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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진공청소기는뭐든쏙쏙빨아서

깨끗하게없애버리는요술쟁이이다 내가공

부하고나면나오는지우개똥도깨끗이없애

주고 우리가 만들기를 할 때 떨어지는 알록

달록색종이조각들도싹빨아들이고진공청

소기만대면우리집은새집처럼깨끗해진다

그래서진공청소기는척척해결박사이다

척척 해결사 진공청소기야 우리 아빠가

아침에는 멋있게 나갔는데 저녁이 되면 얼

굴이불타고 입에서는대봉냄새가나고 하

마처럼큰입으로계속웃고그러다가 너 같

은소리를내면서자버려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항상 멋있게 우리나

라에있는술을다빨아줘 그리고우리아빠

입술은 담배를 피워서 까매 얼굴도 까만데

입술도 까매서 필리핀 사람 같단다 그래서

네가담배도빨아서깨끗이없애버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내 몸에서 지우개

똥을미는데너무아파

척척 해결사야 내 몸의 때도 요술쟁이처

럼싹밀어줘

그러면나는마음이시원할것같다

또 내 짝궁 쌍둥이 서현이는 코가 자주

고장이 나 막혀서 킁킁거리거나 콧물이 코

끝에 매달려 있어 보는 내가 답답하니까 네

가 시원하게 뻥 뚫어줘 그리고 우리엄마는

천사였다가가끔씩화를내면마녀로변신해

버려

나와 서현이는숙제를안하고신나게놀

기만하다가엄마의화가로켓트발사처럼뿡

하며 터져 우리는 잡혀 먹힐까봐 덜덜 떠는

고양이 본 생쥐가 된단다 그러니 우리 엄마

화를뿡뿡괴물대신니가다빨아먹어줘

그런데 척척 해결사 청소기야 너무 많이

먹어서배탈난건 아니지? 그리고너는먹고

나면이는잘닦니? 혹시이가썩거나아파도

걱정하지 마 내 꿈이 치과의사니까 내가 커

서 치과의사가 되어 너는 꽁짜로 치료해 줄

게 그리고 너는 특별히 나와 서현이가 연구

해서 100년 동안 안 썩는 이를 선물해 줄게

또네가이가빠지면이빨요정한테또달라고

기도해 줄게그리고 척척 해결사 진공청소

기야 너의 엄마는 입도 크고 배도 크니까 너

보다더많이빨아드릴것같다 그럼너의엄

마한테부탁좀해줄래? 봄이되니까마음껏

밖에서뛰어놀고싶은데봄이황사와미세먼

지하고 친하니까 자주 하늘에 엄마가 미세

먼지있으니밖에나가지마 황사가있으니

밖에 나가지마 그러니까 나들이도 못가고

집에 있어야 해 그래서 너의 엄마가 하늘에

있는 봄 친구 황사 미세먼지를 깨끗이 빨아

주라고 부탁해줘 그러면 신나게 매일매일

뛰어놀 거야 그리고 시골에 계신 척척 해결

사 진공청소기로 빨아서 우리집으로 데리고

올거야아참그리고너의엄마한테부탁할게

또 있어 세상에 있는 IS아저씨처럼 나쁜 사

람들을 모조리 잡아먹어줘 너무 많으면 너

의아빠한테도말해서같이해그러면세상에

있는사람들이고통받지않고모두모두행복

하게 살수 있을 거야 또 마음 편하게 전 세

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여행할 수 있어 좋겠

다

고마운 내 친구 진공청소기야 항상 우리

집을깨끗하게해주고좋은공기를마시게해

주어서 고마워 너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

제든얘기해 사랑해

봄바람의꽃밭이휘젓고떠난

계림동 2구역

그림자가가라앉은마을

가족들의지난삶이묻어있는

판잣집이

팔려나가고있다

어미품을억지로떠나팔려나가는송아지처럼

그림자만품은포클레인이살육을하려고한다

초인종도갖추지못한대문앞

서툰빨간글씨로 재개발결사반대라고적혀진

팻말만이집을품고있다

철조망밑에서웅크리고있는사람들너머

다닥다닥붙어있는집들은

결사반대가마지막유서처럼들린다

반대하는사람들이떠나자마자

멍든집부터힘없이주저앉는다

그위에군림하고있는무수한교회철탑들과

아파트가순서대로내려온다

경계심가지고자란철문이며

집을오랜시간동안지켰던명패는

무덤없는물고기처럼아무렇게나무단투기된다

그림자밑 아직살육을당하지못한집들은

부식하는뼈대에노끈과비닐봉지를여러번감는다

은하수가지나가기에는탈도없던

거미줄도없어져버렸다

판잣집을밝혔던전구는하나씩불이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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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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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원외71명

(광주송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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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김도형

(태봉초2)

박현수

(보문고1)

정다빈

(진남중3)

박소민

(광주효덕초6)

류시연

(광주송원초3)

성악산문시칸만화

김나영

(경신여고2)

김지아

(광주송원초6)

이호준

(광주교대광주부설초1)

문현지

(광주송원초3)

이서현

(경신여고2)

첼로바이올린플루트

강혜림

(나주중3)

김강

(2000년생)

이수연

(전주예고2)

유주원

(전주여고3)

황동인

(전남예고3)

피아노

남여울

(목포영산초2)

김연지

(전남예고3)

정현우

(영산포중3)

이솔비

(목포항도초5)

양준혁

(건국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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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광주예고3)

황금물결

(노화중앙초6)

차혜주

(오치초4)

이예진

(광주진흥중3)

김노연

(동아여중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