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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소재영 선생님을 추모하며

성오 선생님 !

저는 2019년 11월 8일의 날벼락 같은 비보를 잊지 못합니다. 인사동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을 나눈 6월 6일의 기억이 바로 어제인데, 그토록 참

담한 비보를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선생님을 보내드

리고 나서도 지금껏 꿈인 듯 현실인 듯 종잡을 수 없는 것은 그날 선생님

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미소가 너무 청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찻집

에서  “우리 아버지는 101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

을 들으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비결이 선생님의 철저한 자기관리

였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어린 약속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

‘제자를 자처하며’ 오랜 세월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모시던 제가 배운 것

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학문적 근면성, 둘째는 대인관계에서의 

모나지 않은 인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한 곳에서 공부를 마치지 못한 

저는 이곳저곳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선생님의 간택을 받아 숭실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숭실에 오면서 비

로소 학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시도 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선생님을 뵈며, 겨우 논문 한 편 써놓고는 ‘다 이루었다

는 듯’ 드러눕기 일쑤였던 저 스스로를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전국을 누비시는 모습을 뵈며, 저도 ‘자료 찾아 삼천리’의 모

토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 전국을 누비곤 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원만한 인격을 소유하셨습니다. 열

심히만 한다면 누구든 맞아들여 제자로 키워주셨고, 만나는 상대가 누구이

든 그의 근기(根機)에 맞추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도 

선생님의 학문과 덕망을 존경하고 따르는 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

며 내심 부러워해 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흉내 내며, 선생

님의 덕으로 지탱해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효빈(東施效顰)’

이란 말처럼 제 미련함으로 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제대

로 배우지 못한 채 저 역시 인생의 석양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성오 선생님 !

이제 논문이나 책을 쓴들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안 

계신 이곳에서 다시 누구를 표준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

까요?선생님의 넓으신 가슴이 없는 이곳에서 과연 저희들의 좁은 가슴을 

넓혀가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나침반을 잃고 등대도 없는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저희에게 무언의 힘

을 주시고 안식의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계실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크게 꾸짖어 주시되,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모두 잊으셨을 그곳에서 편안한 청복 누리시길 가련한 후생들은 

빌어드립니다.

2019. 12. 31.

후학 조규익은 크게 울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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