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광양의문화예술발자취

1. 문학

광양출신 문인들이 근세의 현 문학에서 한국문단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단에 등단한 광양출신 문인들은 소설에서 강호무

(姜好武), 김승옥(金承鈺), 안 (安泳), 이균 (�均永), 박혜강(朴惠江)등

이 있으며 소설과 시를 함께 하면서 주로 시 부문에 정진해 온 주동후(朱東

厚) 그리고 동화부문에 정채봉(丁埰琫)이 있고 향토작가로 박행신(朴幸

信)등이 있다.

강호무(姜好武)는 1941년 생으로 광양읍 인서리에서 성장했다. 광양

중∙순천고를 거쳐 국학 학교(國學大學校) 국문과에 재학중에「산문시

(散文時代)」의 동인으로 60년 의 새로운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강

호무와 함께 산문시 에 참여했던 동인들은 김승옥∙최하림∙김현∙이청

준∙염무웅∙서정인∙김치수∙곽광수∙김성일∙김산초 등 부분 서울

문리 출신이며 이들은 70년 이후 소설∙시∙평론부문에서 한국문단

을 이끌어가는 중견역할을 했다.

강호무(姜好武)가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의 주위에서

는 그의 생애가 문학에 바쳐질 것을 예감하 다. 1962년 산문시 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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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그는 새로운「말」을 끊임없이 추구하 다. 그는 갖가지 어려운 생

활 속에서도 치열한 문학정신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곧 문학

속의 절실한 체험과 같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문학인으로서의 품위를

간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써 왔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도 문학을 명성과 돈에 연관지어 생각한 일이 없었다. ‘문학은 평생의 일,

혹은 사후(死後)의 일’이라고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 다.

1965년 특이하게 아름다운 시집『관목(棺木)』과 장편

소설『항설(巷說)』을 내었고 1978년 그 동안에 써온

중∙단편소설을 가려모아『화류항사(花柳巷辭)』를 내

었다. 이 작품집 안에는 화류항사(文學과 知性, 1976년

봄)외 11편의 중∙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김승옥(金承鈺)은 강호무와 순천고등학교 동창생으

로 1960년 한국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그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1945년 아버지 고향인 광양으로 돌아왔

다. 그의 아버지 김기선(金基善)은 귀국하여 승옥이 7세되던 1947년까지

광양에서 살았는데, 김기선은 본래 문필가로서 현 남일예식장 입구에 있었

던 남일당에서「희양휘보」를 발간하기도 하 는데 본적지는 봉강면 석사

리이다.

김승옥은 순천고를 나와 1960년 서울 문리 에 입학하 고 다음 해 1

월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생명연습(生命演習)』으로 당선되었다.

1962년 6월부터「산문시 」를 주관하 고, 1965년 약관 24세의 나이로

「서울, 1964년 겨울」로 60년 표작가의 자리를 차지하며『사상계(思想

界)』사에서 제정한「동인문학상(東人文學賞)」을 받았다. 이와 함께「60년

식」, 「환상수첩」,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훔친 여름」등의 작품

을 통해 진정한 한 세 의 감각으로 '60년 한국의 현실과 청년지식인의

고뇌를 담아내었다.

1970년 이후에는 소설작품 활동이 없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을 안타깝

게 하 으나 1977년「서울의 달빛 0 장」을 발표하여『문학사상』사에서 제

정한 제1회「이상문학상(�箱文學賞)」을 수상하여 한국의 20세기를 표

하는 작가로 꼽히게 되었다. 세종 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문학도를 길러내

는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8-2 : 서울 1964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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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감독으로서 김승옥(金承鈺)의 활동은 그의 또 다른 예술 창작

행위 다. 그의 작품「무진기행(霧津記行)」은「안개」라는 제목의 화로

제작한 이후 여러 흥행작을 만들었으며 종상 각본상을 받기도 했다.

위의 두 작가와 비슷한 연배이면서 광양의 유일한 여류작가로 안 (安

泳)이 있다.

본명이 례(泳禮)인 그는 1940년 진월면 차동마을에서 출생하 다. 광

주여고와 조선 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3~1965년 사이에 광양

군 공보실에서 근무했고, 1966년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사를 하다 서울의

학교로 옮겨 교사를 역임했다.

1965년 현 문학(現代文學)에 단편소설「월요 오후에」작품으로 첫 추

천을 받았고 66년에「아집」으로 추천 완료됨으로써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

다. 1974년 첫 창작집「가을, 그리고 산사(山寺)」를 출간하 고 1981년에

는 두 번째 창작집「아픈 환상」을 내었으며 그밖에「둘만의 이야기」, 「치마

폭에 꿈을」수필집으로「그날 그빛으로」, 「아름다운 귀향」이 있으며, 2002

년 소설집「겨울나그네」로 제39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하 으며 최근작으

로「가슴에 묻은 한마디」가 있다.

주동후(朱東厚)는 1942년생으로 광양읍 읍내리에서 출생하 으며, 광

양중을 거쳐 순천고등학교 재학시절 강호무∙김승옥 등과 문우로 사귀었

다. 성균관 학교 재학시절이던 1964년 1월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바람부는 날」이 당선되었다. 그는 시에만 그치지 않고 산문에도 정진하여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여름파도」가 가작을 차지하 다.

