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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그림책 읽기, 책놀이,

이야기할머니

강좌분야

언어/외국어/ /6년~1

0년

강사명 문현숙 성별 여

연락처 010-9094-2390 이메일

거주지역 일로읍 활동가능지역 일로읍

희망요일 원하는 날짜에 협의 후 결

정

희망 시간

목,금,토

내용(자기

소개, 특기

사항 등)

2015년도에 직장에 퇴직을 한 후 책이나 실컷 보아야겠다 싶어 전남

도립도서관에 다니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

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전봉준 의병장을 

중심으로한 동학민중운동이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데

도 무안, 함평, 고흥, 진도... 도서벽지 곳곳에서 농사철 인데도 집안의 

가장들과 어린소년들까지 사람들이 모였다.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우

리주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휼륭한 분들이 있었구나 나도 60

평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이런 사실들

을 알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전남도립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동아리모임이며, 어르신분들을 위한 독서 활동도 하게 되었

다 한번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 단체인데 남녀노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시간상 책의 한부분을 읽어 주었더니 너무 좋다고 연속극처

럼 매주 와서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모두들 기립박수를 하였다. 직

장에 다닐때는 직장일 하랴, 가정일 하랴, 애들 키울랴, 시댁에 신경쓰

랴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

았다. 누군가 나에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야고 물은다면 나는 단

연코 아니다 할 것이다. 지금에 내가 너무 좋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이제야 내 주위가 둘러봐 진다 내 마음밭에 꽃이 피니, 나비며 벌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한폭의 정원과 같은 느낌이다. 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귀엽다,순전하다 이렇게 보았지만 내가 외할머니가 되고 보니 아이들

이 그렇게도 소중하고,사랑스럽고,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가슴

으로 새록새록 느껴진다. 내 주위에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간이

든, 재능이든 나누고 싶다.

자격명 발행기관 발행일

가정사역자 자격증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99 2 9

이야기활동전문가 3급 문학활동연구소 동화가있는집 2015 5 29

이야기활동전문가 2급 문학활동연구소 동화가있는집 2016 11 24

노인문학활동지도사 3급 문학활동연구소 동화가있는집 2018 5 18

전남도립도서관 이야기할머니 전남도립도서관 2014 5~활동중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한국국학진흥원 2018 5~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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