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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서울은 수많은 문인들의 생활과 작품의 배경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작가들이 모여들었던 문학의 중심지로서의 서울의 문학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당대 최고 작가들의 문학혼이 오롯이 살아 숨쉬고 있는 서울의 문
학적 가치는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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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마당 01

‘서울’의 윤동주, ‘윤동주’의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시를 썼던 윤동주를 기리기 위해 1968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세운 시비. 윤동주의 대표시 <서시>가 시인의 자필로 각자하여 새겨져 있다.

글 송우혜(소설가)

의사의 삶? 시인의 삶?

1937년, 5년제 중학교 졸업반이 되어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북간도의 청

윤동주 <서시>

소년 윤동주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시대는 외국 침략자에게 민족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고유의 말도 글도 빼앗긴 험난한 일제강점기. 그 고통의 시절을 어렵게 살아

한점 부끄럼 없기를

가던 부친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어떤 시대 어느 곳에서나 무난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 ‘의사의 길’을 가라고 그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본인이 완강하
게 고집한 것은 적에게 빼앗긴 모국어를 온몸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험난한
‘시인의 길’이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온순하기로 유명한 성품의 윤동주가 며칠씩 밥을 굶기도 하고 집에 들어
오지 않는 등의 거친 반항을 드러내며 온몸으로 투쟁하는 동안 그의 집안 어른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극력 애
썼다. 그들의 대립은 매우 극한적
이어서 그의 동생들 증언에 따르면
“물사발이 밖으로 휙휙 날고”, “동생
들이 겁에 질릴” 정도의 험악한 수
준이었다고 한다.
그런 투쟁 끝에 그가 어렵게 쟁
취해낸 ‘서울 연희전문학교(연전) 문
과 유학 허락’, 그것은 그가 평생 직
업으로 ‘시인’을 선택했음을 웅변했
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위에다 윤동주의 삶을 넓고
크고 강력하게 펼치면서 그를 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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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한 한 사람의 진정한 ‘시인’으로 만들어갔다.

윤동주 <서시> 시비 뒷면 글

진심을 모두 담은 강렬한 소망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뿐만 아니

윤동주는 민족의 수난기였던 1917

라 그가 속한 사회는 물론 나라에까지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윤동주가 만주의

년 독립운동의 거점 북간도 명동에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1938년 봄

북간도를 떠나 서울에 가서 4년제인 연전 문과의 입시를 치러 합격하고 서울

에 연희동산을 찾아 1941년에 문과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38년 초봄. 그 후 1942년 초까지 만 4년 동안 그는 서울

를 마쳤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

에서 살았고, 공부했고, 시를 썼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온몸으로 힘껏 달
려간 끝에 처절하게 순국했고, 해방된 조국에서 ‘국민시인’이 되었다. 조국의
드넓은 역사의 하늘을 밝게 비치는 크나큰 별이 된 것이다.

가 학업을 계속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
꾸오까 형무소에서 모진 형벌로 목
숨을 잃으니 나이 29세였다.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지은 구슬 같은 시들
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등불로서 겨

가장 빛났고, 첨예했던 시간과 공간

그는 한국의 국경 밖인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나서 역시 국경 밖인 일본 후쿠오
카 감옥에서 사상범으로 옥사하여 생을 마쳤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모두 27년
2개월, 그 짧은 생애와 그가 쓴 시들을 분석해 볼 때,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

레의 가슴을 울리니 그 메아리 하늘
과 바람과 별과 더불어 그치지 않는
다. 여기 그를 따르고 아끼는 학생
친지 동문 동학들이 정성을 모아 그
의 체온이 깃들인 이 언덕에 그의 시
한 수를 새겨 이 시비를 세운다.

게 인정하게 된다.
가장 윤동주적인 시간과 공간, 가장 그다운 기쁨과 슬픔, 가장 그다운 사
려와 고뇌, 가장 그다운 노력과 행복은 모두 그가 서울에 있었던 4년 동안에
연세대학교 핀슨홀 2층에 윤동주의 유고 시집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윤동주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가장 빛났고, 첨예했고, 충실했고, 아름다웠다. 그가 쓴 좋은 시들은 모두 그가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나왔다. 그 시들 외는 그가 중학교(5년제) 시절에 쓴 습

둘째 명제는 민족주의이다. 그가 태어난 북간도 명동촌은 마을 전체가 기

작품 수준의 시와 동시들 및 일본 유학시절에 쓴 5편의 시가 있을 뿐이다.

독교화된 곳이었고, 같은 강도로 민족주의를 신봉한 애국지사들의 마을이었

그렇기 때문에 그를 표명하는 문학지도를 그린다면, 그의 영역은 바로 한
반도의 가장 중심 지역인 대도시 서울이 된다. 윤동주 시인과 서울은 어떤 관

윤동주기념관에 전시해놓은
윤동주 책상.

다. 그곳에서 그는 조선의 정신과 역사는 물론 조선의 말과 글을 진심으로 사

계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본질

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성장했다. 그런데 서울 연전은 미국 선교사들이 모국의

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명제와 서울의 관계를

강력한 국력을 배경으로 지닌 외교적 방어망 안에서 식민지 정황상 가장 조선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적인 정신과 기풍과 힘을 실은 민족교육이 베풀어지고 있던 현장이었다. 그런

윤동주기념관
연희전문 시절 학생 기숙사로 쓰였
던 핀슨홀은 학생 윤동주가 1938년

첫째 명제는 기독교이다. 그는 기독교

연전의 기상과 풍토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건학이념과 교시인 성경 구절이다.

에 입학해 2년 동안 머문 공간이기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 참으로 장렬하고도 아름

도 하다. 1922년 준공되었다는 아담

언어로 말하자면 ‘모태(母胎) 신앙인(어머

다운 건학이념이자 교시로서, 올바른 사람이 평생 지향해야 할 바를 ‘벼락 치

을 모아 놓은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니 배 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었다는 뜻)’이

듯’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내부에는 증언을 통해 재현해놓은

다. 연전 학적부에 그의 신급(信級)이 ‘유아

‘서울 연전’이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집안 어른들의 반대를

세례’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서

무릅쓰고 그렇게도 ‘서울 연전’에 가고 싶어 했다. 북간도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울 연전은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학

부터 그는 그처럼 ‘서울’을 동경했고 그처럼 ‘연전’을 동경했다.

교로서 그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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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서울 연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증언

11

한 건물 안에는 시인의 그 시절 흔적

시인의 책상과 당시 시인이 즐겨 읽
었다는 책 몇 권, 펜과 잉크, 그리고
시가 담긴 육필원고가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시인이 태어난 북간도 명
동의 막새기와가 있고, 그 옆에는 최
현배의 《우리말본》이 놓여 있다.

들이 서양 국적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념적으로는 기독교 윤리가 자유

문학기행 코스

평등을 모토로 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상이며 분위기였다.

윤동주 시비와 기념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서울 생활의 출발점, 감리교신학교 기숙사

윤동주 시인은 매우 희귀하게도 자신이 쓴 거의 모든 작품에 ‘완성일’을 기록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감리교신학대학교

한 시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느 곳에 살았을 때 어떤 작품을 썼는지 확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실하게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 연전 기숙사, 서대문 하숙집,

윤동주 하숙집터

누상동 하숙집, 북아현동 하숙집… 등등 그가 살았던 곳과 그곳에서 그가 쓴
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그간
서울에서 살면서 작품활동을 해온 많은 문인들이 따라오기 힘든 매우 특별한

서울 종로구 옥인길 57
윤동주문학관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19
윤동주 시인의 언덕
서울 종로구 청운동 7-4

그만의 강점에 해당한다.
현재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서울 안의 유적들은 대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는 서울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꼽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곳, 매우 중요한 그의 자취가 깃든 곳인데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곳이 있
다. 그가 생전 처음 서울에 와서 연전 입시를 치르고 합격을 통보받던 때 묵었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있는 <서시> 시비.

던 곳이다. 바로 감리교신학교(감신) 기숙사로서, 현재 주소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냉천동 31번지) 감리교신학대학’이다.

이 있다. 연전 유학 첫 여름방학에 귀향한 그가 중학교 후배인 장덕순에게 연
전 진학을 권유하면서 자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다.

1938년 초봄, 윤동주의 은진중학교 1년 선배이던 라사
행은 감신 2학년에 재학하면서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서

“동주는 … 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학을 공부하려면 자기가

울에 친척도 지인도 없었던 윤동주는 라사행에게 편지를 보

다니는 학교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학은 민족사상의 기

내어 연전 입시기간 동안의 숙식을 부탁했다. 약속된 날, 윤

초 위에 서야 하는데, 연희전문학교는 그 전통과 교수,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

동주가 그와 함께 연전 문과를 지망하는 고종사촌 송몽규

가 민족적인 정서를 살리기에 가장 알맞은 배움터라는 것이다. 당시 만주땅에

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간 라사행은 그들을 감신

서는 볼 수 없는 무궁화가 캠퍼스에 만발했고, 도처에 우리 국기의 상징인 태

기숙사로 데려가서 열흘 동안 자신의 방에서 같이 묶게 하

극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일본말을 쓰지 않고, 강의도 우리말로 하는 ‘조선문학’

면서 입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송우혜, ‘라사행의 증언’,

도 있다는 등등 … 나의 구미를 돋우는 유혹(誘惑)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차분

《윤동주평전》)

히, 그러나 힘주어서 들려주었다.” (장덕순, ‘윤동주와 나’, 《나라사랑》 23집)

당시 연전 입시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만약 그때 윤

이것은 1930년대 말의 일제 발악기라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그 참

동주가 입시에 실패했더라면 그의 생애는 어떻게 변했을까.

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당시는 중학교에서조차 일본어로만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기리는 ‘국민시인

교습해야 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가 폐교되는 시대였다. 그 숨막히는

윤동주’의 모습과는 또다른 모습의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상황 속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

이제 돌아보면 그의 서울생활의 출발점이 된 ‘연전 입시 성

기와 학풍을 누렸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학교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선교사

공’이 새삼 매우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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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길 57에 있는 하숙집터.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다.

문학관에 가다

김수영문학관
주소 서울 도봉구 해등로 32길 80
관람시간 09:00 ~ 17:4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홈페이지 kimsuyoung.dobong.go.kr
문의 02-2091-5673

김수영문학관

문학의 집·서울

바람과 풀의 시인, 김수영을 다시 기억하다

서울 시민과 문학인들이 소통하는 문화공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김수영문학관은

‘문학의 집·서울(Literature House

시인 김수영을 기리기 위해 도봉구에서 설립한 문

Seoul)’은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학관이다. 김수영의 본가가 서울 도봉동 산107-2

위한 공간으로,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

번지에 있었고, 집필실 역시 본가가 있던 도봉동

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제 모습 찾

에 위치해 있었다. 김수영의 많은 작품이 도봉구

기’의 일환으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장

에서 탄생하였고, 도봉산에는 김수영의 묘소와 시

공관을 개보수해 시민과 문학인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

비가 있다.

한 문학공간이다. 서울시는 2001년 유한킴벌리(주)의 후원으로 개보수

김수영은 1921년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서

작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0월 ‘시민의 날’ 주간에 맞춰 개관하였다.

출생하여 선린상고, 도쿄 상대, 연희대 영문과 등

문학의 집은 유한킴벌리(주)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운동과 연계

에서 수학하였다.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

하여 2005년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산림문학관을 개관하기도 하였다.

다가 탈출했으나 체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문학의 집·서울’은 대지 793.7㎡, 연면적 491.94㎡로 지하 1층, 지

있다가 1952년 석방되었다. 이후 교육계와 언론계

상 2층 규모이며, 본관 1층에 세미나실과 자료정보실, 전시장이 있고, 2

에 종사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였다. 초기에는 모

층에는 문인들의 사랑방과 회의실, 집필실이 있다. 또한 부설 ‘산림문학

더니스트 계열의 시를 썼으나 4·19 혁명 이후에

관’에는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2층 세미나실, 회의실, 자유

는 현실 비판과 저항적인 참여시를 주로 썼다.

롭게 책을 보는 북카페가 있다.

문학관 1층 제1전시실에서는 김수영의 삶의 궤적을 연대순으로 만

이곳에서는 문학관은 매달 1회씩 《문학의집·서울》이라는 소식지를

난다. 김수영 연보 및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6 쿠데타 등 현대사

발간하며, 수요문학특강,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시 낭송회 그리고 문인

의 질곡을 겪으며 표현한 시와 산문의 육필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영

들의 자화상전과 시서화전, 친필전 등이 정기 혹은 수시로 열린다. 그밖

상실에서는 김수영의 생애를 그 당시 사회상과 함께 영상으로 감상할

에 청소년 관련 문학행사

수 있다. 시작(詩作) 코너에는 김수영의 시와 산문에 자주 쓰이던 단어

의 하나로 백일장, 문학강

들을 집자(集字)하여 시어(詩語) 막대를 만들어 놓았다. 관람객들이 이

연이 열린다. ‘문학의집·

단어들로 시를 짓는 체험을 한다.

서울’은 우리나라 문학의

2층에는 김수영의 유물이 전시된 제2전시실이 있다. 지인

집 1호로서, 서울 시민과

들과 주고받은 서신, 작업하던 책상을 보며 인간 김수영의 면모

문학인들이 소통하는 문화

를 느낄 수 있다. 검색대에서는 김수영의 시, 산문 원고뿐 아니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라 미발표 원고, 신문 스크랩 자료 등을 검색하고 독서대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김수영의 시집과 산문집, 김수영 관련 서적들과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3층에는 도서관과 이동 열람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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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집·서울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65
관람시간 10:00 ~ 17:30
휴관 일요일, 법정공휴일
홈페이지 www.imhs.co.kr
문의 02-778-1026~7

삼성출판박물관

세계여성문학관

출판 인쇄 사료 및 자료 전문박물관

세계 여성 문인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전시하다

삼성출판박물관은 출판, 인쇄 문화

세계여성문학관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내에 있는 여성문학관이

유산을 수집 전시하기 위해 30여

다. 세계 여성문인의 자료를 수집·개발하고 여성 문인의 활발한 문

년간 모은 출판 인쇄 관계 자료를

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0년에 개관하였으며, 2006

기반으로 1990년 6월 29일에 문을

년 5월, 760㎡에 이르는 문학관 전용공간을 도서관 1층에 따로 마련

열었다. 삼성출판사 김종규 회장의

하였다. 문학관에는 세계 여성문인의 작품 및 연구서, 여성문학 관련

문화의식과 정신이 깃든 국내 최초

학술지, 문학 및 작가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영상물 등 멀티미디어 자

이자 유일한 출판 인쇄 사료 및 자

료를 소장하고 있다. 문학 강좌를 위한 215㎡ 규모의 갤러리에는 한

료 전문박물관이다. 서울시 영등포

국을 비롯한 세계 여성문인들의 작품집 초판본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

구 당산동에 설립된 후 2003년 종

며, 문인의 친필원고, 애장품, 각종 전시회 자료 등 실물자료를 비치

로구 구기동으로 이전했다.

하고 있다. 또한 3500여 명의 여성문인 웹 인명정보를 구축하여 독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하고 현존 최고(最古)의 목판인쇄가 남아 있는 긍지를 가진 종주국답게,

및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복층건물에 자료전시실, 세미
나실, 그룹스터디룸, 자유열람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뛰어난 우리나라의 출판 인쇄를 제대로 정립하고 알리며 관계
유물을 조사·보관·전시하는 산 교육장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출판박물관
주소 서울 종로구 비봉길 2-2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홈페이지 www.ssmop.org
문의 02-394-6544

세계여성문학관이 위치한 숙명여대 도서관은 모든 분야를 아우
르는 80만 권의 장서와 인쇄학술지 1800종, 1만9000종의 전자학술

총규모 약 2,334㎡로 상설전시장인 제1전시실, 특별기획 전시실인

지와 5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2200석의 열

제2전시실, 서고 및 수장고,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람실과 300여 대의 컴퓨터를 갖춘 첨단의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 시대별 출판인쇄물과 고활자·인쇄기구·문방사우와 그밖의 관계유

여자대학 도서관과 세

물 40여 만점을 소장하고 있다. 전적류 1만7000점, 출판·인쇄 도구 4

계여성문학관은 비슷

만5000점, 문방구 2만1000점, 근현대도서 16만점, 고문서 1만점, 서화

한 연관성으로 시너지

9000점 등 총 40여 만점이 있다. 소장품 중에는 국보 제265호인 《대방

효과를 내고 있다. 나

광불화엄경》 권13, 보물 제745호인 《월인석보》 권22, 남명천화상송증도

아가 여성을 위한 다양

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등 여러 점의 국보급 전적을 비롯, 희귀 양장본

한 고급 자료와 첨단

등이 있다.

시설로, 문학적 영감을

삼성출판박물관은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교과서 특별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

한국신문학 특별기획전, 광복전후 50년 자료 특별기획전 등 각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종 특별전을 개최하고 관계도록을 발간하였다. 이밖에도 문화학
교 운영과 학술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 1회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귀중본 영인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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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문학관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휴일, 법정공휴일
홈페이지 www.wowlic.sookmyung.ac.kr
문의 02-710-9120~1

영인문학관

윤동주문학관

한국 근대문학사를 한눈에 보고 읽다

별을 노래한 저항 시인을 추억하다

영인문학관은 이어령 전 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 영원한 저항

화부 장관과 문학평론가인

시인, 청년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윤동주문학관은 2012년 서울 종로

강인숙 부부가 사재를 들여

구 청운동에 개관되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에 재학하던 시

2001년에 설립한 문학박물

절, 이곳에서 가까운 종로구 옥인길 57(누상동 9번지)의 소설가 김송

관이다.(이어령의 ‘령’자와

의 집에서 후배 정병욱과 함께 하숙생으로 살았으며 당시 그의 대표작

강인숙의 ‘인’자를 따서 이

인 <별 헤는 밤>, <자화상> 등을 남겼다.

름 지었다.)

영인문학관
주소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관람시간 09:00 ~ 17:00
휴관 월요일
홈페이지 www.young-in.kr
문의 02-379-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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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시인의 이

이곳은 한국 근대문학

미지처럼 하얀색으로 칠해진 입구 입

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

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하얀 벽에

는 문학박물관이다. 국립문

새겨진 시인의 얼굴과 그가 1938년

학관이 없는 상황에서 문학

에 남긴 시 <새로운 길>을 먼저 만나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자료를 체계화하여 근대문학 발전의 발판을 만

게 된다. 안으로 들어가면 시인의 유품과 사진자료, 친필 원고, 시집,

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9년 이어령 전 장관이 시작한 한국문학연구

시인의 작품이 실린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으며, 전시실 가운데에 시

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곳에서는 13년간 《문학사상》을 발간하면서 수

인의 생가에 있던 것을 복원한 우물도 눈에 띈다. 특히 시인의 일대기

집한 문인들의 원고, 초상화, 편지를 비롯해 문인 및 화가들의 부채, 서

를 보여주는 영상실은 독특한 공간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화, 애장품, 사진,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과 자료실을 갖

윤동주문학관 건물의 특징은 청운동에 버려진 물탱크와 수도가압

춘 문학관은 문인 초상화 104점, 문인 도자기 15점, 작가 원고 500여 점

장 시설을 재건축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탱크 내부를 영상실로 만

등 모두 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광수와 모윤숙의 초상화를 비롯

들었는데 외부에서 한줄기 빛

해 이상과 김남조의 자화상, 박경리와 조병화의 마스크와 흉상 등을 볼

이 스며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수 있다.

연출한다. 탱크의 윗부분은

영인문학관 전시실에서는 연 2~3회의 기획전을 열고 있다. 문단전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뒤쪽

체가 참여하는 전시와 한 작가나 잡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심층 탐색

에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형 전시를 병행하여 한국 근대문

계단으로 연결된다. 2013년 1

학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

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매주 토

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건

요일에 전공학생을 위한 전문 강

축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의와 문학애호가들을 위한 젊은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작가들의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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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문학관
주소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19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문의 02-2148-4175

한국현대문학관

한무숙문학관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본다!

향정 한무숙 창작 40년 산실

한국현대문학관은 1997년 경기도 계원조형예술대학 내에 ‘동서문학관’

여류 소설가 한무숙의 삶과 작품

으로 개관하였고 이후 2000년 서울 중구 장충동 파라다이스빌딩 별관으

세계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문학

로 이전하며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다. 시집과 소설작품집 1000여 점, 문

관이다. 1993년 1월 30일 한무숙

인들의 육필원고 300여 점, 사진 1000여 점, 주요 문예지 100여 점 등을

이 사망하고 2월 1일 한무숙의 생

전시하며, 문학전시회와 문학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가를 공개함으로써 개관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종합전시관과 중앙

한무숙의 육필원고, 친필 편지,

전시관, 주요시인전시관, 영상실 등이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있다. 종합전시관은 김억의 번역시집

한무숙이 생전에 사용하던 응접

《오뇌의 무도》 (1921년), 현진건의 《타

실과 집필실이 보존되어 있다.

락자》 (1922년), 최남선의 《백팔번뇌》

한국현대문학관
주소 서울 중구 동호로 268
관람시간 09:00 ~ 17:00
휴관 일요일, 법정 공휴일
홈페이지 www.kmlm.or.kr
문의 02-2277-4857

이곳은 향정 한무숙 선생이

(1926년), 김영랑의 《영랑시집》 (1935년) 등 문인들의 초판본 작품집이

1953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40년

전시되어 있다. 또한 각종 잡지의 창간호, 일제강점기 때 발행된 시집과

동안 살아온 전통 한옥이다. 20세기 초 장안의 대목 심목수가 지은 한옥

소설, 분단문학과 북한문학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앙전시관에는

으로서 보존 가치도 크다.

이광수의 수필 〈설산과 나〉, 김소월의 시 〈기분 전환〉, 윤동주의 시 〈돌

문학관은 2개의 전시실과 1개의 집필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

아와 보는 밤〉 등 작가들의 육필원고와 편지글이 진열되어 있다. 이외에

실에는 육필원고, 저서,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고, 제2전시실에는 작가

도 한국을 빛낸 작가 20인의 사진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가 생전 국내외 문인과 명사들을 대접하던 응접실을 재현해 놓았다. 집

주요 시인전시관에는 한국 현대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최

필실에는 전문자료와 문학서적, 책상과 필기구, 일상용품들이 전시되어

남선과 한용운, 김소월, 김영

있다. 또한 서화 30여 점, 유고 수 천

랑, 이육사, 정지용, 이상, 윤

매, 도서 1만여 권, 유품 일체가 체계

동주 등 8인의 시집과 저서,

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약 40년간 소

사진자료를 전시한다. 중앙에

설을 써 온 한무숙의 대표작으로는

는 문학작품의 발생지를 표시

《등불 드는 여인》, 《감정이 있는 심

해놓은 한국문학지도가 있다.

20

서울특별시

연》, 《역사는 흐른다》, 《생인손》 등이 있다.

이상이 운영하던 다방 이름을

한무숙문학관에서는 매년 한무숙문학상을 시상하고 한무숙 콜로세

본 따 만든 카페 ‘제비’에는 이

움(미국)을 개최하며, 한무숙 단편소설 독후감대회와 문학기행을 주최하

제하와 조병화, 김채원, 김우

는가 하면 한무숙연구서 및 문학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전통 한옥의 정

종, 마광수 등 문학인들의 그

취가 느껴지는 문학관에서는 소설가 한무숙의 체취와 문학 정신을 고스

림이 걸려 있다.

란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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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숙문학관
주소 서울 종로구 혜화로9길 20
관람시간 10:00 ~ 17:30
휴관 일요일, 법정 공휴일
홈페이지 www.hahnmoosook.com
문의 02-762-3093

문학 유적을 찾아서

천상병 공원과 시비 <귀천>

하여 정치를 버리고

2009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입구에

산속으로 숨어들어

‘시인 천상병 공원’이 건립되었다. 천상병의 시

은둔생활을 하던 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되는 <귀천>은

월당 김시습은 시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천상병 시인

쓰면서 시대의 아픔

이 말년을 보낸 곳, 즉 귀천할 때까지 살던 곳이

을 삭였다. 수락산

수락산 아래 15번 버스 옛 종점이다.

역 방향에서 능선을

천상병은 1949년 《죽순》에 <피리>, <공상>

오르다보면 깔닥고

을 발표하였다. 이후 1967년 동백림 사건(동베

개 부근의 정자에서, 또 금류폭포와 내원암에서도 김시습의 자취를 느

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

낄 수 있다.

되어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때 받은 육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현천

체적, 정신적 충격은 천상병의 삶과 시에 커다
란 영향을 미쳤다. 생전에 그는 “하루에 막걸리 마실 돈과 담배 한 갑 살

이무영 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였다.

천주교 혜화동 교회 추모공원 내에 있는 소설가 이무영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 내려 산길로 가는 중간에

묘는 소설가 염상섭 묘와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길

‘천상병 공원’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천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염상섭 묘 입구를 지나, 추모공원의

상병 시인을 기리는 조형물들과 그의 시 <귀천>을 돌에

주도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왼편에 ‘작가 이무영 선생 묘

새긴 시비, 그리고 타임캡슐이 있다. 천상병 시인의

소 입구’라 쓰여 있는 표지석이 있다. 남향의 묘 앞에는 소

유품 230점이 함께 들어있는 타임캡슐은 천상병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화강암 둘레돌 위에 봉분을 하고

시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130년에 공개된다

잔디를 입혔다. 묘비의 앞면에는 ‘농민 문학의 선구자 / 소

고 한다.

설가 이무영 선생 묘비’라는 글이 한글로 음각되어 있다.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6-4

뒷면에는 “이무영 선생을 추모하여 생시에 우정을 나누던 문우 교직 전
우와 그 훈도를 받던 후배와 제자들이 이 돌을 세워 징표로 남긴다”고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김시습 동상과 시비 <수락잔조(水落殘照)>

새겨져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는 테마형 하천인 당현천이 자리하고 있다. 당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로 천주교 혜화동 교회 추모공원

현천을 지나는 곳에 늠름한 자태의 김시습 동상이 우뚝 서 있다. 당현천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입구에는 자연의 살아있는 생태를 도시 디자인과 접목한 조형물 게이트

염상섭 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 있다. ‘天地通文(천지통문)’이라 쓰인 입구를 지나면 당현천으로 이어

소설가 염상섭의 묘는 천주교 혜화동 교회 추모공원 경내에 있다. 묘원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진다. 당현천 지역의 ‘땅과 하늘이 맞닿은 문을 지나면 만사가 형통하다’

관리소 앞 비탈길을 올라 직진으로 약 300m쯤 진행한 뒤, 묘소 입구를

는 뜻이다. 김시습 동상은 나라를 생각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형

알리는 표지석을 바라보고 조그만 개울을 건너 양지바른 터에 자리하

상화하였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개의 바위는 수락산의 봉우리를 상

고 있다.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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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며 바위에는 김시습의 시가 새겨져 있다. 세조의 왕권찬탈에 반발

염상섭은 서울 적선동에서 태어나 65세에 지병으로 작고할

23

때까지 다양한 사회 활동과 소설 창작 활동으로 우리 근대 문

있는 오상순은 평생 자신의 집을 갖지 않았으며, 시집 한 권 내지 않았

학의 초석을 닦았다. 말년에 서울 성북동에서 살았던 염상섭

다. 남궁벽, 염상섭, 황석우, 변영로 등과 함께 《폐허》의 동인이었으며,

은 가톨릭에 귀의하여 천주교 혜화동 교회에 적을 두었던 연

<아시아의 마지막 밤풍경>, <방랑의 마음>, <허무혼의 선언> 등의 작품

고로, 사후 혜화동 교회 추모공원에 안장되었다. 봉분은 일반

을 남겼다.

인 보다 조금 크게 사방을 화강암으로 쌓은 위에 조성하였다.

위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매표소 부근

봉분 앞에는 역시 화강암으로 조성한 기단 위에 몸돌을 가진
묘비가 조성되어 있다.

김수영 생가터와 시비 <풀>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로 천주교 혜화동 교회 추모공원

서울 도봉산 입구에 시인 김수영의 문학
활동을 기리는 시비가 자리하고 있다. 김

오상순 <방랑의 마음>

오상순 묘소와 시비 <방랑의 마음>

수영은 196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

수유동 북한산 자락 등산길에서 시인 오상순의 묘소와 시비를 만날 수

을 달리했다. 그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있다. 4호선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빨래골 입구’ 정류장에 내리면

당대의 대표적 문학예술 잡지 《현대문학》

‘공초 오상순 선생 묘소 가는 길’이라고 새긴 돌기둥이 보인다. 오상순의

을 간행하던 현대문학사가 ‘김수영시비

호 ‘공초(空超)’는 ‘비우고 초월한다’는 뜻이며, 하루 200개의 담배를 피

건립위원회’를 꾸리고 선후배 문인들의

워 꽁초로 불렀다. 술로 뛰어넘을 자가 없다는 시인 변영로와 만나 일제

뜻을 모아, 1969년 6월 15일 김수영 시인

식민시절의 암울함을 어둡고 절망적인 시를 통해 표출했다. 무덤을 바라

의 무덤 앞에 만들어 세웠다. 김수영 시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오상순 선생의 시비가 있고, 왼쪽에는 당간지

비가 곧 그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시비

주처럼 생긴 돌기둥을 세워 놓았다. 무덤 앞 상석 왼쪽에 작은 돌 모형

는 회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높이가 125㎝, 너비가 185㎝

은, 평소 애연가였던 그를 위해 재떨이 대용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로, 전체적으로 보아 옆으로 긴 장방형의 외형을 하고 있다. 시비의 몸

정방형 모양의 시비에는 대표작 <방랑의 마음> 첫머리를 큼지막한 글

통에는 시인의 육필로 시 <풀>의 일부를 새겼다. 시비 오른편에는 아직

씨로 새겨 놓았다. 이 시비는 시인 구상이 발기하여 1964년 6월 6일 세

도 반짝거리는 눈빛을 지닌 얼굴 브론즈를 볼 수 있다. 뒷면에는 시비

웠다. 시비의 휘호는 여초 김응현의 글씨로, 여초 자신이 그동안 쓴 글

건립의 취지와 경위, 주체, 김수영의 간단한 약력이 적혀 있다.

중 역작으로 꼽는 셋 중의 하나라고 자찬한 명필이다. 화강석으로 된 시

김수영 시인은 1921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 158번지 중인가문에서

김수영 <풀>
(…)

비의 높이는 1m63, 두께

태어났다. 하지만 돌이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이사를 갔는데, 그가 젊은

보금자리친

51cm로 화가 박고석이 공

시절을 보내고 제일 오래 지냈던 곳이 종로6가 43의4(당시 116번지)였

오! 흐름 위에

초의 시세계를 상징한 정

다. 이 집 뒤편에는 그의 고모집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김수영이 성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나의 혼…

사각형의 원형 미학을 살

장한 곳이다. 그가 훗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바다 없는 곳에서

려 도안했다고 한다.

집도 이곳이며, 일제 말기 만주로 갔다가 광복 후 돌

발목까지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에
눈을 감고 마음 속에

묘소와 시비 외에는

아와 산 곳도 이 집이다. 현재 종로 파고다 공원 건너

바다를 그려 보다

오상순의 자취를 찾기는

편에 ‘김수영 생가터’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어렵다. 고독과 허무, 방랑

위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시비), 서울 종로구 종로98(생가터)

(…)

과 담배 연기로 요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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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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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모 <하나 될 새 날을 열고자>

정한모 시비 <하나 될 새날을 열고자>

홍명희 집터

나눌 수 없는 한몸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시인 정한모의 시비가 있다. 울창한 숲 사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곳에 홍명희 옛 집터라는 표지판을 만날 수

나눌 수 없는 한마음

이에 자리한 정한모 시인의 시비는 통일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다.

있다. 벽초 홍명희는 일제 강점기 말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했던 소설

이제는 하나로 이루게 하소서

<하나 될 새날을 열고자>라는 제목의 시 전문이 큰 바위덩이에 새겨져

가이다. 도봉구에서는 홍명희가 살았던 도봉구 창동 244-1번지에 표지

우리의 발돋움 하늘에 닿았나니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총동창회가 세운 시비는 자연석에 그대로 만들

판을 세우고, 홍명희의 집터를 기리고 있다. 홍명희는 1888년 7월 3일

어졌다. 정한모 시인은 1955년 사상계 7월호에 시 <음영>을 발표하면서

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인산리에서 태어났다. 출생 이후 청년 시절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8년 첫 시집 《카오스의 시족》, 1959년 《여

까지 괴산에 거주하였으며, 장년이 된 1921년에 상경한 이후 줄곧 서울

백을 위한 서정》, 1970년 《아가의 방》 등을 출간했다. 밤과 어둠의 이미

에 살았다. 그러다가 1939년 말에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현 서울

지를 표현하면서 시대의 절망을 써 내려갔으며 휴머니즘에 본질을 두고

도봉구 창동)으로 이주하여,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창동에서 은둔

탐구하는 열정의 시인으로 기억된다.

생활을 하였다. 그가 남긴 《임꺽정》은 한국 근대 소설의 고전으로 평가

국어 교과서에 그의 대표 시 <가을

받고 있다.

에>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북

위치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다길 40 신도브래뉴아파트

하늘이시여

우리의 마음돋움 하늘에 맞닿았나니

한산 울창한 나무 숲 사이, 눈

연재되며 인기를 누렸던 대하 장편

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통

김현승 시비 <가을의 기도>

일을 기원하는 시비가 장엄하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 중 대표적인 것이 <가을의 기도>이다. 서울 숭실

채 연재가 끝난 1939년에 단행본 네

게 빛나고 있다.

대학교 교정에는 김현승의 시비 <가을의 기도>가 있다. 김현승은 서정

권으로 간행되었다. 화적패가 나타

위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성 짙은 시와 종교적 성찰이 담긴 시를 발표하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그려내고, 양반 사회에서 천민 사회

열어왔다. 김현승의 호는 다형(茶兄)이다. 숭실전문 문과를 졸업하고 조

에 이르는 광범위한 인물 설정, 조선

이병주 시비 <북한산 찬가>

선대와 숭실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평양에서 출생해 3살 때 부친을

소설가 이병주의 문학비가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이병

따라 광주로 이주했다. 1934년 숭실전문 교지에 발표한 시가 양주동의

주는 1977년 <낙엽>으로 한국문학작가상, 같은 해 <망명의 늪>으로 한

눈에 띄어 동아일보에 발표되면서 등단하였다. 초기 시에는 젊음이 넘치

국창작문학상, 1984년 <비창>으로 한국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병주

는 서사적인 시를, 해방 후에는 자연 예찬과 기독교적 내면 탐구로 이어

가 만년에 즐겨 찾았던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그의 수필집 《산을 생각

졌다.

학비를 만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이 작품은 일제시대인 1928년부터
1939년까지 거의 1년간 조선일보에

김현승 시인은 생전에 가을을 즐겨 시적 제

한다》에 수록된 <북한산 찬가> 일부를 새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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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희 《임꺽정》

재로 삼았다. 김현승 시인의 시에는 가을을 소

이병주는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

재로 한 시가 유난히 많고 질적으로도 큰 비중

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는 자신의 글처럼, ‘기

을 차지한다. <가을이 오는 시간>, <가을의 입

록자로서의 소설가’, ‘증언자로서의 소설가’를 지

상>, <가을의 시>, <가을의 포도(鋪道)>, <가을

향했다. 그는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역사와 민

은 눈의 계절>, <가을의 향기>, <가을의 소묘>

족의 비극에 고뇌했고, 그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

등 ‘가을’이란 시적 소재가 제목에 드러나고 있

시켰다.

는 작품만 해도 10여 편을 헤아린다. 시 <가을

위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의 기도>는 김현승 시인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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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소설이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나게 되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상을

시대의 풍속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역사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
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으로 기도의 자세와 신앙심을 시 세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자결하였다. 또 다른

작품이다.

사람들은 군기감(軍器監) 앞길에서 거열(車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裂)을 당했으므로 이곳에서 처형된 사람은
없다.
이들의 시체를 거두어 정중히 장사 지

심훈 <그날이 오면>

심훈 생가터와 시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시, 소설, 연극, 영화 등의 분야

내줄 만한 사람도 당시에 없었다. 박팽년의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유복자만이 겨우 살아 남아 대를 이었다 하

심훈. 그의 예술혼은 일제에 항거

고, 나머지 사육신의 아들은 모두 교형(絞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하는 광복정신에 그 뿌리가 있다.

刑) 당했고, 남은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심훈이 태어나고 자란 서울 동작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사육신 묘가 있는 총면적 49,40㎡ 규모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구 흑석동에 그의 시비와 태어난

의 사육신 공원에는 사당인 의절사, 홍살문, 삼문(불이문), 육각비, 신도

(…)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지

비 등이 있다. 신도비 비각과 마주보고 있는 육각형의 사육신비는 1955

하철 9호선 흑석역 1번 출구에서

년에 세워진 것이다.

직진하면 계단 앞에 심훈의 시비가 있다. 시비에 <그날이 오면>이 새겨

위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55-4 사육신공원

서울특별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
되어 순사한 조선 전기의 여섯 명의
충신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를 일컫는다. 이들은

졌다. 시비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효사정이 있다. 효사정 마당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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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단종을

보는 흑석동 성당 주변에 심훈의 생가가 있었다. 이곳에 심훈 생가터 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김광섭, 심훈, 한용운 옥중생활 기록

지석이 있다. 동작구에서 만든 동작 충효길을 걸으며 심훈의 발자취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독립공원에 있는 특수박물관이다. 정부수

느낄 수 있다. 1930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심훈의 <동방의 애인>과

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선열들의 자

<불사조>는 일제의 검열로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 해에 심훈은 대

주독립정신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1995년 공사를 시작

표작 중 하나인, 시 <그날이 오면>을 완성한다. 이 시는 3월 1일 기미독

하여 1998년 11월 개관하였다.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했고, 명
나라 사신의 환송연 때 거사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좌절되어서 김질 등
의 밀고로 잡혀 고문을 받은 끝에 죽
었다.

립선언일을 기념하여 쓴 시로 대표적인 저항시이다. 독립이 된다면 자신

역사관은 3·1운동 직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어 숨을 거둔 지하

이 죽더라도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독립에 대한

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사형장, 옥사 7개동, 역사전시관 등으로 구성되

강한 열망과 의지를 담고 있다.

어 있다. 관사와 고문실로 쓰이던 역사전시관에는 영상자료실, 강우규

위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생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73 흑석체육센터 부근(시비)

의사의 의거를 재현한 매직비전, 형무소역사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

을 개고 수건에 물을 짜서 몸을 훔친

는 벽관·독방 등의 옥중생활실 등이

다… 홀딱 벗고 문 앞에 선다. 무명

김광섭 <나의 옥창일기>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 단벌 이불

수건 하나를 들고 문이 열리자 고개

사육신 묘

있다. 이밖에 사형장 옆에 시신을 몰

사육신(死六臣) 묘는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순절한 신

래 버리기 위해 만든 시구문이 복원

내려와 큰문에 나서면 겨울 물에 풍

하의 묘를 일컫는다. 원래는 박팽년·유응부·이개·성삼문의 묘만 있

되어 있다. 또한 심훈 전시물 중 어

덩 뛰어드는 듯 찬 바람을 훅 느끼며

었는데 서울시에서 1977∼1978년, 사육신 묘역의 정화 공사를 할 때, 하

머니께 드리는 글월(원고)과 김광섭,

정신없이 달리다가 문 가운데 놓인

위지와 유성원, 김문기의 가묘(假墓)를 추봉(追封), 사육신의 묘를 갖추

한용운 전시물 중 옥중생활 기록(원

허들을 훌쩍 뛰면서 입을 아~ 벌려

게 되었다. 이 묘가 있는 곳은 지난날 사형이 집행되던 곳이라고 전해지

고)이 전시되어 있다.

나 사육신 중 박팽년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옥사했고, 유성원은 잡혀

위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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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끄떡 하고는 복도를 달려 층계를

창창한 대한천에 뛰어든다.

야 한다. 뛰는 것은 항문에 감춘 것
이 없다는 표시요, 아~ 하는 것은
입에 문 것도 없다는 증거다.

박두진 시비 <푸른 숲에서>

어린이대공원 - 김동인, 방정환, 강소천, 이원수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 길에 박두진 시

어린이대공원은 1970년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놀며 꿈과 이상을 실현

방정환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자연을 사랑하

할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

고, 그 자연을 아름다운 우리 글로 읊은

린이대공원’이라 명명하고,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 착하고 씩씩하며

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시인 박두진은 우리나라 시 문학에 큰 발

슬기롭게 자라자’라는 휘호를 썼다. 1973년 개원 당시, 어

자취를 남겼다.

린이 공원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로, 교양시설, 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의 휴식처로 가족 나들이객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서대문구와 인연이

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에는 김동인 동상과 문학비,

조성된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에서 박두진 시비 제막식이 열렸다. 나란히

방정환 동상, 강소천 문학비 <닭>, 이원수 문

선 3개의 시비(각 높이 300cm, 폭 120cm)에는 1946년 청록집에 실린

학비 <고향의 봄>이 자리해 있다. 누구보다

시 <푸른 숲에서>가 담겨 있다. 그는 아마도 안산을 오르며 자연의 오묘

어린이를 사랑하고 많은 아동 문학작품을 남

함과 신비함을 노래했을 것이다. 박두진은 1946년부터 박목월, 조지훈

겼던, 문인들의 시비가 곳곳에 자리해 있어 교

등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한 이래, 30여 권의 시집과 평론, 수필,

육의 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시평으로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위치 서울 광진구 능동 18

국립4·19민주묘지 ‘수호예찬비’
박목월 시비 <산도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는 4·19 혁명 희생자를

두어송이

서울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옆 오솔길은 일명 ‘138계단’ 또는 ‘일삼팔’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이다. 이곳에는 1960년 4·19 혁명에 희생된 젊은

송이 버는데

오르면 이 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박목월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

학도들의 영령이 잠들어 있다. 1961년 제2공화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옥같은

다.(138계단은 현재 증축되어 158계단이 되었다.) 이곳 시비에는 “산은

1960년 발생한 4·19 혁명 기념공원 묘지 조성에 의결하였다. 목조 건물

물에

구강산, 보랏빛 석산”으로 시작되는 박목월의 <산도화>가 새겨져 있다.

인 유영봉안소와 묘지, 4·19 혁명기념관, 사월학생혁명기념탑, 상징문

이 시는 박목월 초기 시의 전형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과 그밖의 상징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화된 세계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

성역공간과 사용공간은 상징문으로 구분

폭의 동양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된다.

산도화

봄눈 녹아 흐르는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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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세대에서 교수를 지내고 연희동에서 40

구강산
보랏빛 석산

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

희시설, 조경시설, 휴식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위치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입구

산은

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

청록파 박두진 시인은 이화여대와 연

깊다. 2014년 3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박목월 <산도화>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

청록파를 대표하는 시인 박목월은 1962년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4·19 묘지 양쪽 측면에는 4·19 혁명

로 부임해 이후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어가며, 1974년 한국시인협회 회장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시를 화강암에

직을 맡기도 했다. 1976년에는 한양대 문리대 학장에 취임하였고, 1978

새겨놓은 ‘수호예찬비’가 있다. 조지훈, 송

년 타계하기까지 한양대에 봉직하였다. 한양대는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욱, 구상, 박화목, 장만영, 구상 등 모두

위해 교정에 시비를 건립하였다.

12편의 시비가 있다.

위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위치 서울 강북구 4·19로 8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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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

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한용운 집터 ‘심우장’

작가를 소개하는 검은 표지석과 아담하고 아름답게 정리된 정원이 눈에

서울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한용운 집터인 ‘심우장(尋牛莊)’은

들어온다. 오른쪽에는 ‘ㄱ’자 구조의 고택 한 채가 단아하게 들어 앉았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한용운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10

다.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이 건넌방, 오른쪽이 안방 겸 사랑채로 이루어

여 년간 머무른 곳으로 전해진다. 심우장은 일제강점기인 1933

졌다.

년에 만해(萬海) 한용운이 지은 집으로, 남향을 선호하는 한옥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26길 8

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이다.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은 조
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는 남향 터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

조지훈 ‘방우산장’과 시비 <낙화>

조지훈 <낙화>

의 북향 터를 선택했다. 일제에 저항하며 살아왔던 한용운은 끝

성북동에 있는 조지훈 시인의 집터 인근 도

꽃이 지기로소니

로변에는 시비 등을 볼 수 있는 기념 건축

바람을 탓하랴.

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이태준 《무서록》

조형물 ‘방우산장’이 조성되어 있다. 조형물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 가지 수행 단계 중 하나인 ‘자기의

전면에는 조지훈 시인이 생전에 가장 아끼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면 4칸, 측면 2

던 그의 시 <낙화>가 새겨져 있다. 조형물

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한용운이 쓰던 방에는

에 놓인 의자는 생각의 공간을 형상화한 것

꽃이 지는데

그의 글씨와 연구논문집, 옥중공판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다. 격자무늬 문이 열린 방향이 조지훈이

꽃 지는 그림자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29길 24 심우장

수필집 《무서록》은 아껴 음미하며
읽을 만한 책이다. 삶과 자연, 문학과

기고한 <방우산장기>에서 “마음속에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직접 키우지

동을 가져온다. 몇 평 안되는 마당에

많다. 길상사에서 언덕배기로 오르는 길이 ‘이태준길’이다. 길을 따라가

않아도 소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무, 모란, 백화, 파초를 심어 기르며

면, 고풍스런 한옥에 전통찻집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태준의 집필실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42-1

식구 모두가 떠받들어 귀히 여기는

로 사용된 ‘수연산방’이다. 이곳은 이태준 집터라는 희소가치 덕분에 지
방민속자료 제 11호로 등록되었다. 이태준은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이

길상사와 시인 백석

며 기쁨을 누리는 선비의 정신을 엿

곳에서 머물면서 <달밤>, <돌다리>, <황진이>, <밤길>, <토끼이야기> 등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 사이에 들어선 사찰 길상사에는 백석 시인과

볼 수 있다.

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집필했다. “소설만으로 전업을 못 삼는 것은 슬

얽힌 애틋한 사연이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모던보이 백석 시인과 기생

픈 일이다”라며 평생 비운의 삶을 살다간 그였지만, 이 집에서

진향(본명 김영한)은 서로에게 끌렸지만 신분의 벽에 막혀 사랑을 이룰

만큼은 단란한 일가를 이루며 불우했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 없었다.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하던 진향은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시절을 살았다고 한다. 당시에 발표된 작품들은 안정된 생활을

읽고 감명 받아 3대 요정으로 불리던 ‘대원각’을 시주했다. 법정 스님은

반영이라도 하듯이 간결하고 치밀한 문장과 빼어난 분위기, 선

진향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줬고, 시주 받은 대원각 자리에 지은

명한 성격 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태준은 작가들의 교

사찰은 ‘길상사’로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현재 공덕주 길상화의 공

과서인 《문장강화》와 수필집 《무서록》을 집필했다.

덕비와 백석이 만주에서 자야(길상화)를 그리워하며 쓴 시 <나와 나타샤

지금은 그의 외종손녀가 이 고택을 이어받아 전통찻집으
로 운영하고 있다. ‘수연산방’의 현판을 내건 대문을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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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꺼야 하리

뜰에 어리어
우련 붉어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는 길상사, 최순우 옛집 등 오래된 가옥과 명소가

와 옛 기물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

머언 산이 다가서다.

살던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조지훈 시인은 자신이 기거했던 곳

운 관찰과 그윽한 성찰은 잔잔한 감

범부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고, 고서

귀촉도 울음 뒤에

하이얀 미닫이가

을 모두 ‘방우산장(放牛山莊)’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1953년 신천지에

앵두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

하나 둘 스러지고

살던 집이 있던 쪽이다. 이 조형물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인이

이태준 집필처 ‘수연산방’

크고 작은 생명에까지 미친 날카로

주렴 밖에 성긴 별이

‘심우장’이란 명칭은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와 흰 당나귀>를 만나볼 수 있다.
위치 서울 성북구 선장로 5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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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고등학교 - 김광섭 시비 <마음>, 양주동 시비 <어머니의 마음>

여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1933년 조선일보에 시 <겨울밤>을 발

서거정(1420~1488)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김광섭

표하고 이듬해 소설 <이순신>을 《형상》에 발표한다. 1946~1948년 모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시인의 시비는 그의 모교이자 한때 교

보성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48년 현 중앙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

45년간 세종·문종·단종·세조·

편을 잡았던 강남구 일원동의 중동고

겨 창작에 몰두한다. 이때 그의 시집 《피리》, 《살어리》 등이 발간되고 시

신흥왕조의 기틀을 잡고 문풍을 일

등학교 교정에 자리하고 있다. “1996

론집 《시와 진실》이 출간되었으며 동인지 《시학》에서 활동한다. 그는 지

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원만한 성

년 5월에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59

병인 척추염과 신경쇠약을 얻어 몸져 눕게 되고 1950년 39세의 젊은 나

회 동문들이 학교의 뜻과 얼을 새기

이에 요절하였다.

며 시비를 세운다. 김충현 씀.” 시인

위치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78 보성고등학교

서거정 시비 <회고시>, <삼전도도중>

이 불어도 흔들리이고 /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 // 돌을 던지는 사

서울 송파구 방이근린공원에 2001년 6월 송파구에서 세운 서거정 시비

람 / 고기를 낚으는 사람 / 노래를 부르는 사람 // 이 물가 외로운 밤이

가 있다. 이 시비는 폭 3m, 높이 2m 규모로 구름을 형상화 한 받침대

면 / 별은 고요히 물위에 나리고 / 숲은 말없이 잠드나니 // 행여 백조가

위에 둥근 원형으로 돌을 깎아 세웠다. 시비 전면에는 서거정 선생이 이

오는 날 / 이 물가 어지러울까 /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본래 한없이

곳 몽촌에서 말년을 보내며 지은 <회고시>를, 뒷면에는 광나루의 아름

윤곤강 <잉경>

고요한데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구름의 그림자가 내려앉기도 하는 마

다움 풍경을 예찬한 시 <삼전도도중>을 한글과 한문으로 음각해 새겨

울었다, 잉경

음의 본질을 물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놓았다.

또한 중동고등학교에는 노래로 유명한 양주동의 <어머니의 마음>

서거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좋은 글을 골

이 새겨진 시비도 세워져 있다. 시비 하단에 “모교를 괴는 마음이 감히

라 엮은 시문집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동문선》은 조선 초기 성종 9년

쌓이고 쌓인 세월 속에

어머니 마음 같고 싶어 어머니를 닮은 마음으로 양주동 선배님의 어머니

(1478)에 완성된 역대 시문집이다. 중국의 ‘문선’을 본따 편찬했는데, 우

두고 두고 먼지와 녹이 슬어

마음을 적습니다.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64회”라고 적혀 있다.

리나라 글을 모은 것임을 강조해 ‘동문선(東文選)’이라 했다. 우리 글이

위치 서울 강남구 일원로 7 중동고등학교

중국 것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잉경이 울었다

한 마리 커다란 짐승처럼
죽은 듯 잠자던 잉경…
(…)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근린공원

나는 들었노라, 정녕 들었노라
두 개의 귀로, 뚜렷이 들었노라

윤곤강 시비 <잉경>

─ 이젠 새 세상이 온다

1911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윤곤강은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산도서관 - 김소월 시비 <산유화>,

이후 일본 유학길에 올라 본격적으로 문학에 심취하였다. 윤곤강의 모교

조지훈 시비 <파초우>

─ 이젠 새 세상이 온다

인 보성고등학교에는 그의 시 <잉경>이 새겨진 시비가 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남산에는 ‘소월길’이 있다. 서

잉경(인경)은 조선시대 통행금지를 알리는 삼경 종소리를 뜻

울 남산의 남쪽 용산구 한남동에서 산을 구비 돌

하는 말이다. 윤곤강 시인이 1946년 가을에 쓴 시 <잉경>은

아 남대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예전에

보성고등학교 재직 당시 같은 제목의 교지를 창간하면서 쓴

는 남산순환도로였다가 시인 김정식의 호인 소월

시로 추정된다.

을 따서 소월길로 이름을 지었다. 소월길에 이르

윤곤강 시인은 일본 센슈우대학 재학 시절에 《시인춘
추》 동인으로 활동하고 귀국 후에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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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희생 등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도 왕을 섬기고 자신의 직책을 지키
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 조정을 떠나
많은 편찬사업에 참여했으며, 그 자

광섭 시인의 시 <마음>이 새겨져 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바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품의 소유자로 단종 폐위와 사육신

지 않았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수

의 후배들이 교정에 세운 시비에는 김

울었다, 잉경

예종·성종의 여섯 임금을 모셨으며

는 산기슭에는 남산 공원과 야외식물원, 남산도
서관이 있다.

35

신도 뛰어난 문학저술을 남겨 조선
시대 관인문학이 절정을 이루었던
목릉성세(穆陵盛世)의 디딤돌을 이
루었다.

남산도서관

1964년에 신축한 남산도서관 앞에는 애국선열

유치환의 호는 청마(靑馬)이며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였다. 극작가

1922년 10월 5일 경성부립도서관으

조상건립위원회에서 세운 퇴계 이황과 다산 정약용

유치진의 동생으로 통영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야

로 개관한 후 1964년 12월 31일 현재

동상이 있다. 훌륭한 학자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마중학에서 4년간 공부하고 귀국하여 동래고보를 졸업, 연희전문 문과

도서관으로 변칭했다. 장서 44만여

공부하라는 뜻으로 도서관 가까이 세웠을 것이다.

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였다. 정지용의 시에 감동을 받아 시

권, 비도서 1만2000점, 연속 간행물

이곳에는 1968년 한국일보사에서 한국신시 60년

를 쓰기 시작해, 1931년 《문예월간》지에 시 <정적>을 발표함으로써 시

을 기념해서 세운 소월 시비 <산유화>와 “외로이

단에 데뷔하였고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시작을 계속하였다. 1939

흘러간 / 한 송이 구름 / 이 밤이 어디에서 쉬리

년 제1시집 《청마시초》를 간행하였다.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허무와

라던고”로 시작하는 조지훈의 <파초우(芭蕉雨)>

낭만의 절규 <깃발>을 비롯한 초기의 시 53편이 수록되어 있다. 1940

를 새긴 시비가 있다.

년에는 일제의 압제를 피하여 만주로 이주, 그곳에서의 각박한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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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은 시 <수>, <절도> 등을 발표하였다.

건물을 신축해 이전해 이듬해 남산

1200여 점, 고서 1876권, 동양책 6
만8119권을 보유한다. 휴관일은 매
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과 일요일 제
외 법정공휴일, 도서관이 정하는 임
시 휴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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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환 <깃발>

박목월 목월공원과 집터
조병화 시비 <솔개>

이 있다. 1998년에 조성된 목월공원에는 박목월의 시 <청노루>가 새겨

서울 종로구 현대아케이드 앞 뜰 화단에는 조병화의 시비 <솔개>가 놓

진 시비가 세워져 있고,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쉼터로

여 있다. “하늘의 살고 싶어라 / 바람에 / 떠있고 싶어라 // 날개에, 날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청록파 시인인 박목월의 시의 감성에

에 / 떠있고 싶어라 // 바람이 쓸어가는 / 하늘 // 인간보다 쓸쓸히 / 보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향기를 더하고자 벽화를 조성해 놓았다. 높이 1.7m에 총 연장 50m에 이

이지 않는 곳에 // 눈물보다 쓸쓸히 / 차가이 하늘 깊은 곳에 // 외로움

아아 누구인가?

르는 규모로 조성된 벽화에는 그의 작품인 <나그네>, <청노루>를 함께

보다 쓸쓸히 / 바람에 쓸려 / 바람에 쓸려 // 날개처럼 / 살고 싶어라”

그려 넣어 공원을 찾는 이들이 감상할 수
박목월 <청노루>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는 시인 박목월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목월공원

있도록 했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시인 조병화는 1921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서 태어나 경
성사범학교와 도쿄고등사법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 제물포고등

또한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목

학교, 서울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1949년 시집 《버리고 싶

낡은 기와집

월 시인이 살았던 집터가 있다. 집터 표

은 유산》으로 등단 후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를 거쳐 경희대

산은 자하산

지석만 남은 이곳에 1963년부터 1973년

문리대학장,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세계시인대회장, 예술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며 작품 활동에

원 회장, 문인협회 이사장을 역

열두 굽이를

전념해 왔다.

임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금

위치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50-10

관문화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머언 산 청운사

봄눈 녹으면

청노루
맑은 눈에

모란장을 수훈하였다. 시집으로

도는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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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환 시비 <깃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서울 종로구 세양빌딩 앞에는 통영 출신의 시인 유치환의 시비가 있다.

《방의 이야기》, 《시간의 숙소를

시비에는 그의 대표 시 <깃발>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

더듬어서》, 《공존의 이유》, 《남

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 순

남》 등이 있다.

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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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교동초등학교 노래비

보안여관

교동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으로 무려 120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영추문 맞은편에 ‘보안여관’이라고 쓰인 작고 낡은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894년 9월 18일 관립교동왕실학교로 개교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에 건립된 보안여관은 돈 없는 예술가

였으며, 몇 번의 개칭을 거쳐 1947년 9월 18일 서울교동국민학교로 명명

들이 무작정 상경해 자리를 잡기 전 장기 투숙하던 공간이었다. 한때 오

하였다. 교동초등학교가 배출한 명사로는 윤보선 전 대통령, 윤치영 초

래되고 낡은 건물로, 재개발 붐을 타고 사라질 뻔했으나 이를 안타깝게

대 내무부장관을 비롯해, 소설가 심훈, 아동문학가 윤

여긴 예술가들의 노력에 의해 그대로 남겨졌다.
1930년대에 이곳에서 시인 서정주가 화가 이중섭과 교류했고 김동

극영, 윤석중, 어효선 등이 있다. 문학인들을 기리기
위해 교동초등학교 교정에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리, 김달진, 오장환 시인과 함께 동인지 《시인부락》을 펴냈다. 1960~70

윤극영의 동요 <반달>, 윤석중의 동요 <새 나라의

년대에는 청와대 공무원들과 신춘문예를 준비하던 문인들이 자주 드나

어린이>, 어효선의 동요 <파란마음 하얀마음>과

들었다. 2004년까지 여관으로 이어 오다가, 2010년부터 공연, 전시 등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 새겨져 있다.

