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는 반드시 총리가 추도식

에 참석하고 있으며,: 일국의 책임

자가 추도식 에 참석하여 추도사를

하는 것은 피폭을 당한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심을 깊게 만들어 주

며, 2년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이 히로시 마에서·메세지를 낭

혹했다”고 말하며 이런 시대의 흐

름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

한편, 행사 관계차는 “한국 원폭

피해차협 회는 앞으로 원폭 피해자

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다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 위해

1973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다카

하시 씨는 히로시마 원폭피해자가

있는 경남 합천 등지를 오가며 봉

사활동을 펼치다 여생을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8년 전 귀화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다카하시 씨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

폭자를 돕기 위해 민간봉사단체인

태엉회를: 만들고 합천 원폭피해자

븍지회관에 사비를 들여 위령 각을

짓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이명규 기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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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단체 태양회 이사장 다카하시 고준(高橋公純) 배샅

코달픈 삶을 창작의 :: 힘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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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운 도전: 시 인 강지 혜
7월 한 여름 햇살같은 밝은 미소의 강

지혜 시인 (만 42세 ) 을 만났다.

충북 전쳔읍 시골 태생인: 강不1 혀1쌕
 
의 시:

원시원한 복소리를 틀어 
¡보었다j : :::: :—

:2009년도 한국작가에 시가 당션되어 등
단,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

그: 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기해 첫 시집
을 출간 하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
책장에 책을 :다 불사르고 습작을 담은

:파
일:흘 벼리코 싶을만큼 힘들었뎐 적 

이 있
었다.

그 때 내 곁엔 나를:다독여 줄 동료가 아

무드 없었다: :
; 결국 혼자 :결어가야만 하는 외로운 겉이
˙
다.::
힘들었딛 맏큼 더 힘착게 일억서는 낙

자신을 발견했다.”는 강지혜씨는 두 벋짹
시집 발간에 온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했

다. —

특히, 어린어와 어른들을 위한 동시 창
: 자에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한다.

글쓰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창작에 믈

두한 끝에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 최고상

인 금상을, 각 기관에서 시행하눈 문학전

에서 대상, 최우수, 금상 2회 , 문학상 듐 :큰

당선의 영예를 여러 번 :안게 되었으며: 올

해
: 

중앙 일간지의 하나인 〈머니투데이 경

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이기도

하다.

강지헤씨의 시는 잔잔한 여운을 낳는 아

를다운 글이라는 원로작가들의 ⌒1 평과 :찬

사를 :받으며 최근 분학계의 뉴페이스로 떠

효르코있다:: : : :: 
¡ :

: 
‘
!어노날 한큭방슐 :쳐

i작팀인 톡푸呈덕션

방영 되기도 하였으며 주간 시사동아, 전남
:부
례선분

: 

등 각 .지 역 선분에 소개되기도

했다. : ::: : :: :

: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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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문학도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해요. 프로 문학계에 입문하기 위한 과

정을 걷코 있는 중 이지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뇨 시류에 말리
:지

 말고, 나만의 고유

한 향기:가
 묻어나는 글을 만들어 갈 거예

요.’
:라교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살짝 웃

음 첫 는 :강치혜씨의 모습에셔 겸손한 아름
다움도:엿暈 수 있었다: :

:: 강지혜 시인의 묻학상 수상집을 읽어 보

며 그 중 잔잔한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한

:편의 :시가 :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시

손아,

수고 했어!

하루 종일

햇살을 모으느라고: :: :

발아, :::::: :: :

너도고생했어::!: ::: :: :

하루종일 :: :::: :!:: : :::

햇살을 캐러 다니느라고
사랑해! :: : :::: :

손은발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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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을 싣는다. 〈윤주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