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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 지 연구*

- 黎明과 無名彈을 심으로 -*

               

   박  태  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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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학 매체 가운데서 黎明
과 無名彈을 심으로 지역문학의 통을 발굴, 새로운 이해에 이르

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 다.  

黎明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 4집이 나온 종합지다. 선산 출신 

김승묵이 구에서 엮고 서울에서 었다. 계몽 의도를 분명히 했던  

黎明은 지역사회 안 의 여러 계층에 걸친 필진을 끌어와 다채로운 

기획력을 보인다. 그러나 주도 필진은 김승묵과 친교가 깊었던 지역의 

은 문학가, 청년 사회활동가 다. 그들은 1920년  경북․ 구지역 

지식사회의 성장과 분화하는 모습을 그 로 드러낸다. 

 * 이 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도움(KRF-2004-04-a00296)을 받아 

이루어졌다.

** 경남 학교 인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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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쪽에서 黎明은 1920년  주류 작가를 지역에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다. 정명 의 무정부주의 평론, 진건의 지역문학론에다 

장 우의 계 소설은 새로운 자산이다. 이상화의 산문시 ｢金剛 歌｣와 

｢淸凉世界｣의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북․ 구 지역문학의 변화

와 성숙에 黎明의 몫이 컸던 셈이다. 그 통은 서울로 올라가 1930

년  기 계 문학 매체 편집으로 이어진다.

無名彈은 1930년 김천의 청년 문사들이 국 신진 문사 38명을 집

필 동인으로 묶어 낸 작품집이다. 지역 교사 문인의 향에다 활발했

던 지역 언론의 도움이 컸다. 1집으로 그쳤으나, 경북․ 구 지역문학 

역동성을 잘 드러낸다. 無名彈은 기성 문인과 신진 문사 사이의 세

론 , 이념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서 새 조선문학을 창작하고자 했

다. 그러나 명분과 실제 사이 거리를 메우지는 못했다. 

필자 가운데서 김천 출신 이산은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無
名彈의 편집․출 을 도맡았다. 시에서는 두드러진 작품이 드물다. 이

름 그 로 ‘無名彈’과 같은 놀라운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無名彈은 1930년  보기 드문 지역 청년 문사의 국 규모 수평 연

와 그 결집체다. 김천 은 문사들이 지녔던 이러한 선집 발간의 

통은 뒷날 고스란히 지역문학의 자산으로 자란다. 

이 로 말미암아 黎明과 無名彈의 앞뒤에 놓일 여러 경

북․ 구지역 매체에 한 발굴, 해명이 시 한 과제로 남았다. 

지역 안쪽에서부터 이루어질 일이다. 

Ⅰ. 들머리  

경북․ 구는 한국 근 문학사에서 뛰어난 문학인을 숱하게 낸 지역

이다.1) 따라서 그들에 한 담론은 지역 안 으로 지 않게 쌓 다. 

1) 이상화․이장희에서부터 백기만․이육사․윤복진․박목월․조지훈․이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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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학 통이 두드러진 곳답게 지역 안에서도 꾸 한 연구가 이어

졌다.  구․경북 근 문인 연구나 새로 쓰는 이육사 평 과 같은 

단행본은 그러한 심이 한 매듭을 본 일로 여겨진다.2) 그러나 이러한 

명망가 문인에 한 근은 작가론으로 한결같았다. 지역문학의 바탕

을 이루고 있는 사회․문화 풍토에 한 이해와 맞물려 들었다고 말하

기 어렵다. 경북․ 구지역 문인의 작품과 문단 활동을 두텁게 살피는 

데에는 모자람이 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 잘못을 깁기 해 통사  

흐름을 다룬 에 한 기 가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명망가의 이

름을 죽 잇 어 놓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잡지․동인지와 같은 문학 매체를 무겁게 다루

지 않은 인습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매체야말로 가장 구체 인 근 문학

의 제도화 장치다. 이들 속에는 높은 지명도를 얻지 못했지만 지역의 문

학사회를 뒷받침한 주요 필자, 뜻 있는 주변 작가도 지 않다. 이들까지 

두루 다룰 수 있을 때라야만 지역문학은 그 모습을 온 히 드러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북․ 구 지역문학 연구에서 문학 매체를 

제 로 따져 든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1945년 을유 복에 앞선 시기 

매체에 한 연구3)는 그 에서 더했다. 지역 매체의 실재에 한 확인과 

․이병철․이호우․김종길로 이어져 내려운 시의 통은 매우 특징 이다. 

소설가 진건․백신애․장 주․장덕조․김동리, 평론가 이원조․김문집 

한 리 이름이 알려진 문인이다. 

2) 이제까지 경북․ 구 지역문학에 한 연구는 경북도나 구 역시 차원의 

문화단체 간행물뿐 아니라 군 단 의 소지역 간행물, 지역 학술지에서도 드

물지 않은 심을 보여주었다. 이들 가운데서 단행본으로 나온 표 인 것

들만 몇 들어보이면 아래와 같다. 백기만 엮음, 씨뿌린 사람들, 사조사, 

1959. 이기철, 작가연구의 실천, 남 학교출 부, 1986. 이강언․조두섭, 

 구․경북 근 문인 연구, 태학사, 1999. 김선학․장윤익, 경주의 소설문

학, 경주 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 , 
지 사, 2000. 이필동, 새로 쓴 구연극사, 지성의 샘, 2005. 

3) 이동순이 쓴 한 편이 있을 따름이다. 1945년 이후의 것들은 소수 매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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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조차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문학을 명망 작가 심으로 

살핀 버릇은 발표 매체를 오래도록 심 바깥으로 쳐두었던 셈이다. 

