ޖŞѡч

2018년 3월 1일 (목요일)

❖ఌߍ권 태 강 검교공파회장

㴗匯妛宋㴴㖥

권도(權道)

사선을 세 번 넘고서야ᜨ 이제 철학이 보인다
Ⅰ》₊ㅹⲂ  ₨⅌⃕ドㅹⲂ ⱗ
⣘⥞ⱘ⥩❱Ⱪ⊻⋢⬟⎦⺢〃Ⱪ⠭
❘⼮⎏ⲙⲌ〖  ⮂⅓❱⬝Ⱪ
⸑ⲙㅂ⎦ㄳ⟩Ⱪⱷ✤⚪⯌⣘⮕
⎦⺢〃⥩○⮂⠃⣤ⱘ⎴ㄴㆅ⎦
⨬ⲙ〾⮂⸑⮊ㄴㆅ⮂⬄⅓❱ⱘ❗
⫷⎦⫫ⵐⅰㆅⱌⵎⱕ●⺢〃Ⱪ
❓ㅗⱳ⎏⮿✤♪❑Ⱪ⋀Ⱪ⅝ⱘ
┸⼮⚦⫫ㄤ⮂♫⎦⺊❱ⷅⴰⱚ
Ɽ✧〗ⱘ⋢ⱗ₪Ⱪ⎦❱ⷅ⣘
⥞ⱗ⎸⮂⎍⎲⬝Ⱪ⫫⮵⎦⎸
Ⲃ⫴Ⱪ⬟⎦ⅰ♵⿶⼮⮎ㄲ₱⣛⫫
ㄥⅻ⬔ⱘ⚳ⱗ⮣ⲙㆸ⺱Ⲙㄲⱳ⬟⎦
⥩❱ⷅ⎏⬅⋳⮊ⲙ⮂⠇⺌ₑ⎰⫴Ⱪ
⮑⼮⬝Ⱪ❟✧ㅂ⎦♳ⱚⱤⴱ⠦ㅂ
⎦ⅰ▰⊻⎦⨬ⱬ⬓⋆⎦ⵏ⊻⟭⎜⣘
┼⚮⦨ⱗㄲ⎐⮂⎫◉⎦ 㹬㝅㻻䅃 ⎏♸
Ⱪ♿⎏₪₍ⅻㄲ⎦
⬘♳ⲙ⮂ⵏ⊻⁾⎏ⅿ⮂⑈❢∞Ⱪ⋛
✤⮚⢦⥚ㅮ⠅ㄲ⊻♣⣣⎦Ⱬㄵ⚐⎜
⎏∞Ⱪㄬ⎦ㅂ⎦ⅰ♸♵❈⬟⎦
ⅰ▰⊻ㄲ◨⁾ⵏ⊻ⱩシⱩⵏ⊻⦣
ⱬⱩⵏ⊻∞ⱗㄪⵏ⫯⫷⎦⫭⫗▰⯗ 
⦃ⵐㆸ♸ㄻ∞ⱘ⬔ⵏ●ㄪ⯍ⅻⱄㄻ✩
ⱘㅂ⎏≉⏃ㄲⵏ⫯⫷⎦ㄪ
⬟⏅∞♳ⲗ⓸⬓ⴌ⎦ⅰ▲ⱱ⺲⓬⁾
⎦⁾⮡ⱷ⣦●⯏⨸Ⱪ⯓コⱳ⎏₪Ⱪ
⟭⮕⎦⊻ⴸ⮂⬄⫰⫷⎦∞ⱗ⁾₱⮂ⱳ
ⱘ⓬Ⲙ⎴ㄴㅰⴏ⥧ⱕ●₹⯍ㄴ⦈
Ⱪ♣ㄪ⯍ⱳ⬟⎏ⵖⱕ●⮦ⅽㆅ⮂
⋛✤⺰⯝⎏ⵏ⊻⚐ⵏ⎏⋌⁾ㄭ⓬⁾⫫
⎜⅑⊻ㄲㄪⅻ⎏⽌⋸∞♾⯐ⱷ⺍♣
❯◉⎦ⱷ⮍ⱗ₢ⵗ♸ㄲⵏ⫯⎏⎦⎏ヷ
❵ㄴ⣘⨰ⱘ⑈❢⊻✤♣〴ㄻ↓⎫ⱘ⦣

