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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마약퇴치 - 2016 마약류 퇴치 웹툰 공모전 입상작

2016
마약류 퇴치 웹툰
공모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
까지 마약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마약류 퇴치 UCC 동영상 및 웹툰 공
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웹툰 ‘생명의 은인’을 게재한다.

누...누나 미안해.
누나는 내가 죽인거나 다름없어.
내가 그놈한테 약물만 안팔았어도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젠 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죄짓지 않고 반듯하게만 살았어도
누나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텐데....

생명의 은인

웹툰 내용흐름 방향 - 위에서 아래로

글/그림 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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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마약류 퇴치 웹툰 공모전 입상작 ‘생명의 은인’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 유감입니다.
당사와 몇가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좋은 인연이 닿아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나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만 갔다
궁핌하고 비참한 내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접하게 된 마약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마약은 사랑과 사회를 완전히 다 죽이는 건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알량한 돈 때문에...
그러니 제발 극단적인 생각은 말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안되겠소.

어... 이 냄새... 혹시....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여길 왔소만 당신의
생각없는 행동을 보니
이건 아니지 싶네요..
우리 같이 가서 자수합시다!

작은 아버지 저 주찬이에요.
집에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면접
준비로 돈이 좀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이거 놔요!

어! 이봐요!
위험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의욕상실, 무기력증, 무관심...
그냥 세상만사가 다 귀찮고
하찮게만 느껴진다.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하랴...

아이쿠~!

어!
당신 미쳤 냐구!
환장했
죽을려고
그래요! 저 죽을려고 환장한 놈입니다!

가던 길이나 가지 왜 남일에 관섭입니까!

당신 마약 했지!
필시 약물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그 못난 사고방식으로 인해 죽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슬퍼할지
생각은 해봤어?
어떻게...
그...그걸

꽉 막힌 내 인생에
구세주가 될 것 같았던 마약이
도리어 나를 잡아 삼킬 줄이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죽든 말든 관심없어!
도데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쟁이로 전락해 당신처럼 삶을 포기할까 싶어
그 죄책감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거요!

내가 왜!
이 손 놓지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