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 작품집 “잠들지 않은 이야기” 우수작(초등학교부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인초등학교 3학년
황지성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초등학교에 다니는 황지성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잠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지루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할아버지들도 어린 나이였는데 전쟁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군인이 되어 전쟁
터로 나갔잖아요. 너무 무섭고 떨렸을 것 같은데 용감하게 훈련을 받고 싸우신 것 같아 놀라
웠어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겁이 좀 많거든요. 해가 지면 무서워 엄마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가고 놀이기구도 잘 못 타거든요.
가족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갈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가기 싫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들은 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가족을 두고 나가셨잖아요. 아무리 친구들이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집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났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니까 그때 장면이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트럭에 타서
눈길을 지나 전쟁으로 가는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슬프고 무서웠어요.
특히 그리운 가족에게 보내는 조덕린 할아버지의 편지는 너무너무 슬퍼서 엄마도 같이 울었
어요. 어차피 전쟁을 하는 중이라 편지를 써도 전해지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리운 마음에 썼
을 거라는 엄마의 설명을 들으니 더 슬펐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남기고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그 편지를 읽
으면서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가족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모두를 잃고 외롭게 사신 이영렬 할아버지의 감사하
다는 이야기도 감동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감사가
먼저 나오다니.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 더 꼼꼼히 읽었어요.
시를 쓰면서 전쟁의 아픔을 기록하신다는 한기장 할아버지와 꼭 한번만 친구를 만나고 싶다
며 친구 이름을 적으신 형대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겁도 많지만 할아버지들의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은 꼭 기억할게요.
할아버지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도 할아버지들처럼 멋진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