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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문주간 창작시
공모전』출품작
제목 : 나를 보호하는 글

옅게 든 잠에서 깨니
창밖은 온통 푸른 새벽입니다.

힘없이 의자에 앉으면
덩달아 깬 외로움도 내 옆에 앉습니다.

시집을 꺼내 읽으니
이내 몸이 기울어 잠드는 외로움입니다.

나는 동주의 손을 잡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란 무엇인지
별 하나 위에 앉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병을 옮기는 오물이
유유히 내 근처를 맴돌고 있어도

나는 나를 위해 지어진 글 위에 있으니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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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16회 인문주간 창작시
공모전』출품작
제목 : 숨
가려진 얼굴에 드리운 그늘
수심을 가득 채운 열차가 한강을 지날 때
뜨거운 하루의 조각이 강변에 얼굴을 비춘다
수면의 거울 속 녹아내린 붉음
인파의 잔상 하나 없는 물가가 쓸쓸히 느껴진다
창 너머의 흐릿한 이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뻐끔거리는 입은 94겹의 흰 장막 속에서 질식한다
개똥벌레들이 그린 유성우는 사라지고
침묵을 갈아 만든 먹빛 하늘 아래
번쩍이는 스마트폰 빛만 외로이 도시의 밤을 지새운다
두려움에 잠 못 드는 밤
외로움에 펼쳐 든 낡은 책장 속
빛바랜 그리움이 넘실거린다
숨 한 줌 뱉기 버거운 나날
근심을 얹은 밭은기침 사이로
시집 연 하나는 가여운 삶을 위로하고
책장 넘기는 손짓에 스치는 포말
푸른 바닷 공기는 내일의 희망을 담고 불어온다
하얀 종이 팔레트 위 먹색 글자 퍼져나갈 때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돌아가는 풍항계
수심에 갇힌 뺨 위 활자로 만든 아가미가 돋아
그리운 시절의 꿈이 숨을 내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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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학생부문)

『제16회 인문주간 창작시
공모전』출품작

최우수상(일반인부문)

제목 : 홀로 남은 섬의 비밀
아빠가 떠났다. 동생들과 엄마, 고양이가 내 곁에 남았다.
동생들이 떠났다. 엄마와 고양이가 내 곁에 남았다.
엄마가 떠났다. 고양이가 내 곁에 남았다.
고양이도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친구들이 내 곁에 남았다.
그 때, 코로나가 내 곁을 찾았다.
그 후, 친구들이 나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넓었던 우리 집은 지상의 섬이 되었다.
나는 그 섬 안에서 홀로 사는 소년이 되었다.
맑았던 내 마음은 태풍의 눈이 되었다.
나는 그 눈 속에서 홀로 떠는 소년이 되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다시 책을 잡았다. 나는 다시 글을 써갔다.
나는 책을 통해 나를 가꿨다. 나는 글을 통해 나를 보았다.
나는 나를 향해 웃었다. 모두가 떠났지만, 나는 내 곁에 남았다.

나는 나를 믿었다. 나는 나와 함께한 시간을 믿었다.
마침내, 지상의 섬을 둘러싸고 있던 슬픔의 바다가 걷혔다.
마침내, 태풍의 눈을 둘러싸고 있던 우울의 바람이 걷혔다.
나는 다시 가족들을, 다시 친구들을 만났다.

나 홀로 남은 섬은 다시 다 함께 사는 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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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문주간 창작시
공모전』출품작

우수상(학생)

제목 : 부재(不在)의 부제(副題)

무소식 아래 고요히 스치는 바람
두드려오는 적막함이 나를 쉽게 두질 않을 때
숨가삐 달려오던 세상이 지독하게 닫혀버릴 때

산 너머 들리우는 또로롱 소리는
잎사귀 서로 맞부딪혀 사부작거리는 것이고
먼 날 개구쟁이들이 아른거리는 천진함이라

바람 흐른 길 빛바랜 장 넘어간 길
돌아본 경이로움의 연결은 석양을 일깨워서
서향은 향만으로 이다지 들끓는 안식을 주나

밀린 해는 느엿느엿 바투 저물어
시간이란 서로 얽혀있지 않은 것 하나 없기에
하나의 권이 되어 팔락여 볼 것을 소망해보며

성찰을 행하는 삶의 포용은 오로지
자신을 아는 일에서 벅차오를 첫 단추를 꿰어
포용으로 돌아보는 시선에서 매듭을 지으니

모순된 적막 아래 바람 스칠 일이여
세상의 나열이 조여오는 아지랑이의 해답은
모든 가능성을 포용한 자신을 찾는 데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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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문주간 창작시
공모전』출품작
제목 :

우수상(일반인부문)

아버지의 서재

할머니는 늘 아버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일찍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기억속의 아버지는 항상 혼자였다.
사람들 속에 파고 들지 못했던 그.
김소월의 시 산유화의 한 구절처럼
저 만치 피어있는 꽃 같았던 그.
그의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늘 아버지 머리가 나빠서 대학엘 가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네에서 젤 허름했던 그녀의 집 안방벽에는
아버지의 우등상장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전과목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해내도
가난뱅이 집 육손가락 이란 장애를 넘어 서지 못했던.... 그.
얼마나 자신을 뛰어 넘어 다른세계로 들어 가고 싶었을까.
데미안의 아프락사스를 마지막 호흡처럼 중얼거렸으리라.
나의 기억속의 아버진 끝내 자신이 그토록 연모하던 앞바다에 몸을 던졌다.
회오리가 일어나는 그 중점에
바람도 잘잘이 쪼개어 먹어 치운다는 블랙홀. 천옥(天獄)이라 불리는 그 곳에.
장남을 그리워 하는 할머니의 눈물이 핏물이 되어
무두무미한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도.
아버지는 그 곳에서 절대로 우리를 범접 (犯接)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곳에서
나의 아버지는 죽어서도 끝까지 혼자 이고 싶었던 것일까....
나의 삶에서 가장 아플때
나의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비로소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 한권을 꺼냈다.
어쩜 나의 아버지는
매일 요동치는 그곳에서 더 오랜시간 몹쓸 자신의 감정들을 다듬어 깎아 성혼(聖魂)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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