그는 광주에 정착한 이후 시화전과 여러곳에 시를 발표하며 전남 문단에서

시인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또한 한승원∙문순태 등 전남 지역 소설가로

이루어진「소설문학」의 동인으로서 소설을 발표하 다. 한편 그는 고향 광

양에 한 향토애가 깊어 1999년 광양시지편찬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광양인 특유의 정서와 고유의 전통을 담은 수필집인「광양이야기」

와 시 문집인「광양으로 오게」를 펴낸 바 있다. 그는 2003년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균 (�均永)은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출생하 다. 광양중학교

를 다니던 중 한 울타리인 광양농고 학생으로 문예부장을 하던 정채봉을

통하여 강호무∙주동후∙김준배 등의 선배와 연결되어 문학에 눈떴다. 경

복고등학교를 거쳐 한양 학교 재학 중인 1977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사진8-3 : 가을, 그리고
산사(山寺)

사진8-4 : 광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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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부문에「바람과 도시(都市)」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한편 1982년부터

2년간 광양군지 편찬 책임상임위원을 하면서 광양고을 향토사를 정립하는

데 공헌하여 1985년 광양군민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3년에 발표한 중편소설「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이듬해 최연소

「이상문학상(�箱文學賞)」수상자가 되었다. 소설집으로「멀리 있는 빛」,

장편소설「노자와 장자의 나라」, 동화집으로「무서운 춤」, 「겨울꿈의 색상」

등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역사가로서의 활동에 매진하다 1996년 안식년을

얻어 광양에서 작품을 쓰며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서울로 가던 중 교통

사고로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품은 해방 후 새로운 사

회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립하는 시 상이 많으며 광양의 지명과 인물

을 작품속에 많이 투 시켜 놓았다.

1985년부터 동덕여자 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1993년「신간

회 연구」로 단재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유고집으로「나뭇잎들은 그리운 불

빛을 남긴다」, 「떠도는 것들의 원」등을 남겼다.

정채봉(丁埰琫)은 1946년 순천시 해룡면 신성포에서 태어나 광양읍에

서 자랐다. 그의 초기 작품집의 작가 약력에는‘전남 승주에서 나서 광양에

서 성장’이라는 이력을 썼듯이 사람관계나 생활의식은 광양인으로서 철저

했다. 광양중∙광양농고에 재학하던 때부터 여러 곳의 백일장을 휩쓸며

재주를 보 다. 이러한 그의 활동 때문에 선배인 강호무∙김승옥∙주동후

등과 일찍이 교류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동국 학교 국문학과

를 나왔으며 1973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꽃다발」이 당선되고

이어서 중앙일보 현상 동화모집에「무지개」가 최우수작으로 뽑히면서 동

화작가로서 발판을 굳혔다. 

향 어(香語)

－정 채 봉－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말의 밭을 지니고 있다.

곧 자기가 하는 말은

그 밭에 파종되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의 밭에

가보니

그야말로 쑥 밭이었다.

사진8-5 :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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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그동안 써 온 을 가려 묶어 동화집「물에서 나온 새」를 펴냈다.

책이 나오자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한국 동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으로

평가되었다. 이 책으로 1983년 한민국 문학상(아동문학 부문)을 수상했

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한분을 의지하며 성장하 던 정채봉은 그의 외로움

과 아픔을 곱고 맑은 색깔로 그의 작품속에 승화시켜 놓고 있다.

이어서 1986년 동화「오세암」으로 새싹문학상을 받았고, 1989년「꽃그

늘 환한 물」로 불교아동 문학상을 받았고 1991년「생각하는 동화」로 동국

문학상을 받았으며, 1992년「바람과 풀꽃」으로 세종 아동문학상을 받았고,

2000년「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로 소천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이

러한 동화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세계를 개척하며 한국동화의 새로

운 시 를 열었다. 그는「하늘새 이야기」등 많은 수필집과 성장소설「초승

달과 밤배」도 발표했는데 2001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샘터라는 잡지

사에 근무하며 평생을 과 책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는데, 샘터사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정채봉의 발자취를 지울 수 없어 생전에 쓰던 책상과 사무실

을 구보존하겠다고 했다.

박혜강(朴惠江)은 1954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에서 출생하 으며 조

선 학교 부속고등학교∙조선 학교 졸업. 무크지「문학예술 운동」에 중

편소설「검은 화산」을 발표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검은 노

을」로 제1회 실천문학상 수상, 장편소설「젊은 혁명가의 초상」「검은 노을」

사진8-6 : 하늘새 이야기

그래도 잡초 사이에 꽃나무가 몇 있어

찾아가 보니

이런 말이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런데 접목되어 겹꽃을 피운

香語도 있었다.

「내가 힘 닿는데까지 도와줄께」

「힘내 넌 할 수 있어」

「돈이 아니야, 마음이라구」

「멋쟁이 난 네가 자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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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안개산 바람들」, 하소설「운주」전5권이 있으

며, 장편동화로「자전거 여행」과「나도 고고학자」, 산문집으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야기」를 펴냈다. 무등일보에 오월 광주를 주제로 하

는 하소설「꽃잎으로 눕다」를 연재하 으며 전남민족문학작가회 부회

장, 광주∙전남 소설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행신(朴幸信∙1954년생)은 광양출생은 아니지만(전남 보성) 1990년

부터 광양고을에 둥지를 틀고 아동문학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시인이다.

