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 영종도 갯벌사랑 글짓기대회 중고등부 심사평

2017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 ‘영종도 갯벌사랑 글짓기 대회’에 응모한 작품에는 좋은 글이 많
아 수상자를 선정하기 힘들었다. 요즘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기에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다. 대부분의 응모작이 편차가 심하지 않았다. 우열을 다투기 어려울 정도로 완
성도가 높았다. 참가자 모두 갯벌을 사랑하는 열렬한 실천자라고 느껴져 더 없이 기뻤다.
조민서 ｢칠게를 찾아서｣는 상상력이 기발하다. 철새를 의인화해 풍자한 글쓰기는 갯벌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기 적절했다. 먹이가 줄어들자 철새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 회의 결과 영종갯
벌에 칠게가 많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유인 즉 바다 쓰레기인 통발을 사람들이 회수해서 갯벌
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철새와 사람 모두 삶의 터전인 갯벌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준다.
현윤진 ｢천방지축 갯벌 이야기｣는 갯벌 모니터링을 한 경험을 담담하게 그렸다. 갯지렁이, 백
합, 민챙이, 칠게, 서해바다고둥 등 여러 갯벌 동물을 관찰했다. 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갯
벌 모니터링 동아리인 ‘게눈 활동’을 하면서 갯벌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체에 대해 지속적
인 관찰을 했다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하다. 갯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있다.
곽한이 ｢세대를 잇는 철새｣는 영종도로 이사 온 후 비로소 서해 갯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고 고백한다. 갯벌·철새의 날을 맞아 체험활동을 하면서 갯벌은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철새들
의 소중한 서식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대를 잇는 철새
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도 없다는 자각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사회에 나가
서도 갯벌 사랑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 방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회에 참여한 보람
이 빛난다.
정지용 ｢갯벌사랑 나의 작은 실천｣은 갯벌 사랑을 실천하려는 생각이 깊이를 갖췄다. 한국지
리 시간에 배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갯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많지만 정작 사람들
은 갯벌의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한다는 문제의식이 좋다. 새만금 건설 등으로 파괴된 갯벌을
보면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간척지나 훼손된 갯벌을 복원시키는 ‘역간척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생물은 살고 있는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표
생물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옳다. 지표생물은 곧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 역시 갯벌 사랑의 시작이다.
신서영 ｢다시 찾아온 갯벌｣은 갯벌을 어머니의 품으로, 아늑한 고향으로 느낀다니! 어머니가
없으면 절망하듯 갯벌이 없다면 지구도 온전치 못하다는 인식이 돋보인다. 어렸을 때 장화를
신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았던 경험이 불편함이었다면,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
숨 쉬는 작은 생명체의 발견이다. 철새에게 갯벌은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
들 역시 갯벌을 고마운 존재로 기억했으면 한다. 갯벌사랑 대회에 참가하면서 작은 생명체들
과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선사하는 안식처로서의 갯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그렸다.
김수현 ｢갯벌은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다｣는 초등학교 때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도감을 접하고
영종도 갯벌을 와 철새를 보았던 체험으로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갯벌이 살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워한다. 갯벌을 다음 세대에 물러줄 수 없다는 위기감과 갯벌 파
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 갯벌 살리
기 캠페인 등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목에서 “소리 없이 아파하는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엿보인다. 갯벌은 인간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철새, 생물 등이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다. 생물의 다양성이 지구를 살린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갯벌은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다”라
는 마지막 외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생물 다양성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
신까지 살린다는 생태적 발상은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을 개최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을 쓴 수상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중고등부
심사 장봉수, 이상권, 이세기, 송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