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뢾문뢿 정도를지나침은오히려하지않은것보다못하다는뜻으로, 중용

(中庸)의중요함을이르는말.

제276호 퀴즈문제

○ icoop 자연드림상품권(3명):조정환(명륜동), 배서하

(칠산동), 예경원(온천동)

○동래할매파전 식사권(2명): 조인준(수민동), 이강순

(명장동)

○ 메가마트 동래점 상품권(2명): 최상화(낙민동), 이인숙

(수안동)

○예원한정식식사권(1명):김지영(사직동)

○ 빠리쟝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2명): 장한규(낙민동)

이혜성(온천동)

○허심청온천이용권(2명): 변은경(온천동), 김정은(안락동)

○스시몬점심특선식사권(1명):박경희(온천동)

○맘스터치식사권(2명):조혜영(사직동), 김보건(명장동)

○합천일류돼지국밥 식사권(2명): 박기훈(낙민동), 장수

만(안락동)

동래고을리포터추첨모습

▣제275호 당첨자

제275호 퀴즈는 총 43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그가운데

정답자는 421명이고,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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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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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호 퀴즈정답

일취월장(日就月將)

5인 목욕권 (3만원 어치) 1명

☎ 558-2942 새마을금고수민동분소 2층

상품권 (3만원 어치) 2명

☎ 550-6000, 550-6001

동래점

글굛그림김용덕

▣응모요령

숨은한자를재미삼아찾아보시고우편엽서에사자성어(한글 또는한자)

정답과 상품을 받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2019년 7월 19일까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동래고을제277호에게재됩니다.

주는 게 행복이다
뢿

최 원열

언론인(前국제신문논설위원)

최근 외신 토픽 중 그야말로 릫억릮

소리나는 두 사건이 있었다. 릫투

자의 귀재릮 워런 버핏과 아마존

소유주이자 세계 최고의 갑부인

제프 베조스와 이혼 소송 중인 아

내메켄지가그주인공들이다.

버핏은 점심 식사 경매로 유명

한 인물. 그와 스테이크 식사자리

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 지난해 역대 최고기록

이었던 낙찰가 39억 원을 올해

릫사뿐히 즈려밟았다릮. 무려 54억

원을넘는다.

두 번째 뉴스. 베조스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 매켄지가

받을 위자료가 물경 44조1700억

원에 달할 거란다. 돈을 떠올리자

눈이 핑핑 돌고 정신이 혼미해진

다. 맙소사, 릫우째릮 이런일이굩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돈 자랑

이아니다. 릫너릮를 릫나릮처럼 생각하

고 돕겠다는 그들의 갸륵한 마음

이자정성이다.

돈 버는 건 릫기술릮이고 돈 쓰는

건 릫예술릮이라고 했던가. 버핏은

릲돈버는과정을즐기고, 의미있게

돈을 쓰는 것이 행복릳이라고 갈파

한 바 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보다 어떻게 벌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명언이 아

닌가. 버핏은 헛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경매는 20년 째쉼없이해오

고 있다. 물론 수익금은 전액 빈민

들을 위해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9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억만장자들의

모임(릫더 기빙 플레지릮)을 만들어

갑부들을 끌어 모으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여기에 가입하면 릫재산

절반 이상을 자선 사업에 내놓겠

다릮고서약해야한다.

매켄지도 기부에 관한 한 버핏

에 질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녀

는 어쩌다 보니 원치 않는 거액의

돈을 갖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릲금고가 텅 빌 때까지 자선 활동

에 힘을 쏟겠다.릳 단 한 문장으로

이토록 강렬하게 기부 열정을 표

현하다니. 그리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릫더 기빙 플레지릮에 가입한

그녀다. 아름다움이란 이럴 때 쓰

는말이아닐까.

릫행동으로 존재하라굩릮는 돈키호

테의 말을 거침없이 실천에 옮긴

버핏과 매켄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여기 권하고 싶은 문구 하나를

소개한다. 릫삶은 갖기 위한 것

(for getting)이 아니라 주기 위

한 것(for giving)이니 그렇게 하

려면 관용을 베풀어야(forgiving)

한다릮.

요산김정한의동래고보제5회졸업기념사진. 맨뒷줄가운데고개돌린학생이김정한이다. 1928년 3월 5일찍은사진이다.

동길산시인이쓰는문학과동래이야기 소설가김정한의옥중시(詩)

감방벽돌가루로시를쓰다

6

동래고보출신김정한(1908∼1996) 소설가는반골이었다. 동래사람카랑카랑한기질을그대로이어받았다.

아닌것은아니라고했다. 매사그랬다. 그래서삶은강단졌으나강팔랐고뜻은고결했으니고단했다.

릲자식의손버릇이나쁘면고치도록꾸짖어야한다. 사회의모순과부조리를고발하는것은바로자식을길

들이는어버이의마음과같다.릳

김정한이 생전에 했던 말이다. 소설가 최화수가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로 있으면서 썼던 1977년 9월 탐방

기사에나온다. 자식을 키우는부모 마음으로불의를고발하며 사람답게살아가려 했던 이가 요산김정한이

다. 요산(樂山)은그의호다.