이 은 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 지를 찾아 그 됨됨이를 

구명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여진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밝

지지 않았던 지역문학의 실상과 통을 새롭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매체는 근 문학의 제도화․ 습화를 이끈 핵심 장소다. 문인 형성을 

뒷받침하는 사회  인정 장치일 뿐 아니라, 문학 됨됨이까지 규정하는 

요한 뜻을 지닌다. 작가의 등단지 정도로 들고 마는 소극 인 수

에서 나아가 매체를 움직인 지역의 출  자본이나 언론․문화 환경, 

필진 구성에서부터 실린 작품의 특이성에 이르기까지 살필 데가 한 두 

군데 아니다. 매체에 한 해명이야말로 보다 실질 으로 문학과 문학

사회 상을 이해하기 한 선결 조건이다. 

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 지 가운데서 재까지 손수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섯 종에 이른다. 곧 黎明․無名彈․農
本․東聲․文園이다.4) 어느 것 없이 이제껏 그 실체가  알려지지 

으로 통사를 마련하는 자리에서 간간히 이름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많은 자

리가 비어 있다. 이동순, ｢동인지 ‘무명탄’과 무명시인들의 실인식｣, 민족

시의 정신사, 1996, pp.250-256. 민 기, ｢ 구지역 문학운동의 역사  성격

과 그 활성화 방법 연구｣, 어문학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pp.265-282.

4) 이 에서 ‘문 지’는 넓은 뜻으로 쓴다. 곧 문학작품을 싣거나 문학사회 

상을 이해할 만한 지표를 지니고 있는 연속간행물은 모두 문 지로 일컫

는다. 문학 문잡지, 문학 동인지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싣고 있는 일반 

교양지도 그 안에 든다. 1920년 만 하더라도 문 , 는 문학은 논설․기

사을 포함하는 폭넓은 문필 개념으로 두루 쓰 다. 고등보통학교나 문학

교에서 낸 교우회지․동인지를 젖히고 보면 오늘날 그 이름이나마 알려진 

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 지는 모두 12종이다. 곧 園藝(1923)․
步, 잣나무(1924)․炬火(1925)․黎明(1925)․習作時代(1929)․農
本(1930)․無名彈(1930)․野烽(1930)․新尙州(1931)․東聲(1932)․
文園(1937)이 그들이다. 이밖에 서상일이 내려 했던 農村과 정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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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매체다. 이 에서는 이들 가운데서 문학의 비 이 높은 둘로 

논의를 한정한다. 黎明(1925)과 無名彈(1930)이다. 黎明은 1920년

 경북․ 구지역 문학사회의 그림을 그리게 할 만한 문헌이다.   

無名彈은 1930년  경북․ 구지역 신진 문사들의 고심을 잘 살필 

수 있는 국 규모 작품집이다. 논의는 이 둘을 상으로 첫째, 매체의 

출  환경과 특성을 살핀다. 둘째, 실린 문학 작품의 특이성을 찾아보

는 방법을 따른다. 이를 바탕으로 이 둘이 경북․ 구 지역문학 발

에 끼친 의의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黎明과 1920년  지역문학의 성장

근  경북․ 구 지역사회 형성에서 뺄 수 없는 경험은 19세기 후

반부터 20세기 반에 걸쳤던 의병 항쟁이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오랜 시기 무리 지어 일어서고 맞섰던 그 걸음 에서 국채보상활동

이라는 유별난 사회 활동이 가능했다. 1919년 기미만세의거와 그로 말

미암은 지역사회의 각성은 교육․문화․언론에서 새로운 기상과 망

을 이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게다가 1920년  물 터지듯 서울

내려했던 革潮는 “내용 불온”으로 검열을 넘지 못해 발간되지 못했다.   

無名彈은 김천에서, 步․잣나무는 천에서, 그리고 野烽은 덕에

서, 新尙州은 상주에서 나왔다. 나머지 園藝․炬火․黎明․習作時

代․農本․東聲․文園은 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재

까지 쓴이가 손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黎明․無名彈․農本․  

東聲․文園 5종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을유 복 이  경북․ 구지역 

문 지에 한 흔 은 이곳 곳에서 엿볼 수 있다. 김진화, 日帝下 大邱의 

論硏究, 남일보사, 1979, p.77. 高等警察要史, 경상북도경찰부, 1938, 

p.168. 이원무, ｢桑花周邊｣, 慶北藝術 8호, 총경북지부, 1973, p.79. 이장

희, ｢ 덕문학의 맥락｣, 시와 산문의 향연, 덕문인 회, 2001, p.200. 최

덕교,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암사, 2004, pp.413-416. pp.4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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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이루어진 신문․잡지와 같은 근  매체는 고스란히 지역

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소비층이나 지식사회의 분화를 고하

는 환경 변화 다. 이런 가운데서 경북․ 구지역은 여느 곳과 다른 

지역 매체 발간의 통을 마련했다. 黎明은 바로 그 심에 놓여 있

었다.  

1. 필진의 확 와 계몽 의지

黎明은 1925년 구서 창간한 월간 종합지다. 편집과 발행은 경북 

선산 출신 언론인 김승묵5)이 맡았다. 구서 엮어서 는 일은 서울에

서 했다.6) 모두 네 권이 나왔다. 1925년 7월 창간호부터 1927년 1월호 

4집이 그것이다. 4집이 나오기까지 햇수로는 3년, 달수로는 모두 14개월

이나 걸렸다.7) 그만큼 책을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다. 재정 

5) 김승묵(金昇黙)은 경북 선산군 고아면 원호동 들성(坪城) 마을 출신이다. 

1903년에 태어나 1933년 1월 서른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호를 석릉(石

稜)이라 썼다. 필명은 오산인(金烏山人)이다. 일 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

산을 정리한 뒤, 구를 거쳐 서울에서 학업을 닦았다. 동아일보 창간 발

기인이었으며,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다 서울 생활을 고 구로 내려와  

黎明을 냈다. 조선일보 구지국을 경 했다 하나 확인하기 힘들다.   

