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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이야기> 시민작가 공모전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평
<잠들지 않는 이야기>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6.25참전용사 열 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동화작가 10명이 문학적인 글로 표현하고, 고등학생 10명이 각각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작품집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고,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구순의 고개
를 넘고 있기에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에서 구리시와 작가들, 학생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
과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기록화사업 대부분이 사실 기록에 집중했기 때문
에 책으로 제작되어도 일반인은 읽기 힘든 자료적 가치로만 남기 일쑤였습
니다. 그러나 <잠들지 않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기록하여 더 오래도록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참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있
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책으로 출간하여 보급하는 데는 여러 모로 제약과 한
계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구리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유공자
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잠들지 않는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만들었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쟁
을 먼 옛날이야기로만 생각하던 초등학생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시
민들까지. 구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작가로 선정된 분은 다음
기록화사업 때 작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편수의 작품을 보내주셨고, 작품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응모한
한 편 한 편이 모두 감동이었고, 참전용사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글
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작품도 있었지만 그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 <잠들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일깨우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10편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현하였는지 살폈습니다. 또 글을 구성함에 있어
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작품이 우수하

였습니다. 고심 끝에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초등학생 2편, 중학생 1편,
시민작가 1편을 모두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고등학생 부분
은 응모 편수가 1편으로, 비교 대상 작품이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
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시민작가와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잠들지 않는 이야기>로 국가유공자기록화사업의 소중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앞으로 더 귀한 기록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
히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