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길산시인이쓰는문학과동래이야기 금강공원최계락시비

파아란잎, 빠알간꽃품은 릫꽃씨릮

7

1970년 7월 4일. 동시 릫꽃씨릮의 시인 최계락이 세상을 뜬 날이다. 주말이던 그날 밤 임종을 지키던 부인에게

릲미안하다릳한마디남기고영면에들었다. 1930년 9월 3일생이니만으로마흔이안된나이였다. 간암으로인

한요절이었다. 부인과 1남 5녀 어린자녀를둔가장으로서눈인들제대로감았을까. 벌써 50년 저쪽의일이

지만안타까운마음으로동래금강공원최계락시비를찾았다.

금강공원 최계락 시비 산책로. 시비에 새긴 동시 릫꽃씨릮는 꽃씨가 품은 세상이 얼마나 너르고 얼마나 고운지 알게 한다. 최계

락시인타계다음해인 1971년 세웠다. 내년 7월이면타계 50주기를맞는다.

최계락 시인 타계 10주기에 즈음

해 동시와 시 등을 실어 1981년

펴낸 추모시집 뢾외갓길뢿 표지와

생전 모습. 최 시인은 평생 신문

기자로 지냈다. 국제신문 정치부

장굛사회부장굛편집부국장이 마지

막직책이었다.

시비를찾아가는길. 한여름 7월인데

도서늘하다, 요 며칠 장마라서그러

리라.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물바람

이 살갑다. 정감이 넘친다. 생전 대

면한 적은 없지만 살가운 정이 넘쳤

다던최계락시인을보는듯하다. 배

고픈 시인이나 선후배가 찾아오면

같이밥먹었고밥먹을시간이없으

면 릫응분의정의릮를나누었다.

최계락 시인은 평생 신문기자로

지냈다. 경남일보 문화부장을 거쳐

국제신문 정치부장 겸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을 지냈다. 시인이 기자

로 지내던 1950년대와 60년대는 다

들 박봉이었다. 직장이 있는 것만으

로도 감지덕지하던 시절이었다. 기

자 역시 박봉이었다. 배고픈 시인이

나선후배를넉넉해서챙긴게아니

라워낙에성품이그랬다.

릫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릮 릫낙화의 시인릮 이형기

는 최계락과 단짝이었다. 세 살 아

래였지만 고교 시절인 1949년 만난

이래 최계락 하면 이형기, 이형기

하면 최계락일 만큼 수어지교였다.

1951년 뢾2인뢿이란 동인지를 내었고

같은 직장에서 밥을 먹었다. 최계락

은 국제신문 부산 본사에서, 이형기

는 서울 지사에서 근무하며 릫업무용

무전으로전화보다더쉽게말을주

고받을수릮있었다.

동인지 뢾2인뢿에 처음 발표한 릫꽃

씨릮다. 시인 중에 문청 시절 이 시를

외워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문학소

녀 시절 이 시에 마음이 물들어 보

지 않은 이가 있을까. 릫꽃씨릮를 처음

접하고서 꽃씨가 품은 세상이 얼마

나 너르고 고운지 알았다. 사춘기가

되고 첫사랑에 빠지면서 꽃씨보다

조그마한 당신이 품은 세상이 얼마

나 너르고 고운지 알았다. 그러면서

나도 시인이 되어 갔다. 릫꽃씨릮를 읽

고서 시인이 된 이는 또 얼마나 많

을텐가.

뢾꽃씨뢿, 뢾철둑길의 들꽃뢿. 최계락

시인이생전에낸두권의동시집이

다. 그리고 타계 10주기를 추모해

1981년 동시 시선집 뢾외갓길뢿이 나

왔다. 생전 가까이 지내던 친구, 후

배, 유일한 동생 최종락 등이 추모

사업회를꾸려두권의동시집에실

린시와미발표작을엮어서펴낸추

모 기념문집이다. 국제신문과 공동

으로 해마다 최계락문학상을 시상

하며 2018년 제18회 시상식을했다.

기업가인 최종락이 현재 최계락문

학상재단이사장이다.