현재 제철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아동문예에

동시당선으로 문단에 오른 박행신 시인은 교 동시부문 눈높이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작품인「지구도 답해 주는구나」동시가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3학년 1학기에 실려 학습활동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작

품으로「밤배」, 「내가 먼저 볼거야」, 「이웃음 어떠니」등이 있으며 그의 시

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적여운을 남

겨주고 있다.

그 밖에 백우선은 1953년 봉강면 석사리 명암마을에서 태어나 서울의

단국 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작(詩作)을 꾸준하게 이어

오고 있으며 시집으로「우리는 하루를 해처럼은 넘을 수가 없나」를 1990

년에 발표하 으며, 이보연은 광양읍 출신으로 월간문예지「순수문학」으

로 등단하여 향토애와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삶에 한 깊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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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신－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발가락 옴지락거려

두더지처럼 파고 들었다.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 다.

아, 내 작은 신호에도

지구는 답해주는구나

그 큰 몸집에 이 조그마한 발짓

그래도 지구는 답해 주는구나

사진8-7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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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소박한 시어(詩語)로 승화시키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1997년「나 너

에게 다리가 되리라」, 2000년「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을 간행하여 광양문

화예술회관에서 출판회를 가졌고, 현재서울에 거주하며 문학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박두규(朴斗圭)는 1954년생으로 광양시 진월면에서 출생하여 진상고등

학교를 거쳐 광주교육 학과 한국방송통신 학을 졸업, 초등학교와 고등

학교 교사를 거쳐 전남도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 으며 1980년「한국

고 아동문학론」이「아동문예」에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하 다. 동시 및

동화를 발표하여 역사의식에 입각한 작품활동과 비평을 하면서 고전을 통

해 아동문학사를 민족사의 총체속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 다. 그밖에 광

양출신으로 관외에서 문학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문인으로는 오정순, 오소

후, 박노동, 김한호 등이 있다.

한편 광양고을 문학의 저변확 와 향토문예진흥을 위한 고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가, 1992년 2월 5일 한국문인협회 동광양

지부가 창립됨을 계기로 1995년 2월 10일 광양지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는데 시민 및 청소년 문학강좌, 문학기행, 각종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주관∙개최하는 한편「동광양문학」2집 발간,

「광양문학」9집 발간(2003년까지)으로 광양고을 문인 및 학생들에게 창

작의욕을 북돋우고 있으며 특히 2003년에는 우리 고을 출신 유명작가 6인

의 작품모음집「우리읍내」를 발간하여 고을문화의 저변확 에 좋은 본보

기가 되고 있다.

2. 음악

광양의 음악은 판소리와 창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오랜 전통

을 가진 것이겠으나 현 에 이르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22년 무렵 진상

면 섬거리에 거주하는 이진 (�進永)이 많은 사람을 교습하 다는 사실

이다. 이로부터 광양지역의 국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 의 교습생으로는 진월면의 김홍범(金洪範), 옥곡면의 문성갑(文

聖甲), 진상면의 선홍근(宣洪根), 광양읍의 김병률(金丙律) 등이 특히 우수

하 으며 이들의 향으로 광양일 에 판소리와 창, 그리고 장구와 북 장단

이 유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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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1926년 무렵에 광양소년군에서 현 식 악단을 편성하 다.

이 악단 구성원으로는 큰북 김태범(金泰範), 작은 북 김동수(金東洙), 클라

리넷 정광호(鄭光昊), 트럼펫 김진옥(金鎭玉), 바이올린 정태식(鄭泰湜),

바리톤 백광해(白光海) 등이 활약했다. 특히 정태식은 바이올린 교습을 실

시하여 당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바이올린을 익힐 수 있었는데, 그의 교습생

중 우수한 사람으로는 장 린(張泳麟), 김성도(金成道), 장준한(張俊翰)이

있었다.

1932년 무렵에는 하동에서 이주해 온 진봉문(陳鳳文)이 코네를 잘 다루

어 많은 후진을 양성하 는데 그의 교습생은 슬라이도롬보 조철규(趙鐵

奎), 트럼펫 남성주(南晟周), 코네 김중렬(金仲烈), 바이올린 정상렬(鄭相

烈), 피리 박봉두(朴鳳斗), 리코더 박준오(朴準午), 바리톤 박길문(朴吉文)

등이 있었다. 이들은 정식악단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갖가지 행사에서 함

께 어울림으로써 실제적으로 악단의 구실을 했다.

이러한 현 음악의 성행과 더불어 국악도 활발해졌는데, 이는 나주에서

광양군청으로 부임한 채상련(蔡尙蓮)이 가야금의 명수여서 여러 사람을

교습하 던 데에서 향이 컸다. 그의 교습생 중 장단에는 김종수(金鐘壽),

김치배(金致培), 정광호(鄭光昊)등이 두드러졌고 가야금에는 김재후(金載

厚), 장준한(張俊翰) 등이 배출되었다. 