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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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사터 표지석

한용운 시비 <춘화Ⅰ, Ⅱ>, <우리 님>

지하철 안국역에서 천도교 중앙총부로 들어서다 보면 그 왼편에 ‘개벽사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도심공원으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

한용운 <춘화>

터’라는 기념동판이 정문기둥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자

다. 조선 세조 13년에 원각사로 건립하였던 것을 고종 34년인 1897년 도

Ⅰ

리가 1920~30년대 천도교 계열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거점이었던 중

지부 고문인 영국인 브라운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어 1920년에 개원하

따스한 별 등에 지고

앙종리원 건물 터다. 당시 이 건물에는 천도교회의 총본영인 중앙종리

였다. 1919년 3.1운동의 발상지로 처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

원뿐 아니라, 천도교청년회(1923년 9월 천도교청년당으로 개편)·천도

를 외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공원

글자를 가린다

교소년회·조선농민사 등 천도교 계통 사회단체의 본부와 개벽사를 비

내에는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 등의

구태여 꽃 밑 글자를 읽어

천도교 중앙총부
‘독립선언서 배부터’

롯한 잡지사들이 입주해 있었다. 개벽사는 천도교과 정신 개벽과 사회

문화재와 3.1운동 기념탑, 3.1운동을 기록한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의

Ⅱ

천도교 중앙총부 자리는 3.1운동의

개조를 위해 1920년 6월부터 1926년까지 당대 출판문화운동의 상징이

동상, 한용운 기념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용운의 업적을 기리는 기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역사현장이기도 하였다. 이곳이 3.1

된 월간지 《개벽》을 발간했다. 신문화 운동의 요람이었던 이곳에서 김기

념비 ‘만해용운당대선사비’에는 일제에 항거하고 광복을 위해 헌신한 그

진, 현진건, 김동인, 염상섭 등이 활동했다.

의 삶을 기리는 내용과 함께 시조 3수가 기록

운동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입
구에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손병희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은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되어 있다. 한용운이 승려로 출가하기 전에 쓴

문화운동 단체였던 색동회

<춘화> 두 편과 <우리 님>이 시비에 새겨져 있

이종일은 1919년 2월 27일 밤 보성

와 어린이라는 호칭을 일반

다. 시비는 만해 시비건립위원회가 1967년에

사(현 조계사 서편 경내)에서 인쇄한

화시킨 잡지 《어린이》를 만

세웠다. 한용운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로 운반해 와 다음날 전국 각지로 배

들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

대한독립을 세상에 외치고자 한 민족 대표 33

포함으로써 거국적인 독립운동의 발

해 ‘세계 어린이운동 발상

인 중 한 명으로, 일제에 맞서 자기 의사를 당

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당하게 밝히다 3년간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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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종일의 집
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도교에서 경
영하던 출판사 보성사의 사장이었던

독립선언서 2만여 매를 자신의 집으

판을 마련하였다. 중앙총부 입구의
‘독립선언서 배부 터’라는 표지석은
그래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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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경을 읽노라니
가벼웁게 나는 꽃이

무삼하리오

앉았더니
쌉쌀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꾸꿍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서정주 <국화 옆에서>

치했다가 2009년 종묘광장 정비사업으로 삼청공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종로구 교보빌딩 앞으로 옮기면서 염상섭의 주 활동무대였던 종로에 안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착시켰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횡보 염상섭은 1897년 종로에서 출생하였고 1921년 <표본실의 청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개구리>로 문단에 데뷔하였다. 60세에 접어들면서 이마에 혹이 생겼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데, 혹은 점점 커져 달걀만 해졌다. 이를 걱정한 가족과 지인이 수술을

머언 젊음의 뒤안길에서

중앙고등학교 - 이상화 시비, 채만식 문학비, 서정주 시비

권하였으나 횡보는 떼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혹은 그대로 남아,

북촌의 끝자락에 자리한 중앙고등학교는 설립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

말년의 횡보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동상의 얼굴에서도 찾아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통의 고등학교이다. 일제강점기 중앙고보로 문을 열고 신학문을 가르쳐

볼 수 있다.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 현재의 학제에 맞게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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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이 학교가 배출한 문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상화, 서정주의 시비와
채만식의 문학비가 교정에 세워져 있다. 서정주 시인은 중앙고보에 입

노천명 집터

학하였다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한 후 구속되었으며, 이후 고

경복궁 서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서촌. 이곳은 북촌과 달리 조선시

노천명 <사슴>

향에 있는 고창고보에 편입하면서 중앙고보를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 중인들이 살던 동네여서인지 작은 규모의 기와집들이 좁은 골목길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학교는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화 옆에서>가 새겨진 시비

올망졸망 정답게 붙어 있다. 이 집들 속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를 세웠다. 또한 200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이여”로 시작되는 시 <사슴>의 시인 노천명의 집터가 자리하고 있다. 노

에 나섰다가 졸업장을 받지 못한 교우 137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

천명은 이곳에서 1949년부터 1957년 4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양녀와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는데 이중에는 1927년 의열단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이상화 시인

함께 살았다고 한다.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교정에는 서정주 시비와 함께 이상화의 <빼앗

1911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난 노천명의 본명은 노기선이다. 어릴

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후배들의 가슴을 울리

때 병으로 사경을 헤맨 뒤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부친이 사망한

고 있다.

뒤 1919년 경성으로 올라와 종로구 체부동 이모 집에 살면서 진명보통학
교와 진명여고를 다녔다. 1934

위치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164

년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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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 동상

해방된 후 1949년 종로구에 이사

서울의 도심을 상징하는 광화문, 그리고 교보문고

와 살다가 1957년 6월 이곳에서

가 있는 교보빌딩 앞에는 소설가 염상섭의 동상이

숨졌다.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자리하고 있다. 2014년 4월 교보생명과 종로구청

“대화할 친구 없이도 그저 책 한

이 공동으로 ‘횡보 염상섭의 좌상(坐像)’을 서울 종

권 들고 화롯가에 앉아 차를 마시

로구 삼청공원에서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으로

며 내리는 눈을 볼 수 있는 다정

이전하였다. 한 팔을 벤치에 걸친 채 시민들에게

한 겨울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글

곁을 내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브론즈 좌상

을 남겼다.

(조각가 김영중 작)은 1996년 종묘광장 입구에 설

위치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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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

부암동 나들길

현진건 집터

창의문에서 시작하여 산행 후 창의

소설 <운수 좋은 날>로 잘 알려진 작

‘이상의 집’은 천재 시인 이상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

문으로 되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

가 현진건의 집터가 인왕산 밑 부암

랑방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시인의 발자취와 시의 향기를 느

현진건 집터를 살펴본 후 인왕산 서

동에 자리하고 있다. 2003년 종로구

낄 수 있는 곳이다. 이상과 관련된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아담한 카페 같

북능선을 향해 걷다보면 기차바위

에서 공용주차장을 짓기 위해 낡은

은 공간에서 누구나 책 읽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집을 헐어버린 이곳에는 지금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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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좁은 골목길로 안평대군 별장,

정상에 이른다. 기차바위에서는 폭
1.5m 길이 50m의 구간을 마치 기차

단법인 아름지기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터와 ‘현진건 집터’라는 표석만이 남

등을 탄 것 같은 기분으로 통과하게
된다. 복원된 성곽길로 만수천 약수

아 있다. 현진건은 1937년부터 이

이광수 별장터 ‘춘원헌’

크 계단, 버드나무체육시설을 가로

곳에서 살았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서울 세검정 교차로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가면 홍지문이 보인다. 홍지동

이광수(1892~1950)

지르면 청운공원과 목적지인 창의문

일하던 현진건은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말살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

에서 상명대 쪽 언덕 위로 오르면 춘원 이광수의 옛집 ‘춘원헌(春園軒)’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춘원 이광수

에 끌려가 1년 형을 선고 받고 더 이상 기자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을 찾을 수 있다. 이광수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부사장을 역임

는 최남선과 함께 1910년대 2인 문

때 그가 이사한 곳이 지금의 집이며, 이곳에서 생계를 위해 닭을 키우며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양과 창작을 위해 이 집을 짓고 1934년

글을 썼다. 이때 쓴 작품이 장편 《무영탑》이었다. 이 작품은 1938년부터

부터 1939년까지 머물렀다. 이 집에 사는 동안 마을 이름을 딴 홍지출판

193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됐다.

사를 경영했고, 조선문인협회의 회장활동 등을 하며 문단활동에도 힘썼

터와 새로 단장한 1.8km의 목재 데

에 이르게 된다.

지만 당시 조병화, 박종화, 김광섭 등 여러 문인들이 춘원의 자취를 남

애>, <어린 벗에게>, <흙>, <유정> 등

현실 묘사를 지향한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꼽힌다. <운수 좋은 날>, <술

기기 위해 주인을 설득했고, 그 부탁이 받아들여져 ‘춘원헌’이라는 이름

권하는 사회> 등 20편의 단편소설과 7편의 중·장편소설을 남겼다.

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2004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래 가옥은 ㄷ자 형태의 개량

있다. 현재 남아있는 한옥은 1970년경 새로 지은 집으로 전해진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본명은 김해경

‘이상의 집’은 천재문학가 이상이 세 살부터 스물세 살까지 살았던 ‘집

위치 서울 종로구 홍지문 1길 10

이다. 1931년 《조선과 건축》에 <이상

터’의 일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시인 이상을 추억하는 문화공간으로

구하는 작품을 창작했다. 박태원, 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이상이 실제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이상
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일한

기림, 김유정과 더불어 모더니즘 문

장소로 큰 의미를

학 운동 단체인 ‘구인회’의 회원이었

지닌다. 이러한 이

다. 주요 작품으로 <거울>, <오감도>
등의 시와 소설 <날개>, <종생기>, 수

유로 2009년에 문

필 <권태> 등이 있다.

화유산국민신탁이
첫 보전재산으로
매입하였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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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계몽주의 세계관을 잘 담아냈

로 평가 받고 있다. 일제 지배하의 민족의 수난적 운명에 대한 객관적인

이상의 집

며, 주로 의식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

를 다루는 등 대중적 면모를 보이면
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 <소년의 비

이상(1910~1937)

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를 발표하였으

다. 삼각관계나 남녀 간의 애정 문제

다. 후에 이 집은 개인 소유가 되었고 주인이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 했

한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가옥이 멸실되어 터만 남아

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초현실주

구자로, 한국 근대 문학을 개척하였

빙허(憑虛) 현진건은 사실주의를 개척하고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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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역 반응>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

단 시대를 열었다. 신문학 운동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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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설 <민족개조론>이 있다.

천상병 카페 ‘귀천’

박인환 집터

박인환(1926~1956)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의 제목을 딴 전통찻집 카페 ‘귀천’은 1985년 종

광화문 교보빌딩 주차장 입구에는 ‘박인환 집터’라는 표석이 자리하고

서구적 감수성과 분위기를 강하게

로구 관훈동 24번지에 천상병 시인의 부인 목순옥 씨가 개업해 전통찻

있다. 이곳은 박인환 시인이 1948년 결혼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울에

풍기면서 어두운 현실을 서정적으로

집으로 운영하던 곳이다. 2010년 카페 ‘귀천’ 1호점은 목순옥 씨의 별세

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세종로의 집터이다. 서울시에서 2004년에 설

져 있다. 1946년 국제신보에 시 〈거

로 폐점하였고, 현재 인사동 자리에 조카 목영선 씨가 운영하는 카페 ‘귀

치했다는 표지판에 따르면, 박인환 시인은 1948년부터 1956년 작고할

리〉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모

천’ 2호점만 운영 중이다. 이곳은 <귀천>의 명맥을 잇고 있는 카페로, 천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유난히 책을 좋아했던 박

상병 시인을 기리는 장소가 되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인환은 광복 직후인 1945년 말 서울 종로 3가에 마

닿으면 /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 손에 손을 잡고 / 나 하늘로 돌아가리

리서사 서점을 차린다. 당시에는 희귀했던 외국 서

라 /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 (…)”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처럼 1993년 하늘로 떠났다. 지금도
카페 ‘귀촌’은 예술인, 작가, 언론인, 지식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천상

논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병 시인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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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쪽에 오롯이 자리한 한옥이 보인다. 이곳이 월탄 박종화 선생의 고

“어느 머언 곳의 / 그리운 소식이기에 /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

택이다. 박종화는 역사소설의 대가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 1981

처마 끝에 / 호롱불 여위여 가며 /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

박종화(1901~1981)

년 별세할 때까지 <금삼의 피>, <홍경래>, <임진왜란>, <세종대왕> 등

(…)” 김광균의 대표시로 꼽히는 <설야>는 어느 겨울 밤 내리는 눈에 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

의 소설을 남겼다. 박종화 고택은 1975년 종로구 충신동에 있던 집이 도

해 떠오른 옛 추억과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애상과 회한의 감정

을 때 7년 여간 한학을 공부했다. 이

시계획에 밀려 철거 위기에 놓이자, 박종화가 그 집의 주춧돌과 기둥,

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눈 내리는 밤의 분위기를 시각, 청각 등의 감각

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1920

서까래 등을 평창동으로 가져와 그대로 복원해 지은 것이다. 이곳에서

적 이미지를 이용해 형상화하고 있다. 시비 후면에는 “이 시비는 김광균

년 동인지 《문우》를 펴내면서 문학수

박종화는 <세종대왕>이라는 거대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1981년 숨을 거

시인의 십주기를 맞이하여 구상 선생님을 비롯한 친지분들과 시인의 가

두었다. 해방 전 박종화의

족이 세웠습니다. 2004. 5”라고 적혀 있다. 생전에 사비를 털어 장만영,

집은 최남선, 현진건, 이광

이봉구, 김기림 등의 시비와 문학비를 세워준 그였지만, 그의 시비가 건

수 등의 문인 사랑방이었

립된 것은 사후 11년이 지난 2004년이었다.

울시 문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다. 박종화 생전의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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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

사랑채, 행랑채가 그대로

었고 이듬해 회장을 역임했다. 1954
년 서울신문사 사장직을 사임하고

남아있는 이곳에는 현재

함석헌 시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임진왜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잠시

소설가의 딸과 손녀 내외

서울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쪽, 길가에 세워진 함석헌 선생

가 살고 있다.

의 시비에는 그의 유명한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새겨져 있다.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 11길 80

2001년 탄생 100년을 기념해 ‘함석헌기념사업회’가 세우고 서예학

중단했던 창작활동을 재개했다. 민
족예찬을 주제로 한 역사소설가로
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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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목마와
숙녀〉는 그의 시의 특색을 잘 보여주
면서도 참신하고 감각적 면모와 지
표작이라 할 수 있다.

나온다. 커다란 화강암에 새겨져 있는 김광균의 시는 <설야(雪夜)>이다.

장 등을 지냈다. 서울신문사 사장, 서

8·15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전쟁

적 절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

서울 평창동 주택가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붉은색 벽돌로 높은 담장,

협회 초대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숙녀〉 등을 발표했는데, 이들 시는

문명의 불안과 시대의 고뇌를 감성

서울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에서 나와 돌아서 걷다보면 김광균 시비가

시 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학가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목마와

서점은 문인들이 만나 자유롭게 새로운 예술을

박종화 고택

께 일명 ‘백조파’를 형성하였다. 서울

인으로 활동하면서 시 〈검은 강〉,

의 황폐함을 겪으면서 느꼈던 도시

김광균 시비 <설야>

업을 시작했다. 홍사용, 박영희와 함

더니즘 시를 지향했던 《후반기’》 동

적을 많이 갖춘 예술과 문학 관련 전문서점이다.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4

때 배운 한학은 후에 역사소설을 쓰

읊은 후기 모더니즘의 기수로 알려

45

자인 김양동 선생이 글을 썼다. “만리길 나서는 길 / 처자

이율곡 집터

를 내맡기며 /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 그 사람을 그대는 가

‘이율곡 집터’는 인사동길에 있는 승동교회 앞에 위치해 있다. 1904년 설

졌는가 //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

립된 승동교회는 3.1운동 당시 이 교회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었으며, 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학생시위운동이 전개된 역사

(…)” 평안북도 용천에서 1901년 태어난 함석헌은 1947년에

적인 장소이다. 이를 기념해 교회에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원

월남했다. 월남한 직후 서울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진 이 시

래 이율곡 집터는 이곳이 아니며, 표지석도 종로구 인사동 7길 12에 위

에는 개인적 체험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 체험을 넘어서

치해 있는 백상빌딩 앞에 세워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있다. 강릉 외가에서 태어난 이율곡은 종로구 관훈동 197번지에 살았다.

함석헌은 종교 사상가로 알려졌지만, 300편이 넘는 시가 실린 시집

이후 이곳에는 조선말기에 사동대신(寺洞大臣)으로 알려진 김병학(金炳

《수평선 너머》를 내는 등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1970년 4월 《씨의 소리》

學)의 대저택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이율곡은 이곳에서 49세를 일기로

를 창간하였고, 민중운동을 전개하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

생애를 마쳤다.

였다. 주요 저서로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인간혁명》, 《역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1 승동교회

사와 민족》, 《통일의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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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복 집터 ‘필운대’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에는 2000년 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한쪽에는 윤선도의 <오우가(五友

기의 명신 백사(白沙) 이항복이 살던 집터로 유명하다. 인경궁 터 뒷편

상황을 호방한 기개와 지혜로 헤쳐

歌)> 시비가 놓여 있다. <오우가>는 윤선도가 56세 때 지은 시조로 물,

의 배화여자고등학교 뒤뜰에 있는 큰 암벽이 왼쪽에 ‘弼雲臺’라는 정자

나간 명재상이었다. 일명 오성 대감

돌, 대나무, 소나무, 달을 다섯 친구로 삼아 지은 것이다. 이 시에는 당

(正字)가 크게 새겨져 있으며, 가운데에 시구(詩句)가 새겨져 있고 오른

특히 소년시절 친구인 한음(漢陰) 이

시 고향 해남으로 낙향하여 무소유를 지향하며 살려고 애쓴 고산 윤선

쪽에 10명의 인명이 나열되어 있다. 계유년에 동추 박효관 등 9명이 필

덕형과의 기지에 관한 이야기로 유

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시비 옆면에는 ‘고산 윤선도 생가의 터’라고 적

운대에서 어떤 일을 공사 감독하고 관여한 사람 이름을 각자해서 남겼

혀 있다. 구 서울대학교 자리인 이곳이 윤선도의 생가터라고 추측한다

다고 한다.
암벽 왼쪽의 ‘弼雲臺’ 글씨는 누구의 것
인지 알 수 없고 암벽 가운데 새겨진 시구

문신, 작가, 정치인이자 음악가이다. 정철, 박인

는 이항복의 후손 이유원이 1873년 필운대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로, 송순과 함께 조선 시조시가의 대표적인 인물

에 들러 조상의 자취를 보고 느낌을 적은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로 손꼽히며, <오우가>와 함께 유배지에서 지은

것으로 예서( 書)로 새겨져 있다. ‘구름을

시인 <어부사시사>로 유명하다. 풍수지리에도

돕는다’는 듯의 ‘필운’은 이항복의 호 가운

좋고도 그칠 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능해 《홍재전서》에는 제2의 무학(無學)이라는 별

데 하나이다. ‘필운대’는 서체의 흐름과 이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칭이 등재되기도 했고, 의사로 민간요법에 관련

항복 생가의 유적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된 저서인 《약화제(藥和劑)》를 남기기도 했다.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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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0

구름 빛이 깨끗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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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여겨지는 오성 이항복. 그는 선조

정된 바위 유적 ‘필운대(弼雲臺)’가 있다. 이 암벽이 있는 곳은 조선 중

윤선도는 조선시대 중기, 후기의 시인이자,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조선 시대 기지와 해학의 대명사처

윤선도 시비 <오우가>

는 것이다.
윤선도 <오우가>

이항복(1556~1618)

47

와 광해군 시대의 혼란하고 어려운

이라 불렸으며 호는 백사(白沙)이다.

명하다.

낙원악기상가

조광조 집터

맹사성 집터

종로에 자리잡은 낙원악기상가는

서울 종로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낙원악기상가 지하시

서울 북촌에는 청백리 재상이었던 고불 맹사성 집터가

맹사성(1360~1438)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악기 연

장을 빠져 나가면 좌측 중앙분리대에 표지석이 하나

있다. 맹사성 집터에 들어서면 ‘불치하문’이라는 고사성

조선 세종 때의 문신 맹사성은 황희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개인용 컴

나온다. 급진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정암 조광조가 살

어가 나온다. 불치하문(不恥下問)은 ‘아랫 사람에게 묻

와 함께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추앙

퓨터와 노래방 기기의 확산으로 찾

았던 집터 표지석이다. 《한경지략》과 《동국여지비고》

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불 맹사성 집

에는 “향교동에 조정암(조광조의 호)의 옛 집이 있었

터’라고 쓰인 표지석에는 이렇게 써 있다. “조선조 세

다. 고려시대에는 한양향교가 이곳에 있었다”고 하였

종 때 정승을 지낸 청백리가 살던 집터. 그의 이름

다. 이곳의 옛 이름이 향교동 혹은 한양골이라 하였던 것이다.

을 따서 맹현, 맹감사현이라고 하며 퇴청하면 이곳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조선

에서 피리불기를 즐겨했다.”

초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

주자들의 사랑방이나 다름 없었다.

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급기야 ‘도심
재창조’ 명목으로 철거 위기를 맞기
도 했다. 이후 2012년 4층 야외 광장
에 공연장을 조성하면서 음악을 즐
기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받는 인물이다. 호는 고불(古佛), 동
포(東浦)이다. 후세인들은 맹고불이
라 하면 검은 소 등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노인을 연상할 정도로 친
근한 존재였다. 1386년 문과에 급제,

변화해나가기 시작했다. 2013년에

조광조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 정치를 현실에 구

서울시가 낙원악기상가를 ‘서울미래

현하려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정책은 기묘사

맹사성의 집은 사적 제109호 ‘맹씨 행단’으로 충남 아산시 배방면

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로 이름

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의미 있

화로 비록 물거품 되었으나, 그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이후 후학들에

중리 300번지에도 있다. 이 집은 원래 최영 장군의 집이었는데 손녀사

이 높았으며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

는 공간이자, 미래에도 보존해야 할

의해 조선 사회에 구현되었다. 그는 유교적 도덕 정치와 이상 정치를 실

위인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어 지금까지 신창 맹씨가 이곳에서 집

현시켜 조선 사회의 개혁을 주도했다. 조선조 중엽 유학적 이상주의를

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이전에 사위에게 집 등

꿈꾸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관학파와 공신들의 역풍을 맞아 사약을 받고

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생을 마감했다.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76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낙원악기상가

문화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인정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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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시비 <진신도팔경시>와 집터
김옥균, 성삼문 집터

종묘공원에는 정도전의 시비가 있다. 조선왕조의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독도서관은 개관한 지 약 40년된 시립도서관이다. 50만 여권의 장서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봉(三峰) 정도전을 기리는 시비이다.

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정독도서관

1995년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해 종묘 창엽문 바깥의 종묘공원 동쪽

으로 올라가는 길목 왼쪽에는 조선시대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이 살

끝에 세웠다. 시비에는 새로 건설된 수도 한양의 풍수지리적인 이점을

던 집터라는 표석이 서 있다. 정독도서관 자리는 개화기의 중요 인물이

소개하고 한양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영위되기를 노래한 <진신도

었던 김옥균, 서재필 등의 집터이기도 했다. 정독도서관 자리 서북쪽 장

팔경시(進新都八景詩)>와 정도전의 부조가 새겨져 있다.

원서 부근에는 사육신인 성삼문과 아버지 성승이 살던 집이 있었다. 성
삼문이 살던 곳에는 400여 년이 된 소나무가 있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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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 민원실 앞에는 ‘삼봉 정도전 집터’임
을 알 수 있는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에는 “조선개국공신 삼봉 정도전이

정독도서관에는 조선말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의 집이 있었고 독

살던 집터. 후일 사복시(司僕侍) 제용감(濟用監)이 이 자리에 들어섰고

립신문 발행인 서재필은 운동장 부근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1900년에

일제 때에는 수송국민학교가 세워졌다.”라고 적혀 있다. 정도전은 고려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이후 학교는 경기

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

중고등학교가 되었고 1976년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이곳은 정독

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 세계의 실현을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학교 운동장이었던 큰 공터는 도서관 앞의 아름다

보지 못하고 끝내는 정적의 칼에 단죄되어 조선 왕조의 끝자락에 가서

운 정원으로 바뀌었다.

야 겨우 신원되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다.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5길 48 정독도서관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공원(시비), 서울 종로구 삼봉로 33(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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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백리(淸白吏, 재물에 대한 욕

도 밝아 향악을 정리하고 스스로 악
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정몽주 시조비 <단심가>

배재고보터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아담하게 자리한 삼청공원은 숲 속 향기가 가득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

담긴 도심 속 공원이다. 공원의 산책로를 걷다보면, 고려 충신 정몽주의

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다. 오늘날 배재중고등학교의 전신이

시조비를 보게 된다. 두 폭 병풍처럼 생긴 시조비는 1973년 한국일보사

다. 처음에는 방 두 칸의 벽을 헐어 학생 2명을 가르치다가, 이

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丹心歌)>와 그의 어머

를 가상히 여긴 고종황제가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직접 내렸

니 이씨가 지은 <백로가(白鷺歌)>를 새겨 건립한 것이다.

다. 그해 10월에는 학생수가 20명으로 늘었다. 기독교인과 국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 성낸 까마귀 흰 빛
을 새오나니 / 창파에 좋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말기의 문신 정몽주는 뛰어난 외교가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가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 학과를 가르치는 외에, 연설회와 토론
회 등을 열어 사상과 체육훈련에 힘을 쏟았다. 당시 배재학당에 설치되
었던 인쇄부는 한국 현대식 인쇄시설의 시초이며, 학생들로 조직된 협성
회(協成會)는 학보를 발간하는 등으로 민중계몽에 힘썼다. 서울 서소문
로 길, 흔히 아는 정동길에 옛 배재고보(培材高普) 터가 남아 있다.

시조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고려 개혁을 주장했지만, 조선 왕조를 여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2008년 7월 24일 배재학당 동관에서 개관

것에는 반대하여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 오늘날 끝까지 고려 왕조에

하였다. 배재학당 동관은 1914년 5월에 착공, 1916년 3월에 준공되어

대한 절개를 지켜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까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붉은색 벽돌 건물로서, 서울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1 삼청공원

특별시 기념물 제16호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명예의전당’
이승만, 주시경, 나도향, 김소월 등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 교사였던 배재학당 당사(1887년 준공)가 소실된

우리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배

한용운 시비 <님의 침묵>

이후 배재학당을 상징하는 실체이다. 박물관에는 배재학당의 복원된 옛

재인들을 소개한다. 김소월의 시집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동국대학교는 불교를 숭상하는 대학교로 유

교실과 시청각 전시실 등 배재학당의 옛 모습을 들여다보는 전시실이 있

《배재》 2호를 통해 <접동> 등 그가

한용운 <님의 침묵>

명하다. 만해 한용운의 시비가 이곳 동국대 교정에 있다. 독립운동가이

다. 배재학당이 배출한 인재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비롯해 주시

배재고보 재학 시절 창작한 작품들

님은 갔습니다

자 승려,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 나도향, 김소월 등이 있다.

1987년 8월 15일 학생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시비건립위원회가 시비를 세

위치 서울 서소문로 11길 19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웠다.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에도 힘써 온 한용운은 동
국대학교의 전신으로 불교계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하다.

망우리시립공원묘지

일명 ‘망우리묘지’로 불리는 망우리시립공원묘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명진학교는 만해 한용운 외에도 미당 서정

과 경기도 구리시 경계에 있다. 1933년 공동묘지로 개

주 시인, 서정주 시인과 함께 시 동인지를 창간

장한 이래 한용운, 조봉암을 비롯해 소파 방정환, 김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했던 김달진 시인 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

봉, 박인환, 화가 이중섭 등 많은 애국지사와 문화예술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인들이 거쳐간 문학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가들이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망자들의 거주지’를 찾

시비가 세워진 광장은 ‘만해광장’이라 명명하고,

아가기 위해서는 표식주(묘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묘마

시비 주변에는 나무 벤치와 함께 스님의 지조를

다 일련번호가 새겨진 표지석을 세워 두었다.)의 번호와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묘지 전체의 약도가 있어야 한다.

위치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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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푸른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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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한용운 묘 앞에는 연보와 만해의 독립에 대한

51

인 《진달래꽃》 초판본과 함께 교지

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김소월 <진달래꽃>

생각이 잘 느껴지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을 새긴 연보비가 세워져 있

이어 보통과에 입학하여 1900년에 졸업하였다. 학업을 마친 주시경은

나보기가 역겨워

고, 옆에는 부인의 묘가 함께 있다. 묘 앞쪽에서는 중랑천과 강 건너 시

민족정신 고양을 위한 게몽운동과 국어운동, 국어연구에 힘을 쏟았다.

가실 때에는

가지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한용운 묘에서 60m 떨어져 있는

위치 서울 강동구 고덕로 227 배재고등학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곳에 특이하게 돌무덤 형태인 방정환의 묘가 있다. 봉분 대신에 자연석

진달래꽃

들을 두르고 그 위에 묘지석을 얹어 놓았다. 그의 묘비에는 ‘동심여선(童

서거정 시비 <광진촌서만조>

心如仙, 아이 마음은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다)’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 있

광나루는 무려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고, 밑에 ‘어린이의 동무 소파 방정환의 묘’라고 쓰여 있다. 관리사무소

있다. 삼국시대부터는 국가의 요충지로 중요시 여겨왔고, 조선시대에는

를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시인 박인환의 묘에는 그의 시 <목마와

한강 5대 나루터 중 하나로 번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조선 초

가실 때에는

숙녀> 한 귀절이 새겨진 연보비와 시 <세월이 가면>이 지워질 듯 새겨진

기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는 서거정의 시비가 쌍돛배 모습으로 자리하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비석이 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 그 눈동자 입술은 / 내

있다. 1989년 강동구는 서거정이 몽촌으로 이사하기 전 이곳에 살았음

가슴에 있네”

을 기려 광나루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그의 시 <광진촌서만조(廣津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동 94-1

村墅晩眺)>를 돌에 새기고 ‘강동예찬시비’라는 이름으로 건립했다. 서거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정이 살던 당시 몽촌이나 광나루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한강과 멀리 아차
배재고등학교 - 김소월 시비 <진달래꽃>, 나도향 문학비, 주시경 어록비

산이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어서 서거정은 그 풍광의 아름다움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세운 배재고등학교는 오

을 읊은 시를 여럿 남기고 있다.

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학교다. 교정에는 이 학교를 졸업한 시인 김소

위치 서울 성동구 천호동 광진교 앞

월의 시비 <진달래꽃>과 나도향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김소월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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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8회, 고보 7회로, 1923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특히 1922년 배재고

서정주 집터 ‘봉산산방’

등보통학교에 진학하여 《개벽》을 통해 시작활동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

미당 서정주 시인이 말년까지 살았던 서울 관악구 남현동 ‘봉산산방’은

는 대부분의 그의 시들은 그가 20세 전후에 지은 것들로, <진달래꽃>도

현재 시인의 전시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봉산산방(蓬蒜山

만 19세 때 작품이다. 이 시는 1922년 7월 《개벽》 25호에 발표되었으며,

房)’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됐다는 단군신화에서 따온 것으로,

발표한 지 3년 후인 1925년 그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의 제목으

서정주 시인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살던 이 집

로 붙여졌다.

에서 서정주 시인은 30여 년간 집필활동을 했다. 그의 대표작인 《질마재

배재고보 2회 졸업생인 나도향 문학비는 1990년 6월에 건립되었

신화》, 《떠돌이의 시》, 《산시》 등 주옥같은 시집이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다. 나도향은 1921년 《배재학보》에 <출향>을 발표하고, 뒤이어 《신민공

2000년 겨울, 서정주 시인이 타계한 후 방치돼 있다가 서울시의 지원으

론》에 단편 <추억>을 발표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했다.

로 옛 주택을 그대로 복원해 2011년 4월에 개방했다.

또한 배재고등학교에는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주시경 선생의

‘봉산산방’ 1층에는 시인이 직접 설계한 설계도서와 옷, 모자, 가방,

어록비도 세워져 있다. 1988년 10월 9일에 건립한 이 어록비에는 “말

지팡이 등 시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시인이 시를 쓰고 고

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

뇌한 창작의 산실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2000년 85세의 나

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지나니라”라

이로 타계한 서정주 시인은 70년에 이르는 긴 창작 기간 동안 1000여 편

고 새겨져 있다. 어려서 한학으로 신학문에 눈을 뜬 주시경

의 시를 남긴 한국시의 큰 산맥이라 할 수 있다.

은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해 만국지지 특별과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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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양사언 시조비

포천

황진이 시가비

동두천

이율곡 자운서원

황희 묘

이해조 묘

김광섭 시비

양주

가평

김종삼 시비

파주
이효석 묘
강화문학관

노천명 묘

신숙주 묘

강화군
육필문학관

의정부

김포

이광수 문학비
박종화 묘

고양

이항로 생가

남양주

이수광 묘
잔아문학박물관

한하운 묘

경기도

오규원 묘

황명 시비
한국근대문학관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멀게는 이율곡, 정약용부터, 가깝게는 홍사용, 박두진, 조병화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살면서 우리 문학사를 빛냈던 이들이 많다. 그야말

하남
정약용 생가

기형도 시비

정지용 시비

만해기념관

과천
안양

이서구 묘

시흥

양평

부천

광명

경기도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풍부한 자원과 사람만큼이나 문학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황순원문학촌

변영로 묘와
기념비

인천

강희맹 묘

군포
안산

동작구

성남
의왕

허난설헌 묘
김동리, 손소희 묘

여주

광주

심훈 문학비

이색 시비

정몽주 묘
이규보 문학비

수원

로 발닿는 곳이 모두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인 경기도에는 살피고 보전할 문학적 자료들
이 많다.

이천

용인
화성

노작홍사용문학관

오산

허균 묘

조병화문학관

기형도 묘

안성
평택

이봉구 문학비

청류재수목문학관

박두진문학관

류주현 문학비

테마마당 02

생의 아름다움을 낭만의 언어로
노래한 시인 조병화
글 이재복(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경기도 안성은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신소설 작가인 안국선
을 비롯하여 식민지 시대 평론가 안막, 청록파 시인 박두진, 명동백작의 소설
가 이봉구, 보헤미안 시인 조병화, 몸의 시인 정진규 등이 바로 대표적인 안성
출신 문인이다. 이들 중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
을 받고 있는 문인은 단연 조병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알기 쉬우
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를 특장으로 하는 그의 시세계가 한몫한 것도 있지만 시
인과 관련한 유물이 잘 보존된 점과 그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병화(趙炳華) 시인의 호는 편운(片雲)이다. 그는 1921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에서 부친 조두원(蘭有 趙斗元, 본관 한양)과 모친 진종
(陳鍾, 본관 여양) 사이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28년 8세 때 용인
송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모친을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미동공립보통학

시인이 생전에 작업실로 썼던 혜화동 서재를 원형 그대로 옮겨와 보존하고 있는 편운재 내부 모습.
마치 글을 쓰다 잠시 자리를 비운 시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다.

조병화 시인의 고향인 난실리 마을 풍경과 조병화 시인의 묘소 옆에 세워진 시비.

교(渼洞公立普通學校)를 다녔다. 1936년 16세에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
보통과에 입학하여 1943년 3월 23세에 경성사범학교 보통과 및 연습과를 졸업
하였다. 같은 해 4월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이과에 입학
하여 물리, 화학을 수학하다가 일본 패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1945년 9월부터 경성사범학교 물리 교유로 교단생활을 시작하여 인천중
학교(仁川中學校, 6년제) 교사, 서울중학교(6년제 현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재
직하였다. 서울중학교 재직 시절인 1949년 7월에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遺産)》을 출간하여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아울러 1955년부터 중앙대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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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등에서 시론을 강의하다가 1959년 서울고등학교를 사직하고 경희

(1974), 서울시문화상(1981), 대한민국예술원상(1985), 31문화상(1990), 대한민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대학교 교수(시학 교수, 문리대학장, 교육대학원원장 등 역임)로 부임하였다.

국문학대상(1992), 대한민국금관문화훈장(1996), 516민족상(1997) 그리고 세

해마다 봄이 되면

이후 1981년부터 인하대학교 교수(문과대학장, 대학원원장, 부총장 등 역임)로

계시인대회에서 여러 상과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받은 상금과 원고료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재직하다 1986년 8월 31일 정년퇴임했다. 이와 같은 교육과 문학의 업적을 인

를 모아 후배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1991년 5월 2월 편운문학상(片雲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정받아 중화학술원(中華學術院)에서 명예철학박사, 중앙대학교에서 명예문학

文學賞)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상은 2016년까지 26회에 걸쳐 71명의 시인, 평

생명을 만드는 쉬임없는 작업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병화문학관에 전

론가들과 시문화단체에게 수여되었다. 그의 사후 유족들이 유지를 받들어 지

시된 조병화 조각상.

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릴 거 버리고 왔

쉽고 아름다운 언어로 꿈과 사랑의 삶을 형상화

습니다”로 시작되는

2003년 1월 8일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창작시집 53권, 선시

그의 시는 쉽고 아름다운 언어로 인간의 숙명적인 허무와 고독이라는 철학적

<나의 자화상>이라는

집 28권, 시론집 5권, 화집 5권, 수필집 37권, 번역서 2권, 시 이론서 3권 등을

시가 새겨져 있다.

명제의 성찰을 통하여 꿈과 사랑의 삶을 형상화한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나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비롯하여 총 16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2013년 3월에 그의 문학을 집대성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김소월이 전원서정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한을 노래한 데 비하여 그는, 외

한 《조병화 시전집》과 《조병화의 문학세계 Ⅱ》가, 2014년 10월에는 《조병화의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로운 도시인의 실존적 모습, 허무와 고독으로서의 인간 존재가 꿈과 사랑으로

문학세계 Ⅲ》이 출간되었다.

자아의 완성에 이르는 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쉬운 낭만의 언어로 그려냈
“아, 조국의 하늘이 나의 하늘이로다”

한 그리움과 꿈이 형상화된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시인이 태어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에는 조병화문학관이 자리하고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遺産)》을 시작으로 제53시집 《넘을 수 없는 세

있다. 이 문학관은 편운 조병화의 유품 및 창작저작물, 그림을 상설 전시하는

월》에 이르기까지 창작시집 53권이 증명하듯 그의 시작활동은 남달리 성실했

문학기념관으로서, 조 시인이 전 생애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해 온 꿈과 사

고, 또한 폭넓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시집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

랑의 시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한국 현대문학의 발자취가 보존되어 있는

라 세계 여러 나라(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곳이다.

네덜란드)에서 25권이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문단에서도 한국시인협회 회
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세계시인대회 국제이사, 제

조병화 시인의 자화상과 시집,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조병화문학관 전시실.

4차 세계시인대회(서울, 1979) 대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시인대
회(1973년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제4차(1979년 한국)∼제10차(1988년 태국)
에 연속으로 한국 대표 또는 단장으로 참석하였고, 제15차 세계시인대회(1994

조병화 <우리 난실리>

년 대만)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그리고 세계시인대회로

우리 난실리 고향 사람들은

부터 계관시인(桂冠詩人)에 추대되었다. 이 밖에도 그는 국제 P.E.N. 이사로

잘 살자는 꿈을 먹고 삽니다

그는 그림 초대전을 여러 차례 가졌다. 1973년 제1회 유화전을 시작으로
총8회에 걸쳐 전시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1979년 제1회 시화전을 시작으로
총5회, 시화-유화전도 총5회를 가졌다. 그의 그림은 시 세계와 닮은 데가 많
다. 그의 그림에는 아늑한 그리움과 꿈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상을 받았는데 아세아문학상(1957), 한국시인협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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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다. 또한 그는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림 역시 시 세계와 흡사하여 아늑

1970년 국제 P.E.N.서울대회에서는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잘 살자는 꿈을 먹고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아끼며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갈
잘 사는 고향 만들기
우리 난실리 고향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 꿈을 먹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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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에 가다

조병화문학관은 시인 자신이 태어난 곳에 조성한 문학관답게 다양한 부속

문학기행 코스

건물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편운동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편운재

조병화문학관

(片雲齋)는 1962년 조병화 시인의 어머니 진종 여사께서 별세하자 그 이듬해인

서울 종로구 혜화로 2길 6

1963년에 어머니의 묘소 옆에 세운 묘막이다. “살은 죽으면 썩는다”는 어머니
의 말씀을 벽에 새겨 놓은, 시인의 효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 건물

강화문학관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길 14-1,

한국 수필문학의 거장 조경희 문학관

(서울사무소)
난실리문화마을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안에는 편운 시인이 생전에 작업실로 썼던 혜화동 서재를 원형 그대로 옮겨와

강화문학관은 강화 출
신의 수필가 고(故) 조

보존하고 있다.

경희 선생의 유지에 의

편운재 옆에 청와헌(聽蛙軒)이 있다. 청와헌은 1986년 조병화 시인이 인하

하여 2010년 7월에 건

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기공하여 이듬해 완공해서 입주한 시골집

립되었다. 조경희 선생

이다. 들판 가의 집이어서 ‘개구리 소리를 듣는다’ 하여 청와헌이라 이름하고,

이 2005년 8월 타계하

가끔씩 집필 또는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청와헌 뜰에 세운 시비는 편운 시인의

며 강화군에 기증한 소

묘비명으로서 ‘꿈의 뜻에 따라’ 2003년 4월 25일 시인의 49재에 제막했다.

장품 8000여 점을 보

편운재와 청와헌 지척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난유 조두원의 묘소가 있

관 전시하고 있다. 한국

고, 시인의 묘소는 어머니와 아내 곁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시인이 이렇게

수필가협회를 창립하고

어머니와 아내 곁에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가 추구한 꿈과 영혼의 세계의 성격

초대회장을 역임한 조

을 잘 말해준다. 시인의 묘소 앞에는 “아, 조국의 하늘이 나의 하늘이로다”라

경희 선생은 국내 수필

는 글귀가 새겨진 시비가 있고, 어머니의 묘소 앞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진 <해마다 봄이 되면>의 시 전문이 새겨진 시비가 있다. 그리고 청와헌 옆에

1층 전시실에는 한국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이규보와 정철, 정제두 등

는 그의 시의 화두인 꿈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어머님 심부름으

강화도와 관련이 있는 옛 문인들의 작품

로 이 세상 나왔다가 /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 어머님께 돌아왔습니

을 소개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문학과

다”라는 <꿈의 귀향>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강화문학 개관, 강화의 구전설화, 조선
시대 문학, 고려와 조선시대 한시 등을
청와헌 옆 <꿈의 귀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강화학파

향>이 새겨진 시비

문학과 사상, 강화학파 인물, 강화학파 한시, 강화 소개, 정인보의 문학과

와 시인의 종교와도
같았던 어머니 곁에

생애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조경희 선생의 육필원고와 생전에 사

안장된 조병화 시인

용하던 책상, 안경 등과 미술품 40여 점의 유품 등이

의 무덤.

있다.
강화문학관은 전시뿐 아니라 세미나실에서 다
양한 문학교실과 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조경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면
서 문예창작 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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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문학관
주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40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문의 032-933-0605

문학관에 가다

노작홍사용문학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0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명절, 선거일
홈페이지 www.nojak.or.kr
문의 031-8015-0880

노작홍사용문학관

박두진 문학관

문학과 연극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충전소

청록파 시인의 예술혼을 되새기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은 2010년 3월 근대 낭만주의 문학과 신극운동을 이

안성시립보개도서관 3층에 마련된 박두진문학관은 아

끈 노작 홍사용의 문학사적 업적을 두루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

담한 규모지만 박두진 시인의 문학 정신과 발자취를

되었다. 자연채광을 고려해 유리 천장으로 되어 있는 문학관은 모두 2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시인의 친필원고를

층으로 이루어졌다. 1층에는 제1전시실, 산유화극장(소극장), 수장고,

비롯해 살아생전 사용했던 펜과 안경 등의 유품, 시인

작은 도서관, 사무실이 있다. 제1전시실은 노작 홍사용 시인의 삶과 발

의 대표 시와 시집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910년 근대시의 출발, 1920년 낭만

자료실에 들어서면 14세 소년이었던 시인의 앳

주의, 1930년 모더니즘, 1840년 암흑기의 서정시까지 활동했던 시인

된 모습과 《문장》지에 추천을 받던 청년기 시인의 모

을 소개하고 있다.

습을 담은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 박두

2층으로 올라가면 ‘청산백운’이란 이름

진 시인의 추천시가 들어 있는 《문장》지가 놓여 있다.

표를 붙인 북카페가 있다. 문학 전문도서

혜산 박두진은 1939년 <향현>과 <묘지송> 두 편의 시

관으로 1만여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

가 《문장》 제1권 5집에 추천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였

며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작

다. 특히 1946년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지은 시집 《청

은 도서관이다. 2층 전시실에는 홍사용의 문학세계를 알 수 있는 시와

록집》은 우리 시 문학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청

1923년 창단한 연극단체 ‘토월회’ 활동 당시의 사진과 유물, 《백조》 동

록집》 발간을 계기로 세 명의 시인은 ‘자연을 노래하는

인지에 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토월회’는 1922년 2월 일본 유학

시인 청록파’로 불리게 되었다.

생인 박승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전문 극단으로 본격적인 근대극 운
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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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문학관에는 《청록집》을 비롯해 《해》, 《오
도》, 《박두진 시선》, 《거미와 星座》, 《당신의 사랑 앞에서》 (유고시집)

현재 노작홍사용문학관

등 30여 권의 시집과 산문집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박두진 시인이

은 낭만주의를 선도한 대표적

생전에 소장했던 수석들도 전시되어 있다. 취미로 수석을 모았던 시인

인 시인이자 연극인이었던 노

은 수석과 관련된 시도 여러 편 썼다고 한다. 수석 옆에는 시집 《수석

작 홍사용의 정신을 따라 문

열전》, 《(속)수석열전》 두 권이 놓여 있다. 박두진은 강으로 들로 다니

학과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며 수석을 채취했으며, 이 수석의 형상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 삶의 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신앙으로의 승화를 기도하였다고 전해진다.

문인 초청특강, 청소년문학교

도서관 입구에는 박두진 시인의

실, 노작문학제, 우리동네 작

<고향> 시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고

은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향인 안성에, 그리고 박두진문학관 앞

운영을 통해 진정한 문화 쉼

에 세워진 시 <고향>이 주는 의미는

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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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 문학관
주소 경기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5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법정공휴일
문의 031-678-5330

육필문학관
주소 경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동로99번길 85
문의 032-933-7793

64

경기도

육필문학관

잔아문학박물관

문인들의 숨결과 영혼이 담긴 육필의 향기

문학, 자유롭게 상상하고 즐기다

2004년에 노희정 시인이 사비를 들여 문을 연 육필문학관은 문학인들의

잔아문학박물관은 1996년

육필 원고를 소장 전시해 문학의 소중한 가치와 함께 문학인들의 숨결을

소설가 김용만에 의해 서종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서정주의 <난초>, 조병화의 <나의 자화상>, 김춘

문학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수의 <꽃> 등 시인이나 작가가 직접 쓴 원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

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

의 큰 매력이다. 악필이어서 절대로 남에게 자필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

였다.(‘잔아’는 관장인 김용

한 수필가 피천득이 육필문학관을 세운 노희정 시인에게 보낸 짤막한 글

만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의

도 눈길을 끈다.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소설

육필문학관 내부에는 국내 유명 문인들

과 시집 초판본과 희귀본을

의 육필 원고를 모아 전시하는 전시실을 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의 대

롯해 작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있고, 한 달

표 작가들을 흉상 테라코타

에 한 번 시인들이 모여 시낭송회를 하는 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국내

대가 있다. 전시관에는 문학인들의 자필 원

문학전시관과 해외문학전시관, 아동문학관으로 나뉘어 있고, 작가들의

고와 글, 문학서적, 세계 각국의 향토 소품이

그림과 사진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전시되어 있다. 잔디마당에는 황진이, 허난

제1전시실은 ‘한국문학관’으로 대표적인 근·현대 문인들의 작품과

설헌, 홍랑, 신사임당, 매창 등 조선시대 여

육필원고, 작고 문인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세계문학

류 문학가 5명의 대표 작품을 돌에 새긴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관’으로 약 90여 개국에서 수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시 낭송회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어린이 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세계적인 문호들과 국내 작

배경으로 열리는 시낭송회는

고문인들의 테라코타 흉상, 사진, 작품해설, 육필, 도판 등을 입체적으

문학 애호가들에게 큰 즐거

로 전시하고 있다.

움을 주고 있다. 시낭송회가

김용만 관장은 “이곳은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꿈을

열리는 1층 북카페 ‘시예랑’의

되찾아주고 학생들에게는 장엄한 웅지를 품게 해주는 지성의 성전”라

문을 열면 울창한 소나무 숲

고 소개한다. ‘글과 흙의 놀이터’라는 타이틀을 내건, 잔아문학박물관은

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며

이름처럼 자유롭게 상상하고 즐기는 문학의 놀이터인 셈이다. 야외마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슴 속

당에서는 때때로 시낭송회가 펼쳐지

에 흐른다. 2층 다락방에서

는데 2016년 행사에는 ‘도종환 시인

는 자연을 보면서 시를 짓는

과 함께 시 축제’를 주제로 도종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시 교

함민복 시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인이

실’이 열린다.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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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아문학박물관
주소 경기 양평군 서종면
사랑제길 9-7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홈페이지 www.janamuseum.com
문의 031-771-8577

조병화문학관

청류재수목문학관

꿈과 사랑의 시정신을 오롯이 담다

수목과 문학을 결합한 자연 친화적인 문학관

편운 조병화 시인의 문학을

청류재수목문학관은 경기도 안성 시

기리기 위한 조병화문학관

내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생

은 1990년 문화관광부에 의

태숲으로, 예술의 영원한 테마인 자

해 안성 난실리마을이 문화

연, 그 중에서도 수목과 문학을 동시

마을로 지정된 후 조병화 시

에 조명하는 곳이다. 40여 년에 걸쳐

인이 대지를 제공하고 국고

가꾸어온 수목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

의 지원을 받아 1993년 개

에서 관람객들은 자연을 노래한 근현

관하였다.
문학관은 조병화 시인
관련 기획전시물, 저작도서

조병화문학관
주소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산 377
관람시간 4월 ~ 10월 10:00 ~ 17:00
11월 ~ 3월 10:30 ~ 16: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성탄절
홈페이지 www.poetcho.com
문의 031-67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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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학 작품을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며 감상할 수 있다. 청류재(聽
流齋)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즐거운 소
리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및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청류재수목문학관에는 한국 근현대 문인의 육필원고, 편지, 엽서,

제1전시실에는 기획 전시물과 그가 남긴 53권의 창작시집, 수필집, 화

그림 등의 방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는 아름

집 등 160여 권의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인이

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산책로를 따라서 조각품, 시화시비 등을

즐겨 쓰던 베레모, 입에 물었던 파이프, 글을 쓰고 그림을 그

감상할 수 있다. 1만여 권의 도서와 문인화 200점, 조각 40점, 그림 150

렸던 펜, 많은 여행에서 모은 소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제2

점, 시화비 120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 3기의 문학비와 다수의 수목 및

전시실에서는 그의 럭비 관련 유물과 학창시절 성적표, 그

야생화가 문학관 전체에 조성되어 있다.

가 그렸던 그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등 상패

그밖에 공연예술을 담당하는 야외무대, 문학 강연 및 시낭독, 식물

와 기념패, 명예박사학위증이 있다. 제3전시실에는 시인을

학자의 생태 강의 등을 할

추모하는 문인들의 시화와 방명록이 전시되어 있다.

수 있는 노천강당도 준비

문학관에는 편운재와 청와헌이 있는데, 편운재는 1962

되어 있다. 1993년부터 매

년 조병화 시인의 어머니 진종 여사께서 별세하자 그 이듬해인 1963년

년 4월 ‘꽃과 예술의 만남’

에 어머니의 묘소 옆에 세운 작은 집필실이다. 내부 모습

을 주제로 한 종합예술 행

은 생전에 작업실로 썼던 혜화동 서재를 원형 그대로 옮

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행

겨와 보존하고 있다. 청와헌은 1986년 조병화 시인이 인

사에서는 시낭독회를 비롯

하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기공하여 이듬해

한 문학 프로그램을 중심으

완공해서 입주한 시골집으로, 들판가의 집이어서 ‘개구리

로, 미술 전시회, 음악회,

소리를 듣는다’ 하여 청와헌이라 이름하고, 가끔씩 집필을

줄타기, 팬터마임, 차 시연

하거나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회, 연극 등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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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류재수목문학관
주소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문이길 14-17
문의 031-673-5852

한국근대문학관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79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
홈페이지 lit.ifac.or.kr
문의 032-455-7165

한국근대문학관

황순원문학촌

옛 창고에 한국근대문학을 담다

소설 <소나기>와 황순원의 문학혼을 담아낸 테마문학관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자리한 한국근대문학관은 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리나라 근대문학을 느끼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종합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일원

문학관이다. 박물관 외벽에는 옛 물류창고의 흔적과 투박함

에 20세기 한국문학을 대표

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100년 세월의 물

하는 작가 황순원의 대표작

류창고를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문

소설 <소나기> 마을의 배경

학박물관으로 재조성한 곳이다.

무대와 지상 3층 규모의 황

한국근대문학관은 3만 점 가까운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최남선,

순원문학관을 조성했다. 황

한용운, 김소월, 나도향, 현진건, 백석, 염상섭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순원 선생이 20년 넘게 봉직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조우할 수 있다. 한국

한 경희대학교와 양평군이

최초의 국한문 혼용서인 유길준의 《서

협의하여 문학테마마을을 조

유견문》 초판, 염상섭의 《만세전》 초판

성한 것이다.

등 빛바랜 희귀본들을 볼 수 있다.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상설 전시장에서는 시대별 문학의

2개의 전시실과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육필원고와 생전의 유품들뿐

변천사와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

만 아니라 출생과 시적 서정성의 세계, 그를 따라 문학의 길을 걷는 사

다. 계몽기, 근대문학의 태동기, 김소월과 한용운이 활동했던 시기와

람들의 이야기, 대표작품들을 형상화한

함께 사회 부조리를 꼬집었던 문인들의 시와 소설들을 일목요연하게

조형물 등 황순원의 문학세계와 생애 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문인들의 얼굴을 벽 전체에 모

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아놓은 곳이다. 별도의 앱을

들을 전시하고 있다.

다운로드하면 소설가와 작품

문학촌 앞마당 잔디 위에는 원뿔형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곳에

의 수숫단과 원두막이 옹기종기 세워져 있다. 소나기광장에는 인공적으

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

로 소나기를 만드는 시설이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2층 체험 공간에는 1층에서

을 준다.

조우했던 시대별 주요 작가

그밖에 황순원 선생의 소설을 주제로 한 목넘이 고개(목

의 모습이 새겨진 스탬프가

넘이 마을의 개), 학의 숲(학), 해와 달의 숲(일월), 별빛 마당

마련돼 있다. 스탬프를 찍고

(별)을 만들었고, 소나기광장과 사랑의 무대 등 부대시설도

시간을 추억하는 우편엽서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문학관 한쪽에는 지난 2009년 충남 천

보낼 수 있다.

안에서 이장한 황순원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마
음을 숙연하게 한다.

68

경기도

69

황순원문학촌
주소 서울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관람시간 3월 ~ 10월 9:30 ~ 18:00
11월 ~ 2월 9:3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sonagi.go.kr
문의 031-773-2299

문학 유적을 찾아서

김동리와 손소희 묘

만해기념관

김동리, 손소희 부부의 묘소는 쌍분으로, 두 묘가 나

만해기념관은 1998년 4월 만해 사상연구가인 신구대 전보

란히 자리하고 있다. 두 개의 묘 사이에는 ‘선산김씨

삼 교수가 자료를 수집하고 건립한 사립박물관이다. 건국공

동리지묘, 함창김씨 월계지묘김동리묘’라 쓰인 묘비

로최고훈장인 ‘대한민국장’과 만해 생전의 각종 저술과 유

가 있고 우측으로 ‘손여사 소희지묘’라고 쓰인 묘비가

물, 3·1운동 당시 만해의 옥중투쟁을 보여주는 신문자료,

서 있다. 김동리 묘비 후면에는 “김동리찬 金東里讚 :

희귀본인 《님의 침묵》 초간본 및 100여 종의 《님의 침묵》 이

무슨 일에서 건 지고는 못 견디던 한국문인 중의 가장

본과 만해관련 연구서 등 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대지

큰 욕심 꾸러기, 어여쁜 것 앞에서는 매양 몸살을 앓

약 1,700㎡, 연건평 400㎡, 지상 2층의 규모로, 종합전시실

던 탐미파 중의 탐미파, 신라 망한 뒤의 폐도에 떠오

과 교육관, 세미나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약 600점의

른 기묘하게는 아름다운 무지개여. 1996년 6월 1일 미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내에도 만해기념관이 있다.

