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뢾문뢿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이르는말.

▣응모요령

숨은한자를재미삼아찾아보시고우편엽서에사자성어(한글또는한자)

정답과 상품을 받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2019년 5월 17일까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동래고을제275호에게재됩니다.

제274호 퀴즈문제

○ icoop 자연드림상품권(3명):최충희(수안동), 손영옥

(안락동), 이의선(안락동)

○동래할매파전 식사권(2명): 박순남(안락동), 강유미

(명장동)

○ 메가마트 동래점 상품권(2명):홍영주(명장동), 윤효나

(온천동)

○예원한정식식사권(1명):최명신(사직동)

○ 빠리쟝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2명): 노정화(사직동),

박소현 (온천동)

○허심청온천이용권(2명): 최임준(복천동), 이치호(수민동)

동래고을리포터추첨모습

▣제273호 당첨자

제273호 퀴즈는 총 49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그가운데

정답자는 480명이고,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2019년

5월 10일까지거주지로우편발송합니다.

찾│아│보│는 얼│쑤│동│래

▣보내실곳

우편번호(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문화관광과동래고을담당자앞☎ 550-4071~4 친환경꾸러미교환권 (5만원어치) 3명

☎ 505-4494 사직2동국민시장입구

사직점

3인 식사권 (4만7천원 어치) 2명

☎ 552-0792 동래구청정문옆

4대째전통을이어오는

2인 식사권 (5만원 어치) 1명

☎ 556-1154 메가마트전화국쪽출구

케이크 교환권 (3만원 어치) 2명

☎ 555-5326 동래구청정문맞은편 허심청온천이용권

(2만2천원 어치) 2명

점심특선콤보1식사권 (2만원 어치) 1명

☎ 553-0303 메가마트옆옛일신초밥 1층

식사권 (2만1600원 어치) 2명

☎ 526-2221 4호선명장역 1번출구앞

명장점

2인 식사권 (2만원 어치) 2명

☎ 502-3355 (구)송월타올맞은편

삼성전자서비스옆

제273호 퀴즈정답

마이동풍(馬耳東風)

○ 스시몬 점심특선 식사권(1명):한준렬(복

산동)

○ 맘스터치 식사권(2명): 황서인(명륜동), 배

월순(온천동)

○합천일류돼지국밥 식사권(2명) : 곽석순

(온천동), 송준호(사직동)

상품권 (3만원 어치) 2명

☎ 550-6000, 550-6001

동래점

글굛그림김용덕

유료광고

※반별인원이정원미만일경우에는폐강될수있습니다.

2019년하반기동래문화회관정기대관신청

□대관시설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대관기간및신청

○대관기간 : 2019. 7. 1.~12. 31.

○ 신청기간 : 2019. 4. 29.~5. 7.

○ 신청방법

▶방문 : 2019. 4. 29.~ 5. 7.(오전 9시~오후6시, 토굛일, 공휴일제외)

▶우편 :부산시동래구문화로80(명륜동)(우편번호 47746)

▶FAX: 051-550-6619(전송후반드시전화로확인)

○대관결정통보 : 2019. 5. 31.까지

○대관결정방법 :대관심의위원회심의후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동래문화회관 홈페

이지공지사항 릫2019.하반기동래문화회관정기대관신청릮참조

□대관절차

○신청서제출(방문, 우편, FAX)⇒접수(적정여부검토)⇒ 대관 심

의⇒결정사항통보⇒사용허가일 30일이내동래문화회관사용신

청서제출(계약)⇒사용허가서교부및사용료납부

□신청시구비서류

○ 2019.하반기정기대관사용신청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http://culture.dongnae.go.kr)⇒

대관서비스공지사항

□문의 : 동래문화회관대관담당자(☎550~6612,6614)

금강공원이영도시비. 꽃은꽃대로피고잎은잎대로피는공원숲길에살짝숨어

있어그냥지나치기일쑤다. 시비는그래야한다.

동길산시인이쓰는문학과동래이야기 금강공원이영도시비

여미어도사릴수록그리움아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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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도 시인 사진과 서간집 뢾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뢿 표지. 서간집은 청마 유

치환시인이이영도시인에게보낸 5천통연서를추려서청마사후에나왔다.

봄이다. 꽃은 꽃대로 피고 잎은 잎

대로 핀다. 봄바람 들어 사람 마음

도 꽃은 꽃대로 피고 잎은 잎대로

핀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서 봄

바람 든 마음을 달랠까. 강도 좋겠

고바다도좋겠지만봄물오른공원

도 좋겠다. 금강공원은 동래구를 대

표하는 공원. 지금 오륙십 대가 어

릴 때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었

다. 봄이면상춘객이넘쳤다.