이상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광양의 전통 음악전수와 서양음악의 초기 보

급에는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악극단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다른 지방에

순회공연까지 하 던 이 극단의 구성원은 큰북 한철수(韓喆洙), 작은 북 김

석길(金石吉), 트럼펫 진형문(陣炯文), 클라리넷 이용학(�鎔學), 슬라이

도롬보 김병근(金秉根), 아코디언 김형곤(金炯坤), 섹스폰 김기표(金基杓)

등이었다. 1946년 악극단이 해산되면서 악단도 해체되었으나 김병근∙김

기표는 상경하여 악사생활을 계속하 다. 이용학은 광양중학교 음악교사

로 재직하며 이 고장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이바지하 다.

음악가로는 이용일(�鎔一)이 있다. 그는 서울 음 작곡과와 일본 동

경예술 학원을 졸업하고 전남 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하 다.

여러차례 작곡 발표회를 가졌고 저서로는『음악교육학 개설』, 『유치원 음

악교육법』, 『건반화성 실습역』,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재미있는 체르니

30번』등이 있고 논문으로는「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사적 고찰」, 「우리나라

사진8-9 : 음악교육학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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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평균성역 조사연구」, 「국악교육의 전망」등이 있다. 옛 광양군민의

노래도 작곡했으며 창작과 교육활동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3. 연극

서울 유학생이던 이옥동(�玉同)∙안기후(安基厚)가 서울사람으로 광

양에 내려와 이발업을 하던 이태희(�泰希)와 함께 1933년 무렵 광양청년

회관 마당에서 처음으로 신파(新派) 연극(演劇)을 공연하 다. 이 연극의

제목은「악덕 지주」와「돈만 아는 철이」로 당시 사회현상을 풍자한 내용

이었다. 

배역으로는 김용훈(金容勳)∙김도두(金道斗)∙박준수(朴準洙)∙박준

국(朴準國)∙박수봉(朴洙鳳)∙이옥동(�玉同)∙이태희(�泰希)∙김태범

(金泰範)등이었다. 「악덕 지주」는 소작농민이 소작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

하여 소작료를 바치러 가면서 볏섬 위에 닭∙곶감∙호박 등을 뇌물로 가져

가는 장면과 지주가 소작인에게 두냥이 부족하다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주

요 내용이며 당시의 사회병폐를 풍자한 것이다. 「돈만 아는 철이」는 돈만

아는 철이가 빈농에게 고리 로 농자금을 부하고 가을이 지나면 즉시

로 원금과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합쳐서 농토를 수탈한다는 내용이었다.

1934년 골약면 태인리 청년회도 소인(素人) 극단(劇團)을 조직하여 당

시 광양면 목성리에 있던 잠견 견조장을 빌어서「장한몽」을 공연하 다. 이

때 진봉문(陳鳳文)이 악기 코네를 불었는데 관중들은 여기에 매혹되기도

하 다. 태인리 연극단의 배역은 김태현(金台炫)∙최 근(崔永根)∙최한

원(崔漢元) 등이었다.

「장한몽」은 같은 해 이옥동(�玉同)∙이태희(�泰希)∙김도두(金道

斗)∙김태범(金泰範)∙박수봉(朴洙鳳)∙김상효(金相孝)∙김성학(金成

學) 등에 의해서 공연되었는데 특기할 점은 여자배역이 없어 남자가 여자

역을 하 다는 점이다. 김도두(金道斗)가 여자 역의 단골이었다.

1935년부터 1936년까지는 광양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가설무 를 설치

하고 공연하 는데 신파연극을 벗어난 예술성 있는 작품들이 공연되기도

하 다. 이 때의 배역진은 장준한(張俊翰)∙이옥동(�玉同)∙김상효(金相

孝)∙김진옥(金鎭玉)∙백광해(白光海)∙허경 (許敬永)∙하재봉(河在

鳳)∙신채련(申采連)∙정학규(鄭學奎) 는데 여자역은 하재봉(河在鳳)∙

서울 유학생이던 이옥동(�玉
同)∙안기후(安基厚)가 서울사
람으로 광양에 내려와 이발업
을 하던 이태희(�泰希)와 함
께 1933년 무렵 광양청년회관
마당에서 처음으로 신파(新派)
연극(演劇)을 공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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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한(張俊翰)이 맡았다.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객이 운집하

다. 이러한 형태의 연극 놀이는 차츰 규모가 커져 마을별 공연을 갖기도 했

다. 한 연극에서는 극 속에서 부모가 죽어 섧게 울고 있는 소년의 연극을 보

러 왔던 그의 아버지가 불효한 놈이라고 호통을 쳐 연극을 중단시키는 웃

지못할 일화도 남겼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광양의 연극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연극단체가 있었

는데 여기에서는 마술과 연극을 동시에 공연하 다. 이는 1933년 독지가

이석조(�錫祚)가 현 식 악기를 구입해서 장차 광양 악극단을 조직할 목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마술은 마술단에서 기술을 익혀온 박재봉(朴在

鳳)이 맡았고 연극배역으로는 조철규(趙鐵奎)∙김중렬(金仲烈)∙박봉두

(朴鳳斗)∙박준오(朴準午)∙안갑수(安甲洙)∙우제천(禹濟千)등이었으며

이들이 처음 내놓은 연극은「미쳐가는 처녀」와「봉사 삼봉이」 다. 이는 모

두 어느 잡지에 실린 소설작품을 각색한 것이었다.