당 서정주 글 일중 김충현 글씨”라고 쓰여 있다.
묘소 위 작은 언덕배기에는 성모상이 서 있다. 김동

이곳에는 한용운이 불교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저술한 《조선불

리는 1930년대 함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마을처

교유신론》과 《불교대전》 원전을 비롯해, 《세계지리》, 《영환지

녀 김월계(첫번째 부인)와 교제하였고, 처가의 요청으로 당

략》, 《음빙실문집》 등의 책, 한용운의 유묵과 시집 《님의 침

시 천주교에서 영세하고 그곳 천주교 공소에서 혼배예식을

묵》 초간본·각종 판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올리며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손소희 여사는 김동리의 두

위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로 792번길 24-7

번째 부인이며, 소설가로도 활동하였다.
위치 경기 광주 오포면 신현2리

변영로 묘와 기념비

시 <논개>로 유명한 수주 변용로의 묘와 기념비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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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설헌 묘

동 밀양 변씨 공장공파 선영에 있다. 조선시대의 무신인 변종인의 묘와

조선 선조(宣祖) 때 활동한 여류시인 허난설헌 묘는 1986년 경기도기념

신도비(부천시 향토유적 1호) 옆에 변영로 일가의 묘가 있다. 변용로 일

물 제90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중부고속도로 건

가의 묘는 3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 조부모와 부모, 형제의 묘가 계단

설로 현재 위치인 안동 김씨 선산에 이장되었다. 남편인 김성립의 묘가

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부인과 합장되어 있는 변영로 묘에는 상석, 향

바로 위에 있고 어린 나이에 죽은 두 아이의 무덤이 오른쪽에 나란히 자

로석, 혼유석 등의 석물과 함께 신구 2기의 비가 세워져 있으며, 앞쪽

리하고 있다. 봉분을 중심으로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

에는 1969년 건립된 높이 180cm, 너비 166cm의 수

石), 장명등(長明燈), 시비(詩碑) 등 석물이 있는데, 화강암으로 만든 문

주기념비가 위치해 있다. 기념비 전면에는 <생시에 못

인석을 빼고는 모두 오석(烏石)으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전면에는 이숭

뵈올 임을>의 전반부 “생시에 못 뵈올 임을 / 꿈에나

녕이 지은 ‘증정부인양천허씨지묘(贈貞夫人陽川許氏之墓)’라는 비문(碑

뵐까 하여 / 꿈 가는 푸른 고개 / 넘기는 넘었으나 / 꿈

文)이 새겨져 있다.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조차 흔들리우고 흔들리어 / 그립던 그대 / 가까울 듯

세운 것으로, 자식을 잃은 절절한 슬픔을 담은 <곡자(哭子)>와 <몽유광

멀어라”가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일석 이희승이 짓고

산산(夢遊廣桑山)>을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일중 김충현이 쓴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 29-5

위치 경기 부천시 고강동 산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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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 시비 <분수Ⅰ>

정약용 생가와 묘, 기념관

부천시 중앙공원에 있는 황명의 시비는 화강석을 바탕으로 마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유적지에는 정약용이 긴

천석에 시 <분수Ι>의 3연을 새기고 뒷면에는 황명의 약력을

유배 후 돌아와 머문 고향집, 즉 그의 생가와 묘,

새겨 넣었다. 시비 위에는 하회탈 같은 형태의 조상이 있다.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

황명은 1931년에 태어나 서울 성남고등학교, 동국대학

져 하나를 이루고 있는 마현마을은 다산 정약용이

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5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태어난 곳이자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의 긴 유배생

에서 <분수(噴水)>가 당선되면서 시단 활동을 시작했다. 성

활을 마치고 돌아와 머물던 곳이다.

남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동국대학교에 출강하며 한국문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로 정조의 총애

인협회 이사장, 국제 P.E.N 한국본부 이사 등을 역임했다.

를 받았던 관료였으나, 당파 싸움과 천주교 박해

유년 시절과 중·고등학교 때 부천에서 서울로 통학했고, 시

에 의하여 젊은 시절 대부분은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남도 땅, 강진

가 당선되던 당시에도 부천에 거주했다. 그 후 서울에 살면서

에서 보낸다.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는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으로 돌

도 본적이 부천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아와 여생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였다. 이곳에는 그가 살았던 집인 여유

1998년 10월 2일 별세한 후 2000년 경기도 부천시, 한국문

당, 다산기념관과 문학관, 다산의 무덤이 함께 있다. 다산기념관에는 다

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동국문인회에서 뜻을 모아 시

산의 친필 서한과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의 사본이 전

비를 세웠다.

시되어 있으며 수원성을 쌓을 때 발명했던 거중기와 녹로가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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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져 있다.
위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황명 <분수>

정지용 시비 <고향>

정지용과 부천과의 인연으로 부천 중앙공원에 정지용의 시비가 있다.

이광수 기념비

노여움을 자제하는 저

정지용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지만 1943년 1월 《춘추》에 <창>이란 시를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입구에 춘원 이광수 선생의 기념비가 서 있다.

묵시의 입김은

쓴 이후 잠시 붓을 꺾다시피하고 가족을 데리고 소사읍 소사리(부천시

미국에 거주하던 부인 허영숙 여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운허 스님이

종교 같은 것이라 할까

소사2동)로 내려와 3년여 동안 머무르게 된다. 이때 이곳에 성당이 없음

주관하여 1975년 봉선사 입구에 ‘춘원 이광수 기념비’를 세웠다.(안타깝

(…)

을 안타깝게 여긴 정지용은 직접 발로 뛰며 물질적인

게도 허영숙 여사는 문학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1975년 세상을 떠났

지원을 요청하고 손수 벽돌을 쌓아 오늘의 소사성

다.) 이는 국내에서 세워진 이광수의 유일한 기념비이자 문학비이다. 비

당을 있게 했는데,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정지용의

석은 검은색이고 높이는 210cm, 너비 73cm이며, 기단과

시비가 부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시비에는

개석이 있는 비교적 단순한 모양인데, 문학비에는 총 1371

달이여,

정지용의 시 <고향>이 새겨져 있다. “고향에 고향

자로 된 글이 새겨져 있다. 전면에는 ‘춘원 이광수 기념비’

별이여,

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 산꽁이

라고 한글로 굵고 깊게 아래로 음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좌

나에게로 어울려 드는

알을 품고 / 뻐꾹이 제철에 울건만 // 마음은 제

로부터 ‘春園李光洙紀念碑’라고 전자로 각자되었다. 비의 뒷

이 창업(創業)의 경이(驚異) 같은

고향 지니지 않고 /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면에는 행적이 기록되고, 좌측과 우측에는 춘원의 글이 새

(…)”

겨졌다. “그러나 내 자식들이나 가족 또는 친우들이 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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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뒤에 구태여 묘를 만들어 주고 비를 세워준다면 그야

오죽하면 하늘을 우러러 스스로의

얼마나 거룩한

언제고 한 번은
끝없는 강물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러 오던
하늘이여,
해여,

지금은 모두가

아 청청히 나의 가슴을
굽이치는 강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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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3

봉선사

지하에 가서까지 말릴 수야 없는 일이나 만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생

한하운 묘와 시비 <보리피리>

고려 광종 20년인 969년에 승려 탄

각으로는 이광수는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다 하는 글귀가

경기도 김포시 장릉묘원에는 ‘문둥이 시인’으로 불린 시인

문이 운악산 자락에 절을 창건하고

쓰여졌으면 하나 그도 마음뿐이다 一九三六年”. 비석의 글은 주요한이

한하운의 묘가 있다. 시인의 본명은 태영이었다가 한센병

신이라고 전해진다. 1469년 세조의

짓고 글씨는 김기승이 썼는데 모두 한글이다.

환자임을 알고서 ‘하운’으로 개명하였다. 그래서 묘비명도

비 정희왕후 윤씨가 세조를 추모하

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봉선사

‘시인 한하운태영지묘’라 되어 있다. 묘비 뒷면에는 그의

운악사라고 부른 것이 봉선사의 전

여 능침을 보호하기 위해 89칸의 규

시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는데, ‘천형(天刑)’의 병을 앓

모로 중창한 뒤 ‘선왕을 받는다’는 뜻

노천명 묘와 시비 <고별>

았던 시인의 처절했던 좌절감과 절망의 몸부림을 이 시를

경기도 벽제 천주교 묘지에는 ‘모가지

통해 눈으로 보듯 실감할 수 있다. 한하운(본명 한태영)은

전소되어 현대에 복원한 건물이 남

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 <사슴> 시

1949년 월간 종합잡지 《신천지》를 통해 <전라도 길>을 발표하며 시인의

한하운 <보리피리>

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운허스님이

로 잘 알려진 노천명 시인의 묘가 있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후 문둥병에 걸려 전국을 떠돌면서 자신의 비

보리피리 불며

은거한 일이 있다. 이 때문에 이광수

다. 그녀의 묘소는 입구에서 3km 이

애와 한을 시로 노래했다. 1960년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

기념비가 절 입구에 세워져 있다.

상을 들어간 산 끝자락 중턱에 흰 화강암 석재로 조성되어 있다. 묘 오

나병 음성 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여 출판사를 설립

른쪽에는 언니 노기명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노천명은 황해도 장연에

하고 나환자들의 구제사업에도 앞장서기도 했지만, 1975

서 태어나 진명 보통학교를 거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했다. 평생을

년 간경화가 발병되어 57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

꽃 청산

독신으로 살았으며, 일찍이 천주교에 귀의해 베로니카라는 영세명을 받

감했다. 미망인 유씨의 뜻에 따라 그의 유해는 유씨의 아

어린 때 그리워

았다. 묘 앞에는 높이 60cm, 넓이 98cm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시비

버지 묘가 있는 김포 장릉공원묘지에 묻었으며, <보리피

가 세워져 있는데 앞면에는 ‘盧天命之墓―베로니카’, 뒷면에는 서예가

리> 시비가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

김충연의 글씨로 시 <고별>의 8, 9연이 각자되어 있다. “눈물 어린 얼굴

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5 장릉묘원

으로 봉선사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때 소실된 것을 1637년
에 복구했으나 6.25전쟁으로 또다시

머물렀고, 친척 형이 되는 이광수도

을 도리키고 / 나는 이곳을 떠나련다 / 개짖는 마을아 / 닭이 새벽을 알

74

경기도

리는 촌가들아 / 잘 있거라 // 별이 있고 / 하늘이 보이고 / 거기 자유가

오규원 수목장(樹木葬)묘

/ 닫혀지지 않는 곳이라면” 이 시비는 1957년 8월 20일 ‘고 시인 노천명

2007년 66세의 일기로 타계한 오규원 시인은 자신의 시처럼 강화도 전

문인장위원회’에서 세웠다.

등사 부근 야산의 아름드리나무 밑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오규원 시인

비운의 시인으로 알려진 노천명은 한국 전쟁 때 ‘조선문학인동맹’

은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직전 제자인 이원 시

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전력으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인에게 4행시를 적어 주었고, 이 시의 끝 구절의 뜻에 따라 그의 장례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1951년 4월 1년 만

은 수목장(樹木葬)으로 치러졌다고 한다. “한적한 오후다 / 불타는 오후

에 천신만고 끝에 석방되었다. 그후 6년 동안 서

다 / 더 잃을 것이 없는 오후다 / 나는 나무 속에서 자 본다” 1968년 《현

울 서촌에서 살다가 향년 46세의 나이로 재생불량

대문학》에 <우계의 시>, <몇 개의 형상> 등이 추천되어 등단한 오규원

성 빈혈로 서울 은평구 시립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시인은 주로 시의 언어와 구조를 탐구하거나 물질문명과 정치화되어 가

감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울 중곡동 천주교 묘

는 현대 언어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 《분명한 사건》, 《순례》, 《이 땅에

지에 묻혔다가 개발에 밀려 1973년 지금의 자리로

씌여지는 서정시》, 《마음의 감옥》 등 10여 권의 시집을 내는 한편 20여

이장되었다.

년간 서울예대 시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길러냈다.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14번길 196(벽제 천주교묘지)

위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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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언덕
고향사그리워
피-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피-ㄹ 닐니리
(…)

박종화 묘와 문학비

기 실학 태동기에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고 백과사전적인 책자 《지봉유

월탄 박종화의 묘와 문학비는 그의 선영

설(芝峰類說)》을 펴낸 실학자이다. 그의 묘는 조선 후기 봉분 조성 과정

이 있는 경기도 장흥면에 자리하고 있다.

과 석물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실

1883년 2주기를 기념해 성균관대학교 문

학과 관련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생 수요회원이 세운 둥근 모양의 문학비

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산 90-1

에는 그의 시 <청자부> 2연이 새겨져 있다.
“빛깔, 오호 빛깔 / 살포시 陰影을 던진 갸

이서구 추모비

륵한 빛깔아 / 조촐하고 깨끗한 翡翠여 / 가을 소나기 마악 지나간 / 구

방송작가였던 이서구 선생의 추모비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의

멍 뚫린 가을하늘 / 한조각 물방울 뚝뚝 서리어 / 곧 흰 구름장 이는 듯

주선으로 광복 50주년 및 선생의 타계 14주기를 맞아 1995

하다” 하단에는 윤구병이 짓고 김구용의 글씨로 “달을 좋아하셔서 文學

년에 건립되었다. 그의 묘 앞에 세워진 추모비 앞면에는 그

에 몸담으셨던 月灘 선생이시여… 명복을 누리시옵소서”가 새겨져 있

가 작사한 <홍도야 우지마라> 1~2절이 있고, 뒷면에는 방송

다. 박종화는 《백조》의 동인으로 낭만적인 시를 쓰

작가 한운사가 지은 추모글이 새겨져 있다. “사랑을 팔고 사

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나 1925년부터는 주로 역

는 / 꽃바람 속에 / 너혼자 지키려는 / 순정의 등불 / 홍도야

사소설가로 자리를 굳혔다. <금삼의 피>와 <대춘

우지마라 / 오빠가 있다 /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

부>, <다정불심> 등에 이어 광복 후에는 <임

(…)” 일제 시대에 고달픈 사람들의 마음

진왜란>, <세종대왕> 등을 발표했다.
이수광(1563~1628)

을 달래주던 <홍도야 우지마라>는 1937년 김영춘이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8-1원

부른 후 지금까지도 널리 애창되고 있는 대중가요이

지봉(芝峰)이수광은 조선후기의 대

다. 추모비 건립과 함께 그의 묘 앞에 묘비도 다시

표적인 실학자이다. 명나라에 사신

세웠는데 당시 조선일보 고문이었던 이규태가

으로 왕래하면서 마테오리치의 《천

이수광 묘

주실의(天主實義)》 등 여러 서양 서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돼 있다.

비문을 짓고 글씨는 이상태가 썼다.

고 개척하였다. 1614년(광해군 6)에는

아버지 이희검과 아들 이성구의 묘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위로부

위치 경기 시흥시 방산동 산 20

《지봉유설(芝峯類說)》을 간행하여

터 이희검, 이수광, 이성구의 순으로 놓여 있다. 봉분은 단분으로 높이

적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와 서양 문
물을 소개함으로써 실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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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m이며, 하단에 호석을 둘렀으나 현재는 정면에 1개만 남아 있다.

강희맹 묘

묘 앞에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있고 묘의 전방 좌우에는 동자상과 망주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87호인 강희맹 선생의 묘가

석 등의 석물이 1쌍씩 세워져 있다. 묘비는 총탄자국으

자리잡고 있다. 그의 묘소는 하상동 마을 뒷산에 동북향으로 안장되어 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저술했다.구

로 인해 판독이 어렵다. 비석이 세워진 연대는 1632년

고 근래에 새로 단장했다. 묘역의 넓이는 400㎡이며, 봉분은 단분으로

성은 농가곡품, 농담, 농자대, 제풍

이다.

부인 안씨와의 합장묘이다. 묘를 중심으로 가운데에 묘비가 있고 그 앞

에 관한 내용으로 나뉜다. 《농사직

신도비에는 이수광의 시호인 ‘문간(文簡)’이 붙여

에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다. 옆은 장대석으로 2단의 계절(階節 : 무덤

설》과 달리 토성에 맞추어 적합한

진 이유에 대해 “배움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앞에 평평하게 만든 땅)을 쌓고, 좌우에 문인석 한 쌍이 서 있다. 조선시

것을 ‘문(文)’이라 하고, 한결같이 덕을 베풂에 게을리

대의 전형적인 문인석은 전기에는 복두( 頭)를 쓰고 공복을 입고 홀(笏)

하지 않는 것을 ‘간(簡)’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은 든 모습이며, 후기에는 금관조복(金冠朝服)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의 초입에는 신도비 세 기가 있다. 이수광은 조선 후

다. 그런데 이 묘역의 문인석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자연스럽게 맞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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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맹 《금양잡록》
강희맹이 1475년(성종 6)에 금양에서

변, 종곡의, 농구로 농업기술과 농정

품종과 특성, 내풍성, 농법의 차이 등
을 설명하고 있다. 농부의 경험을 수
용하여 직접 실험한 내용을 수록한
점이 획기적이며 풍해와 관련된 내
용이 많은 것도 경기도가 바람의 피
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세이다. 묘역 아래 왼편으로는 화강암으로 만든 신도비가

김광섭 시비 <10용사 영혼을 따라>

세워져 있으며, 비문은 서거정(徐居正)이 지었다. 비문 끝에

파주군 파주읍에 있는 통일공원에는 종군기자 순직 추모비를 비롯해 10

홍치(弘治) 원년의 기록이 있어 1488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용사 충혼비 등의 전적비와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10용사 충혼비

수 있다.

는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포탄을 안은 채 적진지에 뛰어들어 진

1424년에 태어난 강희맹은 최초로 농서를 저술한 농학

지를 분쇄하고 산화한 10용사를 기념해서 건립된 높이 10미터가 넘는 대

자로 《금양잡록》을 비롯해 《촌담해이》, 《사시찬요》 등의 농

형 충혼비이다. 10용사의 호국정신이 서려 있는 이 충혼비에는 김광섭

서를 저술했다. 이밖에 세조 때에는 《경국대전》의 편찬 작

시인의 추모시 <10용사 영혼을 따라>가 새겨져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

업에 참여했고, 성종 때는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 《국

을 바친 용맹한 군인 정신을 기린 시구들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 닿는다.

조오례의》 등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저술의 편찬에도 참여해 학자로서의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은 《시론(詩論)》에서 “시는 자유로운

위상을 떨쳤다.

자아의 표상이다. 이 표상은 자기 내부의 모든 것을 한 토막의 시작품으

위치 경기도 시흥시 하상로 59

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잘된 시작품은 시적 지성이 풍기는
한 모습이 풍상에 달려오듯 독자와 시인들의 가슴을 치는 언어가 꼭 있

이효석 묘

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출

위치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

생한 이효석은 그의

황희(1363~1452)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

고향에 ‘이효석 마

황희 묘

을’이 조성되어 있지

황희는 조선조 최장수 재상으로, 정치 일선에서 원칙과 소신을 견지하면

만, 묘는 경기도 파

서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건국 초기 조선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

다.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해 성균관

주시 동화경모공원

의 묘는 1976년 경기도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었다. 묘역은 3단으로 넓

학관이 되었다 고려가 망한 후에는

묘원에 있다. 이효

게 조성되었고 묘 둘레는 34m, 높이가 4m로 봉분의 규모가 크다. 다른

석은 평양에서 35살

묘의 형태와는 달리 화강암 장대석(長臺石)을 이용하여 전면을 ㄷ자 모

을 주는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대표

의 나이에 요절하였고 그의 유해는 고향 선산에 안장되었으나, 1973년

양으로 전방을 향해 3단의 호석(護石)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작이다. 작가 이효석의 후기 작품으

도로공사로 봉평면 장평리로 이장하였고 여기에도 길이 생겨, 무덤의 밑

봉분구조이다. 묘역 아래에 자리잡은 사당 원모재(遠慕齋) 앞 언덕에는

러난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인 메밀

동이 잘려나가는 수난을 겪게 된다. 이후 그의 유해가 고향을 떠나 실향

1505년(연산군 11)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는데 신

꽃 핀 개울가는 단순히 정경에 그치

민 묘지로 옮기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함흥 출신이라 이효석도 실향

숙주가 글을 짓고 안침이 글씨를 썼다. 그 옆에

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파주로 이장 당시 유족들은 “아버지의 영혼

는 194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각에

있다. 이 소설의 문맥에서도 읽어 낼

을 생전에 활동했던 평양을 바라보는 임진강가에서 쉬게 하고 싶다”고

보호되어 있다. 황희의 묘가 파주시에 있게 된

수 있는 자연과의 친화, 본원적인 인

말했다. <메밀꽃 필 무렵>이 워낙 유명한 탓에 이효석의 작품세계에서

연유는 파주가 고향인 개성과 벼슬지인 한양의

학의 주제로 여러 작품에서도 반복

는 주로 향토적 이미지가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이효석은 심미주의, 모

정가운데 지점이어서 양쪽을 언제나 볼 수 있는

된다. 1936년 《조광》 10월호에 발표

더니즘 등 다양한 문학적 면모를 보인 작가로, 현재 그의 문학을 재평가

곳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92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시적인 정서가 흐르고 애틋한 느낌

로 그의 산문적 서정성이 가장 잘 드

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를 하나
로 포함하며, 인연의 매체로 나타나

간의 삶과 원초적인 사랑은 그의 문

되었고, 1975년 삼중당에서 같은 제
목의 단편집을 발간한 후 여러 출판
사에서 단편집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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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았고, 18년간 영의정으로 재
직하면서 농사 개량, 예법 개정, 천첩
소생의 천역 면제 등의 업적을 남겼

벼슬길을 버리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둔했다. 그러나 은둔 기간
은 길지 않았다. 태조의 부름으로 다
시 벼슬길에 오른 이후 정종, 태종에
이어 세종, 문종까지 다섯 왕을 보필
하며 정사를 폈다.

이율곡 ‘자운서원’과 묘

김종삼 시비 <민간인>, <북치는 소년>

경기도기념물 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자운서원(紫雲書

김종삼 시비는 1993년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에 세워졌

院)은 1615년 광해군 때 지방 유림의 공의로 율곡 이이

다, 공사로 인해 2011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호수공

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1868년

원으로 이전하였다. 2개의 타원형 상빗돌과 하빗돌로 이뤄진

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69년에 지

특이한 모양으로 하단에는 <민간인>이, 상단에는 <북치는 소

방유림의 기금과 국비보조로 복원하고 1975년과 1976

년>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시비 뒤쪽으로 김종삼의 대표

년에 걸쳐 보수하였다. 이곳에는 현재 율곡과 신사임당

시 5편을 목판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이북이 고향인 실

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경내의 건물로는 팔작지붕으로

향민으로 살아온 김종삼 시인은 분단의 아픔과 순수를 노래했고 약 216

김종삼 <북치는 소년>

된 6칸의 사우(祠宇),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등이 있으며, 율곡의

편의 시를 남겼다. 1960년대 3김(김수영, 김춘수, 김종삼)으로 불리며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덕을 기리는 묘정비(廟庭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가 세워져 있다.

시단을 풍미하였다. 김종삼 시인은 순수 서정시의 거목으로, 한국시문

가난한 아이에게 온

높은 대지 위에 사당을 앉히고 사괴석 담장을 둘러 삼문 앞 계단으로 오

학사에 길이 빛날 족적을 남긴 시인으로 남아 있다.

서양 나라에서 온

르도록 설계하였다. 사당에는 이이 좌우에 김장생과 박세채의 위패가 봉

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수목원 고모호수공원

어린 羊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안되어 있다. 자운산 좌우 능선에 율곡의 부모인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진눈깨비처럼

신사임당, 율곡 내외를 비롯해 한 가계의 묘 13기가 집결해 있다.

양사언 시조비 <태산가>

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양사언은 한석봉과 추사 김정희와 더불어 조선 3대 명서예가이자 문인
이다. 호가 봉래(蓬萊)인데 양사언이 철원 사또로 부임했을 때 지척에 있

황진이 시가비 <박연폭포>

는 금강산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았다는 연유로 여름 금강산을 칭하는 ‘봉

북녘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에게 그리움과 한의 공간

래산(蓬萊山)’에서 따왔다고 한다.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상류에 있는

인 임진각. 임진각 조각공원에는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로

‘금수정 (金水亭)’에는 그가 바위에 새긴 글씨를 탑본하여 걸어놓은 현판

꼽히던 황진이의 시가비가 자리하고 있다. 1982년 황진이의 문학정신을

글씨를 볼 수 있으며, 근처 암벽에는 여러점의 그의 글씨 암각문도 볼 수

기리기 위해 그녀의 묘가 있는 북한 땅 판문군이 건너다보이는 곳에 세

있다. 또한 금수정 주변에는 그의 시조 <태산가>를 새긴 시조비도 볼 수

워졌다. 시비 전면에는 황진이의 대표적인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

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하더라.” 글씨는 외길 김

어간들 어떠리. 황진이는 조선 중종조 개성의 명기라. 정양완 씀”이라고

진동(金縉東) 서예가의 글씨로 다른 곳

쓰여 있다. 뒷면에는 박연폭포에 대한 황진이의 사랑이 느껴지는 <박연

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필체를 구사하

황진이 <박연폭포>

폭포>가 새겨져 있다. 황진이는 개성의 명기

였다. 양사언의 유적이라 할 수 있는

한 줄기 긴 물줄기가 바위에서 뿜어나와

로,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 불렀으며, 용모

금수정이 있는 마을은 원래 김씨 후손

도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천대받던 기생

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양사언은 안동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우니 흰 무지개 완연하다

의 신분이었지만 당대의 명사들과 거

김씨 외손이고, 그래서 자손들이 양사

어지러운 물방울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리낌 없는 교분을 나누며 자유분방하

언을 기리기 위해 이 정자를 관리하고

나그네여, 여산을 말하지 말라

게 살다 갔다.

있다고 한다.

천마산이야말로 해동에서 으뜸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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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 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다
나는 듯 거꾸로 솟아 은하수 같고

구슬 방아에 부서진 옥 허공에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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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크리스마스카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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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조 묘

이봉구 문학비

신소설 <자유종>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 선생의 묘는 경기도 포천

안성 낙원동 명륜여중 앞 낙원역사공원에는 규모는 작지만 눈여겨볼 만

시 경복대학교 안에 있다. 1869년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에서 출

한 석물들이 많이 있다. 석불좌상(향토유적 제8호), 석조광배(향토유적

생한 이해조는 대부분의 생애를 서울로 이주해, 신소설 작가로 활동했

제9호), 3층석탑(향토유적 제18호), 조선후기 문신 오명항 토적 송공비

다. 할아버지 이재만이 흥선대원군 측근으로 활약하여 포천 신북면 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9호) 등 공원 내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모두

평리 일대를 하사 받은 뒤로 포천이 이씨 집성촌이 되었다. 이해조는

46기에 달하는 공덕비 속에 안성 출신 소설가 이봉구 선생의 작은 문학

<구마검>, <자유종> 등 3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신분제도

비가 있다. 문학비에는 “이곳은 실명소설 「명동에러레지」, 「방가로」 등

와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역사적으로는 근대의식을 담은 계몽운동

을 남긴 소설가 이봉구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일제하에서는 농촌계몽운

으로도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1910년에 집필한 신소설 <자유종>은 말

동을 편 곳이며 「안성장날」의 작품무대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경

하듯 풀어내는 구어체에 사실적인 인물의 성격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

기도 안성에서 출생한 이봉구는 안성보통학교를 거쳐 1933년 중동학교

나는데, 학계에서는 고전소설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성을 지향하

를 중퇴하고 낙향한 후,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는 중앙일보에 단편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발〉을 발표하였다. 1938년 오장환·김광균·서정주 등과 《시인부락》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4 경복대학교

《풍림(風林)》, 《자오선(子午線)》의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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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 문학비

안산 상록수역 부근의 샘골마을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배경이다. 《상

기형도 묘

록수》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심훈이다.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가인 심훈

기형도 시인은 불우의 시인으로 알려져

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다. 특히 농민계몽문

있다. 살아 생전 자신의 시집을 보지 못

학에서 리얼리즘에 입각한 본격적인 농민문학의 장을 여는 데 크게 공헌

한 채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

한 작가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곳에 위치해 있는 상록수공원 안에 최영신

하고 만다. 살아 있는 동안 크게 주목받

기념관과 심훈의 문학비가 자리하고 있다. 소설 《상록수》는 심훈이 최용

지 못했지만 유고집으로 발간된 《입 속

(1909~1935)을 기리고자 안산시가

신을 모델로 하여 지은 장편소설이다. 최용신기념관은 암울한 시대에 농

의 검은 잎》이 커다란 문학적 반향을 일

그 일이 터졌을 때

2007년 건립했다. 최용신이 샘골 마

촌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친 최용신의 생애와 사상

으키면서 세기말의 징후를 가장 정확히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가 있던 곳에 건립되었으며 지상의

을 선양하기 위한 곳이다. 기념비는 1996년 ‘문학의 해’

묘파한 시인으로 남았다. 그의 유해는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외형은 샘골강습소를 복원한 형태로

에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공을 기려 세운 것

안성시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인천시 웅진군에서 출생한 기

그 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이다. 비의 모습은 원고지를 펼쳐 둔 모습으로, 상단에

형도 시인은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안개>라는 작품으로

과 상록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지층

심훈의 얼굴 조각과 함께 ‘심훈 문학 기념비’라고 써 있

등단했다. 기형도의 시 세계는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을 예시하는 데 그치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에 상설전시실과 교육 영상실이 마

다. 아래에는 “… 아침저녁 저의 손으로 치는 그 종소

지 않고, 이 세계의 어둠을 환기시키는 우울한 선율을 품고 있다. 그의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신의 건국훈장, 유언장, 《상록수》 초

리는 저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어두운 귀와

나이 만 29세, 생일을 엿새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심야극장에서 숨진

신문에서였는데

판본(1936년) 등이 있으며, 관련 사

혼몽이 든 잠을 깨워주고 이 청석골의 산천초목까지

채 발견된다. 사인은 뇌졸중이었다. 기형도 시인은 못다한 젊음과 극적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울리겠지요…”라는 《상록수》의 발췌글이 새겨져 있다.

인 죽음으로 인해 암울한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위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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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신기념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
공 애국계몽독립운동가 최용신

을사람들과 함께 세운 ‘샘골강습소’

하고 내부는 체험전시실과 사무실
로 이루어져 있다. 최용신 선생의 삶

련되어 있다. 주요 전시 유물은 최용

진 및 생존 제자의 영상에세이, 영화
‘상록수’가 담긴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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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택시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나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생각한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접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

여주박물관

여주군박물관 - 류주현 문학비, 이색 시비, 이규보 문학비

히 쌍분을 이루고 있으며, 봉

신숙주(1417~1475)

1997년 신륵사 관광지 안에 여주군

여주시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분 사이에는 1897년에 세운 묘

조선 초기의 대학자이며 문신이었

향토사료관으로 개관하였고, 2010년

유물과 자료을 수집, 전시하고

비가 있고, 앞에는 상석과 향로

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서 성삼문,

칭을 변경하고 재개관하였다. 전시

있는 여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석이 있다. 봉분 좌우에는 문인

의 창제와 연구에 기여하였다. 사육

실 2실과 시청각실, 사무실, 수장고,

여주 출신의 대표적 현대 소설

석 2쌍이 서 있다. 묘비는 후대

신과 함께 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

가 류주현 문학비를 비롯해 이

에 세워진 것으로, 뒷면에 ‘숭정

색 시비, 이규보 문학비가 세워

기원후 이백칠십년(崇禎紀元後

져 있다. 여주시 능서면 번도마

二百七十年)’이라는 명문(銘文)

을에서 출생한 류주현은 1948년

으로 보아 1897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묘역 아래에는 이승소가 글

민족진영의 유일한 문예지 《백

을 지어 성종 8년에 세운 신도비와 1971년 10월 9일 한글의 날에 한글학

민》에 단편 <번요의 거리>로 데

회에서 건립한 ‘한글창제 사적비’가 있다. 신숙주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

뷔하였다. 문학비 뒷면에는 구

로서 성삼문, 박팽년,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와 연구에 기여

상이 짓고 원중식이 쓴 류주현

하였다.

전시실을 확장, 여주박물관으로 명

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요 전시품으로는 여주목읍지, 여주
향교중수 기사 등 고서적과 여주와
관련된 인물들의 서간문·교지·칙
령·전문 등의 고문서류와 토기·도
자기·민속유물 등이 있다.

의 생애가 새겨져 있다. 목은 이색의 시비에는 <백설이 잦아진 골에>가

위치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산 53-77

새겨져 있다.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 반가운 매화는 어
느 곳에 피었는고 / 소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고려말 충절

이항로 생가

을 다해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한 이색은 자신의 고뇌를 자연에 빗대어

이항로 생가는 200여 년 전 이항로의 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이항로가 태

노래하고 있다.

어나서 일생을 보낸 곳이다. 이곳은 또한 양헌수·김평묵·유중교·최익

1996년 여주군문학비건립추진위원회는 여주이씨 문순공파대종회

현·유인석·홍재학 등 많은 선비들을 길러낸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 유

의 협조 아래 백운 이규보를 기념하기 위해 귀부이수(龜趺 首) 양식의

형문화재 제105호 지정되었으며, 당시 향촌 사대부의 살림집에 대한 면

문학비를 세웠다. 문학비 앞면에는 “白雲居士李奎報先生文學碑(백운거

모를 잘 보여준다.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던 사랑과 대문간

사이규보선생문학비)”라고 새겼고 비문은 이우성이 짓고 하한식이 썼

에 붙어 있어 하인들이 거처하던 행랑, 집의 안쪽에 있는 ㄱ자형 안채 15

다. 이규보는 1168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

칸 등 2동이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주택 구조를 따르고 있다. 사랑채와 안

만 그의 흔적이 여주에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가 여

채는 같이 지은 것으로 광복 후에 헐린 것을 복원

주에서 출생한 것을 단정할 수 없다. 그의 묘는 말년을 보내다가 생을 마

한 것이다. 강당은 화서 선생의 강당 설립 구상에

감한 강화도에 있으며, 근처에 사당이 함께 있다.

따라 《화서집》을 참고하여 건축하였다. 가옥의

위치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12

배치는 현재 역 ㄱ자형 안채와 역 ㄷ자형 사랑채
가 가운데 담장을 두고 가로로 긴 ㅁ자형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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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 묘와 문학비

가진다. 안채는 평사량 홑처마 맞배지붕이며 기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 건너편 야산에 자리한 신숙주 묘는 1970년대까지

단과 주초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는 문

도 버려져 있다가 1980년 이후 신숙주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사료와 저

화재로 지정된 이후 예전의 모습을 고증하여 새

서 등이 정리, 재출간되면서 재정비되었다. 묘는 부인 윤씨의 묘와 나란

롭게 지었다. 가옥의 부엌 쪽 뒤뜰에는 4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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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팽년,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

종을 보필하기로 약속했으나 수양대
군(세조)의 편에 가담하여 변절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뛰어난 학식과 글
재주로 모두 6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수많은 편찬사업에도 참여했다.

의 초가 한 채가 있다. 이항로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1808년 과거에 합

의 부친 허엽의 묘이다. 허균의 묘 맞

허균(1569~1618)

격했으나 포기하고 학문과 제자 양성에만 전념하며 조선 후기 위정척사

은편에는 양천 허씨 시조 선문공을 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회 모순

론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리는 비석이 있다. 이곳 원삼면 맹리

을 비판한 조선 시대의 대표적 소

위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535-6

양천 허씨 중종산에는 허균의 아버지

도 명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나 그

허엽과 할아버지 허한 등 허씨 일가의

에 앞서 부패한 정치와 잘못된 제도

설 《홍길동전》의 저자이다. 당대에

의 개혁을 통해 자신이 바라던 이상

정몽주(1337~1392)

정몽주 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비석,

뛰어난 외교가이자 우리나라 성리학

고려시대 문신 정몽주의 묘

신도비, 기념비를 비롯해 허균의 누이

의 시조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고려

는 1972년 경기도 기념물 제

허난설헌의 시비도 놓여 있다. 강원도

기억되고 있다. 불교가 아닌 성리학

1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왕

강릉에는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이

때부터 시를 지었고, 허난설헌으로

을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

실을 지키려다 개성 선죽교

조성되어 있다.

알려진 누나 허초희도 시 짓는 실력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켜 충신으로

우고자 하였으며, 특히 명·일본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개혁 사
상가였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허균
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문학적인 재
주가 뛰어났다. 특히 허균은 아홉 살

이 뛰어났다. 1618년 개혁의 실패로

에서 타살된 정몽주의 유해

허균은 선조대에서 광해군대에 걸쳐 활약한 문장가·사상가·개혁

여 나라에 이익을 가져왔다. 고려 개

를 1406년 3월, 풍덕군(豊德

가였다. 허균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고 그의 사상

혁과 새로운 왕의 옹립에는 이성계,

郡)에 안장하였다 지금의 자

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마침내 광해군 10년(1618) 역적의 혐의

과는 달리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하

리에 옮겨 부인 경주 이씨와

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허균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뛰

조선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복권되지

였다. 새 왕조를 세우려는 세력을 제

합장하였다. 묘소는 단분(單墳)으로 상석, 혼유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어난 자질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지향했지만 이상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종전부터 있었으며 곡담과 둘레돌 등은 1970년에 추가 설치한 것이다.

도 못한 채 처형되고 말았다.

1980년에는 묘역의 민가 3채를 이전하고 신도비각, 재실 등 대대적으로

위치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639-3 양천 허씨 종중산

의 관계에서 뛰어난 외교술을 선보

정도전 등과 뜻을 같이했으나, 그들

거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발각되
어 역으로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
서 살해되었다.

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묘역에는 1517년(중종 12)에 태학들이 정몽주
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중종에게 청원하여 세운 묘비가 있다. 앞

기형도 시비 <엄마 걱정>

면에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새겨

경기도 옹진군 연평도에서 태어난 기형도 시인은 1965년 당시 시흥군

져 있다. 신도비는 숙종 때 세운 것으로 송시열이 찬(撰)하고 김수항이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로 이사해 유년을 보냈다. 1985년 동아일보

글을 썼으며, 정몽주의 충절과 높은 학식에 대해 적혀 있다. 그가 순절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빈집>, <안개>, <정거장에서의 충고> 등에서

한 뒤 풍덕군에 묘를 썼다가 후에 고향 경상북도 영천으로 묘를 옮기기

소하리를 배경으로 한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며 광명시와 특별한 인연

로 하고, 이장하던 중 그 행렬이 지금의 용인시 수지읍 경계에 이르렀을

을 맺었다. 그의 추억이 남아있는 광명시에 세워진 시비에 <엄마 걱정>

때 앞에 세웠던 명정(銘旌)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 곳에 안치하였다는 전

이 새겨져 있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

설이 전해진다.

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 (…)” 시비는 2006년 지역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된 기형도기념사업회와 광명시에 의해 건립되었다. 요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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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묘

인으로, 세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기형도 시인. 비록 짧은

경기도 용인시 양천 허씨 종중산에 허균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허균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순수한 영혼과 발자취가 이곳 경기도 광명에

거열형으로 능지처참되었기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 시신이 없는

아직 남아 있다.

가묘에 두 부인을 합장하였다. 묘 뒤 능선 너머 석물이 서 있는 곳이 그

위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 앞 야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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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로 남아 비극적인 생을 마감
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인조는
광해군 시절 역모 죄로 처형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복권시켰으나 허균은

고성군
철원군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양구군

헌국시집박물관

이태준 문학비와 흉상

속초시

김시습 시비

화천군
양구인문학박물관

안축 시비

한용운
집필처와 시비
박인환문학관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김유정 문학비

강원도

김유정 생가

김동명문학관

김유정문학촌

양구군

김동명 시비와 생가
허균, 허난설헌
시비공원

강릉시
이효석문학관

아름다운 정취와 고색창연한 전통문화가 일구어낸 천혜의 자연관광지 강원도. 자연과

가산공원과 생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원도는 또한 《홍길동》의 작가 허균과 그의 누이인 최고의 여류시

평창군

인 허난설헌, 가산 이효석, 웃음과 해학의 소설가 김유정, 방랑 시인 김삿갓 등의 삶과
문학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문향의 고장이기도 하다.

동해시

횡성군

원주시

정선군

원천석 묘

송강 정철 가사의터비

삼척시
박경리문학공원
왕방연 시조비

김삿갓 시비와 묘

김삿갓문학관

평창군

태백시

테마마당 03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된듯…
이효석의 메밀꽃 피는 봉평
글 이순원(소설가, 제1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자)

내가 이효석 선생의 작품으로 가장 먼저 읽은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대 초반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던 <사냥>이라는 짧은 단편이었다. 그런 다
음 고등학교에 들어가 역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낙엽을 태우며>라는 수필을
먼저 읽었는지 아니면 <메밀꽃 필 무렵>을 먼저 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게는
이 단편소설이 가슴에 바로 와 꽂힐 정도로 재미있었다. 아마 내가 왼손잡이여
서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지금은 왼손잡이를 유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때
나는 어머니가 왼손잡이여서 나도 왼손잡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소설 속의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다.
<메밀꽃 필 무렵>은 고등학교 때 읽었어도 이효석 선생이 태어난 봉평은
일찍부터 알았다. 내가 태어난 강릉과 이효석 선생이 태어난 봉평 사이엔 동서
의 관문과도 같은 대관령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마을에 봉평집이라는 택호를
가진 이웃이 있었다. 그 집 할머니가 봉평에서 강릉으로 시집을 온 것이다. 그

봉평 마을에 복원된 이효석 생가. 지역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되었으며, 4칸짜리 ‘ㅡ’자로 생긴 초가집과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효석 문학의 숲’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표지판과 책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효석문학관 입구.

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 누나 한 사람이 봉평우체국에서 근무했다.
그 누나를 찾아 동네의 다른 누나가 봉평에 갔다온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
다. 1960년대 후반 대관령 아래의 우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봉평도 전기가 들
어오지 않아 전깃불 대신 남폿불을 밝힌 봉평다방 얘기를 들었다. 본 것이 아
니라 단지 전해 듣기만 한 이야기인데도 남폿불을 밝힌 봉평다방의 저녁 풍경
이 퍽 인상적이어서 마치 내가 그 누나를 찾아간 느낌마저 들었다. 나중에 내
가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을 패러디하여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쓸 때에도 봉평 우체국에 근무하는 동네 누나 이야기와 그 누나를 따라 남포다

90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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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들어가 본 이야기를 한 것도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였다.

가산공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실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쓸 때까지도 나는 어린 시절 동네

가산공원은 <메밀꽃 필 무렵>의 저

가산공원도 그렇지만, 봉평에는 이효석 선생의 생가가 잘 보

누나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봉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

자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업적

전되어 있다. 이효석 선생은 1907년 2월23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

을 기리기 위해 1993년 준공되었다.

는 말 그대로였다. 강릉과 서울 사이를 이동하는데 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

가산의 동상과 문학비등 조형 광장

면 창동리에서 태어났다. 지금 가산공원으로 조성된 서낭당을 지

니 정작 강릉에서 가까운 봉평을 일부러 가보거나 휴식삼아 그곳에 들를 일이

과 주변에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

나 봉평 마을을 건너 협곡 쪽에 있는 마을 중간쯤 우경산이라고

없었던 것이다. 작품을 쓰기 전 뒤늦게라도 봉평에 가볼까 하다가 그러면 어린
시절 들었던 봉평 장터 이야기와 남포다방의 환상이 깨지고 말 것 같아 그때까
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봉평을 순전히 어린 날에 들었던 기억만을 바탕으

추었다. 인근 지역에 이효석 생가와
소설에 등장하는 장터, 물레방아 등

불리는 작은 산밑에 있다.
생가 앞으로는 작은 들이 펼쳐져 있는데, 규모로 보나 겉모습

가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발자취
들이 많아 문학 애호가들이 많이 찾
고 있다.

로 소설을 썼던 것이다.

으로 보아도 강원도 산촌에서는 제법 살림을 이루고 산 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집에서 이효석은 8살까지 자란 다음 봉평에서 100리
가 떨어진 군 소재지 평창공립보통학교(현 평창초등학교)에 입학

달빛 아래 소금을 뿌린 듯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메밀꽃

한다. 아마도 어른이 따라나갔거나 어린 나이에 혼자 나가 하숙을

내가 처음 봉평에 갔던 것은 작품을 쓰고 난 다음이었다. 그때는 아직 이효석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 봉평과 평창 사이

문학관은 지어지지 않고, 가산공원만 잘 단장되어 있던 때였다. 특히나 8월 말

100리 길을 어린 아이가 걸어서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에서 9월 초 메밀꽃이 그야말로 달빛 아래 소금을 뿌린 듯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러나 봉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이효석 생가는 1907년 이효석

이효석문학관에 세워져 있는 문학

는 계절이면 봉평의 이효석 생가와 가산공원은 메밀밭과 이효석 선생의 문학

이 태어난 생가가 아니라 이효석문학관 주변에 예전의 생가 모습으로 다시 지

비는 봉평면 진조리 옛영동고속도

향기를 찾아온 방문객들로 작은 장터가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 나로서는 뒤늦

어 꾸민 집이다. 문학관과 생가 주변에는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장터와

게 봉평 가산공원으로 가 이효석 선생께 인사를 드리고, 또 몇 해 뒤 인연이 더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의 해에

충주집, 물레방아 등 작품 인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이 원형처럼 다

깊어져 제1회 ‘이효석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대를 달리해 태어

설치한 이효석 좌상. 집필 중인 작가

시 꾸며져 잘 가꾸어져 있다.

났어도 이만하면 참으로 깊은 인연이라 할 것이다.
봉평 장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산공원은 현대문학사에 단편

로변에 건립되었던 것을 2002년에
옮겨온 것이다.

주변에 커피잔과 음악감상을 위한
전축 등이 놓여져 있어 생전의 취미
를 엿볼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한 사제간인 듯, 문우인 듯…

한 작품으로도 우뚝 선 <메밀꽃 필 무렵>의

전국의 지역축제 가운데 성공한 축제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효석문화제의 출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

발은 애초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과 또 초가을 이곳의 메밀밭을 찾아

리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람들이

오는 관광객들과 문학애호가들을 상대로 하여 가산공원 주변에서 열렸던 효석

정성을 모아 1993년 11월 준공했다. 그곳에

백일장이 그 시초였다. 효석백일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1999년부터는 효

가면 아름드리 돌배나무가 스무 그루도 넘

석문화제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이효석의 문학을 널리 선

게 공원 주변에 서 있는 것도 그곳에 애초

양하고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방식으로 이효석문학상 제도를 실시해오

봉평 서낭당 자리였기 때문이다. 만약 문학

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온 것은 이 모든 행사들이 봉평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

쳐가는 바람 긴 여로에 길손이어,

공원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우뚝

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가산문학선양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 이곳에 발을 멈추고 저 하늘

한 건물 하나를 세워 문학관을 지었다면 지

는 점이다.

금 그곳에 있는 돌배나무들은 거의 잘라지

시인이든 소설가든 어떤 문인을 기려 선양사업을 시작하면 보통은 그 문

고 말았을 것이다. 가산공원에 이효석 선생

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관부터 짓기 마련인데, 봉평 주민들은 문학관보다

의 흉상과 문학비가 서 있고, 주변에 그곳을

10년쯤 먼저 1993년 가산문학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난 다음 오랜 기다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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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문학비 후면 글
허공을 지나는 구름이어, 옷깃을 스

과 이 땅 사이에 찬란하게 피어올
려 꺼질 수 없는 민족문학의 등대
를 세운 가산 이효석을 기념하는
문학비 앞에서 잠시나마 생각하는
촛불이 되어지라. (…)
–황금찬 글

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문학기행 코스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

이효석문학관과 생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73-25

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언제 읽어도, 또 몇 번을 읽어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은 부분이다.
문학관 건물은 빨간 벽돌에 지붕은 일부러 강원도 너와지붕의 모습을 살
려 화려하지 않지만 볼수록 정감이 가는 모습으로 지었다. 문학관 마당 한가운

가산공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73-25
봉평5일장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

데는 이효석 선생이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의 동상을 꾸며 놓아 누구라도
그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을 꾸며 놓았
다. 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선생 옆에 앉아 사진을 찍으니 마치 시간의 경계
이효석문학관에 작가의 서재를 그
대로 복원해놓았다. 크리스마스

를 초월한 사제간 같기도 하고, 또 문우 같은 느낌도 든다.
봉평 이효석문학관과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다. 작품 속의 주인공

트리가 인상적이이다.

장돌뱅이 허생원과 그의 친구 조선달이 장날 장사를 마치고 술 한 잔을 하는
2002년 새로이 이효석문학관을 개관하였다. 2002년 9월 제4회 효석문화제 기

충주집(주막)과 장돌뱅이 허생원이 성씨 처녀와 생애에 단 한번 사랑을 나누었

간 중에 문을 연 이효석문학관에는 이효석 선생의 일대기와 작품, 육필원고와

던 물레방앗간이다.

유품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봉평은 장터에서부터 가산공원, 문학관 그리고 주변에 다시 잘 복원해놓

이곳에서 안내하는 그의 문학일대기를 살펴보면 그는 경성제일고등보통

은 작품 속 무대들이 마치 우리를 그 작품 속의 주인공처럼 여기게 한다.

학교를 거쳐 193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25년
가산공원에 세워진 이효석의 흉상과 문학비. 1993년에 제막된 문학비 앞면에는 문학평론가 김우종이 쓴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시 <봄>이 선외가작으로 뽑힌 일이 있으나 정식으로

<이효석과 그 문학>의 일부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이효석의 연보가 기록되어 있다.

문학활동을 시작한 것은 <도시와 유령>(1928)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러다 1932년경부터 그의 작품세계는 초기의 경향문학적 요소를 탈피하
고 그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문학을 추구하게 된다. <오리온과 능금>

효석문학제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인

(1932)을 기점으로 <돈(豚)>(1933), <수탉>(1933)과 같은 작품을 통해 순수문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

학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나 1936∼1940년 무렵은 작품 활동

시키기 위해 그의 대표작인 <메밀

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다. <산>, <들>, <메밀꽃 필 무렵>(1936), <석류>(1936),
<개살구>(1937), <장미 병들다>(1938), <해바라기>(1938), <황제>(1939), <여
수>(1939) 같은 그의 대표적 단편들이 발표되었다.

꽃 필 무렵>의 무대이자 생가가 있
는 봉평면 일대에서 1999년부터 효
석문화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주요 행사로 전국의 초·중·
고·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산

그러나 1940년에 상처를 하고, 1942년 뇌막염으로 병석에 눕게 된 다음

문·사생·서예 부분에서 치러지

바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36세 때의 일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

는 효석백일장, 문학강좌, 거리콘서
트, 문학의 밤, 국제민속공연, 메밀

는 일이나, 작품으로 아쉬움을 달랠길 밖에 없다. 그가 남긴 <메밀꽃 필 무렵>

음식 시식회, 연극공연, 소리음악회

같은 작품은 자신의 고향 산천을 무대로 한국문학의 향토적 서정을 표현해낸

등이 열린다. 문화예술체험으로 메

백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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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꽃 그림전시, 봉평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판화작품전시회, 메밀꽃 그
림전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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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에 가다

김동명문학관
주소 강릉시 사천면 샛돌1길 30-2
관람시간 10:00 ~ 18:00
홈페이지 cafe.daum.net/nemaum
문의 033-640-4270

김동명문학관

김삿갓문학관

강릉의 현대문학 지평을 연 작가의 집

방랑시인 김삿갓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담다

초허 김동명은 강릉이 낳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목가시인이자 수필

김삿갓 선생의 생애와 문학

가로, 대표시로는 <내마음>, <파초> 등이 있다. 강릉시는 한국 근현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 대표 문인인 초허 김동명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 정신을 계

김삿갓문학관은 2003년 10

승하며 지역 문예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김동명 문학관을 개

월에 개관했다. 난고 김병연

관하였다.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서 태어난 김동명은 전원적인 서정

의 생애와 발자취를 쫓아 일

과 민족적인 비애를 시화한 시인으로 강릉의 현대 문학에 지평을 여는

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 선생

계기를 마련하였다.

의 김삿갓 연구 자료가 전시

문학관은 생가 한 채와 전시관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가는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를 활

방 4칸과 부엌 1개가 있고, 전시관은 전시실 1칸, 세미나실 1칸으로 되

용한 다양한 김삿갓 관련 자

어 있다. 전시실에는 김동명 시인이 가지고 있던 책을 중심으로 김동

료를 상영하고 있다.

명의 서재를 재현해 놓았다. ‘문학창작실’이라고 이름 붙인 단출한 모

1층 기획전시실과 영상

습의 서재에는 작가의 친필원고와 작가의 아내가 선물해 준 회중시계

실, 2층 난고문학실, 일대기

도 볼 수 있다. 평생을 작가로 청빈하게 살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실,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김삿갓 연구에 평생을

시집, 정치 평론, 수필집, 또 생애를 알 수 있는 연보, 문학 활동의 내

바친 고 정암 박영국 선생의 연구자료 및 유물을 비롯해 금옥, 황녹차

역, 그가 발간한 각종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미나실에서는 각종 문

집, 동국시, 필휴집, 해동시선, 대동기문, 대동시선 등 김삿갓과 관련된

학 행사와 동시화 전시, 시 낭송회, 백일장, 문인들의 월례회 또는 발

서적을 관람할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파란만

표회, 가곡의 밤, 작은 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세미나

장했던 김삿갓의 생애를 영상으로 살펴 볼 수

실은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있다.

독서와 차를 마시는 휴게 공

난고문학실은 1939년 이응수가 지은 김립

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

시집 외 구한말에서 현대까지 각종 서적, 간행

학관 옆에는 작가가 출생하

물, 논문, 잡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고 성장기를 보냈던 생가를

자료독서공간과 자료검색공간도 마련되어 있

복원해 놓았고 부근에는 작

다. 일대기실에서는 김삿갓의 출생, 성장, 사망 과정 등 생애

가가 어린 시절 뛰놀았던 언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김삿갓 주거지 복원 모형, 김

덕길도 조성해 놓았다.

삿갓 가계도, 김삿갓 시, 방랑생활 당시 지었던 시 등을 볼 수
있으며, 김삿갓이 입고 신었을 법한 갓, 신발, 두루마기 등이
있고 각종 김삿갓 캐릭터 물품 등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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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문학관
주소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1월 1일
홈페이지 www.ywmuseum.com
문의 033-374-2101

김유정문학촌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김유정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실레마을

한용운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의 계승, 실천의 장

한국의 대표 단편문학작가

만해마을은 한국문학사의 대표 시인이자 불교의 대선사,

김유정의 문학적 업적을 알

민족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 강원도 내

리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

설악 절경 속에 조성되었다. 만해마을 소개글에는 "한국

하기 위하여 고향인 실레마

문학사의 대표 시인이자 불교의 대선사, 민족운동가로 일

을에 조성한 문학공간이 김

제강점기 암흑시대에 겨레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유정문학촌이다. 김유정은

민족혼을 불어넣어 주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성과 자

실레마을에서 목격한 일을

유사상, 진보사상, 민족사상을 높이 기리고 선양하기 위

처녀작 <산골나그네>의 소

한 실천의 장으로 설립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곳에는 만해문학박물

재로 삼는 등 이곳에서 여러

관, 만해사, 문인의 집, 만해학교, 심우장 등 5동의 건물과 일주문에 해

작품을 구상하였으며, 마을

당하는 ‘경절문(徑截門)’, 만해평화지종이 걸려

의 실존 인물들을 작품에 등

있는 종각과 만해광장이 들어서 있다.

장시켰다.
김유정문학촌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실레길 25
관람시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3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kimyoujeong.org
문의 033-261-4650

오래된 사찰의 요사채를 찾아 조용함 속에

김유정문학촌에는 마을 곳곳에 작품에 나오는 지명을 둘러보는 문

창작활동과 독서를 즐겼던 옛 문인들처럼 깨끗

학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당시 모습대로 복원한 작가의 생가와 전

하게 갖추어진 숙소와 사찰음식으로 식사가 준

시관, 외양간, 디딜방아간, 휴게정, 연못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시관

비되는 ‘문인의 집’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

입구로 들어서면 대표작인 <봄봄>을 펼친 책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

‘만해문학박물관’은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한

다. 이곳에서는 김유정의 유품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병마와 투병하

눈에 보도록 유품과 관련 서적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심우장’은

다 외롭게 숨을 거둔 후 오랜 친구인 안희남이 유고, 편지, 일기, 사진

문인과 스님을 위한 별채로

등 일체의 유품을 보관하던 중 6.25전쟁 때 모두 가지고 월북한 탓이

활용된다. 만해 스님이 말년

다. 대신 김유정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비디오물을 감상하며 그의 불행

에 기거했던 심우장처럼 많

한 삶과 그 속에서 꽃피운 예술세계를 접한 후, 김유정이 태어난 해부

은 문인과 묵객 등 지식인들

터 사망할 때까지 연대별로 당시 한국 문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이 시대의 정신과 문학을

해마다 김유정문학촌에서는 김유정추모제를 비롯한 각종 문학축

토론하기를 기대하며 마련

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작품 속의

한 것이다. 야외공연과 시낭

모티브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송을 할 수 있는 ‘님의침묵

을 운영하고 있다.

만해광장’은 600여 명이 운
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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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주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91
관람시간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manhae2003.dongguk.edu
문의 033-462-2303

박경리문학공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1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월 네쨋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tojipark.com
문의 033-762-6843

박경리문학공원

박인환문학관

대하소설 《토지》의 영원한 고향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을 만나다

2008년 토지문학공원에서 명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칭이 변경된 박경리문학공원

시인 박인환의 문학세계를

은 《토지》 속의 주요 배경을 테

소개하는 박인환문학관은 인

마 공원으로 조성해 작가의 문

제군 인제읍 상동리 박인환

학 세계를 기리고 있다. 박경리

생가터(산촌민속박물관)에

선생의 옛집과 정원, 집필실 등

2012년 5월에 개관했다. 지

을 원형대로 보존하였고, 주변 공원은 ‘박경리문학의집’을 비롯해 북카

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문

페와 3개의 테마공원인 평사리마당, 홍이동산, 용두레벌로 구성되어

학관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

있다. 2010년 개관한 ‘박경리문학의집’은 대문호의 일상과 삶의 자취는

학습실, 강당, 휴식공간으로

물론, 평생 집대성한 거대한 문학의 산맥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도

구성되어 있다. 문학관 안으

록 꾸몄다. 2층 전시실에는 ‘박경리와 만나

로 들어서면, 박인환이 활동

다’라는 테마로, 박경리 선생의 삶의 흐름

했던 해방전후의 종로와 명동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마리

에 따라 연표와 사진, 시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는 박인환이 스무 살 무렵 종로에 세운 서점이다. 당시 김광균, 김

또한 《토지》의 육필원고와 만년필, 곁에

기림, 정지용 등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이 일어난

두고 참고했던 국어사전, 소설 토지의 여

발상지였다. 마리서사 옆에는 선술집 ‘유명옥’이 있다. 이곳에서 김수영,

러 판본들, 평소 사용했던 재봉틀 등의 유

박인환, 김경린, 김병욱 등이 모여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출발과 후기

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 전시실은 ‘토지

모더니즘의 발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는 동인지 《신

에 들어서다’라는 테마로 대표작 《토지》의

시론》 제1집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모나리자 다방’, ‘동방싸롱’, ‘포엠’ 등

역사적, 공간적 이미지와 등장인물 관계

박인환이 꿈을 키웠던 명소들을 재현해 당대 시인을 활동을 쉽게 이해할

도, 하이라이트, 영상자료 등을 통해 소설

수 있도록 꾸몄다.