요산이 1956년 낸 첫 창작집 뢾낙일홍뢿 표지. 표지 그림은 향파가 그렸다. 옆에는 지인의 묘소를 찾은 향파 이주홍(왼쪽 두

번째)과요산(오른쪽끝). 뢾사진제공=요산문학관뢿

요산은 매사 그랬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했고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했

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번번

이 현실의높다란벽에좌절해야했

다. 번번이 역부족이었다. 그로 인

해일제강점기세차례나경찰에검

거됐으며광복이되고나서도세차

례감옥에갔다.

릫고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

다. 그것도 미리 각오한 바였다. 때

리고, 차고, 쑤시고, 물을 먹이고….

그러다간 단념을 했는지, 지친 탓인

지 릫굴뚝시험릮이라는 장난까지 하였

다. 릫굴뚝시험릮이란 긴 신문지를 길

게말아서두콧구멍에굴뚝처럼꽂

아 두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가

코로 들어가게 하는 고문이다. 눈알

이 빠지는 것 같고 코끝이 타다가

정신이나가버린다.릮

1928년 울산대현공립보통학교 교

원으로 있으면서 민족적인 차별 대

우에 불만을 품고 조선인 교원연맹

조직을 계획, 일경으로부터 가택 수

색을받고피검. 1932년 양산농민사

건에관련했다가피검. 1940년 동아

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하여 지국 일

에 전념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이

란죄명으로피검.

요산이 스스로 밝힌 연보에 나오

는 피검 기록이다. 모두 일제강점기

이야기다. 요산이일흔되던 1978년

발간한 삼성출판사 뢾한국현대문학

전집뢿 23권에 실린 자전 연보는 그

러나 광복 이후 세 차례 수감 기록

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을 언급하

기엔 당시 시국이 살벌했고 엄혹했

던탓이다.

자전 연보에 언급하지 못했던 수

감 기록은 뭘까. 뭐였기에 나이 일

흔에 이르도록 심중에 묻어둬야 했

을까. 1978년 그 무렵은 유신 독재

가 극으로 치닫던 시절. 지금과 달

리 사회적 금기가 숱했다. 말하면

안되는금기가장삼이사숱한삶을

옥죄었다.

1946년 미 군정에 끌려가 옥살

이.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8개월형무소복역. 1961년 투서 음

모로 인해 수감. 광복 이후 요산이

겪었던수감면면이다. 반공을국시

로 삼았던 박정희 시대엔 어느 것

하나 까발릴 수 없는 거였다. 자칫

자식까지 연좌제 사슬에 옥죌 형국

이었다.

다만, 1946년 미 군정 옥살이는

본인증언과달리공식기록엔보이

지 않는다.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명과 본적을 다르게 둘러댔을 가

능성이 크다. 그만큼 허술한 시대였

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죄인으로만들기일쑤였다.

수감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신분이확실했다. 1950년 수감할때

는 부산중학교 교사였고 1961년 수

감때는부산대교수였다. 1950년에

는 8월 15일부터 8개월, 1961년에는

8월 28일부터개천절까지였다.

릫나는 곧 손톱으로 그놈(감방 벽

돌 벽)을 한번 긁적거려 보았다. 무

척 딱딱했지만, 딱딱한 대로 조금씩

가루가 떨어졌다. 그놈을 손바닥 가

운데 모아서 침으로 이개어 보았다

(중략). 나는 곧 대젓가락 끝을 조

금 깨물어서 붓끝같이 만들었다. 그

걸 손바닥 가운데의 약간 불그레한

침에 적셔서 옷깃에 묻혀 보았다.

역시된다. 글씨가(후략).릮

요산의 옥중시 50~60수는 이렇게

지어졌다. 감방 벽돌 벽을 긁어 나

온 가루에 침 묻혀 입고 있던 차입

옷 안쪽에 쓴 시였다. 정황상 1950

년 감옥에서썼을이시들은그러나

요산이 릫풀려나갔을 때는 한 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찾을 길도 없었

다.릮 그 옷을 면회 온 부인에게주었

지만다른옷이없었던가난한부인

은 시가 적힌 줄 모르고 빨아서 옥

중남편에게차입했다.

요산이 기억으로 재생한 옥중시

다. 6월은한국전쟁이일어난달. 요

산의 옥중시는 1950년 한국전쟁 산

물이다. 찾을 길 없어 한 자 한 자

기억으로 재생했을 한 편을 되새기

며동래정신의상징이자우리시대

큰작가요산을기린다.

dgs1116@hanmail.net

■ 독자투고

지난호를읽고 릫복천동과나혜석릮

내 나이올해 74세인데예전부터늘

나혜석뢾사진뢿이란 이름을 듣고 알

고있었지만동래고을 5월호에실린

릫최초 여성 서양화가릮란 제목의 나

혜석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자세히

잘 알게 됐습니다.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옛날연인앞에비석을세우라

고신랑될사람에게약속을받아내

는그당참에매력을느낍니다.

53세 중년에 무연고 행려병자로

삶을 마감한 나혜석은 막내아들이

태어난 이듬해 이혼하여 자녀도 마

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에 버

림받고 사회에 버림받고 너무 안돼

서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동래고

을에앞서가는여성들을소개해주

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난 4월호 8면에실린이

영도 시인 이야기도 잘 읽었습니다.

영도 씨를 그리워하고 사랑한 그분

(청마 유치환)은 내가 여고 3학년

때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여 애통

한 마음에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

니다.

김경자(명륜동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