이들이 처음 연극한 곳은 읍내리의 한식집이었는데 마당이 넓어 그곳에

무 를 설치하 다. 첫 공연은 유료 는데도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관람 후

관객들이 보여준 격려와 칭찬은 단했다. 기부금도 의외로 많이 걷혔다.

여기에 힘입어 이들은 익신리와 도월리에서, 나아가 하동과 벌교까지 가서

공연을 하여 거액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망이던 현 식 악

단을 조직하지 못하고 1934년 광양 독서회 사건으로 배역진 거의가 해체

되었고 그 청산관계도 오리무중이 되었다. 이로써 광양의 연극활동은 막을

내렸지만 명성이 자자하여 후일 전국적 악극단 단체에서 배역을 찾으러 광

양에 오는 사람도 있었다.

1945년 해방을 맞자‘광양 예술 연구소’란 이름의 악극단이 발족되면서

연극 활동이 재개되었다. 이‘광양예술 연구소’는 연극∙음악∙코메디 등

의 분야를 갖춘 현 식 악극단이었다.

이 악극단의 구성을 보면 광양예술연구소 소장 김진곤(金進坤)이 동연구

소 창단을 위한 산파역할을 하 으며 음악부에는 트럼펫 진형문(陣炯文),

우병기(寓炳基), 클라리넷 이용학(�鎔學), 큰북 한철수(韓喆洙), 슬라이

도롬보 김병근(金秉根), 아코디언 김형곤(金炯坤), 작은북 김석길(金石

吉), 섹스폰 김기표(金基杓), 노래 이동래(�東來)∙김계문(金桂文)∙김

춘화(金春化)∙김형배(金炯培)∙이완의(�玩儀) 등이었다. 사회는 김삼

곤(金三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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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극단에 보여준 광양인의 환 은 단했다. 악극단이 광양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하자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광양군 각 면의 순회공연을

마치고는 정식 명칭으로‘광예악단(光藝樂團)’이라 바꾸었다. 이어서 광

주∙목포∙보성∙곡성∙순천∙구례∙여수∙나주∙ 산포 등 전남 각지

를 순회 공연하 고 하동공연도 가졌다. ‘광예악단’은 가는 곳마다 큰 환

을 받았다. 이때 공연된 연극의 제목은「산송장」, 「 춘화」 고 노래는 당

시 유행하고 있던「흘러간 두만강」, 「 지의 항구」, 「비단장사 왕서방」등

이었다. 이 악단은 1946년까지 계속되다가 당시의 정치 상황이 좌우로 갈

라지자 구성원들 역시 갈라져 자연해체되고 말았다. 계속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 일류의 악극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애석함이 지금도

광양인들의 그 당시 악극단에 한 향수를 더해주고 있다.

4. 미술

서양화 부문의 화가로 우제길(禹濟吉)이 있다.

1942년 광양 출생인 그는 광주 화단의 비구상 주

역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구상의 불모지

나 다름없었던 광주에서 강용운(姜�雲)∙양수아

(�秀雅)의 를 이어 각고의 작업을 일관해 온 화

가이다. 우제길은「에뽀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의 현 미

술운동을 중앙화단에까지 선보이면서 그들의 활동과 작가 정신을 표현해

온 그룹이다.

그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화려하다. 1972년 제8회 전라남도전 최고상 수

상, 1975년 한국미술 상전 특별상 수상, 1977년 인도 이엔날레 한국

표작 출품, 1978년 제1회 중앙미술 전 특선, 1975�1980년 아세

아 현 미술제 출품, 1981년 한국미술 81점 초 출품, 1983년 ’83

현 미술 전 초 출품을 하 다.

한편 한국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서종

수(徐宗洙)는 1945년 옥룡면 산남리 산본 마을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

술 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소송(小松) 김정현의 가름침을 받아 본격

적인 작품활동에 들어갔다. 1979년 현 미술 상전에서「맥」으로 동

상을 받았고 이어 1982년 현 미술 상전에「한」을 출품하여 금상의 예

사진8-10 : 우 제 길 작 품
(Work2001-1B,
72.7×116.7cm,
Oil on Canvas)

사진8-11 : 서종수 작품

제1장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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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했다. 또한 1982년 뉴파리전에 출품하고 아세아 미술 전에 출품

하는 등 큰 활약을 하는 작가이다. 한국미술기성작가 회원과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재윤(鄭在允)은 1949년 골약면 황길리

하포마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

직하며 작품에 정진하 다. 1980년∙82년∙

83년 계속하여 전라남도 미술전에 입선하

고, 미술문화 전∙일본 후이나르 국제미전∙

불교미술 전 등에서 입선하며 더 나은 경지

를 향해 발돋음하고 있다.

김정국(金政國)은 1954년 옥룡면 추산리 중산 마을에서 출생하여 동국

학교 학원에서 수업을 했다. 1983년 제1회 한민국 미술 상전에서

「호수변의 한도(閑道)」로 입선하여 일단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이어서

1983년 가을 국전에서 작품「로(路)」가 특선하 다.