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문학관 앞마당에는 박인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코트를 입은 시

문학의집 옆에 있는 북카페는 자유롭

인이 바람에 넥타이가 날리며 만년필을 꼭 쥐고 시상을 떠올리고 있는

게 책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과 《토지》의

모습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시인의 품’으로 2011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요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는 특별전시

로 이원경 작가가 만들었다. 제목처럼

장, 박경리 선생의 관련 책자는 물론 다양

시인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품에 앉

한 서적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으면 시인의 대표작인 <목마와 숙녀>

있다.

가 낭송된다. 동상 앞에는 공공미술작
품 ‘책 읽는 목마’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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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문학관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56번길 50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당일, 공휴일 다음날
문의 033-462-2086

양구인문학박물관
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869번길 101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오전
홈페이지 www.ymunhak.or.kr
문의 033-482-9800

양구인문학박물관

월하이태극문학관

시와 철학이 숨쉬는 인문학의 향연

현대 시조의 거목 이태극이 걸어온 발자취

2012년 개관한 양구인문

월하이태극문학관은 강원도 화천 출신의 이태극 시조시

학박물관은 양구 출신 시

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시조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 이해인 수녀의 문학정

2010년 개관하였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신과 한국 철학의 거장 김

시조를 접하고 체험하도록 하며, 월하의 시조사랑을 널리

형석, 안병욱 박사의 철학

알리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시조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다

사상을 기리고 널리 알리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목적실, 수장고,

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곳

생활실, 학예연구실을 비롯해 월하 이태극 작품 전시실

은 원래 ‘이해인시문학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1층에는 다목적실, 수장고, 집필실, 학예

그런데 이해인 수녀의 거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다. 다목적실에서는 월

절로 시인 이해인이란 개

하문학제, 월하 시조백일장 등 문학관에서 열

인을 기념하는 곳이 아닌, 양구와 관련된 여러 문학인들을 만날 수 있

리는 다양한 행사 정보를 알 수 있고 각종 문

는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학잡지와 시집이 비치되어 있어 쉼터처럼 편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박물관은 1층 전시실의 주제를 ‘한국 시 문

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집필실은 문인

학공간’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시인 서정주, 정지용,

20여 명을 수용하며 숙박도 가능한 시설이 마

박목월,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 박두진, 백석, 김영랑, 조지훈 등 10

련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이태극 시인의 활동상과 작품집, 그리고

명의 시인의 유품과 사진, 시집, 패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집

《시조문학》이 진열되어 있다. 이태극 시인은 우리 시조 문학의 정체성

(1935, 조선도서주식회사), 소월시선(1957, 김소월), 님의 침묵(1954,

을 확립하고 시조 시인들의

한용운), 정지용 시집(1946, 정지용), 백석 시 전집(2012, 백석), 지조

정신적, 공간적 교류를 위해

론(1965, 조지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최초의 시조 전문지인 《시조

2층에는 안병욱·김형석 철학의 집이 들어서 있다. 철학자 안병욱

문학》을 발간했다. 뿐만 아

과 김형석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철학가 김

니라 밀랍인형으로 만든 이

형석·안병욱 선생은 북한 평안남도가 고향이지만 휴전

태극 선생과 그의 서재를 그

선 부근인, 양구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후학을 양성하자

대로 옮겨 놓아 관람객들의

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시와 철학의

문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김형석 선생

아낸다. 이태극 시인의 시조

의 인문학 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 적혀 있는 ‘시조의 방’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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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이태극문학관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1014-1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itaegeuk.com
문의 070-8885-3434

이효석문학관
주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 73-25
관람시간 09:00 ~ 17:3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hyoseok.org
문의 033-330-2700

이효석문학관

한국시집박물관

메밀꽃밭에서 만끽하는 문학의 향기

한국 근현대 시문학의 중심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가산 이효석의 고향이자 <메밀꽃 필 무렵>의

우리나라 근·현대기의 시집

배경이 된 곳이다. 이곳에 이효석의 생가와 그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을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

볼 수 있는 이효석문학관이 있다. 2002년 개관한 이효석문학관은 문학

는 한국시집박물관은 2014년

전시실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등으로

만해마을과 여초서예관 인근

이루어져 있다.

에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문학전시실은 이효석 연보, 자연인 이효석의 삶, 봉평장터 재현,

2층 규모로 지어진 한국시집

창작실 안내, 가산의 문학세계, 이효석 문학지도 등 10여 개의 주제 구

박물관은 국내외 300여 명의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육필원고, 사진, 잡지, 초간본 등 이효석에 대

시인들과 소장가들이 기증한

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삶과 작품에 대한 여러 자료

기증시집 1만 여권을 소장하

들을 관람하고, 시대순으로 이효석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작가가 활

고 있다. 기증시집에는 《오뇌

동하던 당시 문학계를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평양에 살던 시

의 무도》, 《해파리의 노래》,

절 거실에 앉아있는 이효석의 사진이 있고, 또 이 사진과 문헌을 근거

《육사시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희귀시집

로 재현해놓은 이효석의 창작실을 통해 이효석의 일상 생활도 엿볼 수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1930년대의 봉평

지상 1층에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시집을 대여해 읽는 작은 도서

장터도 재현해 놓았다.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과 관련한 작품 해

관과 각종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 체험 공간, 안내실 등이 마련되어

설, 영화 포스터 등 관련 자료도 한데 모아놨다.

있다. 2층은 개화기 근대문학의 태동부
문학관 입구에는 개

터 일제강점기, 50년대 전후기, 4.19혁

관 당시 옛영동고속도

명 전후와 산업화시대 등 한국 근·현

로변에서 옮겨온 문학

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집을 연대기별

비가 세워져 있으며, 포

로 전시한 상설 전시실과 관람객이 직

토존에는 집필중인 이

접 시를 쓰며 시문학의 가치를 깨닫는 시창작, 시낭송 체험실과 기획

효석 동상이 있고 그 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 전시실에는 우리

변에는 생전에 좋아하

나라 최초의 근대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던 커피잔과 음악 감상

김소월의 <진달래 꽃>,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을 위한 전축 등이 놓여

임화 <현해탄>을 비롯해 이육사 <육사시집>, 이용악

져 있어 생전의 취미 활

<낡은 집>,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정주

동을 엿볼 수 있다.

<귀촉도> 등 근현대 시문학사의 소중한 원본 시집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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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집박물관
주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13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한국시집박물관.org
문의 033-463-4082

문학 유적을 찾아서

허균, 허난설헌 시비공원

장으로 하여 당시의 행정구역상 명주군수의 주관으로 김동명 시비를 건

강릉이 낳은 대표적인 문인, 허균과 허

립하게 되었다.

난설헌의 예술혼을 기리는 시비가 허

공원의 입구에는 강릉시에서 제작 설치한 ‘김동명 시비공원’ 표지석

난설헌의 생가터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이 있고, 23계단을 올라가면 400여 평의 잔디 공원에 시비가 세워져 있

세워져 있다. 이곳은 허균과 허난설헌

으며, 전면에는 ‘김동명 시비’라는 비명 아래 시인의 초상화가 판각되어

을 비롯해 허씨 5문장가의 시비(詩碑)

있고, 후면에는 건비문이 새겨져 있다. 좌측의 보조 비석 전면에는 <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1998년에 개

마음은>이, 후면에는 황금찬 시인의 송시가 조각되어 있다. 우측의 보조

관한 공원 부지는 강릉시 초당동의 허

비석 전면에는 <파초>가, 후면에는 시인의 장남 김병우가 쓴 ‘김동명 시

균 생가 일대이며, 허엽 시비, 허성 시

인 약력’이 조각되어 있다.

비, 허봉 시비, 허균 시비, 허난설헌 시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01-5

비 등을 세우고 시민 모두가 자연과 함
김동명 <내 마음은>
내 마음은 호수요,

께 감상하는 문화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주변에는 생가터와 함께 허균과

송강 정철 가사의 터비

허난설헌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관동별곡》에 나오는 관동 8경의

1991년에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강릉시 초당동에

하나인 삼척 죽서루 경내에는, 우

난설헌 허초희 시비를 세웠고, 1994년 강릉예총에서 허난설헌 시비 옆

리나라 가사문학에 커다락 업적을

에 교산 허균 문학비를 세워 이들 오누이의 문학정신을 기렸다. 허균 시

남긴 송강 정철을 기념하는 표석

그대 저 문을 닫어주오.

비에는 <경포호 정자>가 적혀 있고, 허난설헌 시비에는 <죽지사> 세 번

(시비)이 세워져 있다. 송강 정철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째 시가 적혀 있다. 시비 공원은 경포 호숫가의 시비 조각공원과 연계되

의 표석은 일반적인 시비와 달리

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팔각형의 장대 표석과 8각형의 기

위치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93번길 1-29

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단 8각의

그대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오,

최후의 한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각 면마다 송강의 대표작과 친필,

나는 달 아래 귀를 귀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김동명 시비 <내 마음은>

가사 창작의 배경을 담아, 송강의

<파초>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생애와 문학을 엿보는 기회를 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중에서

이제 바람이 일면

초허 김동명의 시비가 강릉시

공하고 있다.

진주관 죽서루 아래 흘러 내리는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를 벗어나 북쪽에 자리한 사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죽서루는 조선시대의 누각으로 보물

면에 들어서 있다. 강릉 사천이

제213호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 팔작지붕 형태를 갖고 있다. 예로부

김동명의 고향이다. 김동명 시

터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죽서루는 삼척시의 서편을 흐르는 오십천

차라리 그 물줄기를

인은 강릉 출생의 민족 시인으

(五十川)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창건 연대와 창건자는

님(임금)계신 한강으로 돌려

로, <파초>, <내 마음은>, <바

알 수 없으나 《동안거사집》에 1266년(고려 원종 7) 이승휴가 안집사 진

관원(벼슬)의 여정은 유한하고

다> 등의 작품을 남겼다. 1985

자후와 같이 서루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1266년 이전에 창

경치는 보고 또 보아도

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범준을 시비 건립 추진위원

위치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 죽서루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그대를 떠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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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천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는구나

한양 남산에 대고 싶구나

싫증나지 아니하네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아
나그네의 시름 달랠 길이 없구나

원천석 묘

안축을 기리고, 영

고려 말의 혼란한 정치를 개탄하며

랑호를 찾는 관광

치악산에 들어가 은거했던 운곡 원

객들에게 호수의

천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인이

아름다움을 전해

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산자락에

주기 위해 호수 주

있는 원천석의 묘역이 2000년 11월

변에 건립되었다.

18일 강원도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

시비에는 <영랑호

었다. 원천석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에 배를 띄우고(永

어릴 적 스승으로, 조선 개국 후 벼

郞浦泛舟)>라는 안

슬이 내려졌으나 끝내 거절하고 고

축의 《관동별곡》 제5장 영랑호편이 오석에 새겨졌다. 관동별곡은 충숙

당신은 행인

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왕 17년인 1330년에 안축이 관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읊은 노래로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읍니다

원천석의 묘 앞에는 ‘고려국자진사원천석지묘(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

서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墓)’라 새겨진 묘비와 상석이 놓여 있고,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670

위치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영랑호반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물살이나 건너 갑니다

안축 <영랑호에 배 띄우고>

년(현종 11)에 세운 묘갈이 있다. 원천석의 유언에 따라 본래 표석을 세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고

우지 않았다가 4대가 지난 후에 묘표가 세워졌다 한다. 묘비의 글과 전

한용운 집필처와 시비 <나룻배와 행인>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서(篆書)는 조선 중기의 학자 미수 허목이 짓고 썼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백담사는 마치 속세를 떠난 듯 깊은 골짜

원천석의 묘지는 무학대사가 잡아 주었다 한다. 묘역에는 1704년에 건

기에 들어서 있다. 백담사 하면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만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마음 가득 맑은 흥취 일어나기에

립하고 1984년 개축한 재사(齋舍)인 모운재(慕耘齋)와 2006년 8월 31

해 한용운은 1904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다음해 백담사에서 수계하였

그러나 나는 당신이 언제든지

물결 거슬러 깊은 골로 들어서네

일 운곡대종회와 운곡학회에서 건립한 사당 창의사(彰義祠)가 있으며,

다. 백담사에서는 만해의 사상과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서

아름다운 골이 고운 섬을 품고 있네

모운재 옆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경내에는 만해의 시비와 흉상이 자리해 있고 ‘만해기념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 배를 대니

위치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 37

관’이 있다.

나는 나룻배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갈매기도 배따라 둥실 떠 날아오네

붉은 벼랑이 푸른 바위를 안고 있어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울창한 숲 그늘이 가을인 양 서늘하네

백담사 내에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그가 오랫동안 백담사에 머물며

(…)

안축 시비 <영랑호에 배를 띄우고>

수행하고 집필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백담사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에 근재 안축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속초시와

에 자리한 그의 시비에는 <나룻배와 행인>이

순흥안씨대종회의 지원을 받아 속초 지역 자생단체인 문화연구회 풀묶

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음이 주축이 되어 1999년에 세워진 것이다. 안축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독립 운동가인 만해는

는 사대부 문인으로서, 원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고려 조정에서도 정당문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자존감을 되살

학(政堂文學)과 찬성사(贊成事) 벼슬까지 오른 저명한 정치가였다. 국문

리고, 한국불교를 민족불교로 발전시켰다. 그

학사에서는 경기체가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의 저자로 잘 알려져 왔

리고 백담사에서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이 탄

지만, 정작 그 문학의 본령인 한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생하였다. 만해의 민족혼과 문학 사상이 백담

못했다.

사에 오롯이 남아 있다.

안축 시비는 속초지역의 명승인 영랑호를 노래한 고려시대의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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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다시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당신은 행인

백담사

김시습 시비 <저물 무렵>

같도다 울어 밤길 예놋다.” 단종의 죽음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읊었다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

백담사 경내에 매월당 김시습

왕방연의 시조는 애끓는 심정을 잘 나타내준다.

흥사의 말사이다. 647년(진덕여왕 1)

의 <저물 무렵>이 새겨진 시비

왕방연 시조비 아래에는 “이곳은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

되어 여러 차례 화재 피해를 거치면

가 세워져 있다. “천 봉우리 만

연이 단종께 사약을 진어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을 가

서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등으로

골짜기 그 너머로 / 한 조각 구

눌 길 없어 청령포를 바라보면서 시조를 읊었던 곳이다.”라고 쓰여 있

름 밑 새가 돌아오누나 / 올해

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두 달 정도 지냈다. 6월에 도착해서 8월에 큰 홍

는 이 절에서 지낸다지만 / 다

수로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영월 동헌인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겼다가

음해는 어느 산 향해 떠나갈꺼

그해 10월 짧은 생애를 마쳤다.

6.25전쟁 때 불탄 것을 1957년 중건

나 / (…)” 백담사의 부속 암자

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33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세암에 머물렀던 김시습은

에 자장 창건한 한계사로부터 기원

개칭되어 새로 지어졌다. 1455년(세
조 1)에 중건하면서 백담사라는 이름
을 갖게 되었다. 한용운이 머물면서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을 집필
하면서 만해사상의 산실이 되었다.

조선 초기 생육신의 한 사람으

김삿갓 묘

로 현실 모순에 철저히 항거한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이름은

김삿갓 시조

조선조 500년을 통해 가장 출중한 문재로 평가받는 김시습은 세조

병연(炳淵), 호는 난고(蘭

허연 머리 너 김진사 아니더냐

의 찬위에 반대하여 생육신으로 세상을 등지고, 산천을 떠돌며 외롭게

皐)지만, 세상 사람들은 삿

나도 청춘에는 옥인과 같았더라

살다 이승을 떠났다. 그가 일찍이 출가하여 스님이 된 곳이 바로 내설악

갓을 쓰고 다니는 그의 모

돈은 떨어지고

오세암이다.

습을 보고 ‘김삿갓’이라고

세상 일 겨우 알만한데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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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다. 그래서 그의 이름
을 ‘김삿갓’이란 뜻인 ‘김립

왕방연 시조비

(金笠)’으로 주로 표기했다. 홍경래의 난 때 항복한 김익순이 자신의 할

단종의 유배지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청령포에는 당시의 설

아버지인 줄 모르던 김삿갓은 향시에 응시해 김익순을 탄핵하고 장원 급

화를 간직한 높이 30m의 거대한 관음송이 자리하고 있다. 단종이 두 갈

제를 하게 되자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며 삿갓을 쓰고

래로 갈라진 이 소나무에 앉아

세상을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끊임없는 속죄의 길이었던 방랑이었

쉬었다고 전해진다. 단종이 기

지만 김삿갓은 가는 곳마다 탁월한 재능으로 위선과 권위를 풍자한 시로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

거할 때 이미 50∼100살이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배지로 서쪽은 육육봉의 험준한 암

다고 하고, 그 뒤로 550년도 더

김삿갓의 묘는 와석리 노루목에 자리하고 있

지났으니 수령 600살로 추정

는데, 이 노루목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명당 자리

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된다. 이 청령포 솔숲에는 단종

로 꼽힌다. 그의 묘역에는 시비와 유적비, 일붕선사

고 전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에게 내릴 사약을 가져왔던 금

의 김립추념시비, 그리고 많은 장승과 솟대들이 세

곳이다.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을 비

부도사 왕방연의 시조비가 있

워져 있다. 묘소는 와석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롯하여 단종의 어가 주변에 조성된

다. “천만리 머나먼 길의 고운

있는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시선난

님 여희옵고 내 마음 둘데 없어

고김병연지묘’라고 새겨진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일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안

생을 방랑하며 살다 간 김삿갓이 숨을 거둔 곳은 원

청령포
영월 청령포(淸 浦)는 어린 나이에

벽이 솟아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
싸여 섬과 같이 형성된 곳이다. 단종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크고 오래된 소나무림이 서강과 어
우러져 자연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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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은 점점 늘어 가는데

백발이 되었네
-샘물을 떠 마시면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읊은 시

래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이다. 객사를 하여 그곳에 묻혀 있던 김삿

김유정 문학비와 생가

김유정(1908 ~ 1937)

갓의 시신을 둘째 아들 김익균이 발견하여 이곳 영월의 와석리 야산으로

춘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공간, 공

강원도 춘천 출생이며 1937년 3월

이장을 한 것이다.

지천 조각공원에는 김유정 문학비가 세워져

29일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1930년

있다. 1994년 건립된 김유정 문학비는 예술

갓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김삿갓의 다양한 시비들이 세워진 광장과 김

적인 조형미가 뛰어나 공원을 더욱 빛내고

삿갓의 친필 작품과 그의 행적들을 정리한 자료, 나무로 조각된 김삿갓

있다. 문학비 뒷면 하단에는 김유정의 소설

동상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소낙비>의 첫머리가 새겨져 있다. “음산한

흔히 인물들의 어리석음이나 무지

위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913-1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

함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면에

두루미평화마을은 철원군 철원읍에
위치하였으며, 휴전선과 맞닿아 있

철원 대마리 농촌테마마을

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산매 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

두루미평화마을의 두루미

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

평화관 앞에는 ‘한국 단편소

춘천 실레마을 김유정문학촌 내에는 김유정의 생가가 있다. 조카

설의 완성자’ 상허 이태준의

김영수씨와 금병의숙 제자들에 의해 고증되어 복원되었다. 김유정이 태

흉상과 문학비가 세워져 있

어난 집 모양 그대로 짓기 위해 철저한 고증이 있었다고 한다. 생가는

다. 1904년 이태준이 태어

‘ㅁ’자 형으로 전형적인 전통 가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안방과 건넌방

난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는

사이에 넓게 자리 잡은 대청마루와 사랑채, 부엌, 헛간까지 고루 갖추어

평화마을 건너편 민통선 안

져 있다. 이 생가는 다른 지역의 생가처럼 관람을 위해서만 지어진 것이

에 위치해 있다. 2004년 11

아니라 실체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월 4일 상허 이태준 선생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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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비가 세워졌다.
이태준의 문학비가 그

최우수마을’이라는 문구가 쓰인 장승이 서 있다. 소설가 이태준의 흉상

30분 거리에 있으며, 한반도의 중심

과 문학비가 고향에 세워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철원이 고향

에 위치한 마을이다. 황무지 개척과

인 민영 시인이 철원을 열두 번이나 드나들며 마을사람들을 설득했다고

떡메치기, 단호박인절미 만들기 등

한다. 이태준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남한에서

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1988년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이 발표되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친환경 농업인 우렁이 농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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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이태준 문학전집도 발간되었다.
위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묘장로 301 두루미평화관

한다.

강원도

서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가난하
슬픔을 배어나게 하는, 말하자면 해

이다. 문학비 주위에는 ‘DMZ 평화여장군’, ‘DMZ 통일대장군’, ‘강원도

고 있다. 철원 오대쌀의 주산지이며,

비》 등이 있다. 김유정의 소설들은

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 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

역으로 안보관광지인 백마고지 전

정을 묘사한 지뢰찾기, 두부만들기,

품으로 《동백꽃》, 《만무방》, 《소낙

이태준 문학비와 흉상

의 고향 철원에 비교적 늦게 세워진 것은 이태준이 월북 작가이기 때문

망대 등이 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농촌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

고 비참한 실제 삶과 이어져 진한

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민통선지
적비, 월정리, 노동당사, 철의 삼각전

면서도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할 듯하면서도 여전

생 100주년에 맞춰 흉상과
두루미평화마을

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해학적이

이곳 묘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2003년 10월에 개관한 김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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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비애를 동반하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제천시

원서문학관
박재륜 시비

단양군

충주시
음성군
학생교육문학관

신동문 시비

조명희문학관

이무영 문학비

충주문학관

이무영 생가터
조벽암 시비

진천군

21세기문학관
홍명희 생가

송강 정철 묘와 시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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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김시습 시비

청주시

오장환 생가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은 예로부터 유유자적 풍류를 즐긴 많은 시인묵객들의 감탄을 자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아내던 곳이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있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중원문화권의 중
심지 충북. 한국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벽초 홍명희, 포석 조명희, 정지용,

김만중 문학비

대덕구

유성구

장계관광단지
대전문학관

이무영 등이 바로 충북이 배출한 작가들이다.

옥천군

한성기
시비

박용래 생가

정지용문학관, 생가
사정공원

서구

중구

옥천역

지용문학공원

신채호 생가
농민문학기념관

영동군

테마마당 04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가다
글 장철환(문학평론가)

정지용문학관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정지용 시인의 동상. 아직도 시인의 유해는 고향땅에 묻히지 못했지만 시인의 영혼만은 이곳에 터를 잡은 듯하다.

시심(詩心)의 혈맥

<향수>와 <유리창>의 시인 정지용(1902∼1950)의 고향, 옥천(沃川)을 찾는 일

정지용 <할아버지>

은 여기(餘技)가 아니다. <향수>도 그러하거니와 정지용 시의 심도(深度)는

할아버지가

“자연 인간생활 사상에 뿌리를 깊이 서림”(<시와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담뱃대를 물고

는 그의 시가 지닌 울림이 일차적으로 ‘시에 긴밀히 혈육화된 언어’에서 비롯하

들에 나가시니,
궂은 날도 곱게 개이고,

고, 다시 그 언어는 ‘자연 인간생활 사상’에 터를 잡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지용의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시에 혈육화된 언어가 품고 있는 ‘자연 인간생활

도롱이를 입고

사상’을 대면하는 일이어야 한다. 예컨대, <향수>의 1연(“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들에 나가시니,
가문 날도
비가 오시네.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서 발원하여 “검은 귀밑머
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사철 발벗은 안해”를 관류하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
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에서 여울지는 시심(詩心)의 혈맥을 짚을 때야 비로
소 그 진의와 묘미가 소롯해지는 것이다. 그의 생가와 문학관, 그리고 시비(詩

옥천역 앞에 세워진 정지용 시비.
앞면에는 <할아버지>, 뒷면에는 <고
향>이 새겨져 있다.

碑)를 방문하는 자의 마음이 경건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에 자리한 정지용 생가는 1996년에 복원된
것이다. 복원된 것이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래는 실개
천에 연해 꺽쇠 모양으로 있던 것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한다.
그 위치와 규모가 1974년 허물어진 원래의 집과 같지 않기에 “서리 까마귀 우
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은 상상으로만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적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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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에 의한 엄밀한 복원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지용과 같이 수십 년간 금

정지용 <향수>

기시되다가 1988년에 해금된 시인의 경우, 그 생가와 유적을 복원하는 일은 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난한 일임에 틀림없겠다. 그렇다고는 하나, 원형 그대로를 재현하려는 원칙마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저 훼손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생가의 본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바뀐

얼룩백이 황소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해설피 금빛 게으른

복원된 생가에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가난은 지용의 유년 시절과 초
기 시를 이해하는 관문이다. 수해로 인해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과 가옥이 휩
쓸려 간 후, 가난은 그의 삶을 소년기도 없고 청년기도 없는 형해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많지 않은 회고 가운데,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가 유독 신산한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생활에 대한 비감으로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그는 4대 독자였으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니 의지할 형제도 없이 장남으로서의 소임 때문에 어린 시절은 더욱 고달팠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것이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옥천 읍내 친척집에서 한문을 수학한 일이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휘문고보 재학 시 학비 때문에 자퇴를 하려 한 일화 등은 “소년쩍 고독하고 슬
프고 원통한 기억”(<대단치 않은 이야기>)을 그대로 예증한다.
따라서 생가 앞 시비 <향수>에서 봐야 할 것은 낭만적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가난 한복판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올곧게 제 터를 다지는 시심의 심지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리워

1996년에 복원된 정지용 생가 전경. 담벼락 아래 소박한 장독대, 마당 언저리의 우물,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부엌 등이
잊혀져가는 고향집 풍경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두 집 사이의 거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옥천 벌과 실개천과 뒷산을 둘러보며 생가 옆 문학관으로 향한다. 생가 옆 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립문 앞에 놓인 제법 긴 돌이 눈에 띈다. 김옥희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전해들
은 돌의 출처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돌은 원래 옥천공립보통학교(현 죽향

이다. 이것은 우리가 괄목해야 할 것이 생가의 번듯한 외양이 아니라 삶의 터

초교) 교정에 있던 ‘황국신민서사비’인데, 1994년 2월 기초석과 함께 발굴된 것

전으로서의 대지와 자연임을 반증한다. 옥천의 넓은 벌과 “파아란 하늘 빛”은

을 비문은 지우고 돌만 청석교(靑石橋) 아래에 갖다 놓았다 한다. 그 후 정지용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가서도 고달피고 / 돌

생가를 복원할 때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황

아와 서도 고달폇노라. / 열네살부터 나가서 고달폇노라.”(<넷니약이 구절>)라

생가 앞에 세워진 시비 <향수>에

국신민서사’를 강요했던 일제의 간악한 만행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시인의 비통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옥천의 벌

서 봐야 할 것은 낭만적 고향의 이

그런데 이런 아픈 기억을 간직한 돌이 정지용 생가 옆에 놓인 이유는 아무리

판은 그가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이지
만, 가난의 궁핍 때문에 연(鳶) 한 번 날려보지 못한 유년시절의 신산함이 묻어

미지가 아니라 가난 한복판에서도
올곧게 제 터를 다지는 시심의 심

생각해도 요령부득이다. 일제 잔재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이다.

망각이나 방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픈 역사를 밟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장난감 없이 자란 어

다니라는 식의 처사는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적당한 자리를 찾

른>). 또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은

아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지용제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자 우리 민
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
으로 꼽히는 정지용을 추모하고, 그
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하여 마련된 축제이다. 정지용

옥천공립보통학교(현 죽향초교)로 이어진

아픈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정지용 문학관으로 들어선다. 검정 안경을 끼

추억의 통학로이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 두루마기를 입은 밀랍인형이 우선 반갑다. 문학관 앞의 동상보다 이 밀랍인

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 개최하

사환 일을 하며 오갔던 소년기의 비애의 수

형에 정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잠시 쉬어 가라고 빈자리를 내어 주는

였고, 이듬해부터 정지용의 고향인

로이기도 하다. 옥천의 대지와 자연은 가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를 찾아오던 숱한 문사들을 지용 선생은 이렇게 맞이했

속에서도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을 고스란

을 것이다. 게다가 로이드 안경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시인이 있었을까? 미국

히 보존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문

희극배우 헤롤드 로이드(Harold Lloyd)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학관’인 것이다.

문학관을 둘러본다. 규모는 작지만 다채롭게 꾸며진 내부가 인상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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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이 해금된 1988년 5월 월 서

충청북도 옥천으로 옮겨 그의 생일
인 5월 15일을 전후하여 해마다 열
고 있다. 행사는 지용문학상과 지용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지
용문학포럼, 지용백일장, 음악회 등
으로 이루어진다.

시낭송 부스는 관람객의 참여를 위한 기획이겠지만, 비좁은

찾아 나선 두 아들 가운데 셋째 구인(求寅)씨가 2001년 3차 이산가족상봉 차

공간에서 시의 참맛을 향유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단순한

서울에서 장남 구관(求寬)씨와 장녀 구원(求 )씨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는 사

관람이 아닌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복

실이다. 북한에 살고 있던 구인씨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알

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을 상상해 본다.

지 못했다고 하니, 민족 분단에 의한 내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다. 이는

문학관을 벗어나 정지용이 수없이 거닐었을 생가 주변

비단 정지용 시인 일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점증하는 역사의 비애와 무게

의 길들을 걸어본다. 논과 밭을 보며, 저곳이 “사철 발벗은 안

를 감당하는 일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질적인 일들에서부터 시작되어

해가 / 따가운 해ㅅ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줏던 곳”이라 생각하

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말이다.

니 감회가 새롭다. 내친김에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해질녘, 정지용 문학공원에 들른다. 지용의 시 <춘설>을 새긴 시비가 눈

한 ‘교동집’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옥주사마소(沃州司馬所)와

에 띈다.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는 구절이 유독 눈에 차다. 지용은 시

향교가 있으나,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위한 시설, 그리고

의 위의(威儀)를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시의 위의>)에서 찾은 바

유학자 양성을 위한 관한교육기관의 폐해를 새삼 거론할 일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생리마저도 압복시키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이 없어 얼른 지나친다. 삼정승이 배출되었다는 ‘교동집’은 일

생리의 무두질이야말로 그의 시를 생명의 치열한 조각으로 만든 바탕이라고

제치하 육종관이 사서 개조한 집이기도 하다. 고래등 같은 집

할 수 있다. 시대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가 여전히 사랑을 받는 것도 그

에서 그와 식솔들이 누렸을 향락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의 삶과 내면의 열기가 서늘함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리라. 그리하여 그의 시

솟을대문이 여전히 그 위세를 드러내는 듯하다. 정지용의 생

는 “말초신경부에 적재해 둔 기교주의”(임화)가 아니라, 명실상부 “조선시에

가를 보고 온 터라, 두 집의 대조가 더욱 애절하게 느껴진다. 옥천군에서 이 집

새로운 지표”(박용철)로서 당당한 것이다.

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설

금강 지류에 연한 장계국민광광지에 전시되어 있는 정지용문학상 수상작

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지용 생가의 복원 과정과 대비되어 마음이 무겁다. 두

품들은 이를 예증한다. 허나, 어둠 속에서 그 면면을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는

집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양자의 신분적·심리적 거리는 아

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다시 찾을 날을 기약하지 않은 것은

정지용 <춘설>

직도 요원하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소회일까?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두 집

아니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 순간, 돌아가는

문 열자 선뜻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자책으로 바뀔 즈음, 몇몇 개인

차창에 “물먹은 별이, 반짝, 寶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현재의 시국에 대한 비애가 난마

石처럼 백힌다.”(<유리창>) 누

우수절 들어

처럼 겹친다. 정지용 생가와 ‘교동집’ 사이에서 홀로 묵묵한 느티나무의 거대한

구의 환영일까? 가만히 온기를

옹이를 보며, 문득 지용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불어넣어 본다. 그의 시적 언어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고향>)

가 지닌 기이한 힘이 슬픔을 다

차창 밖 ‘물먹은 별’

해지는 벌판에서 그의 무덤과 묘비를 찾을 길 없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서
울 녹번동 초가를 나선 지용의 이후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지용의 죽음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납북되어 사망했다는 설과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설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다. 그의 죽음이 미상(未詳)이기에 그에
대한 애도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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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힌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문학기행 코스

독이는 듯하다. 슬픔이되, 그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정지용문학관과 생가

슬픔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
지용 문학공원

재주야말로 지용 시의 거부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수 없는 매력임을 다시 한 번

정지용 문학공원에 있는 정지용

옥천역

깨우친다. ‘물먹은 별’이 하나둘

시비 <춘설>. 한국적 정서를 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22
장계관광단지

떠오른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 7-1

적인 세계로 끌어올린 정지용의
시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유감없
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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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에 가다

21세기문학관
주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549
홈페이지 www.21stbook.co.kr
문의 043-836-6128

21세기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인 집필실

농민문학 자료 전시 및 작가들을 위한 공간

21세기문학관은 경제부총

농민문학관은 제1회 흙의 문학상과 농촌문화상, 무영문학상을 수상한

리를 역임한 고 김준성 소

소설가 이동희의 생가를 복원하여 만든 문학관이다. 농촌 농민 제재 소

설가를 기리며 후배 문학인

설을 창작 발표하고 농민문학 연구와 농민문학 운동을 위한 일환으로

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이동희의 농민문학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2005년에 세워졌다.

위하여 (주)디앤피코퍼레이

흙벽과 너와지붕의 소박한 건물 형태의 기념관에는 1층에는 창작실

션(회장 김상철)이 건립하

과 전시실이 자리하고 2층 귀경재에는 자료실과 세미나실이 있다. 이무

였다. 김상철 회장은 부친

영, 유승규, 오유권, 박경수를 비롯한 농민소설가와 김용호, 구상, 권웅,

이면서 소설가였던 고 김준

엄한정 등 향토적 시인의 생애와 작품 자료를 비롯한 농민문학 작가 작

성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

품 자료, 충북 영동 지역 작가 작품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작가 이

원 장관이 1997년 창간한

동희의 문학과 삶을 엿볼 수 있는 발표작품, 저서, 원고, 창작노트, 취재

문학 전문지 계간 《21세기

답사노트, 사진, 서간 등의 자료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강의노트,

문학》 발행인이기도 하다.

교재, 지도 논문 작품, 그리고 남북한의 문학지 동인지, 북한 작가 작품

2012년에 문을 연 21세기문학관은 자료실, 도서관을 비롯해 조리실,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곳엔 한국 농민문학 작품 연구 논문

세탁실, 세미나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작가들에

집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무영, 김용호, 유승규 외의 자료, 북한과 연변

게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집필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의 농민문학 자료, 남북 단군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21세기문학관은 문인이 마음 편하게 글을 쓰는 창작 공간으로 자

농민문학관은 단순한 전시 열람 장소로 머물지 않고 미래, 자연, 생

리잡아 가고 있다. 현재 11명의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컴퓨터,

명, 환경을 주제로 한 저서와 정기간행물 시화집 발간, 워크숍과 포럼,

에어컨,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설 이용과 숙식을 무료로 제공

세미나 개최, 작품 낭송

한다. 1층에는 입주 작가들이 기증한 도서들을 비롯해 5000여 권의 다

회 등을 병행하면서 민

양한 도서들을 구비한 자료실과 독서실, 세미나실, 휴게시설을 갖추고

족문학 운동공간으로

있고, 2층과 3층에는 집필실을 마련해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열린 문학관을 지향하

있다.

고 있다. 전시뿐 아니라
21세기문학관은 휴무일과 상관없이 이곳에 입주한 작가

농민문학 작가들의 만

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문학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남과 나눔의 공간으로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학적 도전의 산실

농민 문학의 비전을 제

이 되고자 하는 계간 《21세기문학》과 한 해의 가장 뛰어난

시하고 있다.

창작집에 수여하는 ‘김준성문학상’,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하는 ‘21세기문학신인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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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문학기념관
주소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 2길 5-1
관람시간 월~목요일 9:00 ~ 18:00
홈페이지 www.nongminmk.com
문의 043-743-5186

대전문학관

오장환문학관

문학으로 꿈꾸는 도시, 대전 문학의 향기

고향과 어머니, 조국을 노래한 시인의 발자취

대전문학관은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문

2006년에 개관한 오장환문

인들의 작품과 문학 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목

학관은 같은 해 복원된 오

적으로 대전시 용전근린공원에 개관하였다.

장환 시인의 생가 옆에 자

산의 경사를 그대로 살린 문학관은 책을 포개놓은 독특한

리하고 있다. 문학관에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누구나 자연 속에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오장환 시인의 문학세계를

친환경 문학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전 시민들이 일상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동

에서 문학생활을 향유하도록 특색 있는 문학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하

시 액자 11점, 사진자료 20

며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 확산 시민운동, 문학콘서트 등 다양

점, 시인 기증시 9점, 도서

한 문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학콘텐츠를 개발하고

등이 전시되어 있다. 문학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은 전시실, 영상실, 로비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다목적강의실(창작교육실)이 자리하고 있다.

대전문학관
주소 대전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1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홈페이지 www.dic.or.kr
문의 042-621-5022

와 문학사랑방, 세미나실

기획전시실은 문학 자료 전시, 시화 및 미술작품 전시, 기획전시 등이

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오송회 사건을 만들게 한 《병든 서울》을

열리고 있으며 다목적강의실에서는 문학관련 교육이나 행사, 세미나 등

비롯한 시집과 휘문고 교지 《휘문》에 실린 초기 시, 방정환 선생이 만

이 열리고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희귀본과 서신, 문인들의 육필원고, 기

든 《어린이》지, 조선일보 등에 발표한 오장환 시인의 동시, 이육사 시

념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는 대전문학의 역사를 증언

인에게 보낸 친필 엽서, 해방 후 중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실린 시 등

할 사료 25000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2층에는 대전문학사의 길, 문학

이 전시되어 있다. 지인과 친구들을 통

체험장, 영상실 등이 있는 상설전시실이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근, 현

해 시인을 엿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

대 중심으로 지역 출신 문인

어 있다. 스승인 정지용 시인을 비롯해

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대전

박두진, 이중섭, 이육사, 서정주, 김광균

지역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

과의 문학세계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문

있다. 오장환 시인은 이들과 인간적으로 매우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지

학 자료 열람실과 만남의 방,

만 문학적인 벗으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문학정보관, 휴식공간이 있

해설이 있는 시집 코너에서는 영상으로 오장환의 대표시를 들을 수

는 문학사랑방이 있고 외부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오장환 시인의 삶과 문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

로 이어지는 야외문학관의

대의 증언자’를 상영한다. 관련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문학사랑방

간이무대에서 각종 행사와

에는 해금 이후 나온 논문자료 107편도 비치되어 있다. 해마다 9~10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 오장환문학제가 이곳에서 열리며 백일장, 시그림 그리기 대회, 시낭
송 대회, 문학강연 등이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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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문학관
주소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5길 12
관람시간 09:00 ~17:00
휴관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홈페이지 janghwan.boeun.go.kr
문의 043-540-3776

원서문학관
주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855
문의 043-653-0978

원서문학관

정지용문학관

시인 오탁번의 문학의 터이자 문인들의 교류의 장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 전승 보전

원서문학관은 시인이자 소

섬세한 이미지 표현과 서정적인 언어

설가인 오탁번 교수와 부

구사로 한국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인인 김은자 교수가 함께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시인 정지용의

자신의 모교인 충북 제천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문

시 백운면 백운초등학교

학관이다. 2005년 5월 15일, 정지용

애련분교를 매입해 문학의

의 생일에 맞춰 개관하였다. 대지면적 1,217m², 건물면적 426m²의 지

터를 잡은 곳이다. 제천 출

상 1층 건물로, 정지용 생가와 이웃하고 있다.

신인 시인 오탁번은 30여

정지용문학관은 문학전시실, 문학체험공간, 영상실, 문학교실 등으

년간 지낸 서울을 떠나 고

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과 영상으로 정지용의 시세계를 전달하는 통로

향인 백운면 애련리에 정

를 지나면 ‘지용연보’, ‘지용의 삶과 문학’, ‘지용문학지도’, ‘시·산문집

착하여 창작 활동을 시작

초간본 전시’ 코너로 구성된 문학전시실이 나온다. ‘지용의 삶과 문학’

하였고 문학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원서문학관을 설립하였다. ‘원서(遠

코너는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西)’는 ‘먼 서쪽’을 의미하는 그의 고향, 백운의 옛 이름이다. 2004년 3

대와 주제별로 나누어 전시를 한다. ‘지용문학지도’ 코너에서는 1910년

월 문예창작교실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어 서울과 지방 문인들의

대부터 1950년대까지 현대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

교류의 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시인, 작가를 꿈꾸는 이들을 지도하

고, 그 흐름 속에서 정지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확인할

고 있으며, 문인들의 사진과 육필원고를 수집, 전시하여 문학의 아름다

수 있다. ‘시·산문집 초간본 전시’ 코너는 정지용의 시집과 산문집 원

움을 알리고 있다.

본을 전시하고, 영상을 통해 육필원고와 초간본의 내용을 감상할 수 있

문학관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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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꾸몄다.

‘어린이 시인학교’를 열고, 문예창작

문학체험공간은 다양한

교실과 시낭송회, 시인과의 대화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흥미

의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 시인학

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교는 백운초등학교 어린이 20∼30

이다. 영상실에서는 정지용의

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문학관은 전시실과 세미

문학과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실, 사무실 외 각종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에는 정지용의

영상을 상영한다. 그밖에 강

지용시선, 백록담, 산문과 작가 김기림 작가의 시론, 작가 이기영 작가

좌·토론·세미나·문학동아

의 서화 등과 19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구상,

리활동을 비롯해 관람객을 위

조병화, 김춘수 등 시인 50명의 얼굴 사진과 김춘수, 서정주, 김남조 등

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육필원고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공간인 문학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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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문학관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5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jiyong.or.kr
문의 043-730-3588

포석조명희문학관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4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과 설날 연휴
문의 043-539-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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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조명희문학관

충주문학관

민중문학의 선구자 조명희의 문학적 업적 재조명

충주 문학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일제 강점기 민중문학의 대표

충주문학관은 여기저기 흩

적인 작가인 포석 조명희 선

어져 있어 볼 수 없었던 충

생을 기억하기 위한 문학관이

주 문학 작품과 서적 및 물

2015년 개관하였다. 진천시와

품 등을 한 곳에 모아 좀 더

조명희의 후손들이 힘을 모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

아 건립한 포석조명희문학관

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

은 연면적 979.32㎡의 3층 건

관하였다. 또한 그동안 관

물로, 1층에는 전시실, 2층에

리, 소홀로 사라져 가던 자

는 문학사랑방, 창작사랑방,

료들을 보존하고, 충주 지

문학연수실, 학예연구실, 수

역 문인들의 집필과 문학

장고, 3층에는 세미나실 등을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

갖추고 있다. 거대한 책을 모티브로 지어진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명희의

여 지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전시실은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성취

2007년 옛 충주시립도서관 건물 1층에 충주문학관을 개관하고, 2층

를 한눈에 보도록 구성되었다. 조명희 선생의 가족도, 연보, 벗과 문학

은 중고생 열람실로 개방하였다. 충주시립도서관 앞에 위치한 문학관은

동지들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선생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작품집

모두 세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과 친필서한 등도 볼 수 있다.

제1전시실은 연표를 통해 한국 문학사

조명희는 한국 근대문학의 진보적인 민중문학 작가로 평가받았으며

와 충주 문학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작

1928년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러시아로 망명했다. 조명희는 궁핍한

고 작가의 유품과 권태흥, 박재륜, 이

시대에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해방을 주창하며 한국 근대문학을 선도한

상화의 흉상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제

문학인이다. 근대 희곡 사상 최초의 창작희곡집 《김영일의 사》를 출간했

2전시실은 충주 지역의 현존 작가와 충주 지역 출신 작가를 영상과 패널

으며 최초의 창작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냈다. 일제 강점 하에 러시

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전시실로 작가의 생활을 담은 디오라마를 통해

아로 망명한 그는 러시아에서 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은

고려인들에게 한국문학의 혼을 심어

충주 문학단체와 그 역사의 궤적을 소개하고 있는 전시실

주기도 했다. 조명희문학관은 조명

로 문학의 5대 장르와 충주 문학인들의 자취를 다양한 빛

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학

깔과 백라이트를 이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집필실은 충주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람객들

문학관 관리실 뒤편에 있으며, 충주 지역의 작가들이 활용

에게 다양한 문학 체험 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 문학관 앞마당에는 충주 출신 소설가 강준희의

하고 있다.

문학비가 우뚝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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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문학관
주소 충북 충주시 예성로 207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lib.chungju.go.kr
문의 043-848-2211

문학 유적을 찾아서

사정공원 - 박용래, 김관식, 한용운 시비

사정공원은 사정동 보문산 자락에 있는 공원으로, 정식명칭은 보문산공

충북학생교육문학관

원 사정지구이다. 보문산은 대전광역시 중심부 남쪽에 솟은 산으로, 보

충북 대표작가 15인의 문학혼 기리다

물이 묻혀 있다 하여 ‘보물산’이라고도 불린 대전의 대표 공원이다. 이
곳에는 보문산성과 보문사지, 야외음악당, 전망대, 유희시설, 케이블카

충북학생교육문학관은 충북의 대표 작

가 있고 시루봉길 등 10여 개의 등산로가 있어 운동하기에 좋다. 공원을

가 15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들의 문

천천히 둘러보면 박용래, 김관식, 한용운 시인의 시비도 볼 수 있다. 논

학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세

산 출신인 박용래 시인의 시비에는 그의 대표 시 <저녁눈>이 새겨져 있

워졌다. 이곳에 전시된 충북의 대표작

다. 박용래 시인의 시비는 1984년 시인 조만익의 주도로 대전에 세워진

가 15인은 신채호, 홍명희, 조명희, 권구
충북학생교육문학관
주소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관람시간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홈페이지 lit.cbe.go.kr
문의 043-532-8262~3

첫 번째 시비로 전해진다. 김관식 시비는 1992년 북과 연꽃 모양으로 구

현, 정지용, 김기진, 이흡, 이무영, 조벽

성되어 건립되었다. 그의 대표시 <다시 광야에>가 새겨진 시비 뒷면에

암, 박재륜, 정호승, 권태응, 오장환, 홍

는 “김관식 시인은 온몸으로 시를 썼다. 맑고 어린 한국적 서정시를 동

구범, 신동문이다.

양 정신의 미학으로 승화시켰고, 남다른 기행과 호쾌한 기개는 세인의

제1전시실인 ‘문학의 뜰’은 문학에

화제를 일신에 모르기도 했다.”고 건립기를 적고 있다. 한용운의 <꿈이

대해 생각하며 거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문학영상을 비롯해 충북문학
의 사계, 충북문학연보, 충북문학지도, 문학퀴즈,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관람객 및 학생들이 흥미있게 체험하는 공간이다. 제2전시실인 ‘문학의

문학관에는 충북 대표 15인과 관련된 영상과 드라마, 영화(문학작
품), 가족 영화 등을 편안하게 감상하는 소극장과 누구나 책을 읽고 음악
을 들으며 편안히 차를 마시는 아늑한 북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문
학과 관련한 각종 행사나, 강
의, 전시회, 세미나 등을 여

에워싸인 마음의 푸른 창문을 열고

그 높은 뜻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간절한 정성을 모아” 세웠다.

당신의 그림자가 어리울 때까지를

위치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160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용래 집터

(…)

박용래 시인이 1963년 매입하여 1980년 심장마비로 타계할 때까지 살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몸뚱어리는

았던 대전 오류동 집은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바뀌어 흔적이 없다. 2009

암소 황소 쟁기결이
날카로운 보습으로 갈아헤친

년 대전시와 대전 문인들이 세워놓은 표지석이 그의 집터가 있던 자리

논이랑의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를 지키고 서 있다. 박용래 시인이 퇴직금으로 장만한 이 집은 문 옆에

따순 봄날 재양한 햇살 아래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하여 ‘청시사(靑枾舍)’라 명명하고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다.

관 이전에 학교로 쓰였던 백

1925년 충남 논산군 강경읍에서 태어

곡중학교의 역사와 교육활동

난 박용래는 중학교 시절부터 《부활》, 《죄

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백곡

와 벌》 등을 읽으며 문학에 빠져든다. 1943

중역사관’이 마련되어 있다.

년 당대 명문으로 꼽히던 강경상고를 수석

그밖에 ‘찾아가는 독도 전시

으로 졸업하고 조선은행 서울 본점에 근

회’ 전시실에는 사진, 영상,

무하다가 은행을 그만두고 계룡학숙에서

음향 등 독도와 관련된 다양

교사로 상업과 국어를 가르친다. 그곳에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충청북도·대전광역시

가슴 조여 안타까웁게
하늘이여,

는 ‘사송관’과 학생교육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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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꽃잎처럼 겹겹이

라면> 시비는 대전보문로터리 회원들이 “만해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고,

숲’은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충북 작가 15인의 작가 기둥들을 모아 문
학의 숲으로 구성한 공간이다.

김관식 <다시 광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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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비비며 싹터 오르는 갈대순같이
그렇게 소생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서 본격적인 시 습작기를 보낸 박용래는 1956년 박두진 시인에 의해 《현

19세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26세에 성균관 박사가

대문학》에 <황토길>과 <땅> 등이 추천되면서 등단했다. 등단 이후 고향

되었고, 을사조약 후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언론

강경과 대전 지역에 머물면서 자연과 향토, 풍물을 주제로 활발한 작품

을 통한 민중계몽운동과 민족의식고취를 위한 언

활동을 전개했고, 향토색 짙은 서정적 시 세계로 충정도 지역의 시인들

론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항일비밀단체인 신민

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회 사건에 연루되어 1910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

위치 대전 중구 오류동 계룡로 868

명,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채호 선생은 192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한성기 시비 <역>

57세 되던 해인 1936년 2월 21일 옥사하였다.

대전의 대표 문인으로 꼽히는 한성기 시인의 시비가

위치 대전 중구 단재로229번길 47

대전예술가의집에 자리하고 있다. “(…) 아득한 선로
위에 / 없는 듯 있는 듯 /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김만중 문학비

있다” 시비에 새겨진 <역>에는 시인의 짙은 외로움

대전 유성구 전민동 광산김씨 묘역 아래에 김만중의 문학비가 놓여 있

김만중(1637~1692)

과 공허감이 담겨 있다. 시인에게 외로움은 아프지

다.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구운몽》의 작가인 서포 김만중의 효행을 기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호는 서

만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한성기 시인은 ‘둑길의

려 세운 정려각 앞에 문학비를 세웠다. 1706년(숙종 32)에 내려진 김만

포(西浦)이다. 1689년 숙종의 폐비

시인’이라 불린다. 산에 오르고, 둑길을 거닐며 시인

중의 효정려를 모신 정려각에는 김만중의 석상도 세워져 있으며 정려각

은 고정적인 대상을 뛰어 넘어 유동적인 대상에 심

왼쪽으로는 효행숭모비, 오른쪽으로는 문학비가 있다. 문학비에는 남해

사건에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
어 그곳에서 병사했다. 진보적인 유
학 사상과 국문 가사 예찬론을 비
롯해 우리말에 대한 애착을 담고

한성기 <역>

취한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부재와 남겨진 세 살짜리 딸을 키워

에 유배 중이던 김만중이 1689년 9월 25일 모

푸른 불 시그낼이 꿈처럼 어리는

야 했던 시인에게 외로움은 절망이면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모티브가 되

친의 생일에 쓴 시 <사친(思親)>이 적혀 있다.

다. 문집으로 《서포만필》, 《서포집》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기도 했다.

“오늘 아침 사친의 시 쓰려 하는데 / 글씨도 이

등이 있고, 소설 작품으로 《구운몽》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충남 태안에서 2년 정도 머무른 시인은 1978년 충남 논산군 두마면

루기 전에 눈물 먼저 가리우네 / 몇 번이나 붓

이따금

신도안(현 계룡시)으로 이사를 하고, 다시 1년 후 대전 유성구 원내동(진

을 적시다 도로 던져 버렸나 / 응당 문집 가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잠)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한성기 시인은 1984년 뇌출혈로 타계한 뒤 대

운데 해남의 시는 빠지겠네”

눈이 오고

전 동구 직동 대청댐이 내려 보이는 기슭에 안장되었다.

위치 대전 유성구 전민동 광산김씨 묘역 아래

비가 오고…

위치 대전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울리며 지나간다.

아득한 선로 위에

홍명희 생가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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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생가

벽초 홍명희 생가는 그의 아버지가 열사 홍범식이기에 홍범식 고택으로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신채호 생가는 생가터에 대한 발

도 알려져 있다. 1910년 경술국치에 강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국열

굴조사와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복원되었다. 1992년 발굴조사와 고

사 홍범식 전 금산군수가 태어난 곳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명칭은 ‘괴

증을 거쳐 ㄱ자형의 안채와 헛간을 복원하고, 1996년에 생가지 앞에 동

산동부리고가’로 되어 있고 고택 앞 안내판에는 ‘일완 홍범식 고택’으로

상을 건립하였다. 이곳은 신채호가 태어나 8세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표기되어 있다. 이 고택은 250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집으로 조선조

곳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곳 도리미 마을에서 신광식의 둘째 아들

양반 가옥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충북 청원으로 이사를 하였다.

있다(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정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의 안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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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진적인 문학관을 보여주었

과 《사씨남정기》가 있다.

조는 전체적으로 정면 5칸, 측면 6칸의 ㄷ자형

고향 진미로 음식을 만든대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 마

으로 一자형 광채를 맞물리게 하여, 광채를 합

찬가지야 사람이란 흙내도 맡고 된장내도 나고 해야 구수우한 맛이 나

한 안채는 ㅁ자형이다. 사랑채는 좌측에 위치해

는 게지.”

있으며, 전체적으로 뒷산의 자연경관을 집안으

위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2리 오리골

로 끌어들여 조화시키며 내부공간을 연출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신동문 시비

1888년 대대로 명문 사대부를 지낸 가문에

충북 단양의 소금정공원에는 단양에서 살다가 떠

서 태어난 홍명희는 이곳에서 1924년 서울로 이

난 신동문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소

사할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1919

금정 공원은 나그네가 쉬었다 가던 옛 상진고개로

년 홍명희가 괴산만세운동을 준비하던 곳이기도 해 건축과 문학사적인

임금이 신에게 제물을 올리기 앞서 손을 깨끗이 씻

비중 뿐만 아니라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 본거지라는 점에서 문화재의 가

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선 형상을 하고 있

치를 지니고 있다. 월북 작가의 집이라 하여 복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우

다고 한다. 이러한 뜻을 기려 이곳을 ‘소금정’이라

여곡절을 겪어야 했지만 소설 《임꺽정》이 정식 출간된 후 복원 작업을

이름 짓고, 단양군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

완성할 수 있었다. 벽초 홍명희가 10년에 걸쳐 집필한 《임꺽정》은 민중

해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단양군이 온달의 도시

의 삶을 탁월하게 재현한 역사소설로서 민족문학사에 불후의 명작으로

인 것을 알리고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향수 <조벽암>

평가되고 있다.

있다.

해만 저물면 바닷물처럼

위치 충북 괴산군 동부리 450-1 홍범식 고택

신동문은 1927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로 등단하여 활동한 시인이다. 그는 1965년부터 18년간 이곳 충북 단양

충청북도·대전광역시

오늘도 나그네의 외로움을
차창에 맡기고

이무영 생가터와 문학비

면 적성리 시골로 내려와 남한강가의 야산에 과수원을 개간하여 농사꾼

언제든 갓 떨어진 풋송아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에는 농민문학가 이무영의 생가 표지석과 문

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시비에는 “친구여 / 모

모양으로

학비, 흉상이 세워져 있다. ‘무영’은 필명으로 ‘그림자조차 없는 고독한

두가 모두 / 창백한 얼굴로 명동에 / 모이는 친구여 / 당신들을 만나는 /

반추反芻하며

사람’이라는 뜻이다. 1908년에 태어난 이무영은 농민들이 겪는 극도의

쓸쓸한 이 습성은 / 다 무엇인가(…)”로 시작되는 글이 새겨져 있다.

아늑히 살어둠 깃들인

가난과 구조적 모순을 잘 보여주는 소설을 썼던 농촌문학가이다. 일제

위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92

강점기 말에 친일적인 글을 썼고, <청기와 집>을 통해 조선총독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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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조름히 절인 여수旅愁

안타까이 못잊는 향수를

안개 마을이면
따스한 보금자리 그리워 포드득
날아들고 싶어라

터 ‘조선예술상 문예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한국인 작가

조벽암 시비 <향수>

가 일본어로 쓴 최초의 신문연재소설이다. 그의 생가지와

포석 조명희의 조카 조벽암 시비가 진천군 벽암리에 세워져 있

문학비는 친일 논란으로 한동안 방치되다 최근 다시 정비

다. 충북 진천은 망명시인이었던 조명희의 고향이며, 벽암리는

되어 관리되고 있다. ‘李無影先生文學碑(이무영선생문학

조벽암이 태어난 곳이다. 시비에는 조벽암의 시 <향수>가 새겨

비)’라고 써 있는 비석 오른쪽에는 이무영을 그리워한 구

져 있다. 동네 이름을 빌려 지은 그의 호만 보더라도 조벽암의

상의 시가 새겨져 있고, 문학비 왼쪽의 책을 펼친 모양의

고향 사랑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무게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는

오석에는 <제1과 제1장>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사람

월북 후 고향 벽암리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삼

이란 흙내를 맡아야 하느니라. 대처(도회) 사람들이 암만

촌인 조명희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조벽암은 1931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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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등단했으며 ‘구인회’ 동인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문인이다. 월

박재륜 시비 <남한강>

박재륜 <남한강>

북 후 《조선문학》 주필을 역임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시인이자 소설

충주체육관 광장에 충주 출신 시인

그 옛적 고려와 조선조(朝鮮朝)

가로 살아온 조벽암의 생애는 그의 삼촌인 조명희와 비슷한 삶의 궤적

박재륜의 시비 <남한강>이 자리하

뱃길이 발달하였다는 이 물줄기에

을 밟았다. 조벽암은 1985년 77세의 나이로 북한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고 있다. 1993년 건립된 시비에는

글자와 화상(畵像) 뭉겨진

마감했다.

‘남한강 시인’이라 불렸던 박재륜의

조상(彫像)만 남았고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수암마을

충주에서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남한강>은 1972년 시집 《전사통

오늘은 다만

곡식(穀食)과 소금이 오르내리던
장삿배의 그림자는 그쳤다.
지난 한때는 공산군과 대진하여
총탄과 포화가 서로 맞서던 곳

송강 정철 <사미인곡>

송강 정철 묘와 시비 <사미인곡>

신》에 수록된 창작시로 남한강을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임을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의 묘소는 연일 정씨의 집성촌인 진천군

바라보며 옛날을 회고하고 멋과 흥

주추만 남은 빈자리에

따라 태어나니,

문백면 봉죽리에 자리잡고 있다. 정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정송강

취,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통해 세

지금은 배추꽃이 한창이다.