연간 백만 명굩 1970년대는 백만

명 넘는 관광객이 금강공원을 방문

했다고 공원 입구 안내판은 밝힌다.

그때는 입장료가 있었다. 차례차례

줄을서야했고공휴일이면끝이보

이지 않았다. 긴 줄을 서도 누구 하

나 투덜대지 않았다. 금강공원 원래

명칭은 금강원. 남한의 금강산이었

으니줄서는정도의수고는누구나

감내했다.

금강공원은 지금도 명품이다. 여

기저기 공원이 생기면서 릫부산에서

유일한 공원릮이란 지위는 잃어서도

기품은 여전하다. 기운이 여전하고

품격이 여전하다. 백만 명이나 드나

들던 절정기엔 누리지 못했던 호젓

함은도리어공원을더공원답게한

다. 호젓한 숲길을 걷다 보면 누구

나 시에 젖어 든다. 누구나 시인이

된다.

금강공원 시비 역시 시심을 건드

린다. 여기 시비는 여럿. 꽃은 꽃대

로 피고 잎은 잎대로 피는 호젓한

숲길에 살짝살짝 보인다. 시조 시인

이영도(1916~1976) 시비도살짝숨

어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지나치기

예사다. 시비라면 모름지기 그런 맛

도 있어야 한다. 릫나 여기 있소굩릮 대

명천지 떠벌리는 시비는 왠지 없어

보이고안돼보인다.

이영도 시조 시비는 시도 좋지만

서각도 좋고 조각도 좋다. 공원을

빼닮아 기품이 도도하다. 시인 또

한 도도했다. 그 유명한 청마 유치

환시인이쩔쩔맸다. 20년 동안 5천

통이나 되는 연서를 보냈어도 이영

도는 마음을 좀체 내보이지 않았

다. 5천 통 연서는간추리고간추려

서 청마 타계 한 달 후 책으로 나왔

다. 서간집 뢾사랑했으므로 행복하

였네라뢿다.

마음은 좀체 내보이진 않았지만

상심은 컸다. 이영도는 청마가 허망

하게 세상을 뜨자 시조 한 편 세상

에 내보인다. 가고 없는 청마에 내

보인 마음이기도 했다. 릫너는 저만

치가고/나는여기섰는데/손한번

흔들지 못하고/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푸른 돌로 굳

어라.릮 제목은 릫탑.릮 시인은모름지기

그래야 한다. 그립다고 말하는 대신

릫푸른돌로굳어라릮그래야한다.

이영도는 경북 청도 사람이다. 교

사를 지냈다. 스물아홉이던 1945년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 그

해 8월 남편과 사별하고 10월 통영

여중으로 옮겼다. 거기서 청마를 알

게 됐다. 동료 교사였다. 1953년 5

월부터 1년 반 부산 남성여고에 있

다가 폐병 치료차 마산 성지여고로

옮겼다. 1956년 가을 부산여자대학

으로 옮겼고 릫동래구 장전동릮에 애

일당(愛日堂)이라 불린 집을 마련

했다. 당시는 장전동도 동래구였다.

1967년 2월 13일 청마가 세상을 뜨

자그해서울로이사했다.

청마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이

야기 한 토막. 문인과 술자리를 가

졌던청마는술이좀되자애일당으

로 찾아가겠노라 전화했고 이영도

는 말렸다. 귀갓길에 청마는 변을

당했다. 이영도 상심은 오죽했을까.

릫오라고 할 것을….릮 이영도는 두고

두고 가슴 쳤다고 한다. 서울로 옮

겨 딸과 살던 이영도는 1976년 3월

6일 외출에서 돌아와 버선을 벗던

중 릲머리가아파굩릳 한마디남기고가

슴 치던 삶을 마감했다. 뇌내출혈이

었다.

이영도 시비에 새겨진 시조 릫모

란릮이다. 그리움은 아득하고 봄바

람, 마음을 건드린다. 꽃은 꽃대로

말하고 잎은 잎대로 말하는 이즈음.

당신은 심중에 묻어둔 말이 없는가.

차마 말하지못하고꼭꼭여민마음

은 없는가. 봄바람 핑계 대고 슬쩍

말해 버리자. 그리웠노라고. 사랑하

노라고. 시비를 보다가 하늘을 본

다. 겹겹이먼하늘이다.

dgs111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