5. 사진

사진작가 이경모(�坰謨)는 1926년 광양읍 인서리에서 태어났다. 한국

현 사에 기록사진을 많이 남기게 된 그의 사진세계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은 한국사회가 과거로부터 종언임과 동시

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분수령이 된다. 해방은 사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 의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혁이 시도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잇달아 일어난 제14연 반란사건과 6∙25동란

은 새로운 시 건설에 혼란과 파괴의 요인을 만들었으며 끝내는 민족간의

비극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민족사적인 사건을 그 시 의 목격자로서 사진으로 표현한 새로

운 양식이 다큐멘터리 방법이었다. 시 상황과 비극이 심각한 것일수록 다

큐멘터리 방법은 그 당위성을 크게 하는데 이경모의 사진은 여기에서 출발

하여 해방당시의 감격과 격동, 제14연 반란사건, 6∙25동란 등에 관한

일련의 작품들이 모두 이러한 방법속에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그가 격동기의 현장고발 사건에 직접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진8-12 : 김정국 작품「수어
호수」

사진8-13 : 격동기의 현장

사진8-14 : 이경모 흑백사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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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기자로서의 활동때문이었다. 현장을 면하면서 그는 충실한 목격자

로 최선을 다했으며 인간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이러한 까닭에 이경모의

사진을 다큐멘터리 방법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록을 의미하

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진이 현실과 사진과의 상호관련된 세

계의 의미망을 형성하는데서 출발하 기 때문이며, 해방 이후 새로운 시

의 형성으로 진통하는 사회현실과 공산주의자들로 인한 분쟁과 파괴행위

등의 문제를 사진의 방법으로 수용하 기 때문이다.

호남신문사 사진부장으로 있던 이경모는 제14연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여수에 급파되었다.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황량한 벌판에 뻣뻣하게 죽어있는 소름 끼

치는 시체더미 다. 간혹 가족의 시체를 찾는 참담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매장을 하거나 가족들의 통곡하는 장면들이 인적이 끊긴 들판과 함께 슬픔

을 더해준다. 그의 사진들은 이미 죽어있는 주검에 카메라의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 아니고 이것들과 관계지어진 인간들의 슬픔과 행동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그의 근본의도는 충격적이고 이색적인 현장을 보여주려는 사진

작가의 욕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휴머니즘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그의 휴머

니즘은 이데올로기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인간 존엄성의 파괴로부

터 비인간화에 한 항의이며 더 큰 전쟁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비극에

한 그 자신의 조그마한 예언이나 경고일 수도 있다.

우연스럽게도 이경모는 제14연 반란사건에 이어, 6∙25동란이 발발했

을 때도 이 전쟁을 다큐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만 한가지 다른

것은 제14연 반란사건 당시에는 사진 기자 지만 6∙25전쟁 기간에는

국방부 사진 에 예속된 종군 사진가로서 다. 

이러한 예술적 관심에서 그는 문화재에 한 방향으로 눈을 돌린다. 문화

재에 관한 사진은 1958년 이후부터 말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의 사진작

가 활동의 긴 역사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958년부터 ’62

년까지 진행된『국보도록』을 위시해 김원룡(金元龍) 박사와 공저로 있는

『한국미술사』와 같은 공식적인 작업도 엄청나지만 그 외에 그가 다큐멘터

리 사진과 자연주의 사진의 양면성을 종합해 이러한 테마를 형상화한 작품

은 지금까지 논의한 그의 사진의 업적만큼, 아니 그 이상의 큰 의미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그의 작품을 수록한 책자로는「격동기의 현장」「이경모 흑

백사진집」「이경모 사진집」「광양의 어제와 오늘」이 있으며 (나주)동신

사진8-15 : 이경모 사진집

사진8-16 : 광양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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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그가 수집한 각종 사진기 1,200여 점과 그

가 촬 한 표적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진작가로 꾸준히 정진

해 온 표적인 인물로 신윤식(申允植)이 있다. 그

는 1955년생으로 광양읍 목성리에서 태어났다. 그

는 현재 한국사진선교센타 회장과 한국사진작가 보

도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외국기행과 기독교 성

지순례를 통한 기독교 계통의 사진 및 향토문화 관련사진을 상측면에서

역사자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 

6. 서예

우암(愚巖) 박건복(朴建馥)은 1912년 광양읍 칠성리에서

태어났다. 1922년 장성농업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3년 한

지적협회 전남지부 제주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그곳 서예의

중진인 소암(素庵)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비교적 늦게야 서예

와 인연을 맺었다. 1967년 광주에 서예원을 차리고 후진양성

과 자신의 작업에 정진하 다. 1970년과 1971년 전라남도전

에 특선하 고 1974년부터 국전에 5회에 걸쳐 입선하 다.

1978년 광양에서 개인전을 열고 50점을 전시하여 고향의 동

호인들로부터 많은 환 을 받았다.