사(지방문화재 9호)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정철의 아들인

월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박

나는 오직 젊어 있고,

강릉부사 정종경의 묘소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정송강사는 현종 6년에 경

재륜은 한국 모더니즘 시 계열의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기도 고양시 원당면에 있던 묘를 우암 송시열의 권유로 지금의 자리에

대표적 시인으로, 남한강가의 풍취 속에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전

다시 없다.

후손 정양이 이장하면서 함께 건립되었다.(지금의 건물은 1979년 새로

원시 중 하나인 <남한강>은 신경림의 <목계장터>와 더불어 남한강을 노

내가 그 멋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생에 원하되 임과 함께

지은 것이다.) 묘 앞에는 상석이 있고,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망주

래한 대표적인 현대시로, 모더니즘 계열에서 이어지는 동양적 전원시풍

지내듯 강물이 흐른다.

석·문인석이 각 1쌍씩 있으며, 묘의 오른쪽에는 묘비가 있다.

이 잘 드러나 있다.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던가?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살아가려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엊그제에는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 왔느냐?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일세.
연지와 분이 있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

송강사 입구에는 신도비각(神道碑閣)과 한국국어연구회와 청주
국어국문학회에서 <사미인곡> 1절을 새겨 넣은 송강시비가 세워져 있
다. 거북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

청주시 상당산성 남문 입구에 매월당 김시습 <유산성(遊山城)> 시비가

공 우암 송시열이 글을 지었으며, 오위도총부부관

커다란 조형석으로 당당히 서 있다. 뒷면에는 “매월당의 시 중에서 <유

김수증이 글씨를 썼다. 비의 높이가 2.5m이고 폭이

산성(遊山城)>이라는 시가 청주산성을 유람하고 지은 시이기에 2000년

1.5m이며,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87호로 지정되

청주시가 문인협회의 뜻을 담아 세웠다”고 건립 유래를 밝히고 있다. 시

천부적 문재를 지닌 정철은 선조 22년 우

충청북도·대전광역시

김시습 시비 <유산성>

은 모습인 신도비의 비문은 숙종 10년(1684) 문정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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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번역하면 “꽃다운 풀 향기 신발에 스며들고 활짝 갠 풍광 싱그럽기도
하여라”로 시작된다.

의정에 등용되는 등 정치가로서 주목받았지만,

상당산성은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사적 제212호로

세자 책봉 문제로 파직, 만년에는 독서와 사색

지정되어 있다.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성벽 위에

으로 소일했다. 가사문학의 대가로 한국문학

설치하였던 성가퀴(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는 남아 있지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작품으로는 <관동별

않다. 성벽의 안쪽은 돌을 깨뜨려 틈을 메운 뒤 흙을 채

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시

우고 다지는 공법을 사용하였다.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

조 107수를 남겼다.

로 청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산14-1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124번길 14 상당산성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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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있던 집 간 곳 없이

원포(遠浦)에는 돌아오는
돛단배도 있었다면
평사(平沙)에는 기러기 짝지어
내려 앉음도 있었으리
마음에 그려보는 부조(父祖)의 멋

내가 오늘을 목메어 하듯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넘는다.

필경사

천안시
산사현대시100년관

심훈기념관

상록탑

당진군
아산시

민태원 문학비

태안군
독립기념관

서산시

김정희 고택과 묘

예산군
연기군

충남문학관
한용운 동상
한용운 생가와 시비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군
홍성문학관

보령시

비교적 완만한 산수와 해안선을 지니고 있는 충청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성정

공주풀꽃문학관

청양군

이문구 기념비
김시습 부도와 초상

신동엽문학관

이 온화하여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불의에 분연히 일어서는 높은 기
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서 충남 문학을 이끄는 수많은 문

계룡시
신동엽 시비
시와 숲길공원

인들은 주옥 같은 문필로 우리나라의 문학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있다.

신동엽 묘

부여군
논산시

서동요비
신석초 시비

김관식 시비

서천군
김관식 생가와 묘
이상재 추모비와 생가

신석초 생가터

금산군

테마마당 05

‘상록수’의 늘 푸른 의지와
동지적 사랑
글 우찬제(문학비평가 / 서강대 교수)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는 이 대목을 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심훈의
《상록수》에서 동혁이 동네에 들어서며 상록수들을 보고 반응하는 장면 말이다.

동혁이가 동리 어귀에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그스름하게 물
든 저녁 하늘을 배경삼고 언덕 위에 우뚝우뚝 서 있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향나
무들이었다. 회관이 낙성되던 날 그 기쁨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패다 심은 상록수들이 키돋움을 하며 동혁을 반기는 듯.
당진 남산공원에 있는 상록탑은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심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오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구두 싱싱허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
동혁의 걸음은 차츰차츰 빨라졌다.
-《상록수》

여기서 기나긴 겨울의 눈바람 속에서도 싱싱한 상록
수의 심상과 전향적 농민운동을 향한 박동혁의 늘푸른 의
지는 포개어진다. 그것은 또한 동지적 사랑을 나누다 먼
저 간 채영신의 의지와 열정과도 같다. 이런 ‘상록수’를 우
리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서 추체험할 수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 언론인, 영화감독 등으로 다채롭게 활동
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심훈(沈熏;1901~1936)의 문
학 산실인 당진 필경사는 요즘 서해안을 여행하는 나그네
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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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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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영 고택

심훈의 출생지가 당진인 것은 아니다. 그는

심훈기념관에 가면 작가와 《상록수》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

1901년 9월 12일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났다. 본명

나게 된다. “저항의식과 예언자적 지성, 민중적 생명력을 문학으로 표현하다”

심재영은 심훈의 조카로 소설 《상

은 대섭(大燮)이고 호는 해풍(海風)이다. 서울 교동

는 이끄는 문장과 더불어 심훈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상

록수》 남자 주인공의 실제모델이

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일고보를 다녔는데, 고보 4

록수》의 모델이 된 두 사람의 실천적 의지와 활동상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작중

년들과 공동경작회를 조직하여 농

학년 때 3·1운동에 가담했다가 피검되어 옥고를

박동혁의 모델인 심재영의 <사랑하는 나의 마을에 서서> 중에서 “공동경작회

촌계몽운동을 펼쳤다. 심재영은 이

치렀다.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올라 난징과 상하이를

가 우리 농촌에서 무지와 빈곤을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직결된다는

거쳐 항저우에 이르러 즈장대학(之江大學)에서 수

그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결의와 기개는 자못 드높

학했다. 1923년 귀국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

은 바 있었다.”와 같은 대목이라든지,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의 다음과

선중앙일보 기자를 역임하며 창작활동을 펼쳤다.

같은 목소리도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다. “만일 제가 떠난 후라도 학원만

항저우에서 교유했던 안석주, 김영팔 등과 함께 연

은 여러분의 손으로 훌륭하게 살려주세요. 약혼한 지 10년이어요. 올 4월부터

극운동단체인 ‘극문화’를 결성했다. 1926년 영화소

는 힘을 모아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자고 굳게 약속했는데 이대로 떠나니 그에

설 <탈춤>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영화계에 투신하여 1927년 <먼동이 틀 때>
를 각색, 감독했다. 1930년에는 <그날이 오면> 등의 시를 발표했다. 그러다가
1932년 충남 당진과 인연을 맺게 된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당진으로 낙향

필경사 옆에 있는 상록수 문화관
전경. 심훈의 작품 등이 전시된 자
료 전시관으로 심훈의 일대기를 다

게 미안해요. 늙으신 어머님 보다 제가 먼저 떠나니 죄송해요. 제가 죽은 후에
는 학원이 잘 보이고 종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묻어주세요.”
이런 두 사람의 의중과 활동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상록수》는, 브나

룬 영상물도 상영한다.

하여 농촌계몽운동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그 옥호를 ‘필경사’라 했다. 여기

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한 농촌계몽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

서 농촌계몽운동을 한 장조카 심재영과 최용신을 모델로 쓴 《상록수》로 1935

소설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동아일보 (1935. 9. 10 ~ 1936. 2. 15)에 연재된 작

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현상공모에 당선되었다. 이듬해인 1936년 안타깝게

품이다. 민족주의 계열의 농민소설 《흙》(이광수)이 보여주었던 추상적이고 농

도 장티푸스로 요절했다. 《상록수》 외에도 《동방의 애인》, 《불사조》, 《영원의

민들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주의 계열의 카프의

미소》, 《직녀성》 등의 작품으로 근대문학사를 빛냈다.

《농민소설집》의 경우처럼 맹렬한 혁명적 농민운동과도 구별되는, 1930년

필경사 가는 길에 세워진 비석에는 <나의 강산이여>라는 시가 새겨져 있

대 농민소설 중에서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소설이 바로 《상록수》이다.

다.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작가의 헌신적 애정이 잘 드러난 시다.

지식인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신의 농민계몽 의지와 그 실천 양상을 드
러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농민들의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자생적

큰 봉우리와 작은 뫼 뿌리의 어여쁨이여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똑오똑 솟았다가는 굽이쳐 달리는 그 산줄기

소설 《상록수》의 배경으로 심훈이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서 서울을

네 품에 안겨 딩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오가던 포구이다. 심훈은 자신이 이

소나무 감송감송 목멱의 등어리는

용하던 이곳 한진을 소설 《상록수》

젖 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산은 적의 앞에 뽑아든 칼끝처럼 한번만 찌르면
먹장구름 살아질 듯이
-<나의 강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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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강조한다. 아울러 작가 자신이 직
한진포구

충청남도

의 배경으로 하여 채영신이 박동

접 농촌 현장에 살면서 이 소설을 집필한
결과 농촌 현실과 농민의 정서를 매우 실
감 있게 그려냈다.
박동혁과 채영신은 여름방학을 이용

혁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해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했다가 한 신문사

농촌계몽의 큰 계획을 세운 곳으로

에서 주최한 보고회 자리에서 만나 동지

설정하였다. 소설 《상록수》에는 한
진포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먹거리
들이 소개되고 있다.

가 된다. “오냐,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동
지를 얻었다. 내 사상의 친구를 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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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훈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네청

곳에서 1930년부터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살았으며, 심
훈은 1932년 이 고택으로 낙향하여
<직녀성>, <영원의 미소>를 집필하
였고 1934년 필경사로 이주했다. 현
재는 심훈가 후손이 살고 있다.

제40회 심훈상록문화제를 기념하
여 필경사에 세운 심훈의 <그날이
오면> 시비와 소설 《상록수》의 주
인공 박동혁과 채영신을 형상화한
조각상.

라고 감격해 하는 동혁은 수원고등농림 학생이다. 그는 지식인들의 계몽운동

필경사

전히 동혁의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의미로 하여, 죽은 영신도 거듭 살게

의 시급한 사업이라며,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

심훈이 1932년에 내려와 작품활동

된다. “당신이 못다 한 일과 두 몫을 하겠다”는 동혁의 다짐 안에 그 모든 것이

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그러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을 하던 곳으로 1934년 직접 설계

담겨 있다. 앞에서 본 동혁의 상록수 예찬 대목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여 짓고, ‘필경사(筆耕舍)’라 이름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서”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인물이다. “고맙습니

붙였다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

다! 당신 같으신 동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

모의 아담한 집으로 충청남도 기념

자신학교 학생 영신도 비슷하다. 그녀는 주장한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 먹으려는 공상부터 깨트려
야 합니다. 우리의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둥쳐 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 들어서

물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고택 앞
에는 상록수인 측백나무와 향나무
가 서있는데 이것 역시 심훈이 집
을 지으며 직접 심은 것이라 한다.
이 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푸르

도 그런 맥락에서다.
요컨대 심훈의 《상록수》는 계몽운동의 일정한 성취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농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채영신
의 죽음이라는 장치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박동혁의 새로운
의지와 다짐이 농촌 현실의 지난한 문제성을 곡진하게 환기하면서 농민 운동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해 바

름을 잃지 않고 심훈의 뜨거운 정

과 민족 운동의 계속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 실천을 강조한다. 그 과정

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신을 전하고 있다.

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심훈과 그의 인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농민운동에 헌신하던 두 남녀 주인공은 각자의 현

물들이 그런 늘 푸른 의지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징적인 ‘그날’의 도래에

장에서 고단한 노력을 통해 일정을 성취를 거두기도 하지만 시련도 만만치 않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이기도 할 터이다. 심훈은 《상록수》의 작가이자 <그날이

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과 사랑 양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일찍이

오면>의 시인이었던 것이다.

채영신은 ‘일’과 ‘사랑’ 둘 다 포기할 수 없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다. “하나님, 일과 사랑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옵소서. 저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족속의 불행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당신께 맹세한 저로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는, 지금 두 가지 길을 함께 밟을 수가 없는 처지에 부닥쳤습니다. 오오, 그러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나 하나님,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동지적 사랑으로 출발해 그 이상의 사랑을 둘은 끈끈하게 나눈다. 그런 과
정에서 그들은 영신이 기도했던대로 일과 사랑을 행복하게 결합시킬 수 있었
다. 민족 전체의 공동선과 행복 추구를 위한 일을 함께 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심훈이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필
경사 전경. 내부에는 심훈이 사용했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던 책상과 책, 가구 등을 그대로 재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현해놓았다.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어지고, 사랑이 깊어짐에 따
라 일에 대한 열정도 더해 갔

필경사 앞마당에 세워진 상록수와
의자 조형물, 심훈의 부조상, 필경
사 가는 산길에 세워진 <나의 강산
이여> 시비.

던 것이다. 영신이 이기주의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적인 면모를 보이는 원래의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약혼자 정근과 파혼하고 동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혁과 약혼하게 되는 것도, 그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충남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97

같은 ‘일’과 ‘사랑’의 행복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심훈기념관

결합의 구체적인 징표라 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만하다. 영신의 죽음으로 결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충남 당진시 읍내동 232-8

국 그들의 ‘사랑’은 중도에 그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독립기념관

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여

-<그날이 오면>

남화리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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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기행 코스
필경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105
상록탑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문학관에 가다

공주풀꽃문학관

산사(山史)현대시100년관

‘자세히 보고 오래 볼수록 더 좋은’ 풀꽃 향기

한눈에 보는 현대시 100년의 역사

공주풀꽃문학관은 <풀꽃>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집을 비롯

시인 나태주의 작품 세계를

해 귀중한 현대시 관련 자료를 소장

기리고 동시에 공주 지역 문

한 현대시박물관이 천안 지역의 명소

인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산사(山史)

하기 위해 2014년에 개관되

현대시100년관’으로 이름 지어진 박

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

물관은 2008년 서울 명륜동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첫 현대시 전문 박물

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

관인 한국현대시박물관의 김재홍 관장이 소장하고 전시하던 1만6000

다 / 너도 그렇다”라는 <풀

여 점의 자료를 백석대에 기증하면서 백석대 창조관 13층에 자리하게

꽃> 연작시로 깊은 울림을

됐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집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를

주고 있는 나태주 시인은 오

비롯해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춘수, 조병화, 김지하의 육필

랫동안 공주에 터전을 잡고

액자 및 족자 등, 대부분 문화재급에 이르는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쓰고 있는 공주의 시인이다.

공주풀꽃문학관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85-12
관람시간 하절기 10:00 ~ 17:00
동절기 11:00 ~ 16:00
휴관 매주 월요일
문의 041-881-2708

제1관은 ‘한국 현대시 100년사’를 주제로 우리 문화 정신사의 꽃인

1930년대 법원 관사로 쓰였던 일본식 가옥을 활용해 조성된 문학관

한국 현대시 100년 역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대표 시인들의 초상

에는 나태주 시인의 숨결이 묻어 있는 작품들과 사진, 야생화 그림, 상

화와 작품, 그리고 당대에 발간된 시집을 연대순으로 전시하여 우리 현

장과 상패 등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다. 1971년 <대숲 아래서>로 서울

대시 문학사를 이끌어온 시인들의 생생한 면모를 엿보게 한다. 제2관은

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등단한 나태주 시

화가와 시인이 만나 한 작품을 이룬 시와 그림을 함께 전시하며, 제3관

인은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

은 ‘시와 삶’을 주제로 대표 시인들의 육필 병풍을 전시하고 있다. 제4관

한 후 《산촌엽서》, 《눈부신 속살》, 《자전거를

은 ‘시의 숲’을 주제로 시인

타고 가다가》, 《풀꽃》 등 모두 36권의 시집

의 육필원고와 사진을 함께

을 출간했다. 그는 주로 청개구리, 새, 동물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통

전시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해 소박하고 맑은 감성을 담은 시를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7

느끼게 해 준다.

년 공주 장기 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후 2010년부터 공주
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주풀꽃문학관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산사현대시100년관은
학생과 교수들이 학술연구

문학관에는 방문객들이 좀더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를 비치해놓은 북카페와 작은 강의실도 마련해놓았다. 강의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시 콘

실에는 나태주 시인이 직접 쓰고 그린 시화 작품과 공주에서 활동하는

텐츠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문인들의 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문인들과 문학지망생들이 모

도 공개하고 있다.

여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46

충청남도

147

산사(山史)현대시100년관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백석대학교 창조관 13층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홈페이지 poem.bu.ac.kr
문의 041-550-2631

신동엽문학관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
관람시간 09:00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shindongyeop.com
문의 054-973-0039

신동엽문학관

심훈기념관

저항과 자유를 노래한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늘 푸른 소나무 심훈 문학의 산실

신동엽문학관은 시인 신동엽의 문학정신을 추억하고 기리기 위해

심훈기념관은 심훈 선생의

2013년 5월 3일 개관되었다. 건축가 승효상에 의해 설계된 전시관은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문학마당, 안마당, 옥상마당으로 만들어져 있고, 야외마당은 1985년

2014년 개관되었다. 심훈

복원된 시인 생가 뒷마당과 이어져 있다.

의 소설 《상록수》가 탄생한

문학관은 유족들이 기증한 육필원고 737점과 편지, 사진, 책 등 모

충남 당진의 ‘필경사’ 옆에

두 2114점을 전시하고 있어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엿볼

자리하고 있다. 심훈은 서

수 있다. 전시실에는 신동엽 시인의 생애를 담은 이야기와 대표작 등

울 생활을 접고 내려와 손

이 전시되어 있다.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껍데기는 가라>와

수 집을 짓고 ‘밭을 가는 농

서사시 <금강>의 초고에서부터 엘리엇 시집, 톨

부의 마음으로 붓을 잡는

스토이 장편소설 《부활》, 투르게네프 산문집, 고

다’는 뜻을 담아 ‘필경사’라

리키 소설 《소년시대》 등 시인이 읽었던 책, 부인

는 이름을 붙였다. 일제의

인 인병선 씨와 주고 받은 연애편지까지, 시인의

수탈로 피폐해가는 농촌을 보다 못해 절실한 마음으로 집필한 《상록

삶과 문학세계를 두루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

수》는 일제 치하에서 억눌리고 울분을 삼켜야 했던 우리 청년들의 가

이 가득하다.

슴에 불을 지른다. 작은 마을 일대와 당진의 포구들이 《상록수》의 배경

특별전시관에서는 시인 신동엽을 추억하고 그의 행적을 엿볼 수

이 된 셈이다.

있는 사진과 육필원고를 만날 수 있다. 신동엽문학상 수상작가관에는

기념관은 지상 1층 규모로 전시관과 문예창작실, 수장고, 학예연

이문구, 현기영, 곽재구 등 역대 수상작가들의 사진과 수상도서로 꾸

구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바닥에 새겨진 심훈의

며졌다. 야외마당에는 부여 출신 설치미술가 임옥상의 작품 <시의 깃

친필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전시관에는 가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육필

발>이 눈길을 끈다. 우리말이

원고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3.1운동 가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

시공에 우뚝 서는 모습을 독

옥되었던 시절에 쓴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등 수백 편의 원고 사본

창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 것

과 그가 사용했던 책상, 손때 묻은 유품들을 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것은 시집 《그날이 오면》의 검열본이다. 현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시

신동엽의 주옥 같은 시 구절

의 원고에는 빨간 펜으로 원고를 난도질한 일제의 검열 기록이 선명하

이 햇살에 빛나고 바람에 나

게 남아 있다. 수장고에는 심훈

부끼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문 종손인 심천보와 심덕보, 심

감탄을 부른다.

영보씨 등에게서 기증받은 5000
여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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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기념관
주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105
관람시간 3월 ~ 10월 9:00 ~ 18:00
11월~2월 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추석 및 설날 당일
홈페이지 shimhoon.dangjin.go.kr
문의 041-360-6883

충남문학관
주소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3
관람시간 매주 금, 토요일
9:00 ~ 18:00
문의 041-33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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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학관

홍성문학관

국내 유일의 인장 테마 박물관

홍성을 빛낸 문인들을 품은 홍성 문학의 중심지

충남문학관은 문인들의 인

홍성문학관은 2016년 홍성군 장곡

장(印章)을 모아 전시하는

면에 위치한 구 양성중학교 터에 개

곳으로, 국내 유일의 인장

관하였다. 학교건물 중앙을 중심으

테마 박물관이다. (문인인장

로 좌측은 홍성문학관이 있고, 우측

박물관에서 2009년 충남문

은 고려기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

학관으로 명칭 변경했다.)

다. 2014년에 홍성으로 귀농한 안기영 대표와 김도연 관장 부부는 폐교

문인들이 자신이 낸 책 뒤에

된 양성중학교 부지를 매입,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5월 14일 홍

낙관처럼 사용하던 인장을

성문학관을 열었다. 전시 공간으로 기획실, 상설전시실이 있고, 이밖에

모아 전시한 이색 전시공간

수장고와 체험학습실, 세미나 들이 열리는 강당, 휴식 공간, 집필실이

인 것이다. 인장은 그 자체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에는 민족시인 한용운 선생의 시집 《님의 침묵》

가 이미 전각으로서 예술성

과 저항시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육사의 《광야》 등 유

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작가의 정체성을 의미한 문인들의 인장에는 작가

명 시인들의 시집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홍성 출신 및 홍성

의 영혼과 문학정신이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다.

을 빛낸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근현대 충청 지역의 문인들의 문향

2007년 7월, 문을 연 이곳은 고려시대의 관인에서부터 조선시대, 세

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하였다.

계 각국의 인장들과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문학관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문학기행 등

현진건, 박종화, 이효석, 김유정, 이상, 노천명, 오영수, 서정주, 김동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서책만들기, 병풍만들기, 편지쓰기 등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등 문인들의 인장 1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상설 프로그램과 야생화 비누만들기 등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모양도 흔히 막도장이라 불리는 것에서부터 원형인장, 사각인장, 주먹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홍성

만한 초대형 인장, 조형미와 회화성을 갖춘 인장 등 천차만별이다. 문인

문학관은 앞으로 박물관의

들의 인장 외에도 육필, 조선시대 어인,

주위 경관을 더욱 새롭게 정

국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비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야

1층 전시실에는 각종 전각들이 전시

외에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되어 있고, 2층은 문학관 설립자이자 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및 문

장인 이재인 선생의 작업실과 세미나실,

학체험을 하도록 힘쓰고 지

전시실로 꾸며 놓았다. 주변에는 야생

역 주민들에게 문학의 향수

및 귀화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문학사

를 느끼게 하는 등 문학을

에 드러난 유명 문인 시비 및 문학비 10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는 프

여 기가 놓여 있다.

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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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문학관
주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933-35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 매주 월, 일요일
홈페이지 blog.naver.com/hk1685
문의 041-642-6400

문학 유적을 찾아서

김관식 묘와 생가, 시비 <이 가을에>

겪는 삶의 애환을 토속어로 그린 소설은 산업화, 근대화의 실상을 고스

이문구 《관촌수필》

북쪽으로 계룡산, 남쪽으로 대둔산이 둘러

란히 기록하였다. 드넓은 농경지로 변한 마을 앞쪽은 원래 갯벌이었고

걸쭉한 입담과 해학, 풍부한 전통

싸인 가운데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 충남

소나무 숲과 서쪽 언덕 위 팽나무는 지금도 남아 있다. 소설가 이문구를

어, 토속어, 생활어로 우리의 전통

논산은 김관식의 고향이다. 가난과 병마와

기리기 위해 1995년 이 지역 문인들이 관촌마을 어귀에 기념비를 세웠

내온 이문구 작가의 대표 연작소설

싸우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으로

다. 작가 사후에 문학비 하나 없이 기념비만 있는 것은, “자신이 죽은 뒤

이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중심으로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김관식. 서른여섯 나

화장해 마을 뒷산에 뿌리고 아무것도 만

이로 요절한 시인의 짧은 생애는 세상에 대

들지 말라”는 작가의 유언에 따른 것이

한 저항으로 가득했다. 김관식 시인을 기리

다. 욕심 없이 살다간 이문구의 성향이

기 위한 시비와 그가 태어나 자란 생가, 그

그의 사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위암

후 20여 년 뒤 고향을 찾은 작가가

리고 그의 묘가 논산에 자리하고 있다. 그

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문구는 동

옛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김관식 <이 가을에>

리고 김관식 시인이 다녔던 강경상고에 그의 시비가 서 있다. 시비에는

시집을 출간했다고 전해진다.

窓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대표 시 중, 하나인 <이 가을에>가 새겨져 있다. 시비 뒷면에는 “고

위치 충남 보령시 대천동(관촌마을)마을 입구

가을이던가

인을 추모하기 위해 생전에 문학적 성취를 기리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鹿車에 家具를 싣고
이끼 낀 숲길

새겨져 있다.

시와 숲길 기념공원

김관식 시인이 태어나 열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생가는 연무읍 소

보령시 주산면 샘실마을에는 ‘시와 숲길공원’이라는 아름다운 공원이 자

룡리 작은 마을에 있다. 김관식 시인은 이후 강경읍으로 이주하여 강

리하고 있다. 명덕산과 이어져 있어 천혜의 환경을 자랑한다. 등산로에

그러나 내게는 아무도 없네

경상고를 중퇴한다. 그는 위당 정인보 선생, 최남선 선생,

서 마주 보는 곳에 ‘한국 현대문학 100주년 기념탑’이 있다. 그 위에는

반겨 맞아 줄 고향도 집도

오세창 선생 등 당대의 대가들에게 한학을 수학하였다.

애국동산, 보령민요바위, 제위보(동산), 세심대, 기우제터가 위치하고

순채나물

생가가 있는 마을 입구, 사천김씨 종산묘소에 그의 묘가

있다. ‘시와 숲길공원’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많은 문학비가 세워져, 한마

江東으로 갈거나

있다. 작은 봉분 앞에 상석과 검정색 시비 <무제>가 서

디로 ‘숲속 문학공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을 ‘설치문학(設置文學)’

歐陽修

있다. “옛날에 동릉후東陵侯가 청문靑門에서 외밭 그랑

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원에 시비를 설치함으로써 종이로 보

을 탔다더니 / 한여름내 땀으로 가꾼 / 무 배추가 서

던 시를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시를 음미하기 때

푼에 팔리나니 / 배부른 자여 은진미륵처럼 커서

문이리라. 이곳은 (사)한국육필문예보존회가 주관하여 2011

/ 코끼리 같은 / 벽壁이 되거라 / 나는 엄나무마냥

년 6월에 완성되었다.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탑’ 앞에

야위어 산다 / 가시가 돋힌…”

있는 한국문학 연대표에는 한국문단의 인물들과 문학작품이

위치 충남 논산시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505번지(생가), 생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 마을 입구

적혀 있다. 명덕산으로 이어지는 숲길에는 120여 개가 넘는

영각소릴 쩔렁쩔렁 울리며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다

魚膾

글을 읽는
이 가을 밤에

사천김씨 종산(묘),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강경상고(시비)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숲길을 산책하며 자연과 시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개화육필문학비전시장(항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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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구 관촌마을 기념비

족시인추모분향단)이 설치되어 있다. 한용운, 이육사, 윤동

소설가 이문구의 연작 소설 《관촌수필(冠村隨筆)》의 무대이자 저자의 출

주, 이상화, 김영랑, 오일도, 심연수 등 불꽃같은 삶을 살다

생지가 ‘관촌마을’이다. 고향마을을 무대로 한 소설 《관촌수필》은 이문

간 시인들을 추모하며 참배하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

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6·25전쟁 무렵부터 1970년대까지 농민들이

위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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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과 미학적 가치를 글로 풀어

농촌의 급작스런 변모와 전통적 질
서가 와해되는 과정을 내밀하게 그
려낸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작
가의 고향인 충남 보령 관촌마을.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기이며, 그

가 진행된다.

서동요비(薯童謠碑)

다. ‘무량(無量)’은 셀 수 없다는 말이다. 목숨을 셀 수 없고, 지혜를 셀

부여에 있는 ‘궁남지(宮南池)’는 서동설화

수 없는 곳은 바로 극락이니 극락정토를 지향하는 곳이 바로 무량사이

가 깃들어 있는 백제 시대의 못으로, 동남

다. 담홍색 포에 갓을 쓴 채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반신

리의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있다. 이곳에 내

상으로 그렸다. 필선을 위주로 그림을 그린 뒤 엷게 채색을 하였는데 필

려오는 설화는 이렇다. 백제 때 부여읍 동

선은 매우 섬세하고 색채가 곱게 표현되었다. 찡그린 듯한 얼굴 표정에

남리 궁남지란 못가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서 고독한 지식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강하고 호무(豪

못에 사는 용과 어울려 아이를 낳았다고 한

武)한 분위기를 풍기는 조선 초중기의 초상화에 비해 김시습의 영정은

다. ‘맛동’이라 불린 그 아이는 성년이 되었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느낌이다. 조선 전기의 초상화는

을 때 계략을 꾸며 아름답기로 소문난 신라

현재 몇 점 밖에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원본을 본 떠 그린 것이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한다. 그가 바

거나 덧칠을 한 것이 많은데, 이 초상화는 원본 그대로 남아있어 가치가

무왕

로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武王)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왕 35년

백제의 30대 왕으로 31대 의자왕의

에 이곳에 못을 파서 궁남지라 칭하고 4년 후 이 못에서 왕비와 더불어

아버지이다. 재위 기간 신라에 적극

뱃놀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높다.
무량사에는 김시습의 사리를 모신 팔각원당형 부도도 자리하고 있

김시습
조선 전기의 학자이며 호는 매월당
(梅月堂)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으
로, 어릴 때부터 시와 경서에 능통
하여 천재로 불렸으나, 세조가 단
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김시습 부도는 아래의 3단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승려가 되어 전

궁남지 초입에 세워진 ‘서동요비’는 백제 무왕이 지은 4구채 향가

이루는 기단 위에 탑신과 머리장식을 올렸는데 모든 부재의 단면이 8각

국을 유랑하며 일생을 보냈다. 시

<서동요>를 기념하는 비로, 비석에는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을 새겨

을 이루고 있고 전체높이는 284cm이다. 기단은 위·아래받침돌에 연꽃

놓았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을 장식하고, 가운데 받침돌에는 구름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왕권 강화와 건재를 과시하려는 목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다투는 형상을 새겼다. 탑신의 몸돌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연꽃덮개

적에서 630년 사비궁을 중수하였

간다)” 국문학자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곳이 설화의 진원지임

가 조각된 지붕돌에는 꽃장식이 달린 여덟 귀퉁이가 높게 들려있다. 신

계획까지 세웠다. 또한 막대한 경비

을 알린다.

라와 고려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작품으로 1495년 건립되었다.

와 시간을 들여 익산에 동방 최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52 궁남지

위치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김시습 초상과 부도

이상재 생가와 추모비

조선 전기의 문인 김시습의 초상

월남 이상재는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은 보물 제1497호로 지정되어 있

독립협회 활동과 YMCA 운동을 통해서 민

다. 김시습은 조선 세조 때 생육

족을 계몽하고 인재를 양성한 정치가이시

신의 한 사람이자 유학과 불교에

자 독립운동가이다. 충청남도 기념물 84호

능통한 학자로서 말년에 부여 무

지정된 이상재 선생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

량사에서 은거하다가 59세에 세

가 있는 초가집으로 앞면 4칸, 옆면 2칸 규

상을 떠났다. 비단 바탕에 채색,

모이며 대문은 솟을 대문을 두었다. 안채는

세로 72㎝, 가로 48.5㎝의 김시

1800년경에, 사랑채는 1826년경에 지었으

습 초상은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나 훼손, 유실되어 1955년에 없어지고 1972

무량사(無量寺)에 소장되어 있

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한 것이다.

적인 공세를 취하는 한편 동아시아
의 양대 세력인 고구려와 수나라가
각축전을 벌일 때, 세력 균형과 중
립외교를 통해 양쪽의 대결을 이용
한 실리정책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으며, 익산을 중시해 이곳에 천도할

규모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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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으로 《매월당집(梅月堂集》이
있으며,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살
면서 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
를 남겼다.

이상재 선생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청년시절을 보냈다. 15세 때 강릉 유

한용운 생가와 민족시비공원, 동상

씨와 결혼해 신혼을 보냈으며, 18세 때 선생이 집을 떠난 후에도 부인 강

충남 홍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 생가는 원래 쓰러져 없

릉유씨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이상재 선생을 뒷바라지했다.

어진 집을 새롭게 복원한 것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

생가 옆에는 이상재 선생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이 있

75호로 지정되어 있다. 1879년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다. 서적 132점, 임명장 6점 등 생전에 사용했던 유물 244점이 보관되어

는 1896년 세상의 이치를 깨치기 위해 백담사를 찾아

있다. 생가가 있는 종지리 마을은 옛 한산 8경 중 건지산, 일광재, 오라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 1992년 초가집으

릿들 등 3경을 일목으로 조망하는 경관촌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한산 모

로 복원된 생가는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으로 이루어

시의 중심 산지로 베틀의 부품인 바디의 장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져 있고 담도 대문도 싸리로 만들었는데 가옥의 규모

하다.

는 크지 않다. 툇마루에는 방명록이 놓인 책상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

만해문학체험관

위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단길 71

만해의 친필로 ‘전대법륜(轉大法輪 : 진리는 머무르지 않고 변함)’이라고

만해 선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

쓰인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아래로는 만해의 대표시 <님의 침묵>이 적힌

고자 홍성에 설립되었으며, 만해를
알고 그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민태원 청춘예찬문비

액자가 놓여 있다. 40세가 넘어 비로소 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

충남 서산시 출신의 문인 민태원을 기리는 문학비가 그의 고향이 서산

던 만해는 47세에 유명한 <님의 침묵>을 세상에 내놓았

해 탁본교실과 함께 약 300여 권의

음암휴게소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우보(牛步) 민태원은 1894년 서산

다. 방 안에는 시인의 영정과 작은 책상이 덩그러니 놓인

도서가 마련된 전시실과 어린이 체

시 음암면 신장리에서 태어났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과를 졸업하

채 쓸쓸한 빈 집을 지키고 있다. 생가지에서 조금 더 올라

고, 《폐허》의 동인으로 신소설기와 현대 소설기에 걸쳐 창작 활동을 하

가면 만해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만해사’가 자리하고 있다.

였다. 언론인과 소설가로 활약한 민태원의 대표작은 일제 강점기 암울한

만해사는 시인의 생가를 복원한 주변 일대를 성역화하기 위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 준 수필 <청춘예찬>이다. 서산시는

1995년 홍성군청이 조성한 사당이다. 사당 앞에는 최남선이

서산 지역의 대표적 문인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을 문학비에 새겨

초안한 독립 선언문에 내용을 추가한 ‘공약 3장’ 비가 세워져

민태원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1991년 ‘청춘예찬문비(牛步

있다. 생가 옆에는 민족시비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그의 대표

민태원 <청춘예찬>

閔泰瑗先生靑春禮讚文碑)’를 건립하였다. 청춘예찬문비의 설계와 민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

원의 인물 조각은 조각가 차상권이, 글씨는 서예가 정헌시가 맡았다. 직

위치 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18-83

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사각형의 석조물 2개가 맞붙어 있는데, 책이 펼쳐진 모양을 연상하게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
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

다. 좌면에 <청춘예찬>이

김정희 고택과 묘

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음각되어 있으며, 우면 상

조선 후기 서예가이며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의 고택은

단에는 민태원의 초상이

선 후기의 주택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

의 역사(歷史)를 꾸며 내려온 동력

부조되어 있다. 우면 하단

정되어 있다. 이 고택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

(動力)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理性)

에는 민태원의 약력과 활

란 곳이다. 집은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안채는 서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

동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쪽에 있고 사랑채는 안채보다 낮은 동쪽에 따로 있고, 사

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위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랑채는 ㄱ자형으로 남향하고 있다. 각방의 앞면에는 툇

인간(人間)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

187-5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人類)

은 투명(透明)하되 얼음과 같으며,

음에 싸인 만물(萬物)은 죽음이 있

마루가 있어 이를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안채와 사

을 뿐이다.(…)

랑채의 기둥 위에는 모두 납도리가 직접 받쳐져 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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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1층에 만

험실, 2층에 창작실과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희(1786~1856)

채는 가운데 안마당을 중

일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다룬 ‘새나라세우기관’, 그리고 일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이다.

심으로 사방이 완전히 밀

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항일 독립운

호는 완당 (阮堂), 추사(秋史) 등이

폐된 ㅁ자형의 평면배치를

동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관인 ‘함께하는독립운동관’ 등 모두 7개의 전시

하여 벼슬이 이조 참판에 이르렀고,

이루고 있다. 고택 부근에

관을 둘러보게 된다. 야외 전시장에는 독립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민족시

학문에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

는 2008년에 세워진 추사

인들의 시비인 심훈 <그날이 오면>, 윤동주 <서시>, 이육사 <광야>, 이

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추

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한용운의 어록비, 평화통일

사 선생의 글씨를 비롯한

을 기원하는 통일염원의 동산이 조성되어 있다.

다양한 유적들이 전시되어

위치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1

다. 순조 19년(1819)에 문과에 급제

고, 서예에서는 추사체를 완성하였
다. 그림에서는 문기를 중시하는 문
인화풍을 강조하여 조선 말기 화단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증학, 금석
학에도 밝아 북한산에 있던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있다.
고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김정희의 묘가 위치해 있다. 김정희와

신석초 생가터와 시비 <꽃잎절구>

첫째 부인 한산 이씨, 둘째 부인 예안 이씨 세 명이 함께 잠들어 있는 합

신석초 시인은 1909년 충남 서천군

장묘이다. 비문은 1937년에 후손인 김승렬이 짓고 새겼다. 유배지에서

화양면 활동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온 김정희는 아버지 무덤이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학문과 예술에 몰

천석군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

두하다가 71세에 생을 마쳤다.

년시절을 보냈다. 16세 때 고향을 떠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난 시인은 23세에 일본 호세이(法政)
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했다. 이후 정

한용운 어록비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
류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

독립기념관 - 윤동주, 심훈 이상화, 이육사 시비와 한용운 어록비

보인, 이육사 시인 등을 만나 교감을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 전시해 놓

나누었다. 1946년 첫 시집 《석초시

은 독립기념관은 국내 최대 규모로, 1987년 국민모금운동으로 건립되었

집》을 발간한 후 활발한 활동을 하다

다. 민족의 전통문화와 국난 극복사를 모아 전시해 놓은 ‘겨레의뿌리관’

고향으로 돌아와 1975년 자택에서

을 비롯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근대국가로 발전하려던 한국을 무

영면했다. 시인의 집에는 현재 ‘신석초 시인 생가터’라 쓰여진 표석만이

력으로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상과 한국인의 고난의 역사가 전시되

세워져 있어 신석초 시인의 생가 자리를 확인하게 해준다. 표지석을 지

신석초 <꽃잎 절구>

어 있는 ‘겨레의시련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대표되는 구한말

나 우측에 신석초 시인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신석초 시인의 시비는 서

꽃잎이여 그대

의 국권회복운동을 다룬 ‘나라지키기관’ 등

천의 유명한 한산모시관 뒷쪽 작은 공원에 세워져 있다. 시비에는 그의

우리 민족의 수난과 발전의 역사를 시대별

대표시 중 하나인 <꽃잎絶句(절구)>가 세로행으로 새겨져 있다. 2000년

가는 가냘픈 살갗이여.

5월 시비건립위원회에서 세운

그대 눈길의

시비는 화강석으로 구름을 형

머언 여로에

로 전시해 놓았다.

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

또한 1910년대의 독립운동과 3·1

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운동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겨레의함성

사람이다. 위압적인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

관’과 만주를 중심으로 연해주 각지에서

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진 독립군과 광복군의 무장 저항

자유를 함께 한다.(…)
-1919년 옥중에서 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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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토아 피어
비 바람에 뒤설레며

하늘과 구름

상화한 모양이다.

혼자 그리워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활동리(생가터 표

붉어져 가노니

지석),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한
산모시전시관(시비)

운동을 전시한 ‘나라되찾기관’, 일제강

저문 산 길가에 져
뒤둥굴지라도
마냥 붉게 타다 가는

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민중의 항

환한 목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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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병기 생가와 묘

채만식문학관

김환태문학관

채만식 문학비

김환태 문학비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김제시

전북문학관

진안군

덕진공원

신석정 시비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석정문학관

전라북도

정인승기념관

아리랑문학관

신석정 묘
매창 시비

부안군
정읍시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 불린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임실군

미당시문학관과 생가

<정읍사>부터 시작해 수많은 선비들과 문인들이 전라북도를 모태로 주옥같은 문학작품

순창군

한하운시비

을 남겼다. 채만식, 서정주, 이병기, 신석정, 그리고 최명희까지 전북을 연고로 한 문인
들은 문향 전북에 풍성함을 더했으며, 그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수군

정극인 가사비

혼불문학관

신재효 생가

고창군

권일송 시비

테마마당 05

단풍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은
미당 서정주
글 이현승(시인)

블랙아웃/화이트아웃이라는 말이 있다. 블랙아웃이 정전이나 암전이라면, 화이
트 아웃은 눈의 난반사나 갑작스런 빛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상태를 말한다. 세
계에 대한 감각은 실제로 잠이나 기억상실과 같은 방식으로 감각불능이 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시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번에 미당시문학관을 찾아가는 길은 공교롭게도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
의 제사를 지내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광양에서 광주쪽으로 다시 고창으로 이
어지는 고속도로의 주행은 미당의 문학과 인생을 찾아가는 길임과 동시에 아
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로 화이트아웃되고 있었다. 살아서 입던 옷들을 태
워 올리던 그 가을의 햇볕 속으로 나는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유달
리 타지 않던 옷의 매운 연기 저편 어디가 피안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너무나 가까웠다. 그러나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저 피안이 서서
히 풀리는 연기 때문에 짐작되기도 했다. 그때 육친을 여읜 나의 마음은 희미해
부안면 선운리에 복원된 미당

지면서 높이 올라가는 연기처럼 물질적인 증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었는지는 모르겠다. 사람이란 본래 자신은 전혀 문외한이요 방외자라도 친한

갑작스러운 부재를 메꿀만한 어떤 완강한 사물과 사실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공연한 친근함을 갖게 마련이니까. 나의 아버지

나는 미당시문학관을 향해 가는 동시에 기억 속의 한 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는 공식적인 학력은 중학교 중퇴가 다이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강희대

다. 가을이 오면 생가 마당에는

자전을 베끼고, 사서입문이나 고사성어, 한시와 같은 것들을 베끼고 외울 정도

노란 국화꽃이 만발해 사람들의

미당이 없기에 더 형형하고 아련하다

로 옛날 글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내가 아버지께 해 드린 마지막 효도

나의 아버지와 미당은 <신록>이라는 시를 통해 연결된다. “어이할거나 / 아―

는 첫 시집을 드린 것이었는데, 항암주사를 맞는 병실에서 아버지는 단번에 시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로 시작하는 미당의 시.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이 사용하

집을 일독하셨다. 예의 그 “애썼구나”라는 격려와 함께. 생각은 기억을 좇아가

던 다이어리의 맨 앞에 미당의 <신록>을 적어놓아 나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

는 한편, 몸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운전해 가다보니 낙조가 깔리

것이 아들의 전공과 관련된 스크랩인지 아들의 전공과 무관한 당신의 취향이

기 직전의 늦은 오후에 나는 미당시문학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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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 전경. 서정주의 <국화와 산
돌>이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

눈길을 사로잡는다.

질마재

답게 무너지는 시도 없을 것이다. 죽음의 세계가 막

늘 어떤 식으로든 기억은 이렇게 수정되기 마련이다. 있을 거라는 짐작, 있었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서 오

상 이 살아있음의 세계와 그토록 가깝다면 여행은 곧

으면 하는 원망은 늘 완강한 있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아주 멀리서 친

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요산

편력이요, 편력은 여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이 비유가

미당시문학관에 ‘미당’은 없었다. 미당시문학관을 찾은 건 두 번째였는데

자락에 있는 질마재는 서정주 시인

구를 찾아왔더니 방금 전까지 누가 있었던 것처럼 집은 그대로인데 정작 주인

이 유년기에 고향 사람들과 겪었

아닐 것이다. 미당은 이곳 고창에서 나서 비교적 삶

은 보이지 않는 상황의 방문객이 된 기분으로 나는 그 집의 이것저것을 둘러보

던 풍속을 산문 양식으로 담은 여

의 준거지가 안정되는 장년기까지 그야말로 끝도 없

았다. 꼭 그래야 할 것처럼 가을을 완연히 두르고 있는 미당시문학관과 생가
터에 천천한 발걸음 소리를 들려주었다. 가을 마당에는 새 발자국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간지러운 고요가 있고, 마른 마음을 적시는 깊은 응시가 따른다. 노란

섯 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의 주요
무대이다. 시인은 전통적인 ‘이야기
꾼’으로 변모하여 촌락 사회의 일상
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발굴하고,
질펀한 토속어로 흥미진진한 일상

이 진퇴를 거듭한 떠돎의 모습을 보여준다.1) 그런데
그의 이런 떠돎은 앞의 말처럼 여행이기도 하고 편력
이기도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와 체험으로 열리

소국이 피어 있는 동리와 생가터는 그곳의 지형에 아주 잘 녹아 들어간 배치처

의 삶을 신화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는 요동의 삶이다. 요동치는 삶의 한 복판에서 그가

럼 여겨졌다. 시문학관 앞에서 올려다본 뒷산, 그리고 시문학관 전망대에서 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앓아야 했던 근심과 아픔(憂患)의 일단이 저 유명한

라본 바다, 동리를 빠져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꼭 아담하고 예쁜 교사(校舍)처럼

시에는 새겨져 있다.

그렇게 서 있는 문학관의 위치나 모양 등이 무척 조화롭게 느껴졌다.(문학관은

미당시문학관에 재현해놓은 서울
남현동 자택의 서재와 친필 원고.

실제로 교사를 건축가 김원이 리모델링하였다.) 두 번째였지만 처음인 듯 다가

아조 할 수 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오는 산과 바다, 처음이었지만 이미 살아본 듯 친숙하게 느껴지는 생가터, 소

이제는 다시 도라올 수 없는 옛날의 모습들. 안개와같이 스러진것들의 형
상을 불러 이르킨다.

국들의 표정. 모든 여행은 또한 편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미당의 숱한

귀ㅅ가에 와서 아스라이 속삭이고는, 스처가는 소리들. 머언 幽明에서처

흔적들(자료들). 미당시문학관에는 미당은 (가고)없지만, 미당의 시들이 철지

이 서재는 미당 문학 마지막 30년
의 산실이다. 운보가 그린 초상화
와 1930년대 초반부터 사용한 가
야금 등에서 시인의 체취가 물씬
느껴진다.

럼 그 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나, 한마디도 그뜻을 알수는없다.

난 매미허물처럼 남아 있고, 그 빈 껍데기에는 가을 저녁의 오후가 고여 있었

다만 느끼는건 너이들의 숨ㅅ소리. 소녀여, 어디에들 安在하는지. 너이들

다. 매미들은 벌써 흙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히려 매미허물은 오래도록 나뭇가

의 呼吸희 훈짐으로써 다시금 도라오는 내청춘을 느낄 따름인 것이다.

지와 잎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미당이 남긴 이 모든 자료들은 미당의 공백과
함께 더 형형하고 한편은 아련하다. 존재가 더 이상 없기에 그 흔적은 형형하
고, 이 완강한 흔적 앞에서 그 존재는 더욱 아련하다. 매미허물은 원래 허물 안

소녀여 뭐라고 내게 말하였든 것인가?

쪽에서 바깥으로 열렸던 눈부신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문학관의 5

오히려 처음과같은 하눌우에선 한 마리의 종다리가 가느다란 피ㅅ줄을 그

층 전망대에서 줄포만을 바라볼 때에는 곧 낙조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였다. 줄

리며 구름에 무처 흐를뿐, 오늘도 굳이 다친 내 前程의 石門앞에서 마음대로는

포만은 석양빛과 섞여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지워지고, 대지는 줄포만 바다가

미당시문학관에서 다리 하나 건너

處理할 수 없는 내 生命의 歡喜를 이해할 따름인 것이다.

완만하게 흘러들도록 부드럽게 턱을 낮추는 형세의 지형이었다. 이렇게 친근

있는 안현마을은 벽화마을로 유명

…(중략)…

하게 열리는 바다의 풍광을 다른 데서는 못 본 것 같다.

하다. 가을이 오면 마을 여기저기에

소녀여, 비가 개인날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데서 쉬는 숨ㅅ소리기

노란 국화꽃이 피어난다.

에 이리도 똑똑히 들리이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아름답게 무너지는 시

포기의 씨거운 멈둘레꽃이 피여있는 낭떠러지 아래 풀밭에서서, 나는

아버지 제사로 인한 화이트아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떠돎과 이 세상으로 넘어드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 골몰하게 되었다. 미당만큼 살아서

문학기행 코스
미당시문학관과 생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안현마을

1) 고창(1915 출생과 유년) → 서울(1929) → 낙향(1930) → 서울(1931) → 낙향(1932) → 서울(1933) → 금강산(1934) → 서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울(1935) → 제주(1937) → 고창(1939) → 만주(1941) → 서울(1941) → 고창(1944) → 정읍,서울(1945) → 부산(1946) → 서울

선운사

많이 떠돌고, 미당의 시만큼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아름

(1948) → 전주(1951) → 광주(1952) → 서울(1953)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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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나의 精靈이되야 내소녀들을 불러 이르킨다.

선운사

그들은 역시 나를 지키고 있었든 것이다. 내속에 네리는 비가 개이기만,

선운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

다시 그 언덕길우에 도라오기만, 어서 병이 낫기만을, 그 옛날의 보리밭길 우

는 선운사는 김제의 금산사와 함께

에서 언제나 언제나 기대리고 있었든 것이다.
…(하략)…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부분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 김환태를 만나다

역의 대표적인 산사이다. 고창 지
역 작가를 비롯하여 많은 문인들에
게 작품 창작의 모태를 제공하였으
며 상사화와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선운사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몸과 마음이 다치고 소진된 화자에게 기억 속의 소녀들과 만나서 이루는

김환태문학관

전라북도의 2대 본사이며, 고창 지

2012년 무주 반딧불전통
공예문화촌 내에 개관한

작품으로는 서정주의 <선운사 동

김환태문학관은 일제강점

구>, 송기숙의 <녹두장군>, 김용택

기 문학비평가인 눌인 김

치유의 과정은 눈물겹게 아름다운 시구로 형상화된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의 <선운사 동백꽃>, 최영미의 <선

저 구절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는 이승

운사에서> 등이 있다. 선운사 입구

환태 선생의 100여 점의

에는 백제 가요인 <선운사가> 비와

유물이 전시된 곳이다. 문

의 끝에서 저승의 세계를 만나고 다시 이승의 세계로 돌아오는 편력을 무속적
인 언어로 그려낸다. 바리데기설화 같은 데서 보이는 저 꽃의 문지름에는 한
호흡 속에 담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훈짐”으로 피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삶이
편력이자 곧 여행이 아니라면 자신의 온 생을 다하여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생
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처에서 보내고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와 묻혀야 할 어
떤 이유가 있겠는가. 모든 떠돌던 것들은 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여행을 마무리한다. 나는 미당시문학관에서 바라보이는 기막힌 낙조에 한참을
내맡기고 있다가 서서히 선운사를 향해 핸들을 돌렸다. 소국과 함께 시작되고,

서정주의 시비 <선운사 동구>가 세
워져 있다.

학관은 2, 3층에 걸쳐 세
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눌인전시관, 휴게시설 등
을 두루 갖추고 있다. 김
환태 선생의 생애와 연보
및 고전문학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어록 및 철학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전시실은 다양한 주제 아래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비평 선

소국과 함께 끝나는 이 짧은 가을 동안 선운사의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역
시 미당을 만나는 것의 또 다른 안타까운 즐거움이리라.

집, 유산 등 다수의 저서와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김환태의 문학정
신, 어록 및 철학, 비평의 정의와 단계, 영상실, 문예비평이란?, 연보, 출

미당시문학관 앞산에 자리하고 있는 서정주 시인의 묘소. 서정주 시인은 질마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에 아내와 함께 누워 있으며, 묘비에는 그의 대표작 <무등을 보며> 일부가 새겨져 있다.

생과 성장기, 박용철과의 교우, 유학과 귀국 후 활동, 졸업논문과 근대
문학, 구인회 등의 주제로 구분해 관람자들로 하여금 김환태의 생애와
문학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환태는 암흑기에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1930~1940년
에 크게 활약한 문학평론가이다. 경향문학과 계급주의의 비평에 의해 정
치성과 사상성으로 경직된 문단에서 순수문학의 옹호자로서 순수문학의
씨앗을 띄운 기수이다. 당시 김환태가 도전했던 과제는 정치에
예속되는 경향문학에 대한 배격을 소리 높여 외친 순수문학의
기수로 경향문학 배격에 중심을 두었다. 동시에 당시의 일제 말
기에 직접적인 표현은 할 수 없었지만 장차 우리 문학이 친일문
학 일색으로 변모될 것을 예견하고 문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버
팀목 역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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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태문학관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관람시간 3~10월 09:00 ~ 18:00,
11월 ~2월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홈페이지 art.muju.go.kr
문의 063-320-5636

미당시문학관
주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관람시간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www.gochang.go.kr/
seojungju
문의 063-560-8058

미당시문학관

석정문학관

미당 서정주의 시향(詩香)에 취하다

겨레의 향수를 노래한 목가시인의 역정

미당시문학관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이자 영면지인 전북

석정문학관은 2011년 우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마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2001년 한

리나라 대표 서정시인이자

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인 미당 서정주의 업적을 기리기 위

굵은 감성으로 우리 민족

해 고창군과 제자 및 유족들의 뜻에 따라 고향 생가와 묘소 근

혼을 노래한 시인 신석정

처에 폐교된 선운초등학교 봉암분교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

을 기리기 위해 시인이 살

하였다.

던 고택 ‘청구원’ 옆에 개관

미당시문학관은 전시실, 서재 재현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전망대

되었다. 문학관은 대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동 1층에는 시와 사진, 시낭송 LP, 방명

집, 유고시집, 친필원고 등

록 등이, 2층에는 복원된 서재가, 3층에는 문서와 편지류 등의 유품이,

으로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4층에는 발간 시집이, 5층에는 파이프,

상설전시실, 현실의식을

중절모, 지팡이, 훈장 등의 유품이 전시

담은 다수의 작품을 만날

되어 있으며 6층은 전망대이다. 미당시

수 있는 기획전시실, 선생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만나는 세미나실로 구

문학관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성되어 있다.

수 있는 전망대에서는 바다에까지 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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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전시실에는 “지재고산유수(저 의연한 산과

선운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왼편에는 미당의 생가가, 오른 편에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의 마음을 배우자”라는 선생

는 미당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의 친필로 쓰여진 좌우명이 있고, 박한영, 이익상,

미당시문학관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미당문학제를 비롯해, 전국

이병기,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김기림, 정지용,

학생백일장대회, 문학강연회, 문학심포지엄, 문학기행 및 세미나, 시

박용철 등 교류가 있던 시인들과의 사진 및 문집 등

화 전시회, 문학 수련회, 문학

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시집인 《촛불》, 《슬

(시, 수필, 기타) 낭송회 등 각

픈목가》, 《빙하》, 《산의 서곡》, 《대바람소리》, 유고시집인 《내 노래하

종 기념공연과 전국 규모의 학

고 싶은 것은》, 유고수필집 《난초 잎에 어둠이 내리면》 등이 전시되어

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있다.

한편 미당시문학관, 미당

기획전시실에는 현실인식과 참여의식이 반영된 미발

생가, 미당 외가, 미당 산소가

표시와 당대 스승, 선후배, 동료들의 친필 서한이 전시되

있는 질마재 일대를 미당의 대

어 있고, 관람자 보관용 시 탁본대가 설치되어 있다.

표적인 시의 하나인 <질마재

영상세미나실에서는 학창시절의 에피소드, 시인으로

신화>와 관련된 민속마을로 가

입문하게 된 계기 등 석정 선생의 일생을 부안의 자연경

꾸고 있다.

관과 함께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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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문학관
주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
관람시간 동절기 09:00 ~ 17:00,
하절기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홈페이지 shinseokjeong.com
문의 063-584-0560

아리랑문학관

전북문학관

김제 만경 너른 들에 꽃핀 소설 《아리랑》의 문학혼

예향 전북 문학의 모든 것

아리랑문학관은 2003년 김제시가 소

전북문학관은 전국 도 단위로선 전라북도가 최초로 세운 문학관이다.

설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2012년 1층 높이의 건물로 옛 전북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개관했

역사적 의의와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

다. 문학관은 전시공간과 일반 도민, 작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

하기 위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단

되어 있다.

지 내에 설립하였다. 소설 《아리랑》

아리랑문학관
주소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1길 24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홈페이지 arirang.gimje.go.kr
문의 063-540-3934

본관에 들어서면 우선 ‘고전문학의 향기’라는 전시공간이 눈길을 끈

은 일제강점기 40여 년의 세월과 전라북도 김제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다. <정읍사>, <서동과 선화공주>, <상춘곡>, <이매창> 등 전라북도 고

흩어진 이산(離散)의 과정 및 민족의 고난과 투쟁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전문학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제1전시실에서는 ‘일제 암

배경으로 징게맹갱(김제 만경)이 선택된 이유는 ‘수탈당한 땅과 뿌리 뽑

흑기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일제 강점기 당시의 문인과 문학세계를

힌 민초들’이 활동한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대변하는 중심 무대이기 때

조명했고, 제2전시실은 ‘새천년의 해오름’이란 주제로 해방 이후부터

문이다.