黎明의 주요 필진이기도 한 구의 서만달․장 우․장하명과는 친구 사

이 다. 일  상처하여 독신생활을 하 다. 최정희의 남편이며 화감독인 

김유 이 그의 조카다.

6) “編輯兼 發行人 金昇黙  印刷人 姜信旭. 印刷所 大東印刷株式 社 發行所 

黎明社.” 

7) 이제까지 7호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근수에서 1926년 6월에 나온 

3집을 7집으로 었던 뒤부터 거듭된 잘못이다. 1925년 7월 창간호가 나온 

뒤, 9월 2호가 나왔다. 2호가 이어서 나오지 못한 까닭을 ‘謝告’는 다음과 

같이 고 있다. “一世를 震駭  한 空前의 大水亂과 當時 京釜線의 不通

으로 京城 原稿의 收集이 遲晩하얏스며 兼하야 京城 大東印刷에 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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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책을 펴내는 데 사롭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黎 

明에 실린 고주들을 살필 때, 경북․ 구뿐 아니라 경상남도․충청

도․ 라도 지역 인사까지 들어 있다. 폭넓게 개인 연고를 활용했음을 

알게 한다. 게다가 출  자본에서 민족/반민족의 경계가 엷었다.8) 매체 

발간에 재정 조달이 결정 인 걸림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책을 펴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출  검열로 보인다. 계 주의자

職工의 同盟罷業으로 印刷가 遲延된 - 前後 여러 가지의 故障으로 因하야 

卽速 發刊치 못하얏슴을 孖에 謹謝하오며”가 그것이다. 자연 재해와 인쇄

소 사정을 주로 들었다. 그러나 3집부터는 출 이 늦어지는 까닭이 보다 

선명해진다. 3집은 해가 바  1926년 6월에 나왔다. 2집에서 3집이 늦어진 

까닭은 3집 책 머리 ‘謝告’와 책끝의 ‘編輯餘歎’을 빌려 알 수 있다. “朝鮮人

이 된 우리들의게는 出版의 自由가 업슴으로 原稿의 檢閱을 밧지 아니하면 

任意發刊치 못하는 것”인데, 1925년 9월 2호 發刊 이후 1926년 “新年 特刊

號로 原稿를 準備하여 檢閱에 넣었으나, 檢閱을 넘어서지 못해 1926년 2월

에야 檢閱을 넘기는 넣었으나, 時期를 놓친 原稿가 많고 한 押收된 部分

도 지 않아 다시 原稿 不足을 補充하기 하여 再次 追加 檢閱의 許可를 

바든 뒤 이제서야 겨우 發刊하게 되었”다고 었다. 이러한 黎明 발간 

지연에 해서 동아일보는 “續刊 六月號 許可, 그間 檢閱 關係로 休刊中”

이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3집이 나온 뒤 4집은 1926년 12월에 인쇄에 

올려 1927년 1월에 내었다. 김근수, 한국잡지개   호별목차집, 한국학

연구소, 1973, pp.402-403.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6. 6. 14.

8) ‘ 구 매지국’, ‘ 구부청 직원’, ‘달성군청직원’에서부터 ‘ 구부평의회’ 

원을 포함하는 구의 유력 재력가나 실업가, 상 이 주요 고주다. 조선

인 상 이 심이나 주민 이 잦은 무역상, 양복 이나 화장품 가게 경

우는 일본인 고주도 에 뜨인다. 그리고 천․칠곡․선산․ 천․안동 

․고령을 포함하는 경북 여러 군과 면 지역 리나 개인 사업가들이 고

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남에서는 동래․울산․의령․남해․마산․고성 

․의령․마산․거창의 지역 리나 개인, 기업주의 이름이 보인다. 黎明
의 재정 기반이나 배포 범 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주로 남지역 고주

가 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충청도 천안, 라도 ․정읍을 포함

하는 남 바깥 지역 고주도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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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정부주의자의 에서부터 지역 출신 해외 망명 복지사, 지역 

종교 지도자까지 얼굴을 내 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김승묵 가까

이에서 黎明 발간을 도왔던 이들은 경북․ 구지역 은 언론인이

나 사회활동가 다. 매체를 이음매로 삼은 이들의 조직 활동과 원고

에 한 감시, 검열이 소홀했을 리가 없다. 엄혹한 검열과 삭제, 그리

고 다시 원고를 모으고 재검열에 올리는 행을 거듭하다 黎明은 

마침내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김승묵은 폐간이 못내 아쉬웠든지 

폐간 1년 6월이 지난 1928년 7월 黎明文藝選集9)을 묶어내는 보기 

드문 일을 했다. 1집에서 4집까지 실린  가운데서 가려뽑은 것이다. 

여기까지 다시 검열로 말미암은 얼룩과 복자가 곳곳을 비고 있을 

정도다.  

발간의 어려움 속에서 黎明 편집은 매우 넓은 범 에 걸쳤다. 나

라 안 모두를 겨냥한 교양지로도 모자람 없을 됨됨이다. 문학 역에

서부터 논설․시사 해설․보고․기획문을 두루 아울 다. 독자투고도 

마련했다. 문학에서는 비평․시․소설․번역․수필과 같은 거의 모든 

갈래에 걸쳤다. 게다가 한시문이나 설화까지 손을 벋고 있다. 신구 문

필 갈래를 죄 넘나드는 의욕을 보인 셈이다. 이런 편집 내용은 지역 

안쪽 소비사회의 여러 계층  이해 계를 고려하기 한 꾀로 보인다. 

게다가 국 망명 지사의 격려 시문(詩文),  국인의 시와 기고문, 일

본 유학생의 새로운 정보를 담은 평론까지 다루었다. 그 무렵 다른 매

체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폭넓은 편집 기획력이다. 이 은 黎明의 

필진 동원력이나  연결망이 지역 안 으로 매우 활달했음을 말해 다. 