인월(仁月) 주수창(朱壽昌)은 1923년 광양읍 목성리에서

태어났다. 1960년부터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으로부터

서예를 배웠다. 동시에 소송(小松) 김정현(金正鉉)으로부터

동양화를, 일랑(一郞) 이종상(�鐘祥)으로부터 사군자를, 박

세원(朴世元)으로부터 산수화를 배웠다. 1974년 제23회 국전

서예부와 묵화부에 동시에 입선하 고 이를 출발점으로 ’75년∙’79년∙

’80년∙’81년의 국전에서도 각각 입선하 다. 이에 앞서 1971년에는 주

부클럽 연합회 주최 신사임당 기념 회 묵화부에서 장원하 다. 1974년

한국미술협회 주최 제1회 응모전 묵화부에서 입선하 고 1975년 한국미

술협회 주최 제2회 서예 공모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1982년에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1회 한민국 미술 전에입상한 그는 한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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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내산」(모세가
십계명을 받은곳)

사진8-18 : 박건복 작품 사진8-19 : 주수창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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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아일보사 동아문화센터에 출강했고

주부클럽연합회 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여성 문화전시회에 동양화

를 출품한 바도 있다.

박중래(朴重來)는 1924년 광양읍 칠성리에서 태어났다. 광양공립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구사범학교 심상과에 입학하 으나 부친의 사

망으로 중퇴하 다. 그는 1941년부터 공무원으로 출발, 단계적인 승진의

길을 밟아 광양군수∙순천시장∙ 한적십자사 전남지사장 등을 역임하

으며 한편 그는 서예가로

서 활동이 두드러져 국전

입선 3회, 전남도전 초

작가, 전남도전 서예분야

심사위원을 역임하 다.

길덕남(吉德南)은 1933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났다. 순천사범학교

를 졸업한 그녀는 5년간의 교직 생활을 거쳤다. 본격적인 서예수업은 1969

년부터 시작하 는데 74년까지 김용구(金容九)의 가르침을, 1975년부터

80년까지는 하남호(河南鎬)에게 사사받았다. 그 사이 한민국전 2회 입

선, 전라남도전 수 회 입선, 민전 2회 입선, 한국 서예공모전 입선, 전국여성

기능 회 특상, 신사임당 기능 회 입상, 유네스코 여성기능 회 특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길덕남의 표작품은 노자도덕경문(�子道德經文)-전서 10곡병(曲

屛), 전출사표(前出師表)-예서 10곡병(曲屛), 천자문(千字文)-행서 10

곡병(曲屛) 등이다. 출품한 작품들은 다음의 책에 실려 있다. 「한국 현 서

예총람」, 「한국서예 천인집」, 「아세아 현 명가 작품집」, 「한국미술협회 전

남미협 도록」, 「사임당 묵향회 도록」

주계문(朱桂汶)은 1946년 옥룡면 율천리에서 태어났다. 서예가의 길에

매진한 그의 경력이 화려하다. 현 미술 상전 특선∙은상(서예)∙특별

상(사군자) 수상, 한국현 미술전 추천 작가상 받음, 한일 서예교류전 출품

(東京), 자유중국 서법연구전(書法硏究展) 출품, 한국미술작가 초 전 출

품, 오사까 도일(渡日) 개인전 개최. 그는 현 미술 상전 추천작가와 운

위원이며 한국미술 전 추천작가와 운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한국

서예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우리나라 표적인 서예가로서 광양의 명

성을 드높이고 있다.

사진8-21 : 박중래 작품

사진8-22 : 주계문 작품

사진8-20 : 길덕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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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내에 거주하면서 향토서예진흥에 정진해 온 인물로 홍은옥(洪銀

玉∙1941년생)이 있다. 그는 옥룡면 용곡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양서우회

회장을 다년간 역임(1994�2000년)하면서 광양출신 서예가들의 작품을

모아 매년 1회 전시회를 갖는 등 광양고을의 서예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서예작품 수상경력으로는 현 미술 전 우수상∙특

선 3회, 한국서예 전 특선 2회∙금상을 받은 바 있다.

7. 장서∙서각

① 장서

우리고장 출신(진월면 선소리)으로 장서가(藏

書家)로 유명한 신 길(辛永吉∙1926년생)이

있다. 그는 조선 정치학과를 나와 1950년 고

등전형고시에 합격, 1952년부터 외자청, 재무

부, 경제기획원, 청와 비서실, 1981년 주택은

행 서 문지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 는데 공직

생활중에 봉급의 8할을 고서를 수집하는 비용으

로 지출했다고 전한다. 현재 한국 장서가협회 회

장직을 맡고 있으며 개인 최다 장서가(55,240권 보권)로 1995년에 기네

스북 기록인증서를 획득하 다.

그는 1952년부터 책을 수집하 으며 1992년경 일본서적상이 12억원을

줄테니 그가 가지고 있던 국내 유일본이자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양

휘산법(楊輝算法)-조선 세종조에 간행」을 팔라고 졸랐을때 일언지하에

거절한 양심적인 지식인이며, 1990년경에는 우리 해「동해」를 지키자는

운동을 펴 세계각국의 고지도를 수집「한국해 표기 고지도 열람표」를 작성,

세상에 알린 바 있고 일찍이 마도, 북간도를 비롯한 우리고유 토찾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또한 고서를 수집∙독서에 정진하면서「한양 5백년 가사」「해방정

국의 비사」「한국경제 100년사」등의 책을 펴낸바 있으며 근년인 2004년 7

월에는 해방정국에서부터 군사정권에 이르는 동안 역사적 비화를 한데 묶

어「신 길이 밝히는 역사현장」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그는 정치에도 깊은 관여를 한 바 있는데 그에 한 실화를 소개한다.