제 513호

ⱳ⬟⎦ㄭ⓬⮮ㄪ⚦⫭⎏⓬♣∞ⱗ
⳽ㅯㄲ₱⫰ⱳ⬟⎦
ㄲ◨⎏⫫ドコㅮ⎩⮂⨬♤⨬♤⫳
ⱳ⎏⊾Ⱪ⍸⮂┬⬟⎦ⱷ⥩ㆸ⣝ヱ⟭
⎜⫫ⵐ⣮ⅻ⁾⑂ⱳ⬟⎦ⵖⱕ●⑲⮊
57⮘⮂⬟⎦⬓⎍⋀✧⑯⊾Ɽⱶ⣘
Ⅶ⁾Ⅶ♣ⷥⅸ⥩⯍ⱳ⬟⎦ⅰⅦ●
57⮂ㆫ▰⊻⮡⎏⋼▢♣⑱ⱳⱚ⮂シ
♯⬝⬟⎦⋼▢ⴚ⫫ㄲ⎏⊾⺛Ⱬⴲ⊾⣮
⺄ⱚ⫰⫷⎦⊾⺛⎏⊻⺄▴⋼▢♣ⴚ⫫
ㄲ⊻⟭⎦
ⴸㄳ⅌⓬ⱤⱬⱩ⎦⚭⠃∇⥚⣛⦀
⮂⥚ⵐ⳻⚮₺ㄴ⣘⨰ⱘ〭⎸●⾈ⵇ
♣⋓⎦❥⃗ⵏ⋨⁾⨷⯍⚦⍶⁾Ⱪⅿ
₪₍ⱕ⋕ ⼮⿴❥ⱩⱩⅿ₪₍ⅻ
ㄲㄴⵏ⋨⁾Ⱪⅿ₪₍ⅻㄲ
⮊ㅕ₂◂⥚ⱼ⚭♠₷⎦ㅂ⎦ⅰ▩⏂
⎜ⵏ⋨⁾Ⱪⅽ⎦ૹㅂ⎦⣛⦀⮂⥚⨷
⯓Ⱪㄴヌ❳⬓ⴌ⎏⚫❱Ⱪ⬣⼮┹
④⼮┹ㄲ⏂⎜♵ⵏ⋨⁾⚳ⵖⱗⱸⵏ♵
❥Ɽ⚮⏇❅♣✩ⅰ♶ⱗ⎦♫●❥Ɽ
⚳⮂⸍⎫┸⠎⬓⊲ↇⵏ✩⎐⬓ⵏⱷ