릫그가 남긴 시집은 2권에 불과하

지만거기담긴주옥들은한국서정

시의한영토를차지하는데손색이

없을 것이다.릮 추모문집 뢾외갓길뢿에

김규태(1934~2016) 시인이쓴회고

록 한 대목이다. 동래고와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온 김규태 시인 역시

국제신문에서 최계락 시인과 한솥

밥을 먹었다. 김 시인 표현대로 릫꽃

씨릮 릫꼬까신릮 릫외갓길릮을비롯한최계

락 동시는 한국 서정시의 진수랄지

진면목그자체다.

내년 7월이면 타계 50주기. 금강

공원최계락시비의역사도그쯤된

다. 타계한해뒤인 1971년 7월 3일

부산문인협회와 국제신보사가 공동

으로 세웠다. 국제신문 명칭이 그때

는 그랬다. 릫꽃씨릮를 새긴 시비는 검

정 돌. 네모반듯하다. 멋 부리지 않

아 정감은 더 간다. 꽃씨에서 나온

파아란 잎이 하늘거리는 동래 금강

공원. 꽃씨를 품은 땅 아래서도, 시

인이 시를쓰고있을하늘에서도파

아란잎은하늘거릴것이다.

dgs1116@hanmail.net

뢾문뢿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옳은도리를행함을이르는말.

제277호 퀴즈문제

동래고을리포터추첨모습

▣제276호 당첨자

제276호 퀴즈는총 448명이 응모하였습니다. 그가운데

정답자는 439명이고,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2019

년 8월 9일까지거주지로우편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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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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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식사권 (2만원 어치) 2명

☎ 502-3355 (구)송월타올맞은편

삼성전자서비스옆

제276호 퀴즈정답

과유불급(過猶不及)

5인 목욕권 (3만원 어치) 1명

☎ 558-2942 새마을금고수민동분소 2층

3인 식사권 (4만7천원 어치) 2명

☎ 552-0792 동래구청정문옆

4대째전통을이어오는

○ 스시몬 점심특선 식사권(1명): 김지우(명

장동)

○ 합천일류돼지국밥 식사권(2명): 정갑련

(온천동), 이진이(낙민동)

○문화탕목욕권(1명):조형진(사직동)

상품권 (3만원 어치) 2명

☎ 550-6000, 550-6001

동래점

글굛그림김용덕

▣응모요령

숨은한자를재미삼아찾아보시고우편엽서에사자성어(한글 또는한자)

정답과 상품을 받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2019년 8월 19일까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동래고을제278호에게재됩니다.

○ icoop 자연드림상품권(3명):배현숙(명장동), 조보민

(명륜동)

○동래할매파전 식사권(2명): 김외영(온천동), 강윤화

(안락동)

○ 메가마트 동래점 상품권(2명): 정원택(온천동), 김민정

(온천동)

○예원한정식식사권(1명):김민지(안락동)

○ 빠리쟝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2명): 송선영(온천동),

윤명자(명장동)

○허심청온천이용권(2명): 김문자(명장동), 이정미(사직동)

유료광고
2019 신나는주말체육학교
학교밖프로그램모집안내

□모집기간 : 2019년 7월 30일(화)~선착순접수마감오전 9시~

□수강료 : 무료

□ 접수대상 : 동래구 거주자(등본상 주소지) 우선, 신규 접수자

우선, 초보대상

□ 접수방법 : 네이버→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클릭(1차 : 온라인

접수) 학교밖프로그램→부산광역시→동래구→해당프로그램

클릭

＊학생이름으로신청해야추후출석부명단에착오가없습니다.

＊부모/학생순으로연락처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2019. 7월 기준), 부모신분증지참

□ 접수문의 : ▷클라이밍, 플라잉요가, 유소년축구 → ☎ 553-7330

(사)동래구체육회

▷수영→☎ 503-7612 동래스포츠클럽

□접수장소(2차) : 부산광역시동래구미남로110,

동래국민체육센터 2F 사무실

릫브라보~청춘굩태권도교실릮참여자모집

□기간및시간 : 2019. 8. 23.~11. 15.

(매주금, 총 12회) 10:00~11:00

□장소 :국민태권도체육관(명장1동소재)

□대상 :명장굛안락동주민 30여명(만55세 이상)

□내용 :태권동작과댄스혼합운동으로어르신근력강화

□접수기간 : 2019. 8. 1.(목)~8. 14.(수)

□참가비 :무료

□접수방법 :동래구건강생활지원센터방문및전화접수

□문의 :동래구건강생활지원센터(명장1동행정복지센터 2층)

☎ 550-19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