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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성명

주소

직업

저서

남기는글

종교선택의 바른 길(1990년)
신과 인간 그 사이(1994년)
흔적을 남긴 유산(2007년)
빌려쓰고가는 우리인생(2010

강진읍 사의재길

전직교사,무역업

이형문
(1935년생 ~)

년)

본인은 남태평양 피지에서 이민 생활 13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길 여행(

년후 영구 귀국하여 생면부지 강진에 처

2014년)

음 왔을 때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정착을

동, 세월은 쉬어가지 않는다(2

결심,현재까지 15년여를 거주하고 있음.

014)

수필 부문 표안 문학지 등단

평범한 일상의 행복(2016)
삶의 공짜는 없다(2017)
벼랑 길 굴러가는 대한민국(20
19)
요사이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물결 속
에서 따뜻한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치유
시집 "사랑하는 그대에게"

강진 칠량마을

시인, 아동문학가,

동시집 "풀벌레 소리 시냇물 소

강진 칠량중학교

리"

교장

윤영훈

논문 "윤동주의 시의식 고찰"
외 다수

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건강
한 신체를 위해서는 체조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예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글이 가
슴이 시린 사람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고,
메마른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되어 행복
한 삶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예술과 교육이 우리의 밝은 희망
입니다.
강진은 많은 문학의 소재를 간직한 곳입

군동면 호계리

농협

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글로써 표
현하여 강진을 널리 알리는데 부족하나
마 일조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세상에 살아가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책과
가까이 함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언젠가
는 이루고 싶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설
레임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 강진을 사랑
신전면 수양리

공무원

하고 아끼는 마음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
는 다짐과 함께 나의 부족함이 우리 군민
들의 높은 서정적인 정서에 미치지 못하

박기혁

여 누가 될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번을
계기로 부족한 필력이나마 최선의 노력

(http://www.gangjin.go.kr)

계기로 부족한 필력이나마 최선의 노력
으로 강진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 생활을 접고 귀촌한지 3개월이 되었
강진읍 시장길 6-

프리랜서 겸 취업

5

컨설턴트

습니다. 제 인생의 2막을 제 고향 강진에
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삶을 부족한
솜씨로나마 선보이며 서로 공감하는 장

이도룡

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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