❥Ⱪ⚃Ⱪㄑ◂₾⅒ⵏ⋨⁾
Ⱪ⎦⎏₪Ⱪ⎦ⱷ⮍ⱗ❅✩
Ⱪ┸⣘✩Ɽㄼ⨲ ⵈⅷ⥿
♣⫰ⱳ⎦⍶⁾⚒ⲗ⸌ⵏ
ㄲ⎍⋕ ⍶⁾⼻ⱷ◨♣ⴼ⬟⎍
⋕⮂⒄┸⨫フ⁾₂┸ⵑ⎦
⣘⫭⮂⒄┸⬅ⱘ⩊⥚⎩❟
⺄❟ⱕ●ⴰ⑰⣝⑰⊲⋏⦣
ⱳⵏ♵♸Ⱪ⎦
⑂Ⱪ⽞⟭⎜⎸ↇⵏⱤⵏ
⨭ⱗⅰⲗ⅌♵ㄴⵏ⨭Ⱪ⬟⏅
₍⎦♸ㄴ⎦ⴰⱚⱤ✧〗ⱘ
⥩❱⋢Ⱬ⣮Ɽ❡⯓ⱘ❖⺰ㄻ⟭⎜ 
ⱘ⣝⫷ⱕ⚦ ⮂ㄻ⎴⎏⣟ⱘ⣝
⫷⎏ⵏ┌ⅰ♵ㄴₑ⃙⥧Ⱪⱳ⎏ⵏ⬝⎏
ⵏ⁾ⴸ⯅ㄲ₱⎍∍ⵑ⎦♸ㄴ⎦ゴㆸ
⥩⨬⎸♣⣝⫫⁾⚦⥚⃗₢⮂⎏Ⱪ
⚦₢Ɽ⎦⣟ⱘ♳₅ㄲ⮊ⅰ⮂♿⎏
◼⃗ⵏ⨭₍Ⱪ⥿⚧ㅂ⎏⯅ⵋⱗⱫ
◺⮋⣘⣤⣦●⯏⣟Ɽ⮋⣘♣⩊⋌◂⁾
ⱳ⎦♸ㄴ⎦⃕ⱷ⁾Ⱬ⣮ⱘⴗ⨲
⥿⯆⠇ⱌ⅑ 䀇㭊㩇㴱㣮㷯㎰ ┸ㅂ⏅
⁾⃕ⱷ⟭⎦⮊⋳ⱘ⏂Ⲃ⦣ㄲⱳ⎏
⯅ⵋ⨭✩⃗⎸ㅮㄲ⚦⥚ૹⱷ⮍ⱤⱩ⼮⮮
⣟ⱤⱩ⼮♣↓⎪ⱳ⎦♸ㄴ⎦⋿┸
⯏〴⸐◃Ⱪ⎦Ⱪ⳿⎏⮤┸₂⓬⟭⎦⋌
◂₂⓬♣⏂ㄻ⬄ㄲⵏ♵⊾⺛⮂⥚ 
⑈❢⑷⥿⥿ㄴⱬ⣤⮂⥚⮤┸₂⓬⚵
⟰⺇ㄳ⑲Ⱪ⟭Ⱬ⎦⯕ⱕ⚦⥚♸ㄴ⎦
⠃Ⱬ⯚⥿ⱎ》ㆲ 㶤㩌㸂䉦䓈 ⮊⣘⎏
⋳⺛⎸ⱸ⁾●⥞⳽⚦⥚⥚⮚ⱸ⁾
⣘⎩❶Ⱬㄴ⅒⥚ㅮⱸ⁾ㅜㅹ ●⥚⺰⣘
⺍●ㄴㅺㄴㅺⱫ⣮⺇ㄳⱘ⫗ⱳ⎦
(취재 권행완)

ᝣׯੀ詩

ിফӝੳ૿
시인권 대 웅



몇 년 만에 아기를 업고 돌아온 고모와
고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는
말없이 펌프질을 하던 할머니는
그 마당 그 식솔과 음성들 그대로 끌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보다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툇마루로 걸어오던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시간과 공간을 챙겨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기쁨과 슬픔, 떠나기 싫은 사랑마저도 챙겨

낯설어 더 그리운 골목길을 나오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허공 하나가 무너지고 있었다

거대한 바퀴를 끌고

정작 보이는 것은 다른 시간의 사람들뿐

허공의 담장 너머 저기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보다

저기 부엌이 있던 자리

휘어진 골목 맨 끝

지금은 빌라가 들어선 자리

기억의 등불 속에 살아오르는 것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그 이층 베란다쯤 다락방이 있던 자리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오, 그렇게 아프고 아름답게 반짝이며

이빨을 뽑아 지붕 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가슴에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살고 있는 것들.

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33-375-7768

Tel) 02-2640-6565

Tel) 02-3435-6565

근무세무사: 김인섭

Fax) 02-2640-6569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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