주요 인물 심으로 필진을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지역 바깥 필진

9) 黎明文藝選集에 해서는 따로 떼어 한 차례 살핀 바 있다. 박태일, ｢경

북․ 구 지역문학과 黎明文藝選集｣,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국학술발

표 회,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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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학인 : 金基鎭, 金岸曙, 金彈實, 羅稻香, 盧子泳, 朴鐘和, 朴懷月, 

方仁根, 卞榮魯, 卞榮晩, 梁柱東, 廉想涉, 李光洙, 李東園, 

李學仁, 趙明熙, 崔南善, 崔曙海  

  ②교육자 : 金亨培, 孫貞圭, 

  ③언론인 : 宋鎭禹, 申 雨, 兪鎭泰, 李鍾麟, 韓基岳

2. 지역 안쪽 필진

  ①문학인 : 白基萬, 吳相淳, 李相和, 李章熙, 崔海鍾, 崔湖東, 玄鎭健

  ②종교인 : 姜炳周, 洪宙一

  ③언론인 : 金昇黙, 尹洪烈, 張何鳴, 黑  濤,

  ④ 복지사 : 金昌淑, 裵天澤, 張健相,

  ⑤사회활동가 : 金鼎卨, 裵成龍, 徐相日, 柳敎夏, 李仁, 張赤宇, 許憲

  ⑥일본 유학생 : 張翼鳳

  ⑦학생 : 姜裕文, 李源朝, 崔斗渙

문학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역 바깥 문인은 그 로 1920년  주

류 작가들에 가깝다. 필진 됨됨이나 이념 성향 한 민족주의에서 계

주의 계열에 이르기까지, 기성 문인에서 신진 문인에 이르기까지 폭

이 넓다. 특히 김승묵과 비슷한 래 던 은 문학인 나도향․최서해 

․노자 과 같은 이가 주요 필진으로 함께 했다. 언론인의 경우 동아

일보․조선일보의 운 진이나 주요 간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리 알려진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이미 서울에서 언론 활동에 몸

을 담궜던 김승묵의 이력과 친교 능력에 기 는 바가 컸을 것이다. 

지역 안쪽 필진의 경우는 매우 다채롭다. 1920년  경북․ 구지역 

지식사회를 엿볼 수 있 정도로 폭넓은 동원력이다. 경북․ 구지역 

망명 복지사나 지역사회 지도자의 발언 로서 黎明이 지녔을 높은 

상을 그 로 보여 다. 게다가 지역 언론인이며 청년 활동가 던 장

하명․흑도10)․장 우11)가 남다르다. 1920년  구지역 계 주의․무

10) 본명은 정명 (鄭明俊)이다. 1925년 구지역 무정부주의 단체인 眞友聯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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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의 단체를 이끈 이다. 복 뒤에까지 경북․ 구지역 사상계, 언

론계를 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변화에 요한 축이었다. 문학

인으로서는 백기만․ 진건․이상화․이장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상순은 이 무렵 구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김승묵과 개인 인 

친교가 일 부터 깊어, 완  연결망에 가까운 결속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성장, 분화하고 있었던 경북․ 구지역 지식사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필진 선정이다. 국 지명도를 지닌 명망가․지사․문

인에서부터 지역 유력자․청년 사회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

역 매체이면서도 지역에 머물지 않고자 했던 黎明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일이다. 장년층에서 청년층 세 까지, 상층부터 하층까지 여러 

높낮이에 걸쳤다. 3집에서 ‘大邱各階級의 各色過歲談’을 실으면서 이름 

그 로 구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죄 담고자 했던 일이 좋은 본보기

다. 사회 안 , 아래 계층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드문 경우를 마련했

다.12) 이러한 필진 짜임새야말로 김승묵과 그 둘  인물의 힘뿐 아니

에서 활동하다 옥고를 치 다.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 원회, 아나키

즘운동사, 형설출 사, 1983, PP.219-223.

11) 張赤宇. 본명은 張弘相으로 칠곡 출신이다. 1926년 2월 前進 가 추진한 

조선사회단체 앙 의회의 창립 비 원, 1927년 7월 신간회 구지회 설

립 비 원으로 일했다. 8월 조선공산당 경북도당 결성에 참여하고, 12월 

구고등보통학교를 심으로 한 학생 비 결사 新友同盟 결성을 이끌고 

당수로 올랐다. 1928년 1월 신우동맹을 해체하고 결성한 革友同盟의 책임

비서로 선출, 3월 무렵 조공 경북도책이 되었다. 1945년 8월 다시 조공의 

경북도책으로 일했다. 강만길․성 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  

, 창작과비평사, 1996, P.416.

12) 그들을 죄 들면 아래와 같다. (의사) 大邱好生 醫院長 金鍾遠,  (교원) 大

邱復明女學校長 洪命春, (변호사) 大邱府 京町 一丁目 姜仁中, ( 서인) 大

邱府 東城町 二丁目 司法代書人 李鍍和, (기자)元 時代日報大邱支局記  

金浣, (학생) 大邱嶠南學校 金敎式, (상인) 大邱泰昌商店主 李一根,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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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20년  경북․ 구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고스란히 보여 다. 

2. 지역문학의 진취성

黎明은 종합 교양지를 내기 힘들었던 1920년 , 그것도 지역에서 

내놓은 성과다. 단순히 의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남

다른 기획력에다 출 비 조달, 거기다 검열을 넘어서기 한 힘든 노

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뜻 로 매체를 끌고 나가기란 더욱 어

렵다. 이런 에서 黎明은 나온 일부터 놀랍다. 그런데 어떤 문제 인

식에서 이러한 매체 발간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요인이 겹으로 얽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겉으

로만 보면 黎明의 문제 인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는 엮은이 

김승묵의 창간 발간사일 것이다. 