1980년까지의 작고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모두 48인의 작품

지상 2층 건물로 이루어진 아리랑문학관은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
어 있다. 1층 제1전시실에는 《아리랑》 주인공들의 험난한 대장정을 각

과 유품, 저서가 전시되고 있다. 제3전시실은 현재 활동하는 문인들의
대표 작품 일부가 자화상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부의 줄거리와 함께 시각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고지 2만 매에 이

그밖에 전북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책들이 책장을 빽빽하

르는 조정래의 육필원고를 전시해 놓았다. 2층 제2전시실에는 작가 연

게 메우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문학카페, 휴게실이 운영되며,

보와 작품 연보, 사진으로 보는 작가의 인생 및 취재 수첩과 자료 노트

시창작교실, 시낭송교실 등 다양한 문예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도

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가족사진 및 애장품 등을 통해 작가

민들의 문학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와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집필 당시 사용했던 필기구 등
106종 370여 가지 물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중·고교 졸업 앨범과 논산
훈련소에서 작성한 일기장,
시계, 안경, 만년필, 염주,
지칼 등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물품들이 눈길을 끈
다. 문학관 옆에는 문인들의
집필 활동을 돕기 위한 김제
시 창작스튜디오가 마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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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학관
주소 전주 덕진시 권삼득로 450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
홈페이지 www.jbmunhak.com
문의 063-252-4411

정인승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우리말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다

채만식의 삶과 문학의 여정이 녹아 있는 곳

정인승기념관은 일제강점기, 한글사전을 편찬하다 옥고를 치르며 한글

채만식문학관은 작가 백릉 채만식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 창작물과 유품

수호에 앞장섰던 국어학자 고(故) 정인승 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

등을 수집하여 상설 전시하고자 2001년 개관했다. 소설 《탁류》의 무대

해 2005년에 건립되었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정 박사의 생가터 바로

인 금강 주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채만식에 관한 각종 자

앞에 1층 건물로 조성되었다.

료 및 친필원고, 개항 100주년 자료 등을 전시해 문학의 향기를 제공하

기념관은 전시관과 선생의 동상, 정자, 유허비, 건재사라는 이름의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고인이 편찬한 책들과 원고, 생전

정인승기념관
주소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길 119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월, 화, 국경일
홈페이지 www.junginseung.or.kr
문의 063-352-3077

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문학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교육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에 사용한 안경, 도장, 부채, 연적, 책, 노트, 옷 등 유품, 고창고보 재직

채만식문학관은 대지 면적 9,887㎡

시 동료 교사들과 찍은 사진 등을 전시해놓았다. 또한 건물 한쪽은 영상

에 연면적은 533㎡이며 지상 2층 규모이

시설과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사당과 동상, 유허

다. 1층은 전시실 및 자료실, 2층은 50명

비, 팔각정 등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정도의 문학 강좌와 세미나, 영상물 시청

정인승 박사는 일제가 우리 국권을 빼앗은 36년 동안 우리 겨레의

이 가능한 강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애국자며, 평생 한글 연구에

전시실에는 연대기 순서로 따라가며 채만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엿볼

몰두한 국어 학자로 한글 운동가였다. 1879년에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

수 있도록 관련 유품과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악리에서 출생한 건재 정인승은1925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파노라마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실에서는 일제 수탈의 역사가

1935년까지 교직생활을 했다. 1936년부터 조선어학회에서 기획한 《큰

서린 군산의 모습과 함께 작가 채만식의 삶과 문학의 여정을 한눈에 볼

사전》 편찬에 참여했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 때 2년형을 선고받기

수 있다. 그리고 작가가 원고를 집필하고 있는 모습의 디오라마, 작품

도 했다. 1966년 학술원회원에 선임되었고 건국공로훈장 국민장, 학술

구상 및 집필 시 향을 피웠던 향로, 그래픽을 활용한 작품 속 배경 코너,

원공로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 《한글강화(講話)》, 《표

영상과 음향 자료들이 함께

준중등말본》, 《표준고등말본》 등이 있다.

있어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
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넓은 마당에
는 미두, 백릉, 청류, 문학
광장과 오솔길과 기찻길 등
의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자연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
운 문학 체험의 장으로 활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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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식문학관
주소 전북 군산시 강변로 449
관람시간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홈페이지 chae.gunsan.go.kr
문의 063-454-7885~6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관

작가가 다시 세상에 살러 온 집

대하소설 《혼불》의 감동과 문학의 향기 속으로

최명희문학관은 2006년

대하소설 《혼불》은 작가

봄, 작가 최명희가 나고 자

최명희가 만 17년동안 집

란 전주한옥마을에 세워졌

필한 작품으로 ‘우리 풍속

다. 작가가 그토록 소중히

의 보고(寶庫)이자 모국어

여겼던 경기전과 전동성

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을

당, 오목대와 이목대가 있

정도로 전통문화의 원형

는 곳이다. 아늑한 마당과

을 잘 보존하고 있다. 남

소담스런 공원이 있는 문

원시는 작가의 예술정신

학관은 주 전시관인 독락

을 기리고 소설의 무대인

재(獨樂齋)와 강연장, 기획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상

전시장인 비시동락지실(非

신마을과 서도리 노봉마

時同樂之室)로 이뤄졌다.

을의 최씨 종가, 청호저수지, 달맞이 공원, 구서도역 등과 연계하여 문

‘독락’이란 당호는 홀로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최명희문학관
주소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jjhee.com
문의 063-284-0570

을 즐기는 경지에서 이룩한 문학의 높은 정신을 기리는 의미다. ‘비시동

혼불문학관은 소설의 주요 무대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 기슭에 자리

락’은 말 그대로 따로 때를 정하지 않고 노소동락(老少同樂), 교학상전(敎

잡았다. 두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문

學相傳)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관은 유품 전시실과 집필실인 작가

남원의 혼불문학관과 달리,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전주의 문학관

의 방, 주제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유

은 전주에 그 옛날의 고향 하나를 복원해 보고 싶어했던 작가의 세세한

품 전시실에는 작가의 사진과 ‘최명희

삶의 흔적과 치열했던 문학혼을 엿볼 수 있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까지

혼불’이라 쓴 자필 글씨, 생전에 작가가

확인할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작가의 원고와 지인들에게 보낸 엽서, 편

사용한 만년필과 잉크병, 꼼꼼하게 정리된 작가의 취재 수첩과 자료집

지들을 비롯해 《혼불》이나 생전의 인터뷰, 문학강연 등에서 추려낸 말들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생전 모습, 수상 경력, 작가로서의 삶, 《혼

로 이뤄진 동영상과 각종 패널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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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04년에 혼불문학관을 개관하였다.

불》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최명희문학관은 전주에 처음 세워진 문학관이다. 전

전시실에는 디오라마 10점과 소설 《혼불》을 소개하는 매직비전, 작

주시에서 건립해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한 모범 사

가의 집필실 재현장, 인월댁 베짜기 체험 시설이 있다. 디오라마는 혼례

례로 꼽힌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각 대학의 국문과·문

식, 강모와 강실 소꿉놀이, 액막이연 날리기, 효원 보름달을 보고 소원

예창작과 학생, 작가를 꿈꾸는 문학도의 방문이 끊이지

을 빌면서 그 정기를 빨아들이는 흡월(吸月), 청암부인 장례식, 춘복이

않으며, 청소년들의 현장 학습 등을 위한 문학 명소로 자

달맞이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심관에는 사랑실과 누마루 ‘소살

리잡고 있다.

소살’이 있어 문학관을 찾는 이에게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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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문학관
주소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
관람시간 09:00 ~ 17:3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홈페이지 www.honbul.go.kr
문의 063-620-6788

문학 유적을 찾아서

신재효 생가

다를 굽어보는 자리에 정성을

채만식(1902~1950)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중

모아 여기 永久不忘한 돌을 세

1924년 단편 소설 <새길로>로 문단

요민속자료 제39호)은 고창읍

워 그 업적을 길이 추모하게 되

에 데뷔한 이후 300편에 가까운 소

성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동

었으니 기쁜 마음 그지없다.”

설과 희곡, 수필 등을 썼다. 소설을
통하여 당대 지식인의 고민과 약점
을 풍자하고, 사회의 모순을 사실적

리정사’라 불리는 고택에는 원

채만식의 고향인 임피면

래 여러 채의 가옥이 있었으

읍내리는 한때 군산항으로 곡물

나 현재는 나지막한 돌담이

을 실어나르는 교통 중심지였지

둘러진 초가집 한 채만이 남

만, 지금은 면 소재지의 한적한

아 있을 뿐이다.

모습으로 채만식의 소설 속의

드 인생>, <치숙>, 《태평천하》, 《탁류》

이 가옥은 1850년 경에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임피

등이 있다.

지어졌으며, 현재 정면 5칸

파출소 건너편 도로 한귀퉁이에

측면 2칸 규모로 지어진 사랑

‘소설가 채만식 선생 생가터’라는 표지석만이 세워져 있을 뿐 생가는 온

판소리박물관

채와 오동나무, 우물 등이 남아 있다. 명인의 옛집으로서 가치 있는 자

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터와 오래된 우물만이 남아 있다.

판소리의 이론가인 동리 신재효와

료이며, 조선 후기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민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채만식은 1902년 6남매 중 5남매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어

고창 출신의 명창인 진채선, 김소희

고택 바로 뒤에는 명창들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

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해 세운 판소리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동리 신재효는 종래 계통 없이

위치 전북 군산시 해망동 월명공원(문학비),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동상마을(생가)

등을 기념하고 판소리의 전통을 계
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6월

으로 묘사하였다. 풍자적인 작품을
주로 썼으며, 사회 부조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레디메이

에 신재효 고택 옆에 개관하였다. 판

불려오던 광대소리를 통일하여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

토끼타령, 적벽가 등 판소리 여섯 마당으로 체계를 세우고 독특한 창으

김환태 문학비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을 판소

로 판소리 사설(辭說)문학을 집대성하였으며, 특히 춘향가, 박타령, 토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입구(나제통문의 무주쪽)에 ‘눌인김환태문학비’가

나제통문

리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립되

끼타령, 심청전 등을 창극화하여 판소리사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서 있다. 서른여섯 짧은 생애였지만, 예술성을 앞세운 독자적 비평세계

높이 3m, 길이 10m의 자연암석을 인

평가받는다.

를 확립해 한국 근현대문학사에

위적으로 관통시킨 인공동굴로서,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00

서 ‘한국비평문학의 효시’와 ‘순

해 일반인들에게 수준 높은 판소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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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면과 무풍면의 경계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경역(境

수비평의 기수’라 불릴 만큼 뚜

域) 안에 속하며 무주구천동의 입구

채만식 생가터와 문학비

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평

에 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군산의 상징인 월명공원에서는 사방으로 군산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가 김환태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수시탑이나 전망대에서는 군산 앞바다를 오가는 작은 어선과 대형 선박

위한 기념비이다. 1986년 문학사

들, 금강 건너편의 장항 일대가 시원스레 내려다보인다. 조각공원에서

상사가 주관하여 건립한 이 기념

조금 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채만식 문학비와 만나게 된다. 1984년에

비 전면에는 시인 박두진의 글씨

세워진 문학비의 앞면에는 《탁류》의 첫머리를, 뒷면에는 작가 소개와 문

로 김환태의 글이 새겨져 있다.

학비 설립 내용을 새겨져 있다. “…「濁流」는 한 시대의 역사적 현장으로

“나는 상징의 화원에서 노는 한

서 世態의 혼탁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탐구에 크게

마리 나비고자 한다. 아폴로의

기여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제 由緖 깊은 이 고장 도도히 흐르는 바

아이들이 가까스로 가꾸어 형형

177

없지만 지금도 윗부분에 ‘羅濟通門
(나제통문)’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다.

신석정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당신은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 지대를 끼고 돌면

색색 곱게 피워놓은 꽃송이를 찾아 그 미에 흠뻑 취하면 족하다. 그러나

있다. 이 묘비명은 시인의 사위였던 최승범 시인이 썼다. 묘소 앞에는

그때의 꿈이 한껏 아름다웠을 때는 쉬운 그 꿈을 말의 실마리로 얽어놓

“어머니 - 당신은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로 시작되는 신석정의 대

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쓰

표시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가 새겨진 시비가 놓여져 있다. 식민

여진 것이 소위 나의 비평이다. (김환태, 1940년 1월 1일 <평단 전망>에

지 시대의 궁핍한 삶과 나라 잃은 설움을 겪은 시인에게 어머니는 유일

서)” 또 문학비 왼쪽에는 이가원의 글씨로 건립기가 기록되어 있다. “만

한 도피처였으며, 이런 내면의 갈구함이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형태를

인이 크게 외칠 때 홀로 침묵하기도 힘든 일이거니와 만인이 침묵할 때

시로 승화시켰다.

앞장 서 소신을 외치기도 어려운 시대에 선견의 예지와 불굴의 용기로

위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63(생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350 석정공원(묘, 시비)

써 민족문학의 지층을 두텁게 한 그의 문학적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가 항상 그리던 향리의 가장 아름다운 이곳 덕유산국립공원 기슭에 뜻

매창 시비 <이화우(梨花雨)>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을 함께 하는 전국 문인들이 추모의 정을 담아 문학사상사가 건립사업

부안군청 뒤 상소산에 자리잡은 서림공원 안

을 주관하여 이 기념비를 세운다.”

한쪽에 조선시대 황진이와 함께 명기의 쌍벽

위치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입구

을 이루던 여류문인인 이매창의 시비가 있다.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셔요

하단에 거문고를 새겨놓은 시비에 적힌 시에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신석정 생가와 묘, 시비 <그 머언 나라를 알으십니까>

는 어느 가을날 그녀의 마음을 고적하게 표현

(…)

‘청구원’이라는 현판이 걸린 신석정 고택은 우리나라 서정시의 큰 맥을

하고 있다. “이화우 흩날릴 제 / 울며 잡고 이

이룬 신석정 시인이 첫 시집인 《촛불》과 《슬픈 목가》 등을 쓴 문학의 산

별한 님 // 추풍 낙엽에 / 저도 나를 생각는

실이다. 그는 고향인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다 상

가 // 천리에 외로운 꿈만 / 오락가락 하노매”

경하여 석전(石顚) 박한영 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시문학 동인이

‘이화우(梨花雨)’란 비 오듯이 흩날리는 배꽃

되어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하였다. 어머니 부음을 받고 귀향한 후 이

을 말한다. 당대의 문장이며 임란 때 의병장

집을 마련했으며, 스스로 이곳에 은행나무, 벽오동, 목련, 산수유, 시누

이었던 유희경을 생각하며 지은 시로 3대 시조집의 하나인 《가곡원류(歌

매창공원

대 등을 심고 청구원(靑丘園)이라고 명명했다. 석정은 전주로 이사하기

曲源流)》에 실려 있다.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

부안의 관기였던 이매창은 ‘북에 황진이가 있었다면 남에는 매창이

전까지 이 집에 살면서 목가적인 시를 발표하여 전원시인이라는 호칭
을 얻기도 했다.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시와 거문고에 뛰어났던 인물로, 당대의 탁월한 문

전라북도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송도 황
진이와 비길만한 문장가로 유명한

신석정의 묘소는 시인의 출

장가였던 유희경, 허균과 막역한 관계였다고 한다. 매창은 생전에 사랑

부안 명기 이매창을 추모하여 조

생지인 동중리에서 가까운 고성산

과 외로움,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의 마음을 담아낸 수백 편의 시를

성한 공원이다. 공원 안에는 매창

자락에 있다. 원래는 임실군 관촌

지었는데, 매창이 죽은 후 그녀의 글을 사랑하던 이들이 회자되는 시 61

창 이중선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

면 야산에 묻혀 있었는데 유족들이

수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다. 아담하게 조성된 공원에는 매

2000년 부안군 행안면 역리에 있는

위치 전북 부안군 서외리 서림공원

고성산 기슭의 선영으로 이장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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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원으로 지방기념물 65호로

의 묘소와 이 지역 출신인 최고 명

창의 주옥같은 시와 매창의 죽음
을 애도하는 허균의 시 등 매창을
기리는 시들이 돌에 새겨져 있다.

다. 묘소 뒤편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이병기 생가와 묘, 시비 <고향>

가 숲을 이루고 있고, 묘지에는 한

단아한 초가집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병기 생가는 한국 현대 시

자로 ‘시인 신석정 묘’라고 쓰여져

조의 중흥을 이룩한 시조 시인이며 국문학자였던 가람 이병기가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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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고향>

고 자라서 생을 마감한 태

석 하나가 외로이 서있다. 생가 옆에는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마치 수호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어난 집이다. 1891년 변호

신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인의 동상이 서있다. 정갈한 두루마기

암 데나 정들면 못살 리 없으련마는

사의 큰 아들로 이 집에서

를 입은 채 오른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며 왼손에 책을 든 모습이다.

태어나 1968년 77세를 일

동상의 오른쪽에는 연보가 새겨진 비석이 있고 왼쪽에는 시조 <고향>을

장독대마다 질그릇 조각만 남았으나

기로 역시 이곳에서 세상

새긴 비석이 균형을 맞추며 세워져 있다.

게다가 움이라도 묻고 다시 살아 봅시다

을 떠났다. 별세한 후에도

위치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64-8

그래도 나의 고향이 아니 가장 그리운가
방과 곳간들이 모두 잿더미 되고

삼베 무명옷 입고 손마다 괭이 잡고
묵은 그 밭을 파고 파고 일구고
그 흙을 새로 걸구어 심고 걷고 합시다

집이 내려다보이는 뒷산
의 언덕에 묻혔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박한 초가, 정자 앞 연못을 둘

덕진공원 - 신석정, 김해강, 이철균 시비

러싼 산수유와 배롱나무, 안채 옆의 장독대, 집 뒤편의 대나무밭에 이르

전주는 마한시대 이래 호남지방에서 규모

기까지 어느 것 하나 담백한 선비 정신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없다.

가 큰 고을로 그 이름은 마한의 원산성에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 고방채(세간이나 기타 물건을 보관하던 곳),

서 유래했다. 40여 년간 후백제의 수도였

정자 등 여러 채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에는 승운정(勝雲亭)이라

으며, 조선시대에는 이성계의 선조가 살

는 모정(茅亭)이 있고, 그 옆으로 일자형의 사랑채를 길게 배치한 후 앞

았던 고향이라는 이유로 완산유수부로 개

에 작은 연못을 파 놓았다. 진수당(鎭壽堂)이란 편액이 붙은 끝방은 가

칭되기도 했다.

람이 책방으로 사용했으며, 평소 기거하던 곳은 한 칸 건너 수우재(守愚

전주에서 볼거리로 강한 인상을 받게

齋, 어리석음을 지키며 사는 집)라는 편액이 붙은 방이다. 안채는 호남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덕진공원에 피는 연

지방에서 보기 드문 ㄱ자 집으로 축대 위에 높은 주춧둘을 사용해 비교

꽃이다. 그 만큼 덕진공원 연못은 전주의

적 높게 지었다. 안채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하고

명물이다.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있다.

자연호수가 19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고

생가 뒤편 대나무 숲에는 가람 선생이 모셔져 있는 묘가 있다. ‘비

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공

석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가람 선생의 유언에 따라 묘 옆에는 작은 비

원은 남쪽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과 북쪽의 보트장을 동서로 가로지
른 현수교가 그 사이를 양분하고 있다. 그

초록빛 오월
하이얀 찔레꽃 내음새가 난다.
네 눈망울에는
초롱초롱한

를 거닐면서 한없는 시정에 젖어볼 수 있

별들의 이야기가 있다

다. 공원 안에는 지역 출신의 근현대의 인

네 눈망울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물들을 동상이나 공적비, 시비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봉준 장군상을

아득한 종소리가 들린다.

비롯해 신석정의 <네 눈망울에서는>, 이철균의 <한낮에>, 김해강의 <금

네 눈망울에서는

강의 달>, 백양촌 신근의 <강>이 새겨진 시비 등 9개의 석조 기념물이

머언 먼 뒷날

안겨주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공원 10

전라북도

네 눈망울에서는

윽히 풍기는 연못중앙으로 아치형 현수교

조성되어 연꽃 향기와 더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예향 전주의 정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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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정 <네 눈망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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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야 할 뜨거운 손들이 보인다.
네 눈망울에서는
손잡고 이야기할
즐거운 나날이 오고 있다.

정극인(1401~1481)

정극인 가사비 <상춘곡>

권일송 시비 <반딧불>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는 불우헌

정읍시 북면, 칠보면, 태인

권일송 시인의 시비 <반딧불>은 순천 시내에 있는 귀래체육공원에 그의

(不憂軒)이다.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

면, 옹동면, 산내면, 산외

8주기를 앞둔 2003년에 세워졌다. 시비 주변에는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

으로 내려가 향리의 자제들을 가르

면을 호남 사림의 중심지

가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든 귀래정(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67호)이라는

치고 안빈낙도 생활을 했다. 문학에

이자 가사문학의 시발지인

정자가 있다. 신말주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불만을 품고 벼슬

‘태산선비문화권’이라 일컫

에서 내려와 순창으로 낙향하여 귀래정에서 시문을 벗삼으며 살았다고

는다. 이 지역은 신라시대

전해진다. 반딧불 모양을 한 시비는 2미터가 넘는 큰 돌에 2연 6행의 길

때 태산(泰山)이라 불렸던

지 않은 시구를 이근배 시인의 글씨로 새겼다. “하늘이 가는 목숨이야 /

곳으로, 선비정신을 담고

어디 날개 달린 새뿐이랴 // 모시 수건으로 정갈히 닦아낸 / 쟁반 위의

있는 문화유적들이 잘 보

밤하늘엔 / 반딧불로 어지러운 / 떠돌이의 고향이 보인다” 시비 옆에는

존되어 있다. 통일신라 말

권일송 시인의 일대기를 새긴 네모난 오석이 자리하고 있다.

을 그만둔 뒤 고향인 전라북도 태인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주요 작품
으로 경기체가 <불우헌곡>, 가사 <상
춘곡>, 저서로 《불우헌집》 등이 있다.

기에 유학자 고운 최치원

권일송은 1933년 전북 순창읍 가남리에서 태어났으며, 1957년 한

이 태산군수로 부임한 이

국일보와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1966

귀래정(歸來亭)

래 선비기질의 유풍이 계

년에 첫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를 발간한 후, 《도시의 화전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에 있는

승되어 조선시대에 정극

민》, 《바다의 여자》, 《비비추의 사랑》 등을 펴냈다. 그밖에 다수의 평론

조선 정기의 정자이다. 정면 3칸, 측

인, 송세힘, 신잠, 이항 등 유학적 선비 인맥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는

집과 수필집을 발간했다. 권일송 시인은 그와 함께 활동한 동시대의 시

최치원, 정극인, 신잠 등을 향사하는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을 비롯한

인들이 대부분 전통적이거나 자연친화적인 경향으로 기울었음에 비해,

서원과 송산사, 사산사 등의 사당이 현존하며,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있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사건들에서 소재를 즐겨 취하여 그것을 풍자, 비판

을 때 들렀다는 피향정(보물 제289호)을 비롯한 수많은 누정이 산재되어

하는 주지적 시풍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려 보전되고 있다. 주변에는 커다란

있다. 또한 선비문화와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

위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귀래체육공원

갈참나무가 있어 한결 운치를 더한

‘귀래정’ 현판이 걸려 있다. 귀래정
내부에는 서거정이 지은 <귀래정기>
와 강희맹의 시문 등이 액판으로 걸

자료 제67호로 지정되었다.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앞에는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 작품인 <상춘곡>
가사비와 <상춘곡>의 저자 불우헌(不憂軒) 정극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
다. 조선 성종 때 지은 <상춘곡>은 총 39행 79구로 구성되었으며 불우
헌집 권2에 실려 있다.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인 전북
태인(현 정읍시 칠보면)에 은거하면서 후진을 교육할 때 지었다. 속세
를 떠나 자연에 묻혀, 봄 경
치를 완상하며 안빈낙도(安貧
樂道)하는 생활을 노래한 것
이다.
위치 전북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
을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전라북도

중앙에 방이 가설되어 있고, 3점의

다. 1975년 2월 5일 전라북도 문화재

을 전시하고 있는 태산선비문화사료관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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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칸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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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영광군

홍길동 생가

한국가사문학관

장성군

구례군

곡성군
송강 정철 시비

김남주 묘

광산구

북구

화엄사 시비동산

광주공원
박용철 생가와 시비

함평군

서구

사직공원

동구

조태일 문학기념관

김현승 시비

광양시

남구

백호문학관

무안군

김삿갓 동상과 시비

순천시

나주시

황현 생가

화순군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보성군

순천문학관

목포시
김진섭 생가

영암군

태백산맥문학관

목포문학관
영랑 생가

김우진 문학비

장흥군

전라남도는 기름진 평야와 천혜의 자연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해온 유서
강진향토문화관

시문학파기념관

깊은 지역이다.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여유와 인심이 넘쳐난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가사

해남군

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꽃을 피운 가사문학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으며 김영랑과 같은 위
대한 시인이 태어났으리라.

강진군

윤선도 고택

다산 초당
천관산문학관과 공원

진도군
고정희 생가와 묘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테마마당 05

한국 서정시의 거장
김영랑의 모란향 가득한 강진
글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김영랑의 시 <오매 단풍 들것네>가 새겨진 시비. 시의 소재가 되었음직한 장광(장독대) 옆에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을 올려놓았다.

‘여행’이란 미지의 길 위로 자신을 내몲으로써 일상에 무심히 길들여진 자신을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행위이다. 그 중에서 근대 문명을 표상하는 도시 한복판
을 떠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감싸안는 자연과 문화를 만나보는 여행은,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이 과잉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종요로
운 실천적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인의 세속적 욕망이
닿지 않은 순수 원형의 속살을 만나는 제의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 원형은 한결
같이 삶의 효율성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사라짐의 눈부심으로 하여 역
설적으로 빛나는 기억의 보고(寶庫)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욕망과 시간이 이
루고 있는 비대칭적 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고,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승 위주의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관광(觀光)’과는
전혀 다른 ‘기행(紀行)’만의 진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진정한 여행
을 전남 강진(康津) 땅으로 떠나본다.
강진은 해남 쪽 제안고개와 장흥 쪽 바람재, 그리고 영암 쪽 땅
재, 누릿재, 불티재가 감싸안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기
름진 평야를 안은 그야말로 남도의 교통 중심지다. 누릿재를 넘으
면 유홍준 교수가 명명한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이 한눈에 들어온
다.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여 고려시대 청자의 대표 산지였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초당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는 시인 김영랑(金永 )이
다. 그는 한국 서정시의 거장이요, 호남 방언을 시적인 경지로까지
올려놓은 그야말로 강진 브랜드의 완성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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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영랑 생가 입구에 세워진 <모란이 피기까지> 시비가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영랑 생가 본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일자형태에 초가지붕으로 만들어졌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전문
아름다운 것이 소멸해가는 찬란한 슬픔

이 시편은 영랑의 시 전체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모란의 이미

영랑이 나고 자란 생가는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로서, 본채와 사랑채 그

지는 그 자체가 순간적 도취, 심미적 황홀과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의 뛰어난

리고 문간채 등 세 동이 남아 있다. 본채는 정면 다섯 칸, 측면 한 칸인 초가집

상징이 되어준다. 여기서 모란은 실제로 시인이 집 뜰에 정성껏 가꾸었던 모

이지만 뼈대가 굵은 네모기둥을 사용한 규모가 매우 큰 집이다. 사랑채는 안채

란꽃이면서,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순간성을 뜻하는 상징이기

고풍의 퇴마루에>란 시비가 세워

앞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랑 생가는 옆으로 길게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도 하다. 이 순간적 아름다움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이며 보람일 뿐이라는 의

져 있다.

사랑채는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건물로 오히려 본채보다도 원형이 잘 보존

식을 통해 시인은, 아름다운 것이 소멸해가는 황홀 속에서 찬란한 슬픔을 받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전면과 양측 두 칸에 ㄷ자형으로 마루를 깔았고 우측

아들이고 있다.

한 칸에는 마루 앞에 나지막한 난간을 설치하였고 안상형(眼象形) 궁창을 뚫었

그런데 이 작품에는 전설의 무희(舞姬) 최승희와의 연애담이 얽혀 있기도

다는 점이다. 창문은 이중창문으로 내창은 아자(亞字)살 모양의 미서기창이며

하다. 최승희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시의 모티브이자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

외창은 띠살 모양의 여닫이창이다. 이 생가는 1906년에 지어져 1948년 영랑

이다. 하지만 결국 헤어졌으므로 그 사랑은 비련(悲戀)이었다. 최승희가 숙명

이 서울로 거처를 옮긴 후 몇 번 전매되었지만 1985년 12월 강진군이 매입하여
1986년 2월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7
년 10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이 생가는 건축적 의미를 크게 지녔다

김영랑
<사개틀닌 고풍의 툇마루에>
사개틀닌 고풍의 툇마루에

여고보 졸업반인 4학년 때, 청산학원 영문과에 다니던 영랑은 관동대
지진으로 일시 귀국하였다. 그 길로 학업
도 중단하고 고향에 머무르면서 서울을

기보다는 시인 영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깊다. 영

없는듯이 앉아

자주 왕래하였는데, 그때 최승희의 오빠

랑 시의 소재가 되었던 샘, 동백, 장독대, 감나무 등이 아직 남아 있으며 모란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최승일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최승희

이 많이 심어져 있다. 생가 정문 앞에는 다음의 시가 새겨진 돌이 늠름하게 서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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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둘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와 인사를 나누게 되어 서로 연정을 가지

아무런 뜻 없이

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영랑 부친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이 반대하여 결국 결혼에 이르지는 못했

사뿐 한자씩 옮아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다. 이에 비관한 영랑은 자살까지 시도했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보시시 깔리우면

을 만큼 상처가 컸다고 한다. <모란이 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기까지는>은 이때의 추억을 모란에 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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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 생가 행랑채 옆에 <사개틀닌

어 썼다는 것이다.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냥 섭섭해 우는

영랑문학제

영랑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영랑문학제는
한국의 순수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
을 연 김영랑 시인의 민족 사상과 문

엄혹한 시절에 순수서정의 미학을 극점까지 추구하다

학적 업적을 기리는 문학축제이다.

그러다가 영랑은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순수세계를 지키기 위해 극심

모란꽃이 활짝 피는 4월 말에 김영

한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일제에 맞
서는 것이 커다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집 성은 김씨로 창씨하였소.”라며
지조를 잃지 않았다. 그런 그가 조선어의 극치로 노래한 시편이 역시 생가 앞마
당에 새겨져 있다.

랑의 생가 일대에서 개최하여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도 많은 관심
을 모은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참
여하는 시회전과 명랑백일장, 각계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영랑 시 문
학의 밤, 시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
보는 문학심포지엄과 영랑 시문학상

‘오―매 단풍 들것네’

시상식 등이 함께 열려 다채로운 문
학축전으로 자리잡았다.

장광에 골불은 감닙 날러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김영랑 문학의 고향이자 산실인 생가 입구. 이곳에서 김영랑은 40여 년을 살았고, 작품 대부분을 썼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닙에 빗나는 마음>을 지나 생가를 나오면 좌측에 ‘시문학파문학관’이 웅장하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게 서 있다. 거기에는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김현

‘오―매 단풍 들것네’

구, 신석정, 허보 등 아홉 시인의 육필과 유품과 저서가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전문

1920~50년대 문예지 창간호 30여 종, 1920~60년대 희귀 도서 500여 종을 관
람할 수 있다. 영랑을 당대 최고의 서정시인으로 만들어준 동인지 《시문학》에

이 시편은 영랑 시 중에서도 “오―매 단풍 들것네”라는 전라도 말씨의 효
과적인 구사로 자주 거론되어온 작품이다. 추석 준비를 며칠 앞둔 시골에서는
풍요의 기쁨보다 생활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

영랑 생가 안채 내부에 전시되어 있
는 김영랑 초상화와 옛날 가구들.

참여했던 시인들의 문학 세계를 통해 영랑 시의 원천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시문학파문학관 김선기 관장의 해박하고도 친절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생활 걱정도 까맣게

결국 김영랑의 시는 순수서정의 한 극치로서 우리 시사에 큰 의의를 남겼

잊어버리는 순간의 도취, 그것이 이 시가 추구

다. 그것은 주로 전통적 세계와 관계 깊은 것이다. 먼저 그는 소멸해 사라져가

문학기행 코스

하는 맑은 감성의 세계이다. 그래서 그런 아름

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탁월하게 붙잡아 노래하였고, 호남 지방의 서정적

영랑생가

다움에 도취된 누이의 모습, 더 정확히는 아름

자연 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김소월의 뒤를 이어 시에서 방언의 도입

다운 ‘누이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과 언어의 조탁에 가능성을 부여한 최량의 시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강

로 천천히 전이되어오는 것이다.

점기라는 엄혹한 시절에 순수서정의 미학을 극점까지 추구하고 실현함으로써

이 밖에도 생가 마당 여기저기 새겨져 있

모국어의 예술사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하였다. 강진 땅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

는 <내 마음 고요히 고흔 봄길 우에>, <동백

국어의 황홀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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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
시문학파기념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4
영랑공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군립도서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10

문학관에 가다

목포문학관
주소 전남 목포시 남농로 95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홈페이지 munhak.mokpo.go.kr
문의 061-270-8400

목포문학관

백호문학관

국내 최초로 목포 대표 작가 4인을 기리다

호남의 명문장가 백호 임제의 문학세계

목포문학관은 시원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백호문학관은 호남의 명문장

내려다보이는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에 지

가 백호 임제의 문학정신을

상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1991년 개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 2013

관한 박화성문학기념관을 현재의 장소로

년에 개관했다. 백호문학관

옮기면서 김우진, 차범석, 김현 등을 추가

이 임제 사후 400년 만에 개

해 4인 복합문학관으로 확대 개관한 것이다. 1층에는 50년 동안 전통적

관한 것은 무인(武人)의 기질

인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예작품을 발표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차범석관

을 가진 문인(文人)으로 조선

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극작가 전시관으로 국내에서 그동

중기 허균과 쌍벽을 이룬 대

안 보기 힘들었던 연극과 관련한 친필원고, 대본, 각종 공연 포스터, 팸

문장가요, 한문소설의 창시

플릿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편의 연극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확인

자요, 호남이 배출한 조선의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과 여류 문인회장을 연임

위대한 사상가인 그의 정신과

한 한국 최초의 여류작가 소영 박화성관도 만날 수 있다. 박화성의 친필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대에도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고, 대표저서, 작품 속 소설공간, 생활유품 및 서재와 안방 등을 복원,

3층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건물로 지어진 문학관 1층에는 수장고와

전시하고 있다.

집필실, 문학사랑방이, 2층엔 2개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상설전시

2층에 마련된 김우진관에는 그동안 한번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

실은 백호임제의 초상을 비롯하여 연보, 가계도, 임제의 벗, 작품 등을

았던 희곡, 시 소설, 평론의 친필원고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전시되어

알기 쉽게 전시한 공간이다. 평상시 임제가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보검

있으며 5개국 대사관의 서기관, 무안 항 감리 등을 역임한 부친 김성규의

과 옥퉁소, 거문고가 복원 전시되어 있고, 디오라마관에는 임제 유작의

유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김

확대연출을 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영상관에는 임제에 관한

현관은 친필원고, 생활유품 등

짧은 영상이 상영된다. 기획전시실에는 백호시 18수, 직계 가족시 6수,

생전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김현

교우시 9수가 국내 유명 작가들의 손을 거쳐 서예작품으로 전시되어 있

의 방과, 지인들이 그려준 김현

다. 임제의 시를 비롯해 임제 못지않게 문장이 뛰어났던 가족들의 시,

의 모습, 김현 문학을 엿볼 수

벗들과 교류를 통해 주고받은 시를 음미할 수 있다. 그밖에 문화사랑방

있는 검색대 및 어록 등을 둘러

은 동아리 공간으로, 강의 및 소규모 문인 동호회 모임이 가능한 곳이

볼 수 있다. 그밖에 문학인, 일

다. 백호문학관 앞뜰에는 말없이 헤

반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문학

어지는 어린 소녀의 심정을 노래한

관 도서실 및 각종 회의, 모임

임제의 시 <무어별(無語別)>을 새긴

을 위한 공간인 문학인 사랑방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 2층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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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문학관
주소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홈페이지 baekhomoonhak.or.kr
문의 061-335-5008

순천문학관

시문학파기념관

김승옥·정재봉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정원형 초가집

시문학파의 문학정신을 계승한 20세기 시문학의 산실

순천문학관
주소 전남 순천시 무진길 130
관람시간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홈페이지 www.suncheonbay.go.kr
문의 061-749-4392

순천문학관은 소설가 김승

2012년에 개관한 시문학파기념관은 한국문학 사상 최초로 기

옥과 동화작가 정채봉의

록된 문학유파 기념관으로, 9명의 시문학파 시인들의 육필원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와 유물, 저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시문학파는 1930년 3월

조성한 곳이다. 순천만을

5일 창간한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김영랑을 비롯해

배경으로 <무진기행>을 쓴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

소설가 김승옥과 아동문

보 등 9명의 시인을 이르는 명칭으로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학 부흥에 선구적인 역할

분수령을 이뤘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을 한 정채봉 모두 순천을

1층에는 학예연구실, 세미나실, 도서관이, 2층에는 전시실, 북카페,

대표하는 문학인이다. 주

쉼터테라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한눈으로 보는

변 순천만과 조화를 이루

한국 현대시사’라는 도표가 눈에 띈다. 《창조》지가 창간된 1919년부터 현

는 정원형 초가건물 9동으

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문학의 주요 분기점들을 정리해 놓은 도표이다.

로 건립해 2010년 10월 문을 열었다. 문학관은 김승옥관, 정채봉관,

이어 기념관 벽에는 《시문학》 창간 당시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다목적실, 휴게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두 작가의 전시관은 그들의 생

해주고 있다. 즉 일본 유학시절 영랑 김윤식과 용아 박용철이 만난 과정

애와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입체적으로 전시

에서부터 한국 시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시 동인지의 창간 관련 뒷이야기

하고 있다.

등 당시 움직임을 대화형식으로 현실감있게 재현해주고 있다. 기념관 건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에 등장하

립 취지의 방점이라 할 수 있는 ‘시인의 전당’ 코너는 자작나무 조형물 앞

는 안개 낀 도시 무진이 바로 순천이다.

에 책장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에는 시문학파 시인들 9인의 사진과

김승옥은 1960년대 <무진기행> 등 한

유품, 친필, 저서 등을 전시

국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소설

해 이들의 삶과 문학세계를

작품들을 잇달아 내놓은 뒤 영화계로 자리를 옮겨 시나리오 작가로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큰 명성을 얻었다. 김승옥관에는 소설 원고, 영화 대본, 포스터, 신문

‘시문학도서관’에는 국내 유

기사 등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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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계》를 비롯해 학

정채봉은 방정환 이후 침체되었던 한국의 아동문학

술문예지 《여명》과 《여시》

부흥에 이바지한 작가이며 동화의 독자층을 성인으로 확

창간호, 최초의 번역시집인

대시킨 동화작가이다.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의 작은 바

김억의 《오뇌의 무도》 등

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정채봉은 1986년 <오세암>을 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표해 한국 동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정채봉관에는

5000여 권의 도서가 소장

정채봉의 육필원고 등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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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학파기념관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4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홈페이지 www.gangjin.go.kr
문의 061-430-3186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주소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
관람시간 3월~10월 09:00 ~ 18:00,
11월~2월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문의 061-362-5898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천관문학관

‘민족시인 죽형’ 조태일을 기리다

문림의 고을 장흥 문학의 산실

전남 곡성 태안사 입구에는 한 권의 시집이 펼쳐진 모양의 조태일시문

장흥군은 예부터 문향의 고

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2003년 개관된 이 문학관은 조태일 시인의 문학

장이라 불려져 산의 아름다

세계를 기리고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되었다. 1941년

움과 더불어 뛰어난 문필들

태안사 대처승 아들로 태어난 조태일 시인에게 태안사는 고향이며 문학

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의 시작점이자 귀착점이다.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

데 그 문인들의 뜻을 기리

문예에 시 <아침 선박>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식

고 계승 발전하고자 호남의

칼론》, 《국토》, 《가거도》,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혼자 타오르고 있었

5대 명산인 아름다운 천관

네》 등이 있다. 1970년~80년대 강한 언어로 군사독재에 저항한 조태일

산 기슭에 천관문학관을 건

시인은 부패한 세상에 칼을 들이대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립하게 되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목조건물로 이루어진 기념관에는 조태일 시인

전남 장흥은 문림의 고

이 평생 동안 창작활동 한 육필원고 및 시집, 시인을 기리는 문학작품

을이라고 할 만큼 학자와

등 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시인의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

문장가, 예술인을 다수 배출했다. 가사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관서별곡》

다. 생전에 산을 좋아한 시인이 직접 사용한 등산도구도 눈에 띈다. 또

의 저자인 백광홍은 안양면 기산리 태생이다. 영·정조 때 대유학자 존재

한 조태일시문학관 바로 앞에 자리한 ‘시집전시관’에는 해방 이후 국내

위백규도 관산읍 방촌리가 고향이며, 북한이 민족음악가 28인으로 꼽는

에서 발간된 시집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태일 시인의 몇 안되는 시집은

가야금 명인 최옥삼은 장흥읍 건산리 출신이다. <눈길>, <서편제> 등 남

물론 해방 이후 발간된 최남선의 《백팔번뇌》, 《오뇌의 무도》 등 희귀본

도민의 한과 소리를 소설로 담아낸 소설가 이청준, <아제아제 바라아제>,

과 근대시집 등 3000여 권의 시집이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세미나실과

<해산 가는 길> 등을 쓴 한승원, <자랏골의 비가>, <녹두장군> 등으로 유

창작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명한 송기숙도 이곳 출신이다. 장흥은 이밖에도 이승우, 이대흠, 위선한
등 무려 100여 명의 등단 문인을 배출했다.
장흥군은 천관산문학공원과 천관문학관 등에 이들의 작품세계를 정
리해 놓아 국문학도들의 단골 답사지가 되고 있다. 장흥 출신 문인 84점
의 자료와 치인 이봉준 선생 서예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지하 1층, 지
상 2층의 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그리고 작가들이 단기간
머물면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실도 마련되어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각종 문예작품 기획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장흥지역출신 대표
문인 이청준, 한승원을 비롯한 문인들의 소개와 작품을 전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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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문학관
주소 전남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문학길 160
관람시간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jangheung.go.kr
문의 061-860-0457

태백산맥문학관
주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관람시간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홈페이지 tbsm.boseong.go.kr
문의 061-85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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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소설 《태백산맥》으로의 문학여행

600년 가사문학의 향기

태백산맥문학관은 작가 조

한국가사문학관은 담양의 가사문

정래가 지은 전 10권의 대

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과

하소설 《태백산맥》의 문학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해 2000년

적 성과를 기리고 이를 관

에 건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2

광자원화하기 위해 2008

층 규모의 한옥형 본관과 기획전시

년 《태백산맥》의 첫 시작

실(갤러리), 자미정, 세심정, 토산품전시장, 전통찻집 등의 부대시설을

장면인 현부잣집과 소화의

갖추고 있다. 주요 전시물로는 송순의 《면앙집( 仰集)》과 정철의 《송

집이 있는 제석산 끝자락

강집(松江集)》 및 친필 유묵(遺墨)을 비롯해 가사문학 관련 서화 및 유

에 건립되었다. 1층은 ‘소

물 1만1461점, 담양권 가사 18편과 관계문헌, 가사 관련 도서 약 1만

설을 위한 준비와 집필’,

5000권 등이 있다.

‘소설 《태백산맥》의 탈고’,

제1전시실에는 면앙 송순의 시호장(1841년 헌종이 면앙정 송순에

‘소설 《태백산맥》 출간 이

게 내림), 사령장(1841년 헌종이 면앙정 송순에게 내림), 분재기(송순

후’, ‘작가의 삶과 문학 소설 《태백산맥》’이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

이 80세 되던 해에 8남매에게 전답 및 노비 등 재산을 분배한 친필기

다. 《태백산맥》 전 10권의 육필 원고 1만6500장을 비롯해 작가의 취재수

록) 등과 송강 정철의 은배·옥배(조선조 14대왕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첩과 카메라, 작가가 직접 그린 벌교 읍내와 지리산 일대의 약도 등 작품

술잔)와 저술 및 친필유묵 등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제2전시

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아리

실에서는 규방가사와 허난설헌의 규원가(사대부가의 여성들이 겪어야

랑》과 《한강》 등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비롯하여 작가의 아들과 며느리가

만 했던 참담한 현실 세계의 고독을 체념의 미학과 꿈의 시학으로 표현

《태백산맥》을 필사한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 총 100구의 규방문

문학관 옆에 1층 전시실과 마주보는 옹벽에는 분단의 종식과 통일에

학의 대표작) 등을 관람

대한 염원을 담은 대형 벽화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이 설치되어 있다.

할 수 있다. 3전시실에

높이 8m, 너비 81m에 3만 8720개의 오방색 돌을 활용하여 백두대간과

는 석천 임억령의 친필

지리산, 독도 등 우리 국토를 웅장하게 형상화한 이 옹석벽화(擁石壁畵)

유묵, 석천집(조선조 고

는 작가와 한국화가 이종상, 문학관을 설계한 김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

종 때에 간행된 시문집)

이다. 문학관 건물은 건축가 김원 씨

소쇄처사 양산보의 소

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과거 아픈 역사

쇄원사실(소쇄원 경영

를 끄집어내기 위해 벌교읍 제석산의

에 대한 사실을 양산보

등줄기를 잘라내고, 2전시실은 공중에

의 후손들이 쓴 글) 등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 건축되었다.

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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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유적을 찾아서

정약용 다산초당

화엄사 ‘시의 동산’

김용택 <섬진강>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시

화엄사는 그윽한 노송 숲에 둘러싸여 독특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대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 정약용선생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하고도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천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다산(茶山)이라는 호는 강진 귤동 뒷산 이름으로 이 기슭에 머물면서 자

년 고찰이다.

쌀밥 같은 토기풀꽃,

매표소를 지나 오른편에 흐르는 개울

에 유배되어 18년여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방대한

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 뒤편

책을 저술하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의 공리 공론적이며 관념론적인 학풍

의 비탈진 산자락에 조성한 ‘시(詩)의 동산’

을 실용적인 과학사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실사구시의 실학을 집대성한

이 펼쳐진다. 우리 현대시에서 걸출한 업적

곳이다.

을 남긴 작고 시인들과 지금도 왕성한 활동

꽃등도 달아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을 하는 몇몇 시인을 포함한, 30여 문호(文

(…)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으

豪)들의 주옥같은 대표작들이 비(碑)에 새겨

며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사건

져 있어, 탐방객들의 메마른 영혼을 달래주

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처음에는 강진읍 동문밖 주막과 고성사

고 있다.

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 집 등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에 다산초

구례 출신 시인 정기석이 1989년에 조

당으로 거처를 옮겨 해배되던 18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을 다산초당

성한 20여 기의 시비를 기증받아 2014년 구

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하였으며, 다산의 위대한 업

례군에서 새롭게 36기를 재정비했다. ‘시의
동산’은 둥글게 나 있는 오솔길을 시계방향으로 돌면 20개의 시비를 모

다산초당은 노후로 붕괴되었던 것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1957년

두 만날 수 있다. 이우걸의 <모란>, 김용택

복원하였고 그후 다산선생이 거처했던 동암과 제자들의 유숙처였던 서

의 <섬진강>, 최우석의 <화엄사 구층암 모

암을 복원했다. 다산초당에는 이밖에도 다산선생의 체취가 남아있는 다

과나무>, 이성부의 <피아골 다랑이논>,

산4경이 있다. 다산선생 직접 병

김사달 <두견새>, 박라연의 <가을 화엄사>, 이해

풍바위에 ‘丁石’이라는 글자를 직

인 <나를 키우는 말> 등의 작품이 보는 이의 시심

접 새긴 정석바위, 직접 수맥을

을 일깨운다.

찾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위치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지리산 화엄사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신의 호로 써 왔다.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선생이 1801년 강진

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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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황현 생가와 묘

연지석가산 등 다산4경과 흑산도

광양시는 2002년에 매천 황현이 태어난 곳을 복원하였다. 정면 5

로 귀양간 둘째형 약전을 그리며

칸, 측면 3칸의 안채와 문간채, 정자, 우물, 장독대, 돌담 등 한말

고향이 그리울 때 심회를 달래던

당시의 모습을 전통적인 목조 초가로 재현해 놓았다. 안채 마루에

장소에 세워진 천일각이라는 정

는 그의 <절명시>와 함께 초상화가 자리잡고 있다. 매천 황현 선

자가 있다.

생은 뛰어난 한말의 문장가로 깊은 학문적 소양, 예리한 역사 비

위치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평의식과 애국, 민족정신을 가진 조선조 마지막 선비로 존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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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뜰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황현 <절명시>

고 있으며 《매천야록》은 대표적인 저서이

송강 정철 시비 <사미인곡>

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500년 동안

송강정(宋江亭)은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무등산의 북

선비를 키웠던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는 선

쪽 끝자락이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삼각산으로 뻗어

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스스로 떳떳한

장등동을 넘어 담양의 죽록천에 닿는 당지산 등성이에 있

양심과 평소에 독서한 바를 저버리지 않으

는 정자로, 환벽당, 식영정과 함께 송강 정철의 흔적이 전

려면, 죽음을 택하는 편이 옳다”라는 유언

하는 유적지이다.

과 함께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했다.

송강 정철은 1584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당쟁의 소용

생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황현 선생의

돌이에서 동인들의 탄핵을 받아 다음해에 대사헌직에서 물

묘와 사당이 있는 매천역사공원이 자리하

러나 그 후 창평으로 돌아와 4년 여를 조용히 은거하며 지

고 있다.

냈다. 송강은 이곳에 초막을 짓고 기거했는데, 이 초막을

위치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서석길 14-3

선생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송강은 이곳에 머물면

난리를 겪다 보니 백두년(白頭年)이
되었구나.

죽록정이라 불렀다. 지금의 송강정은 1770년에 송강 정철

김우진 집터

서 식영정과 환벽당, 지실을 왕래하며 <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을 비

이루지 못했도다.

국내 최초로 신극운동을

롯한 가사와 많은 시를 남겼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일으킨 연극운동가였던 극

지금의 송강정은 동남향으로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작가 김우진의 생가터가

팔작지붕이다. 중재실(中齋室)이 있는 구조로 전면과 양쪽이 마루이고

북교동 성당에 위치하고

가운데에 방을 배치하였다. 정자 바로 옆에는 1955년에 건립한 <사미인

제성(帝星)이 옮겨지니

있다. <사의찬미>의 가수

곡> 시비가 있으며 현재의 건물도 그때 중수한 것이다.

구궐(九闕)은 침침하여 주루(晝漏)가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정자의 정면에 송강정(松江亭)이라고 새겨진 편액이 있고, 측면 처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투신자살한 남자로 잘 알

마밑에는 죽록정이라는 편액이 있다. 둘레에는 노송과 참대가 무성하고

구슬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려진 김우진은 1920년대

앞에 펼쳐진 평야는 한가롭기 그지 없고 멀리 무등산이 바라보이나 고속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험한 유일한 극작가로, 해박한 식견과 외

도로가 뚫리고 국도와 지방도 등이 어지럽게 건설되어 옛 고요한 자취는

국어 실력, 선구적 비평안을 가지고 당대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

찾을 길이 없다.

을 제시한 평론가로도 평가 받는다. 표지석에는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위치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송강정로 232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다

가물거리는 촛불이 창천(蒼天)에
비치도다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더디구나.

조칙에 얽히는구나
(…)

산실-이곳은 신문학(新文學) 초기에 극문학과 연극을 개척 소개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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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김우진 선생이 청소년기에 유달산 기슭을 무대삼은 희곡 <이영녀>

고정희 생가와 묘

등을 썼던 자리”라고 적혀 있다. 이곳은 원래 동네 사람들이 ‘김장성댁’

고정희 시인의 생가는 해남 삼산면 송정리마을 초입에 있다.

이라고 높여 불렀는데 김우진의 부친은 김성규로 당시 목포부의 감리

‘고정희 시인 생가’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생가 앞에는

를 맡고 있던 분으로 나중에 장성군수를 역임하여 그 집터를 그렇게 불

고정희 시인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서 있다. “이 집은 자유를

렀던 것이다. 김장성댁에서는 집터를 천주교에 기증하여 지금의 북교

향한 시혼을 뜨겁게 불태우며 민족 민중 그리고 여성의 해방

동 성당이 들어서고 고택은 헐어지고 사라졌다.

을 위해 살다간 고정희 시인이다…” 스무살 무렵까지 살았던

위치 전남 목포시 북교길17번길 1

이 집은 시인이 문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던 곳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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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러한 뿌리가 그의 초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기 시에 토속적 서정이

사랑채 뒤 동쪽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ㄷ자형으로 자리잡고 있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이끌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짙은 근원이 되었다고

다. 사당은 안채 뒤 동쪽 담장 안에 한 채가 있고 담장 밖에 고산사당과

강화도로 갔으나 화의를 맺었다는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볼 수 있다. 대문을 들

어초은사당 등이 있다. 입구에는 당시에 심은 은행나무가 녹우당을 상

도에서 은거했다. 1659년 남인의 거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어서면 마당 왼쪽에 고

징하고 뒷산에는 500여 년된 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 제241호)이 우거

두로서 효종의 장지 문제와 자의대

정희의 유품만으로 집

져 있다. 이곳 유물전시관에는 윤두서자화상(국보 제240호), 《산중신곡

안을 꾸민 남정헌(南汀

집》(보물 제482호), 《어부사시사집》 등의 지정문화재와 3000여 건의 많

軒)이 있고 안쪽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양옥집이 자리하고 있다. 남정헌

은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녹우당 현판은 옥동 이서의 글씨이다. 이서는

에는 시인이 생전에 읽던 책과 노트, 문방구, 육필 원고, 사진들이 고스

성호 이익의 이복 형이며 그의 글씨는 동국진체 글씨의 원조로 일컬어진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란히 남아 있어 생전의 체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991년 지리산 등반

다. 녹우당은 안채와 사랑채가 ㅁ자형으로 구성되고 행랑채가 갖추어져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시인은 고향집 뒷산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에서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아득히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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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으면야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가 내리는 듯하다고 하여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윤선도(1587~1671)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향하다 보길

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다가 실패했다. 시조에 뛰어
나 한국어의 새로운 뜻을 창조했으
며, 정철과 더불어 조선 시가의 양
대 산맥이라 불린다.

생전에 ‘광주의 딸’이라 불렸던 시인의 자취는 광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장에는 궂은 의지가 묻어나는 고정희의

김삿갓 동상과 시비

얼굴 모습과 함께 대표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 전문이 높이 2.5m, 폭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

2m 크기의 화강암에 새겨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위치한 물염정은 물염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길 45

적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 정자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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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 고택 ‘녹우당(綠雨堂)’

순군 향토문화유산 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 ‘녹우당’은 윤선도의 4대 조부인 효정(1476∼

3호로 지정되어 있다.

1543)이 연동에 터를 정하면서 지은 15세기 중엽의 건물이다. 집터 뒤로

조선 중종과 명종 때에

는 덕음산을 두고, 앞에는 벼루봉과 그 오른쪽에 필봉이 자리잡고 있는

성균관 전적을 역임했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사랑마당인데, 앞면

던 물염 송정순이 건립한 정자이다. 송정순의 호를 따서 물염정(勿染亭)

에 사랑채가 있고 서남쪽 담모퉁이에는 조그마

이라 명칭한 이 정자는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 만큼 아름

화순적벽

한 연못이 있다. 사랑채는 효종이 어린 시절 사

다운 배경과 운치를 지닌 곳이다.

화순적벽은 무등산에서 시작하는
신령천이 흘러 창랑천 주위 약 7㎞

부인 윤선도에게 내려준 것으로, 1660년에 효종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인 김삿갓이 전남 화순에서 생을 마치기 전에

이 죽자 윤선도는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수원 집

물염정에 자주 올라 시를 읊었다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고자 정자 근처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대표적

의 일부를 뜯어 옮겨왔다. 그것이 지금 녹우당의

에는 김삿갓의 동상과 7폭의 시비가 조성되어 있다. 죽장을 들고 삿갓을

인 것으로는 동복댐 상류에 있는 적

사랑채이다. 지금은 해남윤씨 종가 전체를 통틀

쓴 김삿갓이 시비에 둘러싸인 채 물염적벽을 응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물염적벽 등 4개의 군으로 나뉘어

어 녹우당으로 부르지만 원래는 그 사랑채 이름

라 정자 내부에는 조선 중기와 후기의 학자들이 물염정과 물염적벽을 노

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깎아

이 녹우당(綠雨堂)이다. 집 뒤 산자락에 우거진

래한 20여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비자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쏴 하며 푸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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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크고 작은 수려한 절벽이

벽(노루목 적벽)과 보산리, 창랑리,

세운 듯한 수백척 단애절벽의 절경
에 젖어 방랑시인 김삿갓도 이곳에
서 방랑을 멈추고 생을 마쳤다.

홍길동 생가

을 경험하는데 시인은 이를 <잿더미>라는 시로 《창작과 비평》에 발표해

아치실 마을의 입구에서 약 200m를 올라가니 홍길

데뷔한다. 이후 10개월이라는 투옥생활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1979년

동의 캐릭터를 담은 안내판이 보였다. 몇 발자국 오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어 1988년 12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고

르니 한눈에 보기에도 관리가 잘된 잔디밭 뒤로 기

뇌와 투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 왔다. 이로 인해 10여 년간 햇빛 한 점

와집 전시관이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손짓하고 있

없는 절박한 감옥생활에서 지병을 얻어 출소 후에도 고생을 해왔는데 타

었다. 홍길동 전시관에는 출토된 유물과 1000여 권

계하기 3개월 전 췌장암이라는 불치의 병을 선고받았다. 고통스런 췌장

의 홍길동 관련 책자, 다양한 캐릭터, 입체영상물이

암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48년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전시되어 있었다.

