaaa4d@hanmail.net

010-2971-3393

홍종근

2

Paul.Hong@utoledo.edu

419-297-5611

홍창훈

2

changhoonhong1952@gmail.com

908-227-1898

황대식

7

daesik.hwang04@gmail.con

010-3276-8307

황영민

1

황재명

6

md575@chollian.net

--

황진하

7

jh3438@gmail.com

010-3139-3438

황홍연

7

h33615@hanmail.net

011-348-2467

442 그리운 22 학우들아

--

우리 곁을 떠난 친구들
이름

반

계무근

사진

이메일

핸드폰

비고

2

--

作故
2005년 4월 27일

김기욱

6

--

作故
2010년 10월 4일

김기홍

3

--

作故
2001년 5월 11일

김남수

6

--

作故

김상기

1

010-6243-7711

作故
2021년 4월 9일

김성탁

8

010-3793-6141

作故
2014년 12월14일

김성태

2

--

作故
2001년 7월 7일

김세윤

7

019-245-3380

作故
2010년 5월20일

keboskkim@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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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hkim1017
@yahoo.com

--

作故
2004년 8월 31일

2

--

作故
2013년 10월8일

김전리

8

--

作故
(시기不詳)

김중식

8

--

作故
2006년 1월2일

김태영

3

--

作故

김평

3

--

作故
2021년 9월

김형근

7

--

作故
2002년 6월4일

김홍기

6

--

作故
2002년 2월 19일

노용우

1

--

作故
2006년 5월 29일

김영조

5

김윤기

444 그리운 22 학우들아

proeco@
chollian.net

--

作故
2015년 10월23일

6

--

作故

박도순

1

--

作故

박춘규

1

--

作故
2004년 12월 20일

박춘기

5

--

作故

박홍구

1

kuhpark@
hotmail.com

--

2017년 4월 5일
作故

상경환

4

stariysang@
yahoo.co.kr

류재군

6

박길상

作故

010-3767-8049 2018년 12월 10일
오후1시경

성의식

2

--

作故

성이제

1

--

作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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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학

8

010-6488-9836

作故
2021년 4월 21일

안정헌

4

--

作故
2001년 9월 11일

유성선

5

011-9148-5003

作故
2018년

유영선

2

--

作故

유종길

4

--

作故
2021년 9월 12일
01시

윤철원

5

010-7196-3845

作故
2010년 2월 22일

이강진

8

--

作故
2004년 7월 16일

이규도

3

010-2204-0557

作故
2021년 10월 6일

--

作故
2018년 6월 26일
04시 30분
(미국동부현지시
간)

이기영

4

446 그리운 22 학우들아

ssyu476@
hanmail.net

eq0022seoul@
naver.com

kysajang@
aol.com

이기준

1

--

作故

이기태

4

--

作故

이동성

3

--

作故
1997년 12월 10일

이발원

4

--

作故

이상대

4

--

作故
1989년 11월 8일

이상훈

3

010-9134-4730

作故
2017년 1월 21일

이성훈

6

--

作故
1987년 11월 8일

이영욱

3

--

作故
2015년 11월 23일

이재홍

4

010-5307-4310

作故
2022년 7월 13일

sanghlee@
dsemi.com

herbiolee@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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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 –soon @
hanmail.net

010-3046-9708

作故
2014년 12월 17일

1

--

作故
2017년 추정

이형준

8

--

作故
2007년 5월25일

이호섭

1

--

作故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임종순

5

limjs@
taejon.ac.kr

010-8820-4067

作故
2020년 7월 28일

장덕후

7

helpnk@
hanmail.net

010-5806-9331

作故
2022년 5월 22일

장세준

7

--

作故
2007년 10월 6일

장우순

1

--

作故
2012년 9월 21일

전민수

8

010-3203-1099

作故
2022년 5월 19일
01시 21분

이종순

8

이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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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yeonchon@
gmail.com

999chong@
hanmail.net

010-7251-0999

作故
2015년 9월 9일

3

--

作故
2009년 3월 17일

조재만

5

--

作故
2001년 2월 24일

조홍연

2

010-5440-3274

作故
2015년 4월7일

최경락

4

--

作故
2000년 4월 29일

최봉준

4

010-8705-2309

作故
2018년 8월 28일
23시 52분

최원형

4

--

作故
2008년 2월 18일

최재영

4

--

作故
2011년 10월 30일

최정덕

4

--

作故
2005년 11월 4일

전종구

1

정성화

cho4d@
dreamwiz.com

bjchoes@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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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면

1

--

作故

최철수

7

--

作故
1994년 5월 28일

최형태

4

htchoi@
kangwon.ac.kr

010-6377-8524

作故
2019년 12월 3일
02시경

한동헌

8

hl1ovc@
hanmail.net

010-5307-6603

作故
2021년 4월 27일
23시 35분

한철희

5

--

作故
2002년 2월 18일

홍승렬

1

010-4352-8166

作故
2013년 7월9일

황규선

8

--

作故
2008년 3월 6일

황종수

1

--

作故
199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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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h109@
hanmail.net

50주년기념 행사추진 기금 현황
(단위 만원/ → 2022.7.12.)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962-940920 황대식)

1. 총 모금(2020.8末분 + 2022.5 → 추가)

2억 7,346(+이자 306.4)

- (’20년/82명 +3건) + 17명(’22.5→): 24,846+2,500(신규)

2. 그간 지출(2020년 집행분 + 22년도분)