  現下의 朝鮮은 一望 沅沅한 漆黑長夜의 洞窟에   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은 暗中으로 闇中에, 消散되고, 破滅 되여 간다. 다만 滄茫한 黑

幕中에, 朝鮮人의 弔鐘을 亂打하는, 悲壯한 목소리만, 殷殷히 들일 이

다.<……>只今은 完全히 死의 墮眠에 지고 마랏다. 비록 形體로 動하

는, 산 屍體가 잇다할지라도, 이것은 죽음의 구 에서 臨終의 瞬間에 일

어나는 換腸의 싸홈일 것이다.<……> 數年 以來로 健實하게 일어나는 

運動線을 通하야 一道의 光明을 發見할 듯하던 것이, 今年에 와서는 意

外의 黑帳으로 그만 덥처바렷다, 게우 자라날 듯한 新生의 萌芽를 餘地 

업시 문지러바리고, 조곰 보이는 黎明의 빗은 어 로 사라지고 마랏다, 

<……>우리는 아즉지도 遺傳의 因襲에 얽매여 잇다, 로 新時代

慶北道屬 權寧世, ( 화변사) 朝陽 館映畵部 金成斗, (간호부) 道立大邱醫

院 金鳳愛, (여사무원) 大 電氣 社 朴仁曦, ( 사) 慶北道屬 權重燮, (기

생) 大邱妓生組合 李 春, (농부) 漆谷郡漆谷面保南洞  全洪德, (인력거부) 

大邱西城組 金奉先, (지게군) 大邱南山町 柳壽永, (배달부) 時代日報大邱支

局 梁相球, (걸인) 無定處 李岩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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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向하야 奔放하는 革新의 思潮가 驅馳하면서도 각  道德의 觀念이 

暗然히 擡頭할 에는, 不知中 그만 因襲의 捕虜가 되는 것이다, 아모 

것도 업는, 破産한 살임사리에, 生活은 正反 로, 二重三重의 複雜相을 

이루고, 新 道德의 境界線에 헤매는 것도, 우리의 依仰할 中樞的 標準

을 일어버린 닭이라 할 수 잇다,

- 김승묵, ｢暗黑에서 黎明에｣ 가운데서13) 

“現下의 朝鮮”에 한 김승묵의 앎은 매우 어둡다. “漆黑長夜의 洞窟

에  ” 있으며 “모든 것이” 그 속에 “消散되고, 破滅되여 간다”는 첫

머리는 부풀림이 있다 하더라도, 은 지식인의 시  인식을 잘 담았

다. “朝鮮人”은 “完全히 死의” 잠에 빠져, “죽음의 구 에서” 마지막 

“換腸의 싸홈”만 하고 있다. “數年 以來로 健實하게” “보이던 黎明의 

빗”조차 사라졌다. 기미만세의거 뒤로 일었던 희망과 의욕은 더욱 교묘

해진 제국주의의 폭압과 감시 아래 후퇴를 거듭했다. 여명과 암흑, 과

거와 재로 맞세운 망 인 정세 인식이다. 그러면서 그 암흑의 실

체에 해서는 말꼬리를 낮추었다. “破産한 살임사리에, 生活은 正反

로, 二重三重의 複雜相”을 이루며 “新  道德”의 갈등으로 기  “中樞

的 標準”이 없다는 말로 그쳤다. 

무거웠던 앞쪽의 암시와 달리 발간사는 뒤로 가면서 신구 도덕 문제

로 “暗黑”의 내용을 규정지었다. 사회 문제에서 개인의 내면 윤리 문제

로 이 물러선 셈이다. 검열에 한 매체 편집자의 고심이 엿보인다. 

그러한 ‘암흑’에서 ‘여명’을 열기 해 黎明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는 

논리를 마련했다. 제목에서부터 사회 계몽지로서 됨됨이가 뚜렷하다. 이

러한 발간 의도는 黎明의 기획 특집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창간호에

13) 김승묵, ｢暗黑에서 黎明에｣, 黎明 창간호, 여명사, 1925, PP.1-2. 1920년

 黎明이라는 잡지명은 그 무렵 계몽  의지를 지닌 매체들의 한 흐름

이기도 했다. 같은 이름으로 군산에서 나온 黎明(1922), 해주에서 나온 

黎明(1925)들이 그런 흐름을 잘 보여 다.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1922. 

5. 17,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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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계 해방과 생활개선’이라는 두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14) 4집에서

는 ‘축첩 문제와  문제’로 나아갔다. 물론 축첩의 부당성과 허례허식

의 타 를 부르짖는 들이 심이다. 용공이나 항일 문장을 싣기는 힘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명’을 겨냥한 청년 김승묵과 그 둘

 지역 지식인의 계몽과 변 의 노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기획뿐 아니라, 본격 평론에서도 黎明이 지닌 바 

계몽 의도는 잘 드러난다. 흑도의 ｢크로포트킨의 藝術觀｣(창간호)이나 

청진학인이 옮긴 ｢勞動과 藝術｣(2호), 진건의 ｢鄕土文學을 이르키자｣

(창간호), 김기진의 ｢文學社 의 黎明｣(창간호)과 같은 이 그것이다. 

黎明이 당  문단의 심에 서서 새로운 문학의 기운을 리 알리고

자 한 의욕 높은 시도다. 1920년  반 나라 안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 공산주의자를 내고, 그들을 뒷받침했던 곳이 경북․ 구지역이다. 

그러한 심과 맞물린 무정부주의, 계 주의 계몽 평론인 셈이다. 아울

러 변 만의 ｢文學五講｣(창간호), 고주의 ｢英文壇 近의 傾向｣(2호), 

국인 장남장의 ｢中國文學範圍論｣(2집)도 黎明 편집진의 문학에 

한 폭넓은 생각을 알게 한다.  