사진8-23 : 홍은옥 작품

사진8-24 : 기네스북 기록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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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정∙부통령 선거시(민주당 후보:신익희, 장면)에 그는 민주당 전

남도당 선거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유명한 민주당 선거구호인「못살겠다,

갈아보자」의 원작자이기도 한데 이 표어가 선거정국의 민심을 휩쓸게 되자

당시 이기붕(자유당 부통령후보)씨의 선거사무소장이 이 표어는 1917년

볼세비키 소련 혁명구호를 베낀 것이라 하며 원작자를 찾아내 국사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날뛸때, 우리고을 출신 조재천씨가 신 길씨를 조용히 불

러「앞으로 적어도 30년 동안은 이것을 자네가 썼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

는 조언에 따라 30년이 지난 1986년에 장서가 협회에서 발간한「상서(尙

書)」책자에 게재, 원작자가 신 길(辛永吉)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혔다

고 한다.

그의 수상경력으로는 제1회 전국한시 회 장원상 수

상(1954. 8. 20), 한국모범 장서가상 수상(1980. 9.

18), 독서왕 수상(1993. 1. 26), 자랑스런 서울시민의

상 수상(1994. 11. 9), 광복 50주년 유공자 50인에 선

정(1994. 12. 29), 기네스북 기록인증서 획득(55,250

권. 1995년), 자랑스런 광주∙전남인의 상 수상(1983.

5. 21)하 으며 근년인 2004. 5. 21에는 명예정치학 박사를 수여받았다.

② 서각

서각(書刻)은 말 그 로 자를 조형화하여 다양한 재료에 새

김질(刻)을 하는 작업으로 서예적인 멋과 운도(運刀)에 의한 각

적(刻的)인 멋∙색체에 의한 회화적인 멋∙공간을 연출하는 조

형적인 멋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부문에서 우리고을에서 서각예술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

산(江山) 박육철(朴�喆∙1960년생)이 있다. 그는 전북 순창 출

생이나 1993년부터 광양에 정착하 고 현재 광양제철 남초등학

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서각협회 이사 및 전남 지부장과 국제 각자연맹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한민국 서예 전 특선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 공모전에 상을

수상하고 러시아∙일본∙독일 등 외국초 전에 작품을 수회에 걸쳐 출품

하 다. 그는 서각예술인으로서 광양고을이 서각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

해 개척정신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한편 문하생들 지도에 정열을 쏟고

있다.

제1장 문화예술

사진8-25 : 선거표어

사진8-26 : 신 길의 소장 장서

사진8-27 : 박육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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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토문화

송병수(宋柄秀∙1919년생)는 옥룡면 출신으로 48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국어사랑운동에 정진한 인물로서 1968년 서울 학교 주관 고운이

름 뽑기 은상수상, 1991년 한 학회 주관 이름잔치 큰상을 수상하 으며

교직 정년후에는 광양과 순천 지역 향토사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원조인 선각국사 도선(道詵)이 35년간 광양고을에서 수

도∙정진하며 입적한 사실에 주목하여「선각국사 도선 비명의 이해를 위해

서」, 「백계산 옥룡사 쌍비쌍탑 관련자료 모음」등 해박한 지식과 현장답사

를 통하여 선각국사 도선(道詵)의 사상과 흔적찾기에 큰 업적을 남겼고 순

천시 향토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순천시 읍호의 변천과유래」등 향토문

화 연구에 공헌하여 2002년 순천 시민의 상을 수상하 다.

서재환(徐在桓∙1956년생)은 진상면 청암리 출신으로 1981년부터 23

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진상면 새마을 도서관을 독실하게 운 하여 자라

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 왔으며 향토문예지인「바

구리봉」발행, 광양고유의 토착어로 광양인의 정서를 함축한「오지게 사는

촌놈」책자를 펴내는 등 향토문예 진흥에 많은 공헌을 하 다.

양향진(楊享鎭∙1964년생)은 광양읍 용강리 출신으로 광양고유의 전통

적인 풍물굿인 광양 버꾸놀이의 맥을 이어오는 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어

려서부터 부친인 양일주(북) 선생을 따라다니며 바가지를 들고 굿판을 다

니면서 굿을 배웠고 전경용(광양, 상쇠)∙박순기(광

양, 상쇠)∙박 업(곡성 풍물굿, 상쇠)∙양순용(임실,

농악무형문화재)∙명인 유명철(남원, 농악무형문화

재) 선생에게서 굿을 익혔다. 광양 버꾸놀이는 1973년

남도문화재 우수상 수상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최우수

상, 연기상, 장려상을 받았으며, 그의 예술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1997년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의 농악명인

선정, 2001년 한국문예 진흥원의 선진 전통예술인 선

정, 2002년 전통예술 부문 전라남도 신지식인에 선정

되기도 하 으며 현재 전통놀이 전수와 문하생들 지도

에 정성을 쏟고 있다.

사진8-28 : 선각국사 도선
비명의 이해를
위해서

사진8-29 : 오지게 사는 촌놈

사진8-30 : 광양 버꾸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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