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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배가 된 대한민국
- 연초부터 밀어닥친 미일중 삼각파고 -

民松 權寧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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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은 올 풀린 기억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팔순의 노모 허리 꺾어 기역자로 걷
는 길이다 따라서 이 길은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 없다 불안에서 탄생한 ㄱ은 처
음 나온 구멍 근처에서 자주 멈춘다 구멍은 길 위에서 흔들리는 실밥 같은 손짓을
안으로 쟁인다 늘 뾰족한 시간은 구멍을 향하여 한 땀 길 떠난다 마지막 좁은 바늘
길 둥글게 휘돌아 간다
기역에서 기억으로 난 길이 춥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매듭의 위태
로운 실의 시간을 허리 굽은 늙은 겨울이 걸어간다 최후의 바늘이 단추의 목을 감
싸는 순간 길은 기억으로 둥글게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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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야공파 36세)

구멍을 향하여 바늘로 질문하는 한 땀의 생
구멍은 늘 춥다
버튼홀 스티치 [buttonhole stitch]
주로 단춧구멍이나 가장자리의 실이 풀리
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휘갑쳐 뜨는 방법
-광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문화
예술교육기획학과 졸업(예정)
-통일시인 이기형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고양시바른선거시민모임 사무처장 역임

소천 권태호
(안동생 1903년 ~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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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은(본명 權玉姬)

그러므로 길 위에서 바늘의 행방을 묻지 말 것, 마지막 길을 떠나는 허기진 물음표
들, 억압과 자유,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언제나

삽화 : 정강임(서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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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 권태호 음악관(경주소재).

소천 권태호(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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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1. 휴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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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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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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