소설의 경우 黎明은 1920년  주요 작가들을 죄 선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다. 각별히 나도향․최서해․김명순에다 장 우15)의 작품이 

길을 끈다. 黎明은 경향소설․계 소설 매체로서 특이성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시인 이일․노자 ․최해종의 소설이 읽는 재미

를 더한다. 이 가운데서 이채로운 작품은 최해종이 쓴 ｢玉姬｣16)다. 한

14) 그러나 “階級解放의 原稿는 當局 忌諱의 部分에 屬하야, 發表할 自由가 

업슴으로 不得已 記載치 못했다.” ｢謝告｣, 黎明 창간호, 여명사, 1925, p. 

73. 

15) 이에 해서는 박태일, ｢경북․ 구 지역문학과 黎明文藝選集｣에서 한 

차례 다루었다. 한국언어문학회 2005 국학술발표 회, 2005. 7.

16) 옥희는 기녀다. 청년 찬과 사랑을 나 고 있는 사이다. 두 사람의 계를 

알게 된 찬 집에서는 둘을 떼어놓기 해 그에게 일본 유학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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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인 최해종이 청년 무렵에 쓴 국문 소설이다. 그는 지 않은 작

품을 남겼으나 소설으로서는 유일한 작품으로 보인다. 선  일화 최

달에서부터 내려온 가문의 통에다 동생 최해태․최해청으로 이어지

는 경북․ 구지역 문인가의 활달한 모습을 일 감치 보여주고 있다. 

시 갈래에서도 黎明은 화려하다. 박 희․노자 ․이일에다 그 무

렵 지역 시인을 표하는 이상화․백기만․이장희의 시가 빠지지 않았

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은 이상화가 쓴 산문시 두 편, 곧 ｢金剛

歌｣와 ｢淸凉世界｣다. ｢金剛 歌｣는 ‘納凉名所의 印象記’라는 기획란에 

올린 작품이다.17) 그런데 이제까지 이 둘은 그 원본이 알려지지 않았

다. ｢金剛 歌｣는 相和와 古月에 록된 상태로 처음 알려졌다. 이어

서 이설주가 ｢尙火의 傳記｣를 쓰면서 록이 아닌 온 한 작품을 오늘

날 맞춤법으로 고쳐 실었다. 그 과정에서 원문과 달라진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쳤다. 뒷날 김학동이 李相和全集을 엮으면서 그것을 그 로 

소설 들머리는 유학을 떠나기 앞서 찬과 옥희가 이별을 아쉬워하면 유

학 다녀온 뒤 온 한 사랑을 나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그런데 안타깝

게 떨어진 두 사람이지만, 찬은 옥희를 신 돌보아주도록 부탁했던 고

종형이 오히려 옥희와 사랑을 나 고 아이까지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

는다. 노여움에 떨면서 3년 유학 길에서 부리나  돌아온 찬은 옥희집

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 동네 웃음거리가 따로 없게 된 셈이다. 한때 기녀

와 맺은 은이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길을 끌 만한 문제 인식을 보

여주는 것은 아니다. 청년 문사 최해종이 보았을 법한 사련의 한 장면을 

담아본 정도다. 

17) 본디 산문을 엮은이가 청탁하 으나 이상화 홀로 ‘산문시’ 꼴로, 그것도 

어느 신문에 실었던 것을 되싣는 모습으로 선보 다. 작품 끝에 ‘附記’를 

빌려 그런 사정을 밝혔다. 이 기획 자리에는 이상화의 ｢金剛 歌｣와 함께, 

노자 의 ｢釋王寺의 법국새｣, 김안서의 ｢大洞江의 碧波｣, 나도향의 ｢月尾

島의 落照｣, 백기만의 ｢서울 南山公園｣, 김승묵의 ｢金烏山의 飛瀑｣, 최학

송의 ｢城津의 望洋亭｣, 변 로의 ｢漢江의 舟｣에 이르는 모두 8편이 실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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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바람에 잘못이 거듭 이어졌다.18) ｢淸凉世界｣ 한 김학동에는 

오늘날 맞춤법으로 고쳐진 것이 실렸다. 여기서도 잘못 옮겨진 데가 

한 둘이 아니다. 이제 이 두 편의 원문을 아래에 옮긴다. ｢金剛 歌｣와 

｢淸凉世界｣에 한 첫 원문 공개다.19)  

金剛! 는보고잇도다 - 의淨衛롭은목숨이 업 여잇는 의20)가슴 - 

衆香城품속에서생각의용소슴에을녀21) 懺悔하는벙어리처럼 沈黙의禮拜

만하는나를!//金剛! 아, 朝鮮이란일홈22)과얼마나融和된네일홈23)이냐. 이

表現의背景意識은 오즉24) 마음의 으로만읽을수잇도다. 모 - 것이 어둠

18) 백기만에서 “주(註) 이 金剛 歌는 長篇 散文詩인데 실리어 있는 1925년 

6월 發行의 黎明 二號 冊이 떨어지고 헤어져 그 반은 알아보지 못하

기 때문에 明白한 句節만 拔抄한 것이다”라 었다. 그러면서 발간 무

렵 표기에 크게 따르면서 작품에 한 자의  변개를 여러 곳에서 만들었

다. 게다가 ‘발 ’상태이니 빠진 부분도 크다. 둘째, 셋째, 여섯째 연을 빠

뜨렸다. 실린 곳 한 6월 발행으로 었다. 그러나 앞에서 한 차례 밝힌 

바와 같이 黎明 2호는 9월에 나왔다.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뒷날 모든 

자료는 6월로 거듭 고 있다. 이설주에서는 9월에 나온 2호를 9월호라 

는 잘못을 질 다. 김학동에서는 6월 간행을 따르고 있다. 텍스트 확

정 과정을 면 히 추 해 보아야 할 터이지만, 기에 이루어진 원문 변

개나 기록 잘못이 뒷사람에 그 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규는 

집을 엮으면서 백기만에 따라 ‘발 ’된 상태의 작품을 그 로 옮겼다. 백

기만, 相和와 古月. 청구출 사, 1954, p.65. 이설주, ｢상화의 기｣, 씨
뿌린 사람들(백기만 엮음), 사조사, 1959, pp.60-64. 김학동 엮음, 이상화

집, 새문사, 1987, pp17-19. 이상규, 李相和詩全集, 정림사, 2001, pp. 