1,175.3 + 249.7 = 1.425.0

3. 현 보유액(1-2/27,346 + 306.4 - 1,425.0) = 2억 6,227.4만
4. 50주년 추진기금 참여자 명단
가. 국내 참여자(80명+발전기금위/청담회)
고순환 고승국 곽성균 권경환 김세영 김수종 김시영 김용수 김왕철 김유신
김일동 김재운 김정일 김종관 김종호 김준호 김중곤 김형수 라채규 박동철
박래부 박석산 박용원 박우규 박유신 박종수 박진도 박흥덕 박희수 배진건
서병일 석영수 손광영 손훈재 신학수 안종국 양승찬 양창수 엄춘택 위거찬
유인식 유장렬 유재훈 윤대영 윤일택 유석인 이규형 이남영 이동준 이상설
이상한 이수형 이시우 이용남 이재우 이정중 이종현 이철화 이필중 임경락
임충빈 장진석 장창학 전명권 전찬영 정균기 정병일 정학상 조건식 조보형
지용붕 진영산 최규엽 최응상 최지성 최택상 허욱렬 홍기창 홍삼표 황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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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참여자(19명+USA 공용)
고연환 김경환 김능집 김영환 김용남 김지혁 김진성 석균욱 우갑상 이강욱
이영범 이영철 전세동 천병수 추광현 한상희 홍종근 홍창훈 황치만

다. 참여자(99명+3기관) 액수별 구분
2천만: 이철화 발전기금 (2)
1천만: 김진성 김형수 석균욱 엄춘택 윤대영 이종현 조보형 최지성 (8)
5백만: 김영환 김준호 유장렬 이규형 이재우 정학상 (6)
3백만: 곽성균 김정일 라채규 박우규 서병일 손광영 윤일택 조건식 최응상

청담회 (10)
2백만: 고순환 김세영 김왕철 김유신 박석산 배진건 신학수 안종국 유인식

유재훈 이남영 이상한 이수형 이정중 전찬영 정병일 홍창훈 홍삼표
황대식 (19)
1백만: 고연환 권경환 김능집 김수종 김시영 김용남 김일동 김종관 김종호

김중곤 김지혁 박동철 박유신 박종수 박진도 박흥덕 석영수 손훈재
양승찬 양창수 우갑상 위거찬 유석인 이강욱 이동준 이상설 이시우
이영범 이영철 이용남 이필중 임경락 임충빈 장진석 장창학 전명권
정균기 지용붕 진영산 천병수 최규엽 최택상 추광현 허욱렬 홍기창
황치만 USA공동 (47)
50만: 고승국 김경환 김용수 김재운 박래부 박용원 박희수 전세동 한상희

홍종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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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마다 지녀온 기억의 작은 조각들을 끌어 모음으로써, 망각
저편으로 가뭇없이 사라져갈 우리의 젊은 날을 복원시키고자 했다.
경희궁 터를 바탕으로 친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순수한 모습으로 남
아 있는 그리움과 긍지, 아쉬움의 사연들이 눈물겨운 바 있다.
졸업 당시 후진국이던 한국은 이제 문화와 경제, 민주주의가 성숙한
세계적 선진국이 되었다. 실로 자랑스럽다. 우리야말로 각 분야의 선두
에서 선진국화를 이끌어온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그런 자부심
과 고군분투, 모색, 성취 등의 치열하고 빛나는 기억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대해 많이 담담해지는 나이를 지나고 있다. 우리는
먼저 떠난 친구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사랑했고, 이 문집
에 투고하지 않은 많은 학우들에게도 변함없는 우정과 존경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두고 싶다. <박래부>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2년 전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하나씩 치렀을 테고, 지금쯤은 그 기억들을 거의 날렸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덕분에’ 문집 하나 건졌다고 생각하니 코로나가 그렇
게 몹쓸 놈은 아닐 수도 있겠다.
22회 단톡방에 올라있는 동기가 220명, 해외 동기까지 합쳐도 270
명 정도인데, 무려 80명이 원고를 보내주셨다. 3할에 가까운 좋은 기
록이다. 사실 박래부 위원이나 나는 원고 독촉에 별 관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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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올렸으니 보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방관자였다. 반면에 이
규형 위원장은 끈기있게 원고를 독촉하고 권하는 집념을 보였다. 이만
한 성적을 올린 것은 위원장 공이 크다.
우리들 80명은 기쁜 일이건 안타까운 기억이건 숨김없이 나눴다.
훗날, 우리나라 산업화시대의 엘리트 교육을 연구하는 자료로도 오늘
이 기록이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필자들 사진은 김시영 학형이 일일이 손봐주었다. 새삼 감사를 드
린다. <김일동>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와 컷을 그려본다.
내가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어 고맙고 행복하다.
무슨 일이든 자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렵게 결심하고 무엇을 시작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주저리주
저리 쓴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그것을 십분 이해하거나 감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엽서를 쓰면서 그 순간 몰두하고 정화되는 느낌, 컴퓨터 활자가 아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대로 구체화되는 기쁨만으로도 즐겁지 아니
한가? 누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기쁨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
해지는 것, 그것이 엽서를 쓰면서 느끼는 보람이다.
오늘 아침 동창회의 동기명단을 보면서 생각이 많다. 올해가 벌써
졸업하고 50주년이 지나 이제는 60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모두
졸업 60회, 70회를 향하여 건강합시다. 몸도 마음도.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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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年初 5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을 맡고, 코로나 難局속에서
우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기념문집 추진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특히 몇 명이나 참여할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팀 구성 문제에 苦心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니, 감사드
린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정완호선생님, 김성대선생님께서
흔쾌히 5-60년전의 시간을 回想해주신 데에 각별한 감사인사를 드립
니다. 투고해 주신 친구들은 물론, 비록 투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모습의 문집이 나올지에 큰 關心과 聲援을 보내주신 많은 친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일동, 박래부, 서 기, 임충빈 편집위원, 제일문화
사 조한서 사장께 마음깊이 고마움을 적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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