위치 광주 북구 민주로 200 망월동 시립묘지

어렸을 적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홍 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

김현승 시비 <가을의 기도>

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등 온갖 설움을 겪

호남신학대 교내의 언덕진 공간에는 김현승의 시비 <가을의 기도>와 시

허구적 소설의 주인공이다. 역사에

은 후 도축법을 쓰는 의적이 된 홍길동.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바다 건

인의 연혁과 평설비가 세워져 있다. 김현승이 살았던 동네와 즐겨 산책

서는 반역자, 또는 강도로 기록되어

너 율도국의 왕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기념관에서 재미

했던 광주 양림동 양림교회 언덕길과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시

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비를 세웠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대학 건물이 들어서서 광주시내와

홍길동
홍길동은 역사상의 실존인물이며

있으나, 소설에서는 봉건제도에 맞
서 만민평등의 이념으로 활빈당을
이끌고, 이상국인 일본 오키나와의
율도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역사상

기념관 주변 대나무와 삼나무와 편백이 우거진 곳에 홍길동이 태어

무등산을 바라다볼 수가 없다.

홍길동은 조선 초 15세기 중엽 명문

난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선 홍 판서와 무릎 꿇은 홍길동의

김현승 시인은 전남 광주 출신이지만 목사인 부친이 평양에서 목

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신분이 첩

조형물과 마구간을 둘러본 후 생가터에서 200m 더 들어가 암탉골(밤골)

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숭실전문학교 문과

입구 개울가로 향했다. 홍길동이 어려서 먹고 살았다는 길동샘이 있다.

를 수료했다. 후에 광주 조선대학교,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

1997년 홍길동 사업의 하나로 생가터 가는 길을 홍길동로라 이름하였으

르쳤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에 대한 회의와 고독한 인간의 모습,

며 생가터 발굴 작업 및 철저한 고증을 거쳐 생가 복원 작업이 계속 진행

자연에 대한 서정을 노래한 그는 한국 문학사를 길이 빛내줄 270여 편

되고 있다.

의 시와 한 권의 산문집을 남겼다. 유난히도 커피를 좋아해 ‘다형(茶兄)’

김현승 <가을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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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호로 불렸던 그는 1975년 숭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쓰러지며

가을에는

63년의 생을 마감했다.

기도하게 하소서.

의 자식이라 관리등용을 제한하는
국법 때문에 출세의 길이 막혔다.

김현승 시인은 생전에 가을을 즐겨 시적 제재로 삼았다. 김현승 시

김남주 묘

인의 시에는 가을을 소재로 한 시가 유난히 많고 질적으로도 큰 비중을

있다. “죽으면 망월동에 묻어달라”고 밝힌 뜻에 따라 유해와 유품을 망

차지한다. <가을이 오는 시간>, <가을의 입상>, <가을의 시>, <가을의

월동에 안장하고, 묘비에는 “온몸을 불태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시인

포도(鋪道)>, <가을은 눈의 계절>, <가을의 향기>, <가을의 소묘> 등 ‘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겼다.

을’이란 시적 소재가 제목에 드러나고 있는 작품만 해도 10여 편을 헤아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린다. 시 <가을의 기도>는 김현승 시인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도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로 그에게는 시인이자 ‘전사’라는 명칭이 따라다니기도 한다. 김남주 시

의 자세와 신앙심을 시 세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나의 영혼,

인은 1973년 제4공화국이 유신을 발표하자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내

위치 광주 남구 제중로 77 호남신학대

용의 지하신문 《함성》, 《고발》을 발간하여 10개월 간의 처절한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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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5.18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시립묘지에 저항시인 김남주의 묘가

김남주 시인은 80년대 이후 한국민족문학을 대표하는 저항시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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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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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생가

정 등이 있다.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음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

시민회관 왼쪽에 있는 4.19 희생영령추모비

냐 나두야 가련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떠나가는

에 새겨진 조지훈의 <외침>은 맥문동의 단검처

배>의 시인 용아 박용철. 그의 생가는 충추박씨 집

럼 날카로운 이파리 같고, 보라빛으로 곧추선 꽃

성촌인 광산구 소촌리에 있다. 19세기 후반에 지어

들의 혈서 같다. 조지훈의 추모시 때문인지 공원

졌다고 추정되는 박용철 생가는 광주시 기념물 13호

정상의 ‘우리 위한 영의 탑’ 오른쪽에 있는 김영

로 지정되어 있다. 1995년 지금의 초가지붕으로 복

랑과 용아 박용철의 시구들도 젊은이의 열망 같

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사

은 것으로 변조되어 버린다. 영랑의 “모란이 피

당과 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용아생가’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념비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서면

슬픔의 봄을”이나 용아의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음 나이를 눈물로야

‘떠나가는 배’ 시비가 먼저 보이고 안채와 그 뒤로 사당이 자리하고 있

보낼거냐 나두야 가련다” 등도 우리 현대사의 한 외침이다.

다. 온갖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정원과 정갈한 장독대의 모습이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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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박한 정취를 자아낸다. 34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용아는 유달
리 초가 지붕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친이 기와로 개조하려 하자

사직공원 시비

“시골집은 초가라야 어울립니다. 가을에 이엉을 올려놓은 후 은은한 달

사직공원의 터는 원래 사직단이 있던 곳이다. 사직단이란 삼국시대부터

빛이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랗게 빛나는 그 색깔이 얼마나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여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아름답습니까”라고 만류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곳이다. 이 장소는 조선 태조 3년에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용아 박용철은 현대 시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정시

지냈던 사직단을 설치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1894년 제사가 폐지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과 일본에서 수학하고 고향에 돌아

고 1960년대 말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은 헐리고 말았다. 그

와 문학활동에 전념한 박용철은

뒤 사직단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1991년 동

1930년대 김영랑, 정지용 등과 함

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옮기고 사직단을 복원하여 1994년 4월 100년 만에

께 동인지 《시문학》을 창간했고,

사직제가 부활했다.

이 창간호에 <떠나가는 배>, <밤 기차

사직공원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광주의 정신을 담기 위한 많은 시비

피흘리지 않곤 거둘 수 없는

에 그대를 보내고> 등을 발표했다.

들이 세워졌다. 1974년에는 충무공 이순신, 충장공 김덕령, 고산 윤선도

고귀한 열매여!

위치 광주 광산구 소촌로46번길 24

등 지사나 문인들의 옛시들이, 1994년에는 박봉우,

조지훈 <외침>
자유의 영원한 소망이여

그 이름 부르기에

이수복, 이동주 등의 현대의 시들이, 2007년과 2013

목마른 젊음이었기에

광주공원 - 조지훈, 김영랑, 박용철 시비

년에는 다형 김현승의 시들이 돌에 새겨져 공원의 일

광주공원은 광주시의 제1호 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

부가 되었다. 그 시 속에는 조국과 겨레를 걱정하는

자유의 나무의 피거름이 되어

다. 옛날에는 성거사가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의 신사가

마음이 담겨 있거나, 자연에 빗댄 그 속에 숨은 마음

우리는 여기 누워 있다

있던 곳인데 현재는 현충각과 광주시립 박물관, 시민관 등이 자리하고

이 담겨있다.

뜨거운 손을 잡고 맹세하던

있다. 주요 시설로는 복원된 사직단과 광주방송총국(KBS), 경찰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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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날 사월 십구일을

탑, 연파정, 전통국궁 수련장인 관덕정,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팔각

맨 가슴을
총탄 앞에 헤치고 달려 왔더니라
불의를 무찌르고

잊지 말자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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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문학비

기장군

요산문학관과 생가

금정구
이주홍문학관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강공원

부산광역시
어린이대공원
‘시가 있는 숲’

강서구

추리문학관

진구

박인로 문학비

동구

이대공원, 금강공원, 용두산고원 등 명산을 낀 이름난 공원들이 있다. 그 공원들에는 시

남구

서구

비나 문학비가 많이 건립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문학적 감동
을 느끼게 해준다.

정서 시비

연제구

사상구

부산은 예로부터 산과 바다, 강이 아름다워 ‘삼포지향(三抱之鄕)’이라 불렸다. 또한 어린

윤선도 시비

시의거리 시비

서하구
영도구

최치원
동상과 시비

테마마당 08

요산의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뿌리가 된 부산
글 조갑상(소설가, 요산문학관 관장)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리얼리즘문학과 민족문학의 눈부신 성취를 이끈 소설가
요산 김정한(1908~1996)의 생가와 문학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606, 조용한 주택가에 숨어있듯 자리하고 있다. 김정한이 태어날 무렵 이곳은 경
남 동래군 북면 남산리로 김해 김씨 삼현파 집성촌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
다. 생가 뒤 범어사로 연결된 금샘로에는 ‘남산재’라는 편액을 단 김씨 재실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가와 문학관으로 가려면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
역 1번 출구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 요산문학로를 따라 올라오면 된
다. 길에는 요산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벽화와 조형물 등이 눈길을 끈
다. 요산생가는 2003년 6월, 문학관은 2006년 11월에 완공되었다. 요산문학관
은 국내에서 생가와 문학관이 한 자리에 있는 몇 안 되는 문학관에 속하며, 부
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뒤에 두고 수원이 넉넉한 오륜대를 앞에 두어 경관이 뛰

문학관 건물 입구 오른쪽 벽면에 소탈하면서도 강인함이 풍기는 노년의 요산 사진과 그의 문학정신이 요약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문구가 시선을 끈다.

어나다.
절제된 문장으로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 안내판을 읽고 정문을 들어서면

건축가 안용대가 설계한 문학관은 연면적 750m2의 3층 콘크리트 건축물

한옥 생가를 만난다. 팔작지붕의 일자형 전통한옥인 생가 마루 대들보에는 ‘요

로 건물 절반이 필로티 구조로 공중에 떠있다. 외벽은 요산의 반골기질과 역동

산연거(樂山燕居)’라는 편액을 걸어 소박하고 한가한 삶을 추구했던 옛 선비가

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 거친 표면의 적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건물은 지역의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방에는 요산이 말년에 쓰던 책걸상과 우리말 사전

맥락과 땅의 생김새를 살리고 있어 위세를 부리지 않고 소박한 모습이다. 정문

카드를 넣어두던 목제 함, 말년에 몸을 의지했던 휠체어가 놓여있다. 문학관

입구에서 보았을 때 생가의 처마와 문학관의 선이 닮도록 디자인되고 주변 주

앞에는 탄생 100주년에 세운 브론즈 흉상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건물 입구 오

택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문학관 뒤는 골목길인데 담장과 건물까지도 골목

른편 벽면에는 소탈하면서도 강인함이 풍기는 노년의 요산 사진과 그의 문학

길을 따라 굽어져 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요산정신을 실현하고 있

정신이 요약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문구가 시선을 끈다.

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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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구조는 1층의 사무국과 북카페, 2층의

정확하고 꼼꼼하게 묘사하고 실제명까지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김정한 <사하촌>

기념관과 도서관, 3층은 작가 집필실과 게스트하우

먼저 문학관과 가까운 소설 무대는 범어사와 그 아래 청룡동과 남산동 일

김정한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이

스, 지하 1층의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념관에

대이다. 초기작인 <사하촌>, <옥심이>, <추산당과 곁 사람들>, <묵은 자장가>

소설은 가난한 소작인들의 비참한

는 연보, 어린이들을 위한 요산의 삶, 주요작품의

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범어사와 사찰 바로 밑의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동리

을 통하여 1930년대 우리 농민의

줄거리와 작품배경 사진, 생전의 손때가 묻은 생활

외에는 일반 주택가로 바뀌었기에, 요산문학로와 문학비가 있는 범어사 순환

고통과 그 극복 의지를 그린 작품

용품과 문구류, 장편 《삼별초》 집필을 위한 친필 연

도로를 걷는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삶과 생존을 위하여 결집하는 모습

이다. 사하촌은 사찰 소유의 논밭을
빌어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아

대기, 다수의 미발표 육필 소설원고, 소장 장서 등

두 번째는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문학관과 더불어 하루 기행으로 적당하

이 있다. 전시물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나라를 빼

다. 일제말기 민중들의 이심전심의 저항을 그린 <사밧재> (1971)의 현장을 찾

앗겼던 시절, 직접 손으로 그리고 쓴 《식물도감》과

아가려면 노포동 전철종점 부근에서 양산시로 가는 1077지방도로를 만나면 된

지만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사찰이

《우리말 사전》이다.

다. 옛날 영남대로의 일부이기도 했던 “안팎 오르내리기가 거의 2십리나 된다

일제에 빌붙어 가난한 농민을 억압

는 지루한 잿길”이 신작로가 되어 목탄버스가 다니고, 그 길은 다시 토목공사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요산은 1940년부터 동래를 떠나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서 거주했다. 그가 처

문학관 옆에 조성된 요산 생가 전경.
팔작지붕에 일자형 전통한옥의 모습
을 지니고 있다. 요산은 1908년 김해

등으로 지금의 도로가 되었다. 소설에 나오는 T와 Y를 당시의 동래군과 양산
군으로 읽으면 두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라는 뜻이 된다. 가는 길에는 사

음 구한 집은 부산교도소 뒤편 냇가에 있었으며, 1976년에는 그가 한때 생사

김씨 집성촌이었던 금정구 남산동에

배마을도 만날 수 있으며, 천성, 부로라는 산 이름, 봉수대가 있던 개명봉등은

를 넘나들었던 부산교도소 자리에 들어선 동대신동 2가 삼익아파트(13동 305

서 태어났다.

모두 실제명이다. 녹동고개라고도 불리는 사밧재를 소설에서는 산 너머 큰절

호)로 옮겨 1996년까지 살았다. 요산이 20년을 살았던 이 오래된 아파트의 봄

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그렇게 불렸다며 사바령(娑婆嶺)으로 적고 있다. 큰절

벚꽃은 지금도 아름답다. 요산은 1996년 11월 28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남

은 물론 범어사를 가리킨다.

가는 소작농들의 삶의 터전이다. 농
민들은 가뭄, 일제의 억압과 착취도
이를 악물고 견디며 살아간다. 하

하고 착취한다. 사찰의 횡포를 참다
못한 농민들은 이에 저항하며 들고
일어난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농민 소설의 하나이다.

천성당에서 운명했으며 사회장으로 양산시 어실로 602, 신불산공원묘원(D아-23)에 잠들었다. 타계 1년 뒤에 세운 묘비명의 전문은 “小說家 樂山 金公廷

요산 소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장소

漢(요셉) 여기 잠들다”로 되어 있다.

<산서동 뒷 이야기>(1971)의 소설 첫머리에 소개된 “낙동강 하류에 있는 ㅁ역

요산 김정한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대표적 문학비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

을 지나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산서동이란, 벼랑에 매달린 듯

어린이대공원에 자리한 것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 순환도로에 있다. 1978년

한 작은 마을”은 양산시 물금읍 남부마을이다. 양산신도시와 대규

어린이대공원에 세운 ‘요산 김정한문학비’는 놀이동산 쪽 산책로를 따라가다

모 물류기지가 들어서 상전벽해를 실감케 하는 이 일대는 메기가

보면 만날 수 있다. 직사각형 화강암 전면의 오석에는 <선거족>의 유명한 구절

거품만 내뿜어도 물이 담는다고 해서 붙여진 ‘메깃들’로, 경남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몇 번째 가는 큰 들이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이 마을에 살았던

안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가 새겨져 있다.

일본인 가족을 통해 민족이 아닌 가난한 농민으로서의 한일 연대를

1994년 범어사 우회도로에 세워진 문학비는 3.1운동 유공비 못 미쳐 상마

이야기한다.

마을 입구 근처에 있다. 문학세계를 요약한 글은 네모진 오석에 새기고, 그 위

요산 김정한 문학비

의 자연석에는 국토의 어느 산자락에 발을 붙이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음성나

“어딜 가도 산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를 그린 대표작 <수라도>(1969)의 무대는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

환자들의 염원이 담긴 <인간단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으레 나

대다. 처조모를 모델로 했다는 작가의 발언과 소설에 재현된 공간

요산 김정한의 소설 배경은 사실에 충실한 작품세계의 특성답게 문학기
행이 용이하다. 그는 부산과 낙동강 하류지역을 배경으로 할 뿐 아니라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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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 흘리게
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
점 가슴에 느껴졌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는 지조 있는 양반가의 가족사

이 실제공간과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어 요산 소설 중 가장 살
아있는 작품현장이다. 작품에는 화제리 인근의 지리지명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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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김정
한의 친필원고들.

문학관에 가다

는데 모두가 실제명이면서 마을들의 배치와 거리감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되

문학기행 코스

고 있다. 오봉선생 댁은 명언마을, 무당 천금새의 집은 토교마을(태고나루터),

요산문학관과 생가
김정한 묘

길을 얼마쯤 따라가다 물 전시관에서 산 쪽 방향의 지하도를 지나면 만난다.

경남 영산시 어실로 602

뱃사공 2대의 비극사인 <뒷기미 나루>는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상부마
을 오우정을 지나 강을 옆에 두고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 지금은 흔적이 사라
지고 경관도 바뀌었지만 지난 시절에는 강 건너 김해 사람들이 삼랑진 장을 보

김정한 문학비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3
어린이대공원,
부산 금정구 청룡동 상마마을

적 문인이며 부산 문학의
정신적 지주 가운데 한 명

념하고 그의 문학을 기리

동강 물이 만들어준 모래톱 조마이섬의 소유권문제를 지식인과 민중의 만남

고자 2006년 건립되었다.

형식으로 그린 수작이다. ‘나릿배 통학생’ 건우네 가족이 살던 이곳은 섬의 모

요산 김정한의 문학 정신

양이 주머니같이 생겼다 해서 ‘조마이섬’으로 불리는데 지금은 을숙도공원으로

과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바뀌었다. 전철 1호선 하단역에서 명지행 버스를 타고 공원에서 내리면 된다.

마지막 요산소설의 무대는 그가 1933년부터 7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던 경

요산문학관은 한국의 대표

인 요산 김정한 선생을 기

세 번째 요산 소설의 무대는<모래톱이야기>의 을숙도이다. 이 작품은 낙

름답다.

부산 문학의 정신적 지주 김정한의 문학과 삶

신불산공원묘원

거나 기차를 타기 위해 이용한 나루였다.

수렁과 축축한 둑에 빈틈없이 우거진 갈대는 사라졌지만 강 노을은 여전히 아

요산문학관

부산 금정구 팔송로 60-6

‘미륵당’은 용화사로 생각할 수 있다. 용화사는 물금읍 물금취수장에서 자전거

요산문학관으로 가는 길 초입에 조

발전·육성시키며, 지역

성되어 있는 요산 문학로의 담장

문화 발전과 시민 정신을

벽화. 요산의 문학세계를 스토리텔

함양하고 있다.

링 형식으로 구현한 테마거리이다.

요산 문학관은 66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이루어

남 남해군이다. 첫 근무지인 남해읍 남해초등학교를 둘
러 본 뒤 <회나뭇골 사람들>의 무대를 찾으면 된다. 삼
일운동 피해자인 백정 박선봉 노인의 가족사를 다룬 작
품의 무대는 남해읍 서변리 130번지 일대로 지리명과
거리감이 실재와 거의 일치한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총

져 있다. 주로 도서 자료와 요산에 관계되는 문건, 유품 등을 수집·전
시하고 있다. 요산의 유품 120여 점과 3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단행본, 연속 간행물, 학위 논문, 학술 행사 자료와 요산의 작
품, 요산에 대한 연구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1층에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북카페가 있

각 하급관리와 처녀 해녀의 만남을 다룬 <월광한>의
무대는 남면 선구마을이며 달밤에 은순이가 배를 타고
찾아가는 뻐꾸기섬은 해송이 우거진 마을 앞 목도를 내
재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말 조선인교사의 차별대
우를 그린 <낙일홍>의 무대는 요산이 전근 간 남면 남
명초등학교 일대다. 그는 남면 면사무소 건너편 당항리
1386번지, 술도가였던 집을 얻었다.

다. 2층 전시실에는 요산 선생이 소장했던 육필원고와 창작 메모, 작
품집, 직접 제작한 식물도감 낱말카드 등이 있고, 요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자료, 육성 인터뷰 등이 담긴 영상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2층에는 3000여 권의 소장 도서가 구비된 도서실을 비롯해 세미
나실, 창작실이 있다. 3층에는 일반인이나 문인 등이 이용하는 집필실
이 있고, 지하 1층에는 대관이 가능한 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요산문학관은 요산 문학에 관한

남해는 요산이 데뷔 작품인 <사하촌>을 쓰고, 우
리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사전과 식물도감을 만든
곳이기에 요산 소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장소
라 할 것이다.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전시할 뿐 아니
라 소장품의 고증 평가, 수리, 모사와
복원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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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문학관
주소 부산 금정구 팔송로 60-6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국경일
홈페이지 www.yosan.co.kr
문의 051-515-1655

이주홍문학관
주소 부산 동래구 금강로 61번길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 국가공휴일
홈페이지 www.leejuhong.com
문의 051-552-1020

이주홍문학관

추리문학관

아동문학의 선구자 이주홍의 온기를 느끼다

미스터리 세계로의 초대, 추리문학 전문도서관

이주홍문학관은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였던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

추리문학관은 우리나라 최

학 정신을 계승·발전·육성시키고 부산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

초 추리문학 전문도서관이

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주홍은 광복 후 부산에 정착한 후 풍자와 해

다. 국내 추리문학의 대가

학을 바탕으로 동화와 수필, 번

인 김성종 씨가 문화공간의

역서 등 200여 권이 넘는 작품

확보와 추리문학의 활성화

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

를 기하고자 1992년 3월 22

을 펼친 아동문학의 선구자다.

일에 개관하였다.

1층은 대관이 가능한 강당

추리문학의 보급과 발

과 세미나실, 사무 공간 등으로

전을 위하여 설립한 추리문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이주홍 선생이 소장하였던 도서와 자료가 있

학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

는 서재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로 좌석 수 332석을 보

이주홍 선생이 소장했던 도서 및 서화를 비롯한 유품을 보관 전시

유하고 있다. 국내외 추리소설은 물론, 일반문학서, 아동도서 및 참고

하고 있는데, 잡지와 단행본 6000여 점과

도서 등 기타 장서가 수만 권에 이른다.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화, 사진, 육필 원고를 비롯해 모두 1만

시집도 비치되어 있다. 또한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문호들의 진

여 점에 이르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특

기한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다.

히 이주홍 선생이 교류했던 전국의 문인

추리문학관의 색다른 즐거움은 카페식으로 운영되는 1층. 탐정의

들이 보낸 편지 및 희귀본들을 보관하고

대명사인 셜록 홈즈의 이름을 따 ‘셜록 홈스의 집’으로 이름한 1층은 독

있다. 희귀본으로는 1930년대 이주홍 선

서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다. 전 층 모두 안락한

생이 직접 제호와 표지화와 삽화와 작품

의자와 각종 신문, 잡지 및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대형 창문을 통해

을 발표했던 《신소년》(1934년 폐간) 잡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1층은 카페식 열람실, 2·3층은 일반

철과 1936년 이주홍 선생이 창간했던 카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개가식 서가에서 차 한 잔과 함

프 계열 순수 문예지 《풍림》 묶음이 있고,

께 달맞이고개와 청사포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다보며 마음껏

카프 계열의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했던

독서를 즐긴다. 또한 문학관에서는 《안네의 일기》의 작가 안네 프랑크,

《별나라》(1935년 폐간) 잡지철이 있다. 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시몬 드 보

한 이곳은 문학 세미나, 문학 강연회, 창

부아르, 에밀 졸라 등 세계문학사

작 수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학 학습의

에 빛나는 113명의 세계유명작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전을 이벤트로 상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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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문학관
주소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111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1월 1일, 설날 1일, 추석 1일
홈페이지 www.007spyhouse.com
문의 051-743-0480

문학 유적을 찾아서

윤선도 시비 <증별소제>

정서 시비 <정과정곡>		

정서 <정과정곡>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일광해수욕장은 기장 팔경 중 3경에 해당

정과정 공원은 고려 시대에 부산 지

내 그대를 그리워 우니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이을포 강송정 끝자락에서 학리포구 1.8km에

역으로 유배왔던 정서의 유적이 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하구나

이르는 은빛 모래사장을 일광해수욕장이라고 한다. 오영수의 소설 <갯마

는 공원이다. 부산의 수영구, 연제구

잔월효성이 아시니

을>의 실제무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고산 윤선도가 귀양 와서 동생

는 고려 시대 문인 정서(鄭敍)가 모

넋이라도 그대는 함께 있으나 아으!

과 이별하며 시 두 편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함을 받아 1151년(의종 5)~1157년(의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가인으로 불리는 고산 윤선도

종 11)까지 귀양살이를 한 곳으로, 곳

는 광해군 때 광해군의 잘못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을 거

곳에 정서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다.

쳐 이곳 기장 일광에 4년 7개월간 유배되었다. 고려말 정몽주, 이색 등

정서가 임금이 불러주기를 애타게 기

문인들이 반했다는 백사장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삼성대는 당시 윤선도

다리며 지은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고려 가요에서 작자가 알려진 유

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곳에서 윤선도는 자신을 회유하러 왔던 동생

일한 노래라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 이곳에는 1985년 토향회에

마나 많은 산이 가로막을 것이며 /

을 떠나보내면서 ‘동생과 헤어지면서 시를 지어 주다’라는 뜻의 <증별소

서 세운 ‘정과정 시비’가 있다. 또한 팔각 정자, 정과정 중건비, 놀이마

세상의 흐름을 따르자니 얼굴이 부

제(贈別少弟)> 2수를 지었으며, 현재 ‘삼성대’라는 표지석이 세워진 언덕

당, 휴게 마당으로 되어 있다. 정과정 시비 전면에는 <정과정곡>의 가사

별할 때가 되니 천 갈래로 흐르는

아래에 이 시를 새겨 넣은 ‘고산 윤선도 선생 시비’가 세워져 있다. <증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고려 충신 정서의 인물 소개 및 정과정

눈물이 / 너의 옷자락에 뿌려지면

소제> 2수는 《고산유고(孤山遺稿)》 권1에 수록된 칠언 절구로, ‘신유년 8

시비를 설치하게 된 취지가 새겨 있다.

월 25일 삼성대에 이르러 보내면서 지었다’는 자주(自註)가 부기(附記)되

위치 부산 수영구 망미동 산6-2

윤선도 <증별소제>
네 뜻을 따르자니 새로운 길에 얼

끄러워지는 것을 어이하리오. / 이

서 점점이 아롱지는구나. / 내 말
은 내달리고 네 말은 더디기는 하
나 / 이번 길에 어찌 차마 따라오지

어 있다.

말라고 하리오. / 가장 무정한 것은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40-3 일광해수욕장

이 가을날의 해이니 / 헤어지는 사

부산 해운대의 동백섬에 들어서면 ‘海雲臺(해운대)’라는 글귀가 새겨져

람을 위해 잠시도 멈추어주질 않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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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동상과 시비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

있는 작은 돌을 만난다. 해운대는 고운 최치원이 어지러운 정국을 떠나

일광 해수욕장에는 난계 오영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오영수는 광복

가야산으로 입산하러 갈 때, 이곳을 지나다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대

전후에 일광 이천 마을에서 살면서 일광면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근무

(臺)를 쌓았다고 한다. 또한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을

했다. 일제 말 강제징용을 피해 처남이 면사무소 서기로 있는 일광으로

거닐다가 암석에 ‘해운대’란 세 글자를 음각함으로써 지명이 됐다고 전

거처를 옮기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었다. 오영수 단

해오고 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하면

편 <갯마을>에 H리라는 지명이 나온다. 그 H리가

서 명문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최

이곳 ‘학리’로 추정된다. 일광 주변 바닷가 마을에는

치원은 당나라의 벼슬을 버리고 고국에 돌

범선을 타고 바다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 때문

아와 전국을 구름처럼 떠돌아 다닌다. 현재

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많았다. 오영수는 6.25전

동백섬에는 최치원의 자취가 오롯이 남아

쟁 피난 중 1953년에 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

있다. 동백섬에 최치원 선생 동상과 시비가

설로 썼고, 이것이 <갯마을>이다. 나중에 <갯마을>

세워져 있고 ‘해운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그

을 영화화했을 때도 일광 일대에서 찍었다고 한다.

를 기리고 있다.

위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3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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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며 거짓인 것을 아으!

벼르시던 이 누구인가?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말들이 많아지니
살얼음판 같구나 아으!
그대여 나를 벌써 잊으려고 하시는 구려
그대여 다시 돌이켜 사랑해주세요.

금강공원 - 이주홍, 최계락, 이영도 시비

편 우국충정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구를 노래했다.

부산 금정산 아래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금강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금

위치 부산 수영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정산 능선 남쪽은 산세가 아름다워 작은 금강산으로 불렸고, 금강공원의
이름도 거기서 따 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원 안에는 부산민속예술

용두산공원 ‘시의 거리’

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식물원, 놀이시설, 체육공원이 있다. 금강공원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휴식처인 용두산공원에는 ‘시

은 호젓한 분위기에서 문학비를 감상하는 공원이기도 하다. 왼쪽 산책로

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를 따라 걷다보면 ‘이주홍 문학의 길’이라는 작은 표지석과 함께 향파 이

문화공간을 제공하자 용두산공원 진입로에 시비를

주홍 문학비가 보인다. 이주홍은 김정한과 함께 부산문단의 양대 봉우리

건립하여 ‘시의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시의 거리’

이다. 문학비에는 향파의 해맑은 동시 '해같이 달같이만'이 선생 자신의

는 부산시 문화체육과와 문인협회 부산지부가 공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 또한 부산의 문인 최계락과 이영도의 시비가 자리

동으로 ‘시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길

하고 있다. 단출하게 세워진 최계락 시비 아래에 자리한 이영도 시비는

이 109m, 넓이 7m로 조성하였다. 1994년에 1차로

누가 지어냈는지

여성 시조시인을 기리듯, 비석의 단아한 조형미가 돋보인다.

5기가, 같은 해 말 4기가 조성되었다. 시인 유치환

모르겠어요.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금강공원

선생의 <그리움>을 비롯해 최계락의 <외갓길>, 장하보의 <원>, 홍두표

박두진 <낙엽송>

의 <나는 곰이로소이다>, 조향의 <에피소드>, 손중행의 <세월>, 김태홍

가지마다 파아란 하늘을

박인로 시비 <선상탄>

의 <잊을래도>, 박태문의 <봄이 오면>, 원광의 <촛불> 시비가 세워져 있

받들었다.

해운대에 인접한 수영동은 경상도 좌수영이 있던 곳이다. 당시의 수영성

다. 비석의 글씨는 서예가 경제 조영조, 현제 김종문, 동헌 오용준 등이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옵다.

은 지금 수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영성은 노계 박인로가 두 차례

썼으며 장산만의 조각으로 건립되었다.

아…버…지… 하고

나 수군으로 복무한 곳이다. 송강 정철, 윤선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

위치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 용두산공원

불러 보면

인으로 꼽히는 박인로는 모두 9편의 가사와 67수의 시조, 그리고 110수

이주홍 <해같이 달같이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어…머…니… 하고
불러 보면
금시로 따스해 오는
내 마음.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오오- 하고 들려오는 듯

청송(靑松)이라도 가을되면
홀홀 낙엽진다 하느니,
봄마다 새로 젊는
자랑이 사랑옵다.
낮에 햇볕 입고

목소리

의 한시를 남겼다. 박인로의 대표 가사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

어린이대공원 ‘시가 있는 숲’

(…)

이에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가사 <태평사>와 종전 후 전쟁의 비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에는 ‘시가 있는 숲’이 있다. 서쪽으로는 백양산,

이슬 마시고,

애와 평화에 대한 갈구를 담은 가사 <선상탄> 등이다. 그의 가사는 단순

동쪽으로는 새미산이 둘러 있는 산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동물원과 어린

파릇한 새순이

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읊은 조선 전기의

이놀이동산, 산림욕장이 있어 부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부산시

가사들과 다르다.

에서 시민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1990년 산림욕장에 세운 시비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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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로가 경상좌도 수군으로 복역하면서 지은 <선상탄>이 민락동

10기로 시비의 글씨는 정용목이 썼다. 윤선도 <오

에 있는 ‘경상좌도수군 절도사영 선소(船所) 유허비(조선시대 군함이 정

우가>, 노천명 <사슴>, 김소월 <산유화>, 이은상

박했던 곳에 세운 비)’에 새겨져 있다. “(…) 벌레같이 꾸물대는 섬나라

<심산풍경>, 박두진 <낙엽송>, 이형기 <나무>, 이

오랑캐들아. 빨리 빌고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 죽이지 않으니 너희들

황 <도산십이곡>, 김남조 <산에게 나무에게>, 박

구태여 섬멸하랴. (…)” 조선 후기 전쟁 문학을 대표하는 <선상탄>에는

화목 <산여울>, 박돈목 <산의 말씀>의 시비가 적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아직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부산진에 내

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흩어져 있다. 자연석에 글

려온 작가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씨를 새겨 주변 풍경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겪은 전쟁의 시련을 다루면서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내는 한

위치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어린이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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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별이 소올솔 내리는

여름으로 자란다.

울진군
봉화군
지훈문학관

영주시

이육사문학관

조지훈 생가와 시공원

퇴계 이황 시비

문경시

예천군
오일도 생가와 시공원

안동시

지촌문학관

객주문학관

영덕군

상주시
청송군

이은상 시비

의성군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구미시

백수문학관

군위군

경주와 안동을 품은 경북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유적들이 무궁무진하
다.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있는 정신 문화의 고향인 것이다. 문화유적의 도시인 이
지역은 특히 한국문학사에 크게 자리매김을 한 김동리와 박목월, 이육사, 조지훈 등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항시

박인로 시조비

서구

정완영 시비

영천시
정완영 시비

경주시

구상문학관

김천시

이상화 고택과 시비

북구

성주군

동구

김동리 생가

대구문학관

박인로 시조비

중구

서구
두류공원

남구 수성구
달성구

박목월 시비

경산시

달성군

박목월 생가

동리목월문학관

고령군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비

이호우 생가

테마마당 09

김동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의 구경(究竟)을 쫓다
글 김병길(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동리의 본명은 김시종이다. 아호이자 필명인 ‘동리’는 그의 맏형 김범부가 지
어 준 것으로 김동리는 그 뜻을 ‘해가 돋는 곳, 동쪽 마을에 살기로 한다. 그저
햇빛이 좋다’라고 풀이한 바 있다. 김동리는 1913년 경북 경주시 성건동 186번
지에서 1913년 11월 24일(음력) 김임수(金壬守)와 허임순(許任順) 사이에서 5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부인 김동범이 정착함으로써 경주를 고향으로 갖
게 된 김동리는 점필재 김종직의 16대손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는 김동리에게
단순히 생물학적 출생지로서만이 아닌 창작의 모태로서 남다른 공간이다. 동
리의 생가는 현재 경주시 성건동 284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전쟁 후 예전
의 집은 사라졌고, 세 집이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집터에는 김동리의 생가임을
알리는 표지만이 있다. 무당촌으로도 불렸던 이 생가 성건동 일대에 떠도는 무
당이야기를 소재로 김동리는 <무녀도>를 썼다. 김동리의 또 다른 대표작 <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 되는 금장대. 그 아래 꽤 넓은 물웅덩이로 명주 실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깊다는 ‘애기청소’라 불리는 소가 있다.

위> 역시 이곳이 배경이다.
어린 시절 부친의 술주정에 김동리의 모친은 기독교 신자의 집으로 자주
몸을 피했다. 그때마다 부친은 그 이웃과 종교적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어

은 바로 이러한 가정사가 투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무녀도>에서 주인공 ‘모화’

느 날 어린 김동리가 술찌끼에 맛이 들려 취하고, 이것이 동네 사람들의 구경

의 정신세계는 곧 부친을 상징하며, 전도부인과 부흥목사는 기독교에 호의적

거리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친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듯

인 태도를 가졌던 모친의 정신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02년

김동리는 모친의 입교와 부친의 술주정에서 비롯된 잦은 분란과 무관심으로

김동리의 생가가 있는 성건동 마을에는 초가를 얹은 ‘경주읍교회’가 생겼다. 지

점철된 어두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 과정에서 김동리는 모친으로 상징

금의 경주제일교회의 전신이다. 이 교회는 1909년 경주 최초의 사립초등학교

되는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거니와, 이는 형 김범부의 사상적 가르침

인 ‘계남학교’를 설립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모친의 손에 이끌려 김동리

과 함께 후일 김동리의 성격은 물론 정신세계를 떠받치는 두 축이 된다. 기독

는 이 학교를 6년간 다녔다. 김동리가 이후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연이어 진학

교와 샤머니즘의 대결로 압축되는 김동리의 대표작 <무녀도>의 서사적 갈등

하게 된 것은 모친의 영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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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건동에서 형산강 변을 따라가다 보면 《화랑
세기》에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으로 기록된 ‘금장

창작의 바탕이 된다. 그럼에도 그는 기독교에 크게 경사되지는 않았다. 그의

반월성

자의식이 그 이상으로 강했던 탓이다.

101년에 축조된 신라의 왕성이다.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반월

대’에 이르는데, 그 아래 <무녀도>의 모화가 마지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면서 작가

막 굿을 마치고 생을 마감한 ‘예기소’ 혹은 ‘애기청

의 길에 들어선 김동리는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해보겠다는 결심으로 경상남

도 한다. 둘레 2400m의 토석 혼축

소’라 불리는 소(沼)가 있다. 경주의 서천, 북천, 그

도 사천시 곤명면의 봉명산에 있는 다솔사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주지 최

으로 남쪽은 남천을 끼고 자연지세

리고 남천이 합류하면서 생겨난 예기소는 강물 위

범술과 백씨 김범부의 영향 아래 동양철학과 불교에 관한 지식을 쌓게 된다.

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오르곤 하던 깊고 푸른

다솔사 입산과 함께 김동리가 불교와 맺은 각별한 연은 거처를 해인사로 옮기

늪이다. 예기소에는 신라시대 귀족의 딸인 예기라

면서 더욱 깊어진다. 이때 김동리는 소설 창작의 소재를 여럿 구하게 되는데,

는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단옷날 친구들과 금장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산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해 이른

에서 소나무에 매어둔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강물

봄 김동리는 상경하여 연건동에서 하숙을 하며 작품 집필에 몰두한다. 다솔사

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그 후 매년 익

에서 취재해온 문둥이를 소재로 한 <바위>가 이때 창작한 작품이다. 이후 김동

사사고가 일어났기에 그 넋을 달래기 위한 굿이 행해졌고, 김동리는 이를 자주
접했다. <무녀도>에서 무녀 모화가 기독교인 ‘욱이’를 찔러 칼로 죽인 후 굿을

동리목월문학관에 재현해놓은 김
동리의 창작실. 주옥같은 작품들을
집필하였던 창작실에는 서화에 능

하다 넋대를 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바로 그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재

하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현된 것이다.

붓이 걸려 있다.

리는 <솔거>, <잉여설>, <완미설> 연작소설을 비롯해 <불화>, <등신불>, <까
치소리>, <저승새>, <극락조>, <눈 오는 오후>에 이르기까지 불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경주, 대구, 서울, 다솔사에서 해인사에 이르기까지 유년을 거쳐 청년기
에 접어든 김동리가 정착한 곳은 사천이었다. 스물다섯 김동리는 다솔사가 지

“수도산과 반월성이 내 교실이다”

금의 사천시 원전마을에 건립한 ‘광명학원’에서 강사로서 새 생활을 시작한다.

김동리는 성건동 일대 무당촌에서 시작해 황남리, 그리고 교촌에 이르기까지

그가 첫 번째 부인 김월계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이때다. 1942년 광명학원은

경주 시내 이곳저곳을 누비며 소년기를 보냈다. 그런 그였기에 대구 계성학교

일제에 의해 폐쇄된다. 김범부가 구속되고 가택수색을 당하자 김동리는 일시

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한 2년 동안 깊은 향수병을 앓았다. 유년의 김동리

절필한다. 광복을 맞은 김동리는 사천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되나 좌익계열의

를 만날 수 있는 ‘계성학교’는 ‘계성중학교’의 전신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

테러에 이내 상경한다. 이듬해 그는 조선공산당 계열의 문학가동맹에 대항하

동에 자리하고 있다.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옆에 위치한 계성중학교는 1906년

여 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선출된다. 이 시기 우익 문단의 이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 안의와 목사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이다. 김동리
는 1930년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서울 경신학교 3학년에 편입학한다. 1886

금장대
금장대는 현곡면 남동쪽의 형산강

데올로기로서 김동리는 계급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순수문
학의 진의>, <본격문학과 제3세계의 전망> 등의 평론을 통해 전개해나갔다.

년 미국의 선교사 H.G. 언더우드가 서울 정동 32번지에 설립한 경신학교는 우

변(서천)에 위치한 야트막한 구릉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다가 1·4후퇴 때 부산으

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기독교계의 중등교육기관이다. 경신학교

위에 올라 서 있다. 이곳 금장대 아

로 내려간 김동리는 그곳에서 문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그린 <밀다원 시대>

래를 일컫는 애기청소는 세 곳으로

시절 김동리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부터 흘러오는 물줄기가 만나 금장

를 쓰게 된다. 부산 광복동에 있던 다방 ‘밀다원’은 피난살이에 지친 문인들의

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아라비안나이트》, 《마테를링크 선집》, 《세계문호

대 앞에서 절경을 만들어 낸다. 신

집결지였다. <귀환장정>, <흥남철수> 등이 이때 그가 부산에서 머물며 쓴 작

와 그 창작》 등의 독서 체험을 쌓았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김동리는 이렇
듯 기독교와 인연을 맺으며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처럼 그의 성장기에
일상이나 다름없었던 기독교적 환경은 뒷날 <마리아의 회태>, <부활>, <목공
요셉>과 같은 고대 유대를 배경으로 한 단편과 문제적 장편 《사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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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부터 전해지는 여덟 가지 괴이
한 현상, 신라팔괴 중의 한 곳이다.

품들이다. 부산은 전쟁과 피난, 그 가운데 내쳐진 인간 실존에 대한 김동리의

신라 팔괴의 하나 ‘금장낙안’은 금

고뇌가 고스란히 소설화되었던 무대다. 환도 후 김동리는 1995년 사망하기까

장대를 지나던 기러기가 금장대의
경치에 홀려 잠시 쉬어 갔다는 이
야기이다.

지 서울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그의 창작은 앞서 답사했던 공간들 속에서 지속
적으로 잉태되었다. 특히 고향 경주는 창작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김동리는

229

성(半月城), 신월성(新月城)이라고

를 이용해서 쌓았다. 475~487년에
궁성을 명활성으로 옮긴 시기를 제
외하면 줄곧 신라의 왕들이 거처하
던 곳이었다.

1938년 첫 번째 결혼과 함께 사실상 경주를 떠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병

문학기행 코스

서 《동리목월》은 기여해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2013~2014년

으로 누울 때까지 그는 한 해 두 번 이상은 꼭 고향을 찾았다. 동리가 고향 사

동리목월문학관

‘김동리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되어 ‘계간문예’ 출판사에서 총 33권에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

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산과 반월성이 내 교실이다”라고 늘 말했던 사실은

금장대

이르는 《김동리문학전집》를 간행해냈다. 이로써 김동리 문학 연구

그의 창작 여정에서 경주가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북 경주시 석장동 38-9

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 실제로 경주 곳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김동리 창작의 지도를 능히 그려

다솔사

1990년 7월 30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동리는 그로부터 다섯

경남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417

내고도 남음이 있다. 경주 서남산 입구의 산길을 배경 삼은 <황토기>가 그러하

반월성

해 동안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1995년 6월 17일 마침내 생을 마감

고, ‘현곡’이 배경인 <까치소리>가 또한 그러하다. 어느 필자의 표현처럼 고도

경북 경주시 교동 387-1

한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차려졌다. 현재
는 국가·지방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 받지 못해 방치되어 있

경주 전체가 그의 작품 속에 조각보처럼 펼쳐져 있다.

다. 진입로에 표지판마저 없어 일반인이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생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생의 구경(究竟)적 형식

의 구경(究竟)을 화두로 붙들고 창작에 정진했던 그의 삶을 생각

김동리의 경주에 대한 애착은 그 공간의 오래 전 과거, 곧 신라 천년의 세월로

할 때 그 쓸쓸함이 더한다. 김동리가 1958년 발표한 중편 역사소설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회귀본능 같은 것이었다. 김동리는 1977년 총 16편의

<아리랑기(阿尸良記)>에는 그 같은 덧없음을 예감한 듯한 장면이 등

단편 역사소설을 모아 《김동리 역사소설》을 펴낸 바 있다. 이에 수록되진 않았

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아리랑국의 셋째 공주 ‘가리공주

으나 단편 <검군>을 비롯해 중편 <아리랑기>, 장편 《삼국기》와 《대왕암》에 이

(嘉尸公主)’와 승려 신분으로 불교 전파를 명분 삼아 아리랑국에 첩자로 잠입한

르는 다수의 역사소설을 창작했다. 이들 역사소설은 하나 같이 그 무대가 서라

신라 화랑 ‘신발(信勃)’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벌이는 사랑과 갈등이다. 그들의

서울의 경신학교에 다니던 김동리가

벌과 그 주변으로 모아져 있다. 김동리는 1957년 《야담》지에 발표한 역사소설

인연은 신라의 침략으로 아리랑국의 멸망이 목전에 닥친 밤 끝을 맞는데, 신발

휴학해 경주로 내려와 있던 1934년

<석탈해>를 1965년 《지방행정》에 연재하면서 <반월성에서>로 개제한다. 그 과

은 가리공주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신라군 진지로 떠나기 전 “아아 가리님, 이

정에서 부분 개작을 행했다. 서술자가 고향 경주의 반월성에 들렀을 때 《삼국

런 밤에 우리가 서로 헤인다는 것은 서로 만난다는 거와도 같은 것이요.”라는

사기》에 나오는 표공(瓢公)의 후손을 만나는 장면이 작품의 서두에 덧붙여진

말로 이별을 고한다. 그러나 자신의 도주를 후회하며 아리랑국 궁으로 다시 돌

것이다. 고향 경주를 방문한 작자의 서술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서 내포작가는

아온 신발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공주의 시신을 찾으려다 누군가 쏜 화살

원은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이자

에 맞아 말에서 떨어진다. 그 순간 그는 ‘가리공주’에게 남겼던 말을 되뇐다. 자

왕들의 사냥터로 알려져 있다. 이곳

실제 작가 김동리를 연상시킨다. 작가가 반월성을 방문하는 장면은 겉이야기
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박씨 성의 흰 두루마기 사내로부터 듣게 되는 반월

동리목월문학관의 김동리관에서는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유족들로부
터 기증 위탁 받은 다양한 저서와

여 작가 당대의 경주와 서라벌의 동경을 하나의 풍경으로 담아낸다.

관람할 수 있다.

서 김동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맨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생의 구
경적 형식’과 조우하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심이 되어 2006년 건립한 동리·목월문학관이 있다. 유족으로부터

장 및 전시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문학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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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종 경주 황성공원을 거닐며 작
품을 구상하고 문학을 생각하며 마
음을 나누었다고 전한다. 소나무들
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황성공

에 박목월의 <얼룩 송아지> 노래비
학동산’ 표징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구속하고야 만 사실을 죽음에 이르러 깨달은 것이다. 신발의 이 비극적 최후에

와 육필원고 등의 문학자료, 생활유품, 그리고 두 문인의 애장품을 소

의 겨울방학 때였다고 한다. 두 사람

와 김동리의 ‘동리 김시종 선생의 문

육필원고, 문학자료, 생활유품들을

기증, 위탁받은 김동리와 박목월의 저서를 비롯해 약 7천여 종의 장서

박목월과 김동리가 처음 만난 것은,

신이 말한 ‘회즉리(會卽離) 이즉회(離卽會)’의 이별사가 결국 스스로의 운명을

성의 숨은 내력은 속이야기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김동리는 시간을 월경하

불국사 바로 아랫녘에는 경주시와 (사)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김동리와 박목월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류혜숙, <내 마음의 쉼표, 경주 힐링 여행 2: ‘문학과 힐링의 만남’ 김동리 소설 무녀도의 배경 ‘예기소’>, 《영남일보》, 2015. 9. 15.
이재선 편, 《김동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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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학관에 가다

객주문학관

구상문학관

소설 《객주》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삶을 노래한 구도자의 발자취

구상문학관은 낙동강을 소재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한 구상 시인의 작
품 세계와 생애를 재조명하여 거목 구상의 발자취를 오래도록 기리고
지역민과 문학인들을 위한 문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 10월 4
일에 개관하였다.
구상문학관은 부지 면적 1,611㎡, 건물 연면적 699.87㎡ 규모의 2
층 건물이다. 1층에는 전시실, 영상실,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도서
관, 열람실, 사랑방이 있다. 구상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에는 문단 활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와 문우와
주고받았던 편지, 서화, 액자, 병풍, 기념패 등 소장품 300여 점이 전
시되어 있다. 2층의 도서관에는 구상 시인이 기증한 2만 7000여 권의

객주문학관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59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gaekju.com
문의 054-873-8011

한국 역사 소설의 지평을 넓힌 《객주》를 테마로 문을 연 객주문학관은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 열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폐교된 진보 제일고 건물을 증·개축한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객

다만 도서의 외부 대출은 가능하지 않고 시인이 손수 모았던 각종 도

주》를 중심으로 작가의 문학 세계를 담은 전시관과 소설도서관, 스페이

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가 김주영의 집필실인 여송헌(與松軒) 등으로 나누어진다.
제1, 2전시실에는 작가 김주영의 집필 배경과 과정에 대해 상세하
게 전시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활동하던 보부상들의 활동상이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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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실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화해의 통일체로 이끌

스 객주, 영상 교육실, 창작 스튜디오, 세미나실, 연수 시설 그리고 작

며, 포용과 만남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시를 써온 윤리적, 신앙적으
로 엄격하고 진솔한 구상 시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생생한 육성
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 또 다른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

후기 상업사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게 꾸며놓아 역사 및 상업사

문학관 외부에는 집필실

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페이스 객주에

이자 구상 시인의 거처였던

는 이인, 최석운, 황주리 등 중견 화가들의 작품과 《객주》, 《잘가요 엄

관수재가 있다. ‘관수재(觀水

마》 등 작가 김주영의 소설을 소재로 그린 그림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

齋)’는 구상 시인이 강을 바

다. 또한 본관 2층의 영상교육실에서는 소설 《객주》를 영상으로 체험할

라보며 끊임없이 마음을 씻

수 있고 영상교육 및 초청강연이 진행되며, 작가 김주영이 소장했던 자

고 가다듬은 ‘관수세심(觀水

료와 국내 간행 소설책들을 구비해놓은 소설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

洗心)’의 삶을 살았던 곳이

객주문학관은 특정 인물이나 작품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

다. 이곳에서의 삶이 <밭일

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의

기> 100편과 <강> 60여 편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여러 장르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

등 구상 시인의 시의 소재와

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제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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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문학관
주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91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홈페이지 kusang.chilgok.go.kr
문의 054-973-0039

동리목월문학관

대구문학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영원한 안식처

대구 문학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한국문학의 두 거장 김동리 선

2014년 향촌동 옛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대구문학관

생과 박목월 선생의 넋을 기리

은 대구 문학의 발자취와 작가들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아카이브로,

는 동리목월문학관은 한국 전

대구 문학을 빛낸 거장들과 그들의 작품을 만나는 공간이다. 문학관

통의 기와집 형태로 우리의 전

에 들어서면 ‘죽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대구의

통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시인 이윤수가 1950년에 창간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 전문지 《竹筍(죽

건물은 크게 2개의 건물

순)》을 의미한다. 당시 대구는 오상순, 조지훈, 박두진, 구상, 최정희

로 나눠지는데 크기가 더 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

건물이 문학관이다. 문학관

이 대구에 모여들어 전쟁기

본관 계단을 오르면 왼쪽에는

문화수도의 역할을 담당했

동리문학관, 오른쪽은 목월문

다. 3, 4층에 자리잡은 문학

학관으로 꾸며져 있다. 지하

관은 근대문학의 흐름을 한

에는 두 사람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 그리고 문학사적 위치를 영상으

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

로 보여주는 영상관, 동리목월 문예창작대학, 그리고 동리목월 기념사

간과 이상화, 이장희, 현진건 작가를 재조명하는 명예의 전당 코너 등

업회가 위치하고 있다.

을 3층에 마련하였고, 4층은 아동문학을 감상하는 동화감상반과 동화

동리문학관으로 들어서면 동리의 흉상이 있고 그 뒤의 유리판에
“동리문학은 나귀이다. 모든 것이 죽고 난 뒤에 찾아오는 나귀이다”라

구연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문학자료 독서공간인 행복한 문학
서재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다.

는 이어령의 함축적 예찬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김동리의 생
동리목월문학관
주소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dmgyeongju.com
문의 054-74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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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은 특히 대구의 문화예술중심지였던 향촌동의 과거 모

애, 실제 썼던 물건들 그리고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두

습을 재현해놓은 향촌문

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무녀도>, <역마>, <황토기> 등이 있는데 실

화관과 함께 자리하고 있

제 학창시절 우리가 한번쯤은 접해 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목월문학관 역시 안으로 들어서면 목월 선생의 흉상이 있고, 그 뒤

한다. 20세기 대구의 중심

의 유리판에 그의 유명한 싯귀인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새

이었던 중앙로, 북성로 공

겨져 있다. 박목월의 생애, 실제 썼던 물건들, 초판본 그리고

구골목, 교동시장과 문화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두었다. 1939년 《문

예술인들의 아지트였던 다

장》을 통해 등단한 박목월은 당시 청록파 시인 중 한 명으로

방, 극장, 레코드사 등의

자연과의 교감, 향토적인 정서를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창작

당시 모습을 관람하며 과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청노루>, <나그네>, <산도화> 등

거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할

이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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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
주소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9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modl.or.kr
문의 053-430-1232

백수문화관

지촌문학관

현대 시조의 선구자 정완영의 숨결을 담다

우리나라 최초 예술창작마을이자 문학관

백수문학관은 현대 시조의 선구자로 시조의 중흥기를 열었던 한국 시

지촌문학관(지례예술촌)

조계의 거봉, 백수 정완영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문학인에게 창작

은 문인과 시민들이 조용

공간 제공하여 지역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 설립되었다. 살아

한 분위기에서 구상과 집

있는 시조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한국식 기와 형태의 건물로, 직지문공원

백수문화관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18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baegsu.gc.go.kr
문의 054-436-6834

주고, 한국적 전통 문화가

안에 자리하고 있다. 정완영 시인이

살아 있는 곳에서 우리 문

소장하고 있는 물품과 문학 세계를

화를 체험하게 하여 전통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 창작 활동

에 뿌리를 둔 문학 작품을

을 위한 집필실, 자료실, 세미나실,

창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장고, 편의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1989년 설립되었다. 1663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의 흉상이 눈에 들어오고 그 뒤

년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의

로 시인의 연보와 주요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이어 그의 시집과 사진

성 김씨 지촌(芝村) 김방걸

들, 문우들에게서 받은 편지, 평소 사용했던 안경과 펜, 염주, 손목시

(1623~1695) 종택과 제청, 서당으로 이루어진 400년된 고가들로 이루

계, 송곳 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실 중앙에서는 그의 서재

어져 있다. 지촌 선생의 13대 종손인 김원길 촌장은 임하댐의 건설로

를 재현해놓은 시인의 방을 관람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3000여 점의

종택이 수몰위기에 놓이자 1986년부터 89년까지 200여m 떨어진 이곳

기증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으로 건물들을 옮기고 ‘지례예술촌’의 문을 열었다. 모두 10여 동 125

또한 문학관은 별도의 집필실을 마련하여 문학인의 창작 공간으로

칸, 17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창작활동을 위한 문인이나 국내외 여행

제공하여 지역 문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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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위한 투숙이 가능하다.

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례문학관은 예술인들의

한 해마다 8월에는 한국

창작활동을 지원, 가족 전통체

문인협회 김천지부가 주

험 여행, 각종 학술회의나 기업

관하고 김천시 후원으로

연수 장소 제공, 유교연수원,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리

외국인의 한국체험 프로그램,

는 백수 정완영 전국시조

전통문화 강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어령, 조병화, 홍

백일장을 개최하고 백수

신자, 유안진, 한수산, 김용옥 등 수많은 학계, 예술계 인사들이 이곳

문학제를 여는 등 다양한

을 거쳐 갔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산실로만 염두에 두

문학 관련 행사를 담당해

었지만, 최근에는 안동의 전통가옥과 양반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고자

오고 있다.

하는 일반인들의 방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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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촌문학관
주소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1182-1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www.jirye.com
문의 054-822-2590

문학 유적을 찾아서

박목월 생가와 시비 <달>

박목월 시인이 어릴 때 살았던 경주 모량리

지훈문학관

에 복원된 생가는 가족과 문인들의 증언에

멋과 지조의 청록파 시인 조지훈을 만나다

따라 고증되었다. 박목월은 이 집에서 어린
시절 조부모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대구
경북 영양의 주실마을
은 조지훈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
을이다. 마을에는 조지
훈의 생애와 저작활동
을 정리하고 있는 지훈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
다. 지훈문학관은 청록

농림학교를 나와 수리조합에 다니던 아버
지는 목월에게 낯선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고, 반면에 한학자이던 할아버
지가 목월에게는 스승이었다. 생가는 펜을
들고 시상에 잠긴 듯한 동상과 시비, 아이
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동요 <송아지>를 상
징하는 칡소 조형물과 산책로 등 보고, 듣고, 체험하며 쉴 수 있도록 다

박목월 <달>

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梨花 가지

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 조지훈 선생을 후
세에 길이 기리기 위해
2007년 건립한 문학관
지훈문학관
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
관람시간 09:00 ~ 18:00(화~금)
09:00 ~ 17:00(토~일)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홈페이지 jihun.yyg.go.kr
문의 054-682-7763

이다. 미망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현판을 쓴 문학관을 들어서면 170여
평 규모에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와집이 `ㅁ`자 모양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지훈의 대표적인 시 `승무`가 흘러나오

경주보문단지 내 조성된 보문호수에 자리잡은 목월공원은 호수를
따라 말끔하게 단장된 산책로와 인접해 있어 아름다운 목월의 시 구절을

달이 가네.
경주군 內東面

읊조리며 보문호수의 산책로를 만끽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박목월의 시

혹은 外東面

<달>이 새겨진 시비를 볼 수 있는데 비두에 반달을 새겨 한결 운치를 살

佛國寺 터를 잡은
그 언저리로

린 시비이다. <달>은 1972년 어느 제자에게 써준 육필 원고를 각자한 것

梨花 가지

으로 1991년 세워졌다.