96-100.

19) 이 에서는 김학동의 이상화 집에 실린 것과 견주어 그 차이를 각주

로 밝혔다. 작품 변개에 따른 큰 흐름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0) (김) ‘ 의’를 임. 

21) (김) ‘끄을려’로 음.

22) (김) ‘이름’으로 음.

23) (김) ‘이름’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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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窒息되엇다가 웃으며놀나는曙色의榮華와25)麗日의新粹를描想26)함에

서 - 게서27)비로소 熱情과美의源泉인靑春 - 光明과智慧의慈母인自由 - 

生命과永遠의故鄕인黙動을 볼수잇느니 朝鮮이란指奧義가여긔숨엇고 金

剛이란 는이奧義의集中統覺에서 象徵化된28)한存在이여라.//金剛! 나는

속에서몃번이나보앗노라 自然가온데의 한聖殿인 를 - 나는 으로도

몃번이나 보앗노라 詩人의노래에서29)는그림에서 를 - 하나, 오늘이

야 나의 압헤소사잇는것은 朝鮮의精靈이 空間으론宇宙의마음에觸角이

되고 時間으론無限의마음에映像이되여 驚異의30)創造로顯現된 의實體이

여라.//金剛! 는 의寬美롭은微笑로써나를보고잇는듯나의가슴엔31)말래

야말수업는 야릇한親愛와 닭도모르는敬虔한感謝로 언젠지 어늬듯 채

워지고32)채워 넘치도다. 어제지어둔사리에울음을우노라 - 아닌늙

음에으러진33)나의가슴이 의慈顔과 의愛撫로 다리미질한듯 자그만

한34)주름조차 볼수업도다.//金剛! 벌거버슨35)朝鮮 - 물이마른朝鮮에도 

自然의恩寵이별달리잇슴을36)보고 애듯한37)생각 - 보바롭은생각으로 입

술이달거라 - 노래부르노라.//金剛! 오늘의歷史가보인바와가티 朝鮮이죽

엇고釋迦가죽엇고 地藏 彌勒모 -38) 든菩薩이죽엇다. 그러나 宇宙生成의

24) (김) ‘오직’으로 음.

25) (김) ‘榮華와’ 그 다음을 띄웠음.

26) (김) ‘描寫’로 음.

27) (김) ‘계서’로 음.

28) (김) ‘된’을 생략함. 시 은 “象徵化된 한 存在”임.

29) (김) “詩人의노래에서 는그림에서 를”로 띄움. 원문에서는 “詩人의노래

에서는그림에서 를”임.

30) (김) “驚異의 創造로”로 띄워 음. 

31) (김) 뒤의 “말래야말수업는”을 띄움.

32) (김) ‘채워지고’ 다음을 띄움. 

33) (김) ‘쭈그러진’으로 음.

34) (김) ‘자그마한’으로 음.

35) (김) ‘벌거벗은’으로 음.

36) (김) ‘있음을’로 음.

37) (김) ‘애틋한’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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路程을 밟노라 - 때로變化되는 이過渡現象을보고 묵은그時節의朝鮮 얼

골을차즐수업서39) 朝鮮이란그生成全體가 죽고마랏다 - 어리석은말을못

하리라. 업서진것이란다맛 묵은朝鮮이죽엇고 묵은朝鮮의사람이죽엇고 

묵은네몸속에서 겻방사리하든印度의 모 - 든神佛40)이죽엇슬름41)이

다.42) 恒久한靑春 - 無限의自由 - 朝鮮의生命이綜合된 의存在는 永遠

한自然과 未來의朝鮮과 함기리 릴것이다.//金剛! 는四千餘年의오

란43)넷 부터 퍼붓는비ㅅ발과 모라치는바람에 가즌 脅을바드면서 荒凉

하다오는이조차업든江原의寂寞속에서 忘却속에잇는듯한孤獨의셜음을 오

즉東海의푸른노래와 마조읊주려44)이 바림으로 설어운自足을하지안코45) 

돌이어그孤獨으로 의情熱을더욱가다듬엇스며46) 의生命을갑 북도두

엇도다.47)//金剛! 하로일즉 를찻지못한 나의으름 - 나의鈍角이 얼마맛

치나48) 붓그로워49) -50) 죄로워 -51) 붉은얼골52)로 를바로보지못하

고53) 벙어리입으로 를바로 읇조리지못하노라.//金剛! 는 迷한物도

虛幻한精도아닌 - 物과精의渾融體그것이며 허수아비의靜도 쳐다니는54)

38) (김) ‘-’를 임.

39) (김) “‘얼굴을찾을수없어”로 음.

40) (김) ‘神像’으로 음.

41) (김) ‘다름’으로 음.

42) (김) ‘,’를 음.

43) (김) ‘오랜’으로 음.

44) (김) ‘읊조려’로 음.

45) (김) ‘않고’로 음.

46) (김) ‘가다듬었으며’로 음.

47) (김) ‘북돋우었도다’로 음.

48) (김) ‘얼마만치나’로 음.

49) (김) ‘부끄러워’로 음.

50) (김) ‘-’ 뺌.

51) (김) ‘-’ 뺌.

52) (김) ‘얼굴’로 바꿈.

53) (김) “ 를바라보지못하고”로 음.