반쯤 가리고

위치 경북 경주시 건천읍 행정길 61(생가), 경북 경주시 보문로 424-33(시비)

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유치환 시비 <석굴암 대불>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

불국사 정문 옆, 석굴암으로 가

다. 소년시절 자료들, 광복과 청

는 산책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록집 관련 자료들, 격정의 현대

잡석을 쌓아 만든 대석에 가로

사 속에 남긴 여운, 지훈의 가족

170cm, 세로 140cm의 시비가

이야기, 미망인 김난희 여사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작품, 지사

세워져 있는데 청마의 시 <석굴

로서의 삶, 시와 산문, 학문 연구의 핵심 내용, 선비로서의 삶의 모습

암 대불>의 1연이 새겨져 있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목놓아 터트리고 싶은 통곡을

또한 문학관을 돌아나오기 전 한쪽 벽면에는 그의 삶의 단상을 보

견디고 / 내 여기 한개 돌로 눈

여주는 1백 개의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그 맞은편 헤드폰을 통해서는

감고 앉았노니” 경주고와 경주

투병 중인 그가 여동생(조동민)과 함께 낭송했다는 시 <낙화>를 들을

여중고 교장을 지내면서 경주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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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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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가네.

깊은 애정을 가진 유치환의 시비가 토함산 자락에 세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마는 노년을 경주에서 보내고자 했으나 1967년 2월 불의의 교통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기리는 제자들이 그의 시비를
경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불국사 석굴암 초입에 세워 놓았으니, 경주
에서 말년을 보내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위치 경북 경주시 불국로 873-243 석굴암 초입

정완영 시비 <직지사운>, <고향생각>

김천 출신으로 자연과 아름다운 삶을 노래한

서>, <대나무를 심다>, <솔을 시다> 등 13개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

시조 시인 정완영의 시 정신을 기리고자 그의

황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조선 성리학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향인 김천 곳곳에 김천시와 김천시민들이

유학자이다. 이황은 조선 중기 성리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

주도하여 시비를 건립하였다. 그 가운데 남산

헌했으며,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해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

공원 시비 <고향생각>은 1982년 12월에, 직지

고 사림의 종장으로 추앙받았다.

사 시비<직지사운>은 1994년에 세워졌다. 남

공원 옆에 자리한 퇴계 종택은 원래 퇴계 이황의 종택 건물은 없어

산공원 시비는 화강암에 ‘백수시비’라고 적혀

졌으나 1929년 13대 사손 하정공이 옛 종택의 규모를 참작하여 지금의

있고 그 앞에 펼쳐진 책 형태의 오석에 시가

터에 새로 지었다. 이 집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ㅁ자형으로, 대문과

새겨져 있다.

정자 그리고 사당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대부가의 공간 영

직지사시비는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한

역을 구비한 가옥으로 솟을대문과 추월 한수정 등 품위와 규모를 갖춘

정완영 <직지사운>

국 시조문학의 큰 별 정완영의 호는 백수(白水)이다. ‘백수’란 ‘흰 물’을

대종가이다. 또한 옛 살림살이의 풍모도 비교적 남아 있는 편이다.

매양 오던 그 산이요 매양 오던

뜻으로,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물,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물을 의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리 470 퇴계기념공원

그 절인데도

미한다. 그는 ‘민족적 서정을 재확립한 시인’이라 평가된다. 민족혼의 내

철 따라 따로 보임은 한갓 마음의 탓이랄까.

재율이 시조이며, 한국인의 맥박 속에 그 운율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

조지훈 생가 ‘호은종택’과 ‘방우산장’, 시공원

묻혔고나.

그는 1000여 편의 시조를 남겼다.

조지훈 선생의 고향으로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실마을의 380

뻐꾸기 너무 울어싸 절터가 무겁더니

위치 경북 김천시 황금동 69-1 김천남산공원 <고향생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 입구 <직지사운>

년 된 종택 앞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문필봉이 바로 인물배출의 진원지

오늘은 외줄기 길을 落葉마저

꽃이며 잎이며 다 지고 산날이 적막해 좋아라.
허전한 먹물 長衫을 입고 숲을 거닐자.

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지훈 집안에서는 박사만 14명이 나왔으며 380
퇴계 이황 시비

여년 동안 문집과 유고를 남긴 이가 63명이나 된다. 또한 이 마을은 실학

승속(僧俗)이 무에 다르랴만

도산서원을 좀 지나면 퇴계 선생 종택이 있는데, 그 종택 옆에 퇴계기

자들과의 교류로 일찍 개화한 마을이면서도 일제강점기의 서슬 퍼런 압

사문(沙門)은 대답이 없고 행자(行者)도

념공원(退溪紀念公園)이 만들어졌다.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

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던 지조있는 선비

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앞에는 이황을 대표하는 <성학십도(聖

의 마을이다.

오가는 윤회(輪廻)의 길에

말 잃었는데
높은 산 외론 마루에
기거(起居)하는 흰 구름

學十圖)>와 <도산12곡(陶山十二曲)>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

아름다운 주실마을에 자리잡은 조지훈문학관 뒤편 산골짜기의 지형

(…)

다. 또 ‘퇴계시를 찾는 길’을 길잡이로 하여 <샘을 치다>, <봄날 계상에

지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조지훈 시공원을 조성했다. 조지훈의 유명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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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의 무희를 본 뜬 동상과 20여 개의 시비가 건

박인로 시조비

박인로 <조홍시가>

립되어 있다. ‘방우산장’은 조지훈이 유년시절에 살

도계서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

1601년 한음 이덕형이 도제찰사로

던 집을 2010년에 복원해 놓은 가옥이다. 조지훈은

인 노계 박인로(1561~1642)의 위

영천에 머물렀을 때, 홍시를 보냈

1920년에 호은종택에서 출생하였으나 부친을 따라

패를 모신 사당이다. 가사문학의

橘)의 고사를 회상하며 어버이가

1936년에 상경할 때까지 성장기를 이 집에서 보내

선구자이며 임진왜란 때 수군으로

이미 돌아가셔 효도할 수 없음을

며 문학의 꿈을 키웠다. 방우산장은 조지훈이 방우

종군, 해안지방의 만호(萬戶)까지

산장기라는 수필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집에 붙인

역임한 노계 박인로를 향사하기 위

이름으로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올라타고 풀피리

해 1707년(숙종33)에 서원을 창건

를 희롱할 한 마리 소가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호

했다. 서원 입구 왼편에는 노계가

은종택’은 조지훈의 생가로, 주실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 조전의 둘째

(盧溪歌) 비석이 있고 앞쪽에는 원

아들 조정형이 조선 인조 때 지은 것이다. ㅁ자형 집으로 전체적으로 사

두평이란 작은 연못과 경북유형문화재 제68호인 박노계집 판목을 보관

대부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호은종택에 사는 조씨를 가리켜 칼날같은 남

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 서원 앞뜰에는 후세에 국문학자, 대구, 경북지

인 집안이라 하여 검남이라 불렀는데, 이 집안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삼

역의 대학 총장들, 후손들이 성금을 모아 노계 선생의 시비를 세웠다.

불차(三不借)의 가훈을 철저히 지켜내려 왔다고 전해진다.

시비 뒷면에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로 시작되는 박인로의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

<조홍시가(早紅枾歌)> 시조비가 세워져 있다.
포항시 입암리는 안동 권씨 세거지로 조선 중기 이후 저명한 문사

오일도 생가와 시공원

와 필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헌 선생과 노계

경북 영양군은 청록파 조지훈을 비롯해 후배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문학

박인로다. 여헌 선생을 찾아왔다가 입암의 풍광에 반한 박인로는 <입암

의 길을 열어주었던 영양문학의 맏형 오일도 시인, 현대 문학을 이끈 이

가> 29수와 <입암별곡>을 남기기도 했다. 입암 앞 송내교 건너 언덕에

문열이 태어난 문향의 고장이다. 오일도 시인의 생가는 조선시대 경북북

는 여헌 선생을 모신 입암서원이 자리한다. 서원의 맞은편 가사천변에는

부 지역의 전형적인 양반가 살림집 형태를 갖추고 있다. 1991년 경북도

박인로의 시비가 있다.

문화재자료 제248호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애국시인 일도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383 도계서원,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입암서원

오희병은 <노변의 애가>, <눈이여! 어서 내려다오> 등을 지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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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일도처럼 늘 자신을 외로운 존재로 인식하였

이호우·이영도 오누이 시비

다. 외로움과 비애의 정서가 그의 시에 배어 있

청도읍 내호리 길섶에 조그맣게 조성된 공원

다. 오일도 시인은 시 전문잡지인 《시원》을 창

은 ‘오누이 공원’이라 불린다. 공원에는 청도

간해 한국 현대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감천마

출신의 이호우 시인과 누이동생 이영도 시인

을 입구에는 오일도의 시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의 시비가 나란히 놓여 있다. 공원에 들어서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의 오일도 시인 동상과

면 ‘오누이 시비’라고 쓰인 동그란 표석이 누

그의 대표작 <지하실의 달>을 새긴 시비가 매우

워 있다. 이호우 시비에는 시 <살구꽃 핀 마

인상 깊다.

을>이 새겨져 있고, 옆으로 이영도 시비라고

위치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1길 34

쓰인 표석에는 시 <달무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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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박인로는 육적회귤(陸績懷

한탄하며 지은 시조라고 한다. “반
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
마는 /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글
로 설워하나이다”

이영도 <달무리>

이호우의 고향인 내호리는 ‘시인의 마을’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다. 남매

가> 시비가 놓여 있다. 이상화 고택

이상화 <나의 침실로>

우러르면 내 어머님

가 나란히 시인이 되었으니, 마을 이름이 수긍이 간다.

은 1999년부터 고택을 보존하자는

마돈나 지금은 밤도,

이영도는 1954년 첫 시조집으로 《청저집》을 발표했다. 이영도의 남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구시는

모든 목거지에,

아, 우주이던 가슴

편은 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시인 유치환은 혼자가 된 이

고택을 보수하고 고택보존시민운

다니노라 피곤하야

그 자락

영도를 사모했다고 한다. 청도에는 청도군이 주최하고 ‘이호우·이영도

동본부에서 모금한 재원으로 고택

문학기념회’가 주관하는 ‘이호우·이영도 오누이 시조문학제’가 열린다.

내 전시물 설치를 하였다. 이상화

우리나라 현대시조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 출신 이호우·이영도

고택은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일제

남매 시조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

에 저항한 민족시인 이상화의 정신

눈물 고이신 눈매
얼굴을 묻고

학 같이 여시고, 이 밤
너울너울 아지랑이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위치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59-24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택 마당에는 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이는 펌프가 있고, 시인이 시를 쓰고 글을 읽은 방에는 책상과 의자 등이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임진년 풍운 속에 눈부신 의사모습

속리산 줄기인 백화산은 경북 상주시 화동면

줄 듯 시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대구의 대표 공원인 달성공원에

집은 무너져도 나라는 살아났네

판곡마을의 안산이다. 이 산이 풍수지리적으

는 이상화의 시 <나의 침실로>가 새겨진 시비가 자리하고 있다.

설악산 높은 봉이 본 데로 이르는 말

로 화기를 띠고 있어, 그 화기를 중화시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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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떨어져도 열매는 맺었다고

해 만든 못이 ‘낙화담’이다. 임진왜란 시 왜적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은 김준신공(金俊臣公)에게 많은 피해를 입

두류공원 – 이상화 동상, 현진건 문학비, 백기만 시비

뭇개가 짖도다,

었고, 그 보복으로 김공(金公)의 마을인 판곡

대구 달서구의 북동쪽이자 대구의 중심부에 자리한 두류공원에는 시인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으로 쳐 들어가 김씨 일문을 학살하였다. 이

들의 시비가 놓여 있어 공원을 산책하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1977년

(…)

에 온 동민들이 항거하였으나 모두 비참한

에 조성된 두류공원은 두류산과 금봉산을 주봉으로, 두리봉과 모그동산

최후를 당하였고 부녀자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이 못에 투신하였다. 그

을 포함하고 있다. 두류산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산이 둥글게 펼쳐져

후 이 연못을 낙화담이라 부르게 되었다. 낙화담 가운데, 작은 섬에는 수

있다고 해서 두리산으로 부르던 것을 지명이 한자화될 때 같은 의미의

령 500년에 이르는 소나무가 서 있다. 김준신 의사의 충절과 그의 가문의

주산 또는 두류봉으로 쓰여오다가 두류산으로 굳어졌다. 두류공원 순환

비극이 서린 장소, 낙화담 주변에는 이를 추모하는 위령비 등이 세워져

도로를 걷다보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옛

있다. 그리고 못 주변에 노산 이은상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은상

문인들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먼저 4.19

이 1973년에 쓴 <낙화담의적천양시>가 새겨져 있다.

혁명의 시발점이 된 대구시내 고등학생들

위치 경북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낙화담

의 의거를 기리기 위한 2.28 학생의거기념
탑이 서 있다. 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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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蜜桃의 네 가슴에,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이은상 시비 <낙화담의적천양시>

바람결에 풍기네

트기 전으로

을 기리고, 후손에게 선생의 드높은 우국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금방이라도 시인이 아름다운 시 한 수를 들려

오늘은 낙화담 향기

아, 너도, 먼동이

고 있다.

이은상 <낙화담의적천양시>

절사곡 피묻은 역사야 어느 적에 있으리

돌아가려는도다,

이상화 고택과 시비 <나의 침실로>

민족시인 이상화의 동상을 만나고, 이어서

이상화 고택은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 이상화가 1939년부터 작고하던

빙허 현진건, 목우 백기만의 시비를 감상할

1943년까지 기거하며 시작에 몰두했던 곳이다. 이상화 고택 마당에는

수 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위치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245

거창군
오영수문학관

북구
중구
함양군

남구

창녕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밀양시

합천군

양산시

거창군
산청군

경상남도·울산광역시

통합창원시
함안군

설창수 시비
변영로 시비

이원수 노래비

김해시
이원수문학관
산호공원 ‘시의 거리’

진주시

이병주문학관

마산문학관

예로부터 역사와 예술의 고장으로 불리는 예향(藝鄕) 경상남도. 자연경관이 일품인데다
박경리문학관

경남문학관

문화적 소재가 많은 경남은 많은 예술가들과 문인들을 배출했다. 세계적 음악가를 배출
한 문화예술의 지역인 동시에 유치환과 김춘수, 박재삼, 박경리 등에 이르는 한국문학사
의 거목들의 삶과 문학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이다.

한용운 집필처

사천시
고성군

정공채 시비

하동군
통영중앙동우체국

거제시

박재삼문학관과 시비
김상옥 생가
청마문학관과 생가

남해유배문학관

이순신 시조비

남해군
김춘수유품전시관

통영시

김달진문학관

울주군

동구

테마마당 10

아, 청마!
그 의지와 사랑의 열렬함이여!
글 홍정선(문학평론가, 인하대 교수)

청마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더듬으며

청마에 대한 나의 기억은 <깃발>이라는 시로부터 시작한다. 중학교 때 이어령
의 에세이를 읽으며 이 시를 처음 만났었다. 그렇지만 이어령이 화려한 수사적
언어로 깃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말에 넋이 빠져서 정작 청마의 시에 대해서
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내가 청마를 본격적으로 기억하게 된 것은 그
가 이영도에게 쓴 편지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청마 유치환의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를 열심히 읽었었다. 연애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 시절 나는
청마 시에 나타난 남성적 기개와 낭만적 외로움을 좋아했었고, 그가 여성을 향
해 퍼붓던 정열적인 그리움에 매료당했으며, 한 여자에게 5000통의 편지를 쓴
정열을 시기했었다. 그런 청마를 부러워하며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정향(丁
香)’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거의 매일 연애편지를 쓰던 나도 그래서 상대

2000년 청마문학관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망일봉 기슭에 복원된 청마 생가. 초가 지붕에 본채와 아래채로 나누어져 있다.

에게 이름 외에 어떤 호칭을 붙여주고 싶어 하기도 했었다. 청마는 이영도 여사
를 왜 ‘정향’이라고 불렀을까? 책에서는 그저 아호(雅號)라고만 밝히고 있었다.
‘정향’이란 한자어가 라일락 꽃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의 세월이

시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청마의 시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이론

흐른 후 다이왕수(戴望舒)의 <우항(雨巷:비 내리는 골목길)>이란 시를 통해서

공부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기에 시와 인간에 대한 내면적 공감과는 거리가

였다. 청마는 일제 말기에 북만주에서 상당 기간을 살았으니 1928년에 발표된

먼 것이었다. 나는 그때 표현보다는 정신과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마

다이왕수의 <우항>을 읽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영도 여사를 라일락처럼 향기

의 시창작 태도, 자신의 이름과 시를 동일시하는 생각은 한국고전문학을 관통

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한자와 중국어에 대한 식견을 발휘한 것일까? 청마에

하는 ‘재도지기(載道之器)’라는 문학관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당시

대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에는 나의 이런 개인사가 얽혀 있다.

우리 고전문학의 이론에 대한 탐구가 주목받던 학문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

청마에 대한 나의 학문적 기억은 대학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원

마의 시에 대한 논문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시절 학위논문에서 방법론을 몹시 강조한 김윤식 선생 때문에 청마에 대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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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의 시를 본격적으로 정밀하게 읽으면서 그의 시와 삶을 진지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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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였다.

사실이며 그의 기억 속에는 통영이 고향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청마

유치환 <깃발>

2002년 봄 나는 중국교육부 초청 외국인 전문가 자

는 <출생기(出生記)>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썼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격으로 1년 동안 길림대학에 체류할 때 정음사에서

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 남쪽 먼 포구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간행한 청마전집을 가지고 갔었다. 청마는 일제말

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 오던 / ―

순정은 물결 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기를 북만주에서 보냈으며 그의 상당수 시들은 북

융희이년(隆熙二年)”이라고. 그리고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에서 청마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만주의 장소와 풍경을 시적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는 그가 “난 곳은 노도처럼 밀려 닿던 왜의 세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던 한

청마의 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생명의 서》에

반도의 남쪽 끝머리에 있는 바닷가 통영(지금의 충무시)이었습니다.”라 말하

언급된, 그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연수현의 가신을

면서 “내가 자라던 집은 바닷가 비알이며 골작 새로 다닥다닥 초가들이 밀집한

비롯한 이곳저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청마 거리에 자리한 통영중앙동우

가운데 더욱 어둡고 무거이 보이는 삼도통제사의 아문들이던 이끼 끼인 옛 청

그 해 여름 청마의 시집을 들고 연수현의 연수와 가신을 비롯해서 하얼빈, 상

체국 앞에는 청마가 이영도 여사에

사와 사방의 성문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고향풍경을 묘사하고 있

지, 조주, 조원, 곽리라사 등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청마의 시가 보여주는

게 수많은 편지를 발송한 빨간 우
체통과 <행복> 시비가 세워져 있다.

‘생명의 윤리’에 대한 치열한 모색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었다.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다. 이런 점에서 청마를 기념하는 사업이 통영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 출생지는 출생지일 따름이지 작가의 고향은 아니다. 오로지 출생한
곳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기념사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은 김소월처럼 외

청마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기쁨과 슬픔의 의미

가에서 태어나 잠시 외가에 머물렀던 한국의 수많은 문인들을 혼란에 빠트린

이후 나는 청마의 고향 통영과 그의 출생지인 거제를 여러 차례 찾았었다. 어

다. 그래서 나는 통영에서건 거제에서건 청마에 대한 기념사업의 우선권은 통

떤 때는 혼자였고 어떤 때는 학생들과 함께였다. 혼자였을 때는 대체로 통영시

영에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학생들을 데리고 청마의 흔적을 찾아다닐

혹은 거제시의 초청을 받아서였고, 학생들과 함께일 때는 통영 일대를 답사하

때도 통영을 주무대로 삼았었다.

기 위해서였다. 돌이켜보면 청마를 찾아가는 나의 발길은 가벼운 경우도 많았

그럼에도 현실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달랐다. 통영시에서는 2000년 2월

었지만 무거운 경우가 더 많았었다. 그것은 나의 발검음이 청마에 대한 친일시

통영시 망일 1길 82에 아담한 청마문학관을 세웠고 거제시에서는 2008년 1월

비와 관계가 있거나 청마의 출생지 문제를 둘러싸고 통영과 거제 사이에 복잡

유치환 <행복>

한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마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기억과는 상관없이 현실적인 논란들이 나를 통영으로 끌어들였던 까닭이었다.
청마 유치환은 1908년 7월 14일에 출생했다. 그런데 청마의 출생지에 대
해서는 거제와 통영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서

에 경제력을 배경으로 거제시 둔덕면 방하 2길 6에 통영을 압도하는 청마기념
관을 세웠다. 더구나 청마의 유족들은 청마가 남긴 서적을 비롯한 중요한 유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니라

들을 통영의 문학관이 아니라 거제의 기념관에 보냈다. 청마의 삶과 정신과 시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을

창작의 뿌리는 통영에 있지만 그를 기념하는 방식은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것

환희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이다. 지척의 거리에 세워진 이 두 개의 문학관, 일제 강점기에는 한

로 청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별도의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영측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정단위였던 곳에서 경쟁적으로 기념사업

에서는 호적부에 기록된 본적지와 형인 유치진 및 부인인 권재순 등의 증언을

(…)

을 진행한 결과인 두 기념관은 청마의

근거로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출생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거

사랑하는 것은

뜻과는 무관하게 통영과 거제의 대립

제측에서는 선대가 세거하던 지역의 기록들을 근거로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경제력의 차이가

507-5번지가 출생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
어나게 된 이유는 청마의 출생이 1910년의 경술국치를 전후한 시기여서 남아
있는 여러 기록에 다소의 부정확한 점이 수반된 까닭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청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통영에서 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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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빚어낸 결과이다. 그래서 청마의 시와 치열한

설령 이것이

삶과 정열적 연애를 기억하며 통영을 찾는 마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음은 즐겁지만 기념관을 둘러보는 마음은 안타
깝고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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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가 늘 오르내리며 시심을 키우
던 통영시 남망산공원에 깃발처럼
서 있는 유치환 시비 <깃발>.

청마, 그 의지와 사랑의 열렬함

께 부드럽고 열렬한 서정의 세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청

유치환은 1960년 3월 13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마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에 대한 가없는 그리움을 <그리

라는 시에서 “아아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 마침내

움>같은 시에 담았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 임은 뭍

비굴한 목숨은 /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옥에 / 무쇠 연자를 돌릴지라도 / 나의 노

같이 까딱 않는데 /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 날 어쩌란

래는 / 비도(非道)를 치레하기에 앗기지는 않으리” 이렇게 썼다. 청마는 이처

말이냐”와 같은 시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상태를 간단한

럼 당시의 타락한 자유당 독재정권과 그 정권에 아부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

말로 명료하고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는 명편이다. 청마

면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결연히 선언했다. 청마에게 시인이 걸어야 할 길은

의 이런 시는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 말하고 있

‘도’의 길, 진실의 길이지 ‘비도’의 길이 아니었다. ‘비도’의 길은 자신의 이름을

는 <깃발>과 같은 시와 연결시켜 읽으면 서정적 그리움

욕되게 하는 길이며, 그의 다른 말을 빌리면 “진실로 지향하여야만 될 궁극적

의 열렬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청마가 이영도 여사에게 맹렬히 5000

인간의 모랄(moral)에 반역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유치환에게 시는 그의 인

여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은 이런 시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내면의 아우성을 잠

격 자체였으며 목숨과 등가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백범 김구 선

재우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생이 피살되었을 때에도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담은<죄욕(罪辱)>이라는 시를

통영을 찾아 청마의 체취가 어린 바닷가 거리를 걸으면서, 혹은 그의 수많은

발표했었다.

편지가 발송된 우체국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청마의 정열적 사랑을 떠올
통영에 있는 청마 생가에는 당시

청마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편
지를 비롯한 유품들. 청마가 생전
에 사용한 유품들을 통해 청마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려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런 청마의 모습과 함께 흔들림 없는 단정한 모

보라 여기선

청마의 아버지가 운영한 한약방

습으로 기다림을 이어가는 이영도 여사의 모습을 겹쳐보는 것은 더더욱 즐거

도적과 의인을 섞고

유약국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운 일이다. 이영도 여사는 <무제>라는 시조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다. “오

피의 진한 참과 입에 발린 거짓을 뒤죽하여

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 행여나 그음성 귀 기우려 기다리며 / 때로는

진실로 원수를 넘겨야 할 칼이

종일을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연에서는 “정작 마주 앉

창광(猖狂)하여 그 노릴 바를 모르거늘

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라고 썼다. 그녀의 이러한 시구에는 한 남자를 사랑

이는 끝내 제도 못할 백성의 근본이러뇨

하는 마음, 남의 남편인 남자를 그리워하는 애절함이 무섭게 절제된 언어 속에

이날 이 불의의 저지른 치욕을

잘 갈무리되어 있다.

여기 기틀 삼는 자가 또 있거들랑

청마 유치환은 1967년 2월 13일 밤 9시 30분 경에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했

하늘이여 마땅히 삼천만(三千萬)을 들어 벽력(霹靂)하라

다. 2월 17일자 《경향신문》은 그날 상오 11시에 청마 유치환의 장례식이 부산

― <죄욕(罪辱)>에서

남여자상업고등학교 5000여 명이 조객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는 짤막한

청마문학관과 생가

기사를 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시인의 죽음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5000여

경남 통영시 망일 1길 82

또 청마는 비슷한 시기에 <조국(祖國)이여 당신은 진정 고아(孤兒)일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것은 청마의 시와 삶에 대한

통영중앙동우체국

다>라는 시에서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골육상잔을 일삼는 무리들을 향

존경 탓이기도 했고, 그가 해방 후 걸어간 올곧은 길이 자유당 정권에 아부한

청마거리

해 “나의 눈을 뽑아 북악(北岳)의 산성(山城) 위에 높이 걸라 / 망국의

문인들과 선명하게 대비된 탓이기도 했다. 청마가 죽은 후 이영도 여사는 “너

경남 통영시 중앙동

이리들이여 / 내 반드시 너희의 그 불의의 끝장을 보리라”라고 썼다.

는 저만치 가고 / 나는 여기 섰는데… / 손 한 번 흔들지 못한 채 / 돌아선 하늘

우리는 이런 시 속에서 불의에 맞서는 청마의 모습, 무서운 예언적 목

과 땅 / 애모는 / 사리로 맺혀 / 푸른 돌로 굳어라”란 시를 남겼다. 두 사람의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 2길 6

소리로 를 불의에 맞서는 청마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랑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리탑으로 통영 어디에 서

청마 묘소

내가 청마를 좋아하는 것은 청마가 이같은 강인한 남성적 의지와 함

있을 것이다.

자전당골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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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기행 코스

경남 통영시 세병로 5

신라누비~우체국~제일칼라
청마기념관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문학관에 가다

경남문학관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11
관람시간 10:00 ~ 16:00(화~금, 일),
10:00~ 12:00(토)
휴관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gnmunhak.co.kr
문의 055-547-8277

경남문학관

김달진문학관

경남 출신 문인들의 활동 지원 및 자료 전시 공간

월하 김달진 시인의 문학과 불교에 대한 열정

경남문학관은 경남 출

고도의 정신주의 시세계를 열었던 시인이자 승려였으며 한

신 문인들의 문학 활동

학자이자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월하 김달진. 김달진 선생의

지원, 자료 수집 정리와

문학과 불교에 대한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경상남도

보관, 도내 청소년과 일

진해구에 김달진 문학관을 개관하였다.

반 시민에게 문예교육을

김달진 선생은 창원구 웅동(지금의 진해구 소사동)에서

하기 위하여 2001년 개

태어났다. 문학관 옆에는 정갈하게 복원한 생가가 있는데 큰

관하였다. 이곳은 전시

감나무 아래 오롯이 놓여 있는 우물이 그대로 있다. 단층으

실, 자료실 및 세미나실

로 이루어진 문학관 입구에서는 완고하면서도

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김달진 선생의 흉상을 마

실에는 희귀도서뿐 아니

주하게 된다.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자필

라 경남 출신 문인의 저

원고 10점과 도서 308여 점을 비롯한 유품들이

서와 사진자료, 육필원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김달진 선생은 이

고, 지역 문예지, 동인지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이은상, 유

름에 비해 작품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

치환, 권환 등 작고문인 105명의 저서 411권과 자료 58점, 경남출신 출

려이고 한학자였던 만큼 깊은 정신세계가 문학

향문인 309명의 저서 1285권과 자료 156점, 도내 문인코너에는 360명

세계에 그대로 전이되어 있다.

의 저서 1142권, 자료 130점, 지역문학코너에는 도내문학단체와 동인

후배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마다 김달진 문학

지 85개의 890점과 도내 활동 중인 문인들의 자료 2만여 권이 전시되

제와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김달진 문학제는 월하 김달진 시인의 고

어 있다.

도의 정신주의와 불교 문

경남문학관은 경상남도 지원금과 문인들의 성금으로 설립되었으

학적 세계를 기림으로써

며, 현재 경남문인협회의 부설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지역 문학의 뿌리를 찾으

유일의 시·도 통합문학관으로, 지역 문화의 과거와 오늘을 조망하고,

며 젊은 문인의 창작 분위

다양한 문학 관련 행사를 통해 도내 시민들에게 문학 향수 기회를 제공

기를 고취시키고,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문인들에게 창

자라나는 세대에게 감성

작공간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

과 정서를 진작시키고자

청소년들이 문화시민의 긍지를

해마다 10월에 개최해오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고 있다.

문학강연, 문학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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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진문학관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로
59번길 13
관람시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2월 09: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www.daljin.or.kr
문의 055-547-2623

김춘수유품전시관

남해유배문학관

‘꽃의 시인’ 김춘수의 생생한 숨결을 느끼다

국내 최초 유배와 유배 문학을 위한 전문 공간

남해유배문학관은 유배문학
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해 2010년에 개관하였
다. 절망적인 삶에서도 문
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선조
의 숭고한 불멸의 혼을 기리
김춘수유품전시관
주소 경남 통영시 해평5길 142-16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연휴
홈페이지 www.utour.go.kr
문의 055-65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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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봉평동 옛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

기 위해 건립된 남해유배문

소 건물 4층을 리모델링해 ‘꽃의 시인’으로 불리는 김춘수 시인의 유품

학관은 세월 속에 잊혀 가는

전시관을 2008년 개관하였다. 1,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유품전시관에

유배객들을 기리는 공간이

는 김춘수 시인의 육필원고 126점과 서예작품, 액자, 사진을 비롯해 생

다. 남해는 고려시대부터 조

전에 사용하던 가구와 옷가지 등 유품이 전

선시대까지 180여 명에 이

시되어 있다. 전시관 한쪽에는 김 시인이 생

르는 유배객이 거쳐 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에 기거하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침대와

남해유배문학관은 향토역사실, 유배문학실, 유배체험실, 남해유배

10폭 산수화 병풍, 액자 등을 넣어 ‘김춘수

문학실, 김만중 특별실, 다목적홀, 야외공원을 갖추고 있다. 향토역사실

방’을 꾸몄고 나머지 공간에는 옷가지와 책,

에는 남해대교 미니어처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과 팔만대장경 판각

평소 쓰던 소지품, 사진 등을 전시해 시인의

지였던 남해의 역사, 자암 김구의 화전

숨결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였다.

별곡 전시, 그림자 감응을 통해 멸치를

통영시 동호동에서 태어난 김춘수 시인

잡는 체험코너 등이 있다. 유배문학실에

은 통영중 교사로 재직하던 1947년 첫 시집

는 유배시, 옛날 형벌, 세계의 유배 이야

《구름과 장미》를 출간한 이후 2004년 향년

기, 유배문학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82세로 타계할 때까지 20권이 넘는 시집을

유배체험실에서는 관람객이 유배객이 되어 어명을 받아 유형을 떠나 유

출간해 한국 시문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

배지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소달구지 함거에 갇힌 채 3D입체영상으로

유품전시관의 개관을 계기로 2010년 통영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전자상소문 쓰기 체험, 삽화로 된

시 항남동 오거리 쌈지공원에 김춘수 전신

유배이야기 영상 등이 있다. 남해 유배문학실에는 남해로 유

상이 세워지고, 같은 해 통영시에서 김춘수

배 온 김구, 남구만, 김만중, 이이염, 류의양, 김용의 생애와

시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김춘수 시인의 문

문학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공원은 유배객이 살았던 초

학적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옥, 사씨남정기 이야기 패널, 십장생 조형물, 남해를 형상화한

되었다.

수변공원 등으로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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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유배문학관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홈페이지 yubae.namhae.go.kr
문의 055-860-8888

마산문학관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북8길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pen.changwon.go.kr
문의 055-225-7193

마산문학관

박경리문학관

자유민주문학의 터전이자 바다문학의 보고

대하소설 《토지》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문학여행

마산문학관은 마산 지역의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군 악양면

근대문학 흐름을 조망하고,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 박경리문학관이 2016년 5월 문을

소중한 문학 전통과 자산을

열었다. 박경리를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로 불리게 한 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비산그

설 《토지》는 우리나라 대하소설의 대명사격이며 한국인이

린공원 내에 2005년 설립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100대 소설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시립문학관이다. 지상 2층

독보적인 작품이다. 1969년 집필하기 시작해 총 5부 16권

건물로 1층은 상설전시실, 정

으로 1994년 8월 완간되었다.

보검색실, 자료실 등이 있으

지상 1층 규모로 기와 한식목구조의 박경리문학관에는 박경리 선생

며, 2층은 기획전시실, 영상

이 평소 사용하거나 아끼던 유물 41점과 각 출판사가 발행한 소설 《토

실, 세미나실, 도서열람실 등

지》 전질, 초상화, 영상물, 소설 속 인물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에

있다. 생전에 사용했던 재봉틀, 육필 원고, 국어사전, 책상, 원피스·재

는 산책로와 벤치,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킷 등 의복, 안경·돋보기, 만년필·볼펜 등 필기구, 문패 등의 유물을

예로부터 마산은 결핵문학의 산실, 자유민주문학의 터전, 바다문학

관람할 수 있다. 이 유물들은 토지문화재단(이사장 김영주)으로부터 무

의 보고였다. 이은상, 권환, 이원수, 지하련을 비롯해 조향, 김춘수, 천

상 대여를 받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 박경리 선생의 주요 문학

상병 등 여러 문인들이 마산문학을 이룩했고, 그 전통을 구축해 왔다.

작품과 관련한 자료, 소설 무대 평사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 이미지, 평

또한 마산은 가포에 있던 국립마산결핵병원에 김대규, 구상, 김지하 등

사리 공간지도 등도 선보이고 있다. 문학관 옆에는 고택풍 한옥과 전통

이 병 치료차 옴으로써 결핵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 때문에 마산문학

가옥으로 2001년에 조성된 최참판댁이 위치해 있다.

관에는 마산문학인들의 저서와 마산과 관련된 결핵문학을 비롯해 각종
문예지와 동인지, 유품, 육필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
마산문학관은 학술 연구와 문학 실천, 교육과 학습 기능, 그리고 문
화체험과 지역 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마산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사랑과 문학 실천을 나누는 문학 향유
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산문학관은 한국전쟁기 문학자료
전, 근대 어린이 문학 도서전 등 연 4
회 특별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
며, 이밖에 문예교실, 백일장, 문학
세미나, 마산문학총서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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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문학관
주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관람시간 09:00 ~17:00
휴관 연중무휴
문의 055-882-2675

박재삼문학관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박재삼길 27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parkjaesam.or.kr
문의 055-832-4953

박재삼문학관

오영수문학관

대표적인 서정시인이자 정 많은 인간 박재삼의 발자취

한국 단편문학의 선구자 오영수의 문학 세계

대표적인 서정시인 박재삼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학관이 그의 고향인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

경남 사천시 노산공원에 2008년 문을 열었다. 노상공원은 삼천포에서

한 오영수 문학관은 지난

태어나 자란 박재삼 시인의 주요 작품의 배경인 된 곳이기도 하다. 문

2014년에 작가의 묘소 인

학관에서는 박재삼의 시 세계와 문단의 평가 등 시인에 관한 다양한 정

근에 개관했다. 문학관에

보를 만날 수 있다. 박재삼 시인의 친필 편지 및 엽서, 서탁, 연필꽂이

들어서면 벤치에 앉아 사

등 유품 7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시인의 연보, 시를 시작하게 된 동

색을 즐기는 난계 오영수

기와 소박한 시인의 성품, 생

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벤

활상을 엿보면서 시인이자 정

치 위에는 책이 있고, 선

많은 인간 박재삼을 만날 수

생의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다.

있는데 한쪽 팔을 벤치 위

지상 3층 규모의 박재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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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린 모습에서 사색인

학관은 전시실, 문예창작실,

의 여유와 자유로움이 묻어난다. 문학관은 전시실과 문화사랑방, 난계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1층 전시실은 박재삼 시인의 삶과 문학을 살펴

홀 등을 갖추고 있다. 1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그의 작품과 생전 모습

보고 문학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시인이 생전에 앉아서 글을

을 엿볼 수 있는 유품, 그리고 집필 장소를 재연한 부스가 있으며, 소

쓰던 방을 재현해놓았는데 앉은뱅이 책상 위에는 안경과 필통 등 실제

설 <갯마을>의 배경이 된 어촌마을을 닥종이로 연출하여 현실감 있게

사용하던 용품이 눈길을 끈다. 소탈하고 소박한 박 시인의 성품을 엿

꾸며 놓았다. 가족 등이 기증한 <갯마

볼 수 있는 ‘박재삼과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다 보면 우리말의 아름다

을>, <머루> 등 문고판과 습작원고, 지

움을 이용해 독특한 구어

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시나리오, 필기

체 어조로 시어를 표현한

구, 원고함, 악기 등 유품 180여 점이

문학적 면모가 돋보인다.

전시되고 있다. 2층 문화사랑방에는 작

삼천포 바닷가가 내려다

가의 책과 여러 기증자들이 기탁한 서적들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보이는 문학관은 생전 박

방문해 도서를 열람하도록 해 놓았다.

시인이 자주 올라가 바다

난계는 ‘고향의 서정을 읊은 한국단편문학의 대

를 바라보던 곳이다. 입

표주자’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

구에는 박재삼 시인의 동

아낸 작품을 남겼다. <화산댁이>, <갯마을>, <요람

상이 있는데, 마치 살아

기> 등의 주요작품이 있으며 평생을 단편소설에 매

있는 것처럼 긴 의자에

진해 30여 년의 창작기간을 통틀어 150여 편의 단편

앉아 있다.

소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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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문학관
주소 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280-12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oys.ulju.ulsan.kr
문의 052-264-8511

이병주문학관
주소 경남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www.janamuseum.com
문의 031-771-8577

이병주문학관

이원수문학관

산하가 된 그 이름, 이병주 작가의 문학 현장

우리 민족의 노래 <고향의 봄>을 찾아서

나림 이병주의 창작 저

아동문학의 거목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1926년에

작물과 유품을 상설 전

만들어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리랑>에 비견될

시하는 이병주문학관

만큼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다. 이원수가 어린 시

은 작가가 다녔던 북천

절 살던 창원 소답마을의 기억을 노래로 표현한 이

초등학교 근방인 하동

곡은 우리 모두의 고향 노래가 되었다. 이원수문학관

군 북천면 직전리에 자

은 2003년 고향의봄 도서관 내에 개관해, 현재 도서

리잡고 있다. 이념과 성

관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한국 근대문학

향을 초월한 각계인사

과 아동문학의 선구자인 이원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

가 참여해 이병주 작가

었다.

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발

이원수문학관은 이원수의 생전 활동 모습, 작품 <고향의 봄>의 배

족한 이병주기념사업회

경지 설명,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저서들과 자료, 다양한 유품을 전시

에 의해 2008년 4월에

하고 있다. 친필원고와 도장, 안경, 만년필, 친필시화액자와 수첩 등

개관되었다.

유품 36점과 부인 최순애 선생(<오빠생각>의 작가)의 유품, 도서자료

2층 건물로 지어진 이병주문학관은 전시실과 강당 및 창작실을 갖

2700여 권이 있다. 유품에는 동시와 동화작가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추고 있다. ‘냉전시대의 자유인, 그 삶과 문학’, ‘한국의 발자크, 지리산

을 주려던 이원수의 소망과 소박한 체취가 남아있다. 입구에는 이원수

을 품다’, ‘끝나지 않은 역사, 산하에 새긴 작가혼’, ‘아직도 계속되는 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이원수의 흉상이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

광의 이야기’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이루어진 전시실에는 연대기 순서

하고 있다.

로 따라가며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관련 유품과
작품 등이 소개글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대표작인 <지리산>의 한
장면을 모형으로 만든 디오라마와 작
가가 원고를 집필하고 있는 모습의
디오라마, 그리고 영상 자료들이 함
께 있어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이외에도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강당과 창작
실, 그리고 작은 연못과 벤치가 마련되어 있는 넓은 마당은 다채로운
문학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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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수문학관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35번길 32
관람시간 09:00 ~ 18:00(화~금)
09:00 ~ 17:00(토~일)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홈페이지 www.leewonsu.co.kr
문의 055-294-7285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주소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828-7
관람시간 10:00 ~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홈페이지 juhong.hc.go.kr
문의 055-933-0036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청마문학관

아동문학의 선구자 이주홍의 어린이 전문 문학관

한국 근대문학사의 거목 청마 유치환의 예술혼

우리나라 곳곳에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은 많지만, 어린이 전문 문

청마 유치환 시인의

학관은 매우 드물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은 그런 점에서 문학사적 의

문학정신을 보존하고,

의와 가치가 있다. 합천댐 주변에 자리한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은 2011

계승, 발전시키기 위

년 향파 이주홍 선생의 초가집 생가와 함께 만들어졌다. 이주홍 선생

해 2000년 2월 문학

의 문학관은 부산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의 고향인 합천에는 차별성을

관(전시관)과 생가(본

두어 어린이문학관을 건립했다.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은 크게 상설전

채, 아래채)를 복원해

시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개관하였다. 통영항의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

린이문학 전반에 대한 내용

는 망일봉 기슭에 자

과 이주홍 선생의 생애 및 작

리하고 있다.

품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실

청마문학관은 크

에는 작품 세계에 대한 해설

게 세 개의 테마로 나

과 생전에 사용한 각종 유품을 전시해 이주홍 선생을 좀 더 깊이 이해

뉘어져 있다. ‘청마의 생애’ 코너에서는 청마의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

하도록 꾸며져 있다.

인간 유치환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고, ‘청마의 문학’

그밖에 문학 관련 행사 또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세미나실과 어

코너에서는 시대별 작품 경향과 대표적 감상을 통하여 청마문학에 대

린이들이 마음껏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실

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꾸몄다. ‘청

제로 숙박이 가능한 이주홍 생가(안채, 사랑채)가 있다.

마의 발자취’ 코너에서는 청마의 각종 유물
과 관련 서적의 전시를 통하여 생전의 숨결
과 체취를 입체적으로 느끼면서 고결했던
삶과 치열했던 문학정신을 총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
실에는 청마의 유품 100여
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청마문학관에서는 개관과 함께 해마다 청마문학
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으며, 각종 문학특강과 시화제,
청마추모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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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문학관
주소 경남 통영시 망일1길 82
관람시간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
홈페이지 literature.tongyeong.go.kr
문의 055-650-2661

문학 유적을 찾아서

박재삼 시비 <천년의 바람>

비밀결사단체인 만당을 조직, 운영하였고 국민계몽운동, 불교정화운동

노산공원에는 박재삼 시인의 시 <천년의 바

을 펼쳤다. 1919년 3.1독립선언에 참여했던 한용운은 이곳에서 독립선언

람>과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 새겨져 있는

문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김동리가 약 4년간 거주하면서 소설 <등신불>,

시비가 사람들을 반긴다. 전 2연 중 1연을 새

<황토기>, <바위>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겨놓은 <천년의 바람> 시비는 삼천포청년회

위치 경남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실 417 다솔사

의가 “우리 고장이 낳은 시인 박재삼의 시비
를 그가 늘 바라보기를 즐기던 이 한려수도의

이원수 노래비 <고향의 봄>

한복판 노산공원에다 세워 세월과 함께 오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부를 줄 아는

기린다”는 취지로 1988년 서예가 이동기의 글

노래 <고향의 봄>의 작사가 이원

씨로 세웠다.

수는 1911년 양산시 북정동에서 태

박재삼 <천년의 바람>

1933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시인은 네 살 때 지금은 사천시로 통

어났다. 현재 북정동에는 그의 생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합된 삼천포로 이사와 자랐다. 근처 거리와 바닷가, 노산공원은 그의 시

가가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양산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심을 기르던 곳이고 그의 시 속에 나오는 햇빛, 바다, 나무 등의 자연을

교동 춘추공원에는 1986년에 세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학교 시절 시조시인 김상옥을 만나 문학

진 <고향의 봄> 노래비가 있다. 어

왜 남강으로 이름했음일까

아, 보아라 보아라

수업을 받게 된 박재삼은 1955년 서정주에 의해 현대문학에 추천되었

려서부터 취미로 동요와 동시를 짓

아무도 모른다

아직도 천년전의 되풀이다.

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아름답게 다듬은 언어 속에 담고, 전통적 가락

던 이원수는 15세 때인 1926년 방

언제 어드메서 처음되었는지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에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그의 시는 김소월, 김영랑과 맥을 같이하는 민

정환 선생이 펴낸 잡지 《어린이》에

소나무 가지에 쉴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족서정시의 전통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 <고향의 봄>을 투고하여 당선되었다. 세상에 발표된 이원수의 첫

탐을 내는 사람아.

위치 경남 사천시 노산공원길 72 노산공원

작품인 <고향의 봄>은 1927년 홍난파의 작곡으로 동요로 만들어져 한국
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는 노래가 되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한편의 동요

한용운 집필처 ‘다솔사’		

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가 곱게 스며드는 마음의 노래이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때 만들어졌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절

위치 경남 양산시 충렬로 27 춘추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의 이름을 영봉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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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라 말 도선국사가 지금의 다솔사로 이름

설창수 시비 <남강가에서>

을 고쳤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폐허가 된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 문인으로서 진주를 빛낸 파성 설창수의 시비

절을 숙종 때 복원하였으나 이후 또다시 화제

<남강가에서>가 진주성 맞은 편 남강변에 세워져 있다. 2001년 건립

가 나 지금의 건물은 대양루를 제외하고 1914

된 설창수 흉상 왼쪽 측면에 시가 새겨져 있으며, 흉상 후면에는 “서기

년에 지어진 것이다.

2001년 10월3일 문화예술인들의 뜻을 담아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

이곳의 요사채인 안심료(安心寮)는 일제

단에서 세우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설창수는 진주를 대표하는 문

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거점으로 민족정

인이다. 1916년 창원에서 태어난 설창수는 창원공립보통학교와 진주농

신을 일깨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만해 한

고를 졸업했는데, 진주농고에 입학할 무렵 그의 부모는 창원에서 진주

용운은 안심료에서 12년간 은거하면서 항일

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항일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루기도 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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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창수 <남강가에서>
진양성(晉陽城)과 수동류(水東流)를

너 강줄기의 족보를 아무도 모른다
멍든 선지피로 흘렀던 짓밟힌
청강(靑江)의 젖가슴에
말없이 남아 있는 돌 하나그 묵어( 語)를 아무도 모른다
둥근 달과 뭇 별을 눈망울에 담고도
차라리 여울마다 목메이는 서러움을
아무도 모른다

광복 후 지역신문인 경남일보의 주필과 사장을 역임했으며, 개천예술

김상옥 생가 표지석과 김상옥 거리

김상옥(1920~2004)

제의 전신인 영남예술제를 키운 예술가이기도 하다. 구상 시인은 파성

통영의 항남 1번가는 2007년에 한국

시조 시인 김상옥은 1939년 《문장》

의 시를 “서정이나 서경보다 ‘시언지(詩言志)’의 세계”라고 했다. 시 자

시조문학의 대가 초정 김상옥을 기

지에 <봉선화>가 추천되어 등단하

체의 아름다움 보다는 역사성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강희근 시인은 “거

리는 거리로 조성되었다. 항남동 명

실적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시조

의 전 생애를 남강가 풀밭 어우름에 살면서 남강의 새로운 비유를 이루

성레코드에서 보경유리상회까지 약

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시조

어낸 시인”이라고 했다.

180m 구간으로 입구에는 초정 김

위치 경남 진주시 망경동 산29-3

상옥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석이 세
워졌고, 바닥에는 그의 시를 그림으

변영로 시비 <논개>

로 옮긴 아트타일이 깔려 있어 문향이 곳곳에 넘쳐난다. 이곳에는 또한

수주 변영로의 시비 <논개>는 진주 남강의 진주성 입구 촉석문 앞마당에

김상옥의 생가터도 자리하고 있다. 생가터에는 “시조시인 초정 김상옥

서 있다. 진주문화원에서 1991년 건립한 것이다. 조선 선조 때의 기생 논

(1920~2004) 살았던 곳”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통영시

개는 임진왜란 중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왜장들이 촉석루에서 주연을 베

항남동 64번지에서 출생한 김상옥은 15세 때 금융조합연합회 신문 공

풀고 있을 때 왜장을 유인하여 남강에서 빠져 순국하였다. 변영로는 역사

모에 동시 <제비>가 당선된 뒤 첫 시조집 《초적》을 시작으로 《묵을 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충신과 열녀들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여 섬세한 전

다가》, 산문집 《시와 도자》 등을 냈다. 또 시 창작 외에 붓글씨와 그림을

종교보다도 깊고,

통 정서와 기개 높은 민족 정신으로 형상화시킨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남기는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불붙는 정열은

이 작품도 이와 같은 그의 시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의 하나로,

위치 경남 통영시 항남1번가길 13

변영로 <논개>
거룩한 분노는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의기 ‘논개’의 우국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동시대 《백조》 동인들이 암울

그 물결 위에

한 시대 상황에 굴복하여 한숨과 눈물만을 토로한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이순신 시조비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시를 쓴 데 비해, 그는 민족적 패배감에 젖어 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논

통영의 남망산 공원 정상에는 1953년에 건립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개’의 우국 충절을 보여줌으로써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는 평을 받

동상과 한산대첩비, 시비가 있다. 통영은 조선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

높게 흔들리우며,

고 있다.

되었던 곳으로 이순신 장군의 해상전투가 벌어진 군사요충지였다. 갑주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위치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甲胄)에 긴 칼 옆에 차고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충무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그 아미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공의 동상 앞에 서면 나라걱정으로 밤잠을 설치
던 충무공의 우국충정이 저절로 가슴에 와 닿는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다. 시비에는 그의 유명한 시조가 새겨져 있다.

그 마음 흘러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 수루에 혼자 앉아 / 큰

흐르는 강물은

칼 옆에 차고 / 깊은 시름하는 적에 / 어디서 일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성호가는 / 남의 애를 끊나니”

어이 아니 붉으랴.

충무공 시비는 1954년 가을 이곳 광장 중앙에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설치한 것인데 그 후에 기단부가 파손되어 1991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임진왜란 때

그 마음 흘러라.

한산섬 수루(戍樓)에 홀로 앉아 달을 보며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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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통적인 율격과 제재로 사

집으로 《초적》, 시집으로 《이단의
시》, 《목석의 노래》 등이 있다.

의 열정을 불태우던 충무공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흔히 이순신은

권환 <고향>

장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필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내 고향의

위치 경남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남망산공원

우거진 느티나무 숲.
가이없는 목화밭에
푸른 물결이 출렁거렸읍니다.

정공채 <찬불이하동가>

정공채 시비 <찬불이하동가>

어여쁜 별들이 물결 밑에

하동이 어디냐고 묻지 말게나

섬호정문학공원은 섬호정(蟾湖亭) 주변을 중심으로 섬진강이 한눈에 내

진주같이 반짝였습니다.

하동땅 어떠하냐 묻지 말게나

려다보이는 ‘시의 언덕’에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섬호정의 옛 명성과 건

검은 황혼을 안고

산수 좋고 인물 좋고 풍광도 으뜸일세
신라의 최고운도 화개동 지리산
고려조 이인로도 청학동 기렸다
하동아 내 하동아

돌아가는 흰돛대

립 배경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하동 출신 작가들의 대표 작품을 선정해

당사(唐絲)같은 옛곡조가

다양한 조형물 형태의 문학비를 건립해 놓았다. 서산대사의 <다시(茶

흘러나왔읍니다.

詩)>, 정여창의 한시, 정종수의 <수전시대>, 남대우의 <보슬비> 등이 세

그곳은 틀림없는
내 고향이었습니다.

상사의 우리 하동아

워져 있다. ‘섬호정’은 섬진강을 바라보면 마치 호수같이 아름답게 보인

하동포구 팔십 리는 어디 간들 그만일세

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2층

산호공원 ‘시의 거리’

하동아 둘도 없는 不二名鄕이여

누각으로 되어 있는 섬호정은 하동군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정자 중

마산시 산호공원은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용마산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하나로 꼽힌다.

있는데,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마산 시내 한복판에 솟아 전망이 매우

한 郡鄕 안에 지리산 섬진강 한려수도
이름난 山과 長江 바다도 거느렸네

꿈을 깬 내 이마에
구슬같은 땀이 흘렀습니다.

섬호정 주변에는 2007년 이

좋다. 상록수림이 우거진 공원 정상에는 마산시립도서관 건물이 들어서

후 하동군이 조성한 여러 문인들

있고, 그 옆에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또한 오르막길을 따라 5기의 시

의 시비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비가 세워진 일명 ‘시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정상 봉수대터에까지 이

한국 最長 不一長瀑도 네 이마에 있다

그중 하동의 시인 정공채의 시비

르는 짧은 산책로 곳곳에 마산 출신 문인들의 작품이 여러 형태의 비석

文武의 不二鄕도 바로 여길세

<찬불이하동가>도 자리하고 있

에 각각 새겨져 있다. 권환 <고향>, 천상병 <귀천>, 박재호 <난양역>, 정

다. “하동이 어디냐고 묻지 말게

진업 <갈대>, 김용호 <오월이 오면>의 시를 산길을 따라 걸으며 천천히

정여창 푸른 志槪도 不二河東 정신일세

나 / 하동땅 어떠하냐 묻지 말게

음미할 수 있다. 권환의 시비만 1999년에 세워졌고 나머지 4기는 시의

(…)

나 / 산수 좋고 인물 좋고 풍광도

거리가 조성된 1990년에 세워진 것

으뜸일세 (…) ”라고 시작되는 이

이다. 5기의 시비 외에도 조두남 작

시비는 2008년에 건립되어 섬진

곡 <마산의 노래>, 이원수 <고향의

강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봄>, 이은상 <가고파> 등의 노래비

서 하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경남 하동 고

가 산중턱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전면 성평리에서 태어난 시인은 1957년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247

하동아 우리 故鄕 三抱의 不二鄕아
방장산 제일승경 네가 품었고
가야국 7공자도 네가 안았다
화랑도 수련도장 細石平田에

정기룡의 호랑이소리 번득이는 長劍소리
하동에서 태어나고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으
면서 특유의 도시적 감수성으로 실존적 고독과 고뇌를 노래했다. 《정공
채 시집 있습니까》, 《해점》, 《새로운 우수》 등 시집과 노천명, 오상순, 전
혜린 등의 평전과 소설 《초한지》를 발표했다.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섬호정 문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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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유적을 찾아서

제주문학의집

제주시 사라봉 기슭,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세모빌딩 2, 3층에 마련된
‘제주문학의 집’은 제주문학 관련 자료 수집과 조사, 기획, 전시 등 제주
문학관 건립을 위한 거점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0석 규모의 다목적 대회의실, 3000여 권의 국내외 문학서적과 휴게시
설로 꾸며진 북카페, 소회의실 등의 공간과 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
의 등 도내 양대 문학단체 사무실이 각각 입주해 있다. 특히 북카페는 전
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이 투입된 공공 이용
시설로서 도내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도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학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문학의집은 문학 강좌,

제주도

문학제, 문학관과 타 예술관과의 교류, 제주문학사료 연구조사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8 세모빌딩 2층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폐쇄성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예가 추사 김정희가 독창적인 자신만의 글씨인 추사체와

제주추사관

‘세한도’를 완성한 곳도 바로 유배지인 제주도였다. 제주도에는 절망과 가난 속에서도 고

제주추사관은 조선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지

학문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건립되었다. 제주추사관

추사는 55세가 되던 해에 옥사사건

의 전신은 1984년 제주지역 예술인들과 제주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건

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고했던 선비정신을 절제된 붓으로 표현한 김정희의 예술혼이 서려 있다.

립된 추사유물전시관이다. 그러나 전시관이 낡은데다, 2007년 10월 국
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그 격에 걸맞게 재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
에 따라 새롭게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제주추사관을 완공했다. 기
제주시

념홀을 비롯해 3개의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

제주문학의집

며, 추사 현판글씨, 추사편지글씨, 추사 지인의 편지글씨 등 100여 점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추사관은 건축가 승효상에 의해 추사의 대표작 ‘세
한도(歲寒圖)’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세한도’에 나오
는 단아하고 아무런 치장 없는 집의 이미지를 추사관에
서귀포시

적용시켰다고 한다. 김정희 유배지와 주변의 작은 집들
을 압도하지 않도록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하고 형태가

제주추사관

드러나지 않게 설계되었다. 즉 은거와 유배를 기념하는
건축으로서의 설득력을 갖기 위한 설계였다고 한다.
위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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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약 9년간의 유배생활을 했던
유배지는 2007년 10월 사적 제 487
호로 지정되었다. 추사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추사체(秋史體)라는 서예
사에 빛나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
으며 그 유명한 ‘세한도’를 그렸다.

서울특별시
‘서울’의 윤동주,
‘윤동주’의 서울

경기도·인천광역시
생의 아름다움을 낭만의 언어로
노래한 시인 조병화

강원도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된 듯 …
이효석의 메밀꽃 피는 평창

충청북도·대전광역시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가다

충청남도
‘상록수’의
늘 푸른 의지와 동지적 사랑

전라북도
단풍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은 미당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한국 서정시의 거장 김영랑의
모란향 가득한 강진

부산광역시
요산의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뿌리가 된 부산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김동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의 구경(究竟)을 쫓다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아, 청마!
그 의지와 사랑의 열렬함이여!

제주도
절제된 붓으로 고고한 선비정신을 구현한
김정희의 예술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