54) (김) ‘미쳐다니는’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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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도아닌 - 靜과動의和諧氣그것이다. 의自身이야말로 千變萬化의靈慧

가득한啓示이여라. 代兆劫의圓覺덩어리인詩篇이여라. 萬物相이 의渾

融에서난55)叡智가아니냐 萬瀑洞이 의和諧에서난56)旋律이아니냐. 하날

을57)어르만질58)수잇는59)毘盧 - 彌勒이 네生命의昇昻을보이며 바다 

지60)은八潭 -61) 九龍이 네生命의深滲을말하도다.//金剛! 아 - 가

튼62)極致의美가  朝鮮에잇게되엇슴이 야릇한奇蹟이고 자그만한63)내生

命이 엇재64) 네愛熏을밧잡게되엿음이65) 못이즐66)奇蹟이다. 를禮拜하

려온이가온 는67) 詩人도잇섯스며68) 道師도잇섯다.69) 그러나그詩人들은 

네外包美의반도부르지못하엿고 그道師들은 네內在想의첫길에헤메다가

마랏다.70)//金剛! 朝鮮이 를뫼신자랑 - 네가朝鮮에잇는71)자랑 - 自然이

를노흔자랑 - 이모 - 든자랑을속깁히치고72) 그를친의驚異속에

서 집을얽매고노래를부를보배로운 한精靈이未來의朝鮮에서 나오리라,73) 

55) (김) “渾融에서난 叡智가 아니냐”로 띄워 음.

56) (김) ‘旋律이아니냐’를 띄워 음.

57) (김) ‘하늘을’로 음.

58) (김) ‘어루만질’로 음.

59) (김) ‘있는’으로 음.

60) (김) ‘ 까지’로 음.

61) (김) “八潭, 九龍이”로 어 ‘, -’을 빼고 ‘,’ 더함.

62) (김) ‘ 같은’으로 음.

63) (김) ‘자그마한’으로 바꿈.

64) (김) ‘어 ’로 음.

65) (김) ‘받잡게되었음이’로 음.

66) (김) ‘못잊을’로 음.

67) (김) ‘가운데는’으로 음.

68) (김) ‘있었으며’로 바꿈.

69) (김) ‘있었다’로 음.

70) (김) ‘말았다’로 음.

71) (김) ‘있는’으로 음.

72) (김) ‘속깊이깨치고’로 음.

73) (김) ‘,’를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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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리라.//金剛! 이제 내게는 를읊조릴말씨가 어젓고 를기려 가

락이치러 74) 다맛 내가슴속에 잇는75) 으로 내맘의76)발자욱 소리를 

내귀가헤아라듯지도77)못할처럼 - 나는고요롭은이78)恍惚속에서 - 하라

버지의79)무릅우헤안즌80)손자와가티81) 禮節과自重을못차릴네웃음의恍惚

속에서 - 의82)生命 의生命 朝鮮의生命이서로83)黙契되엿슴을보앗노

라84) 노래를부르며 가비얍으나마이로써85)샤례를86)알외노라. 아 -87) 自

然의聖殿이여! 朝鮮의靈臺여!//(附記) 印象記를쓰라는注文에 그것을 應

치못하고 이散文詩를88)내는것은未安한일이나89) 印象記를 쓸 도90) 讚

의金剛山에 한感 을 니르키기에는91)다 -92) 同一하겟다기보담도93) 

오히려더나흘하얏서지난해94)어느新聞에한번내엿든것을다시내면서핑게

74) (김) ‘거치러져’로 음.

75) (김) ‘있는’으로 음.

76) (김) ‘마음의’로 바꿈.

77) (김) ‘헤아려듣지도’로 바꿈.

78) (김) ‘이’를 뺌.

79) (김) ‘할아버지’로 바꿈.

80) (김) ‘무릅우에앉은’으로 바꿈.

81) (김) ‘같이’로 음.

82) (김) ‘나의’로 바꿈. 

83) (김) ‘서르’로 바꿈.

84) (김) ‘黙契되었음을보았노라’로 음.

85) (김) “가비압으나마이로서”로 바꿈.

86) (김) ‘사례를’로 음.

87) (김) ‘-’를 뺌.

88) (김) “散文詩를‘ 다음을 띄움.

89) (김) ‘일이다’로 바꿈.

90) (김) ‘쓴 도’로 음.

91) (김) ‘이르키기에는’으로 음.

92) (김) ‘다 -’를 뺌.

93) (김) ‘도’를 뺌.

94) (김) “오히려 나흘까하여 지난해”로 음. ‘더’를 빼고, ‘하얏서’를 ‘하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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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이말을붓처둔다.95)

- ｢金剛 歌｣96)

아츰이다./녀름이웃는다 녀름이 웃는다.97) 한해 가온데서 가장힘차게 사

는답게사노라고 불가튼그얼골로 선잠 들을 부씨게하면서 朝鮮이란

나라에도 녀름이웃는다.//◇//오 사람아! 變化를르기엔 우리의觸覺이 

머도鈍하고弱함은98)모르고 사라지기만하고와다.99) 그러나自然은 智慧

를보여주며 健康을돌려주려 이 季節로轉身을햇서도 다시온 을 이

야100)알다.//◇// 라  라들든소리가 잠결에들은듯이 흐려 바

리고 숨갑분이더 에 갈입잔듸풀이, 지지101)터젓다. 오라지안하서 

찬이슬이내리면 빗살에다 인 능 과 벼알에 배부른단물이 빙그래돌면

서 그들의生命은 完成이될것이다.//◇//熱情의洗禮를 밧지도안코서 自然

의成果만 기 리는신령아! 眞理를러가는 한갈래길이라고 자랑삼아안

고잇는 의들의그 理知는自然의智慧에서 캐온것이 아니라 人生의範疇

를 縮製함으로써自滅的自足에서 거모훈妄想이니 그것은 眞도아니오 

善도아니며 더우든美도아니오 다맛邪惡이 生命의탈을쓴것임은 여긔서

도짐작을102)할수잇다.//◇//아 한낫이다./이마우흐로내려 이는 白金실가

튼날크라운光線이 머리가닥마다를타고 골속으로 여들며 마음을흔든다. 

마음을흔든다. - 나무입도번 이고 바람결도번 이고 구름조차번 이나 

사람만호을로103) 번 이지안는다고 - ./언젠가우리가 自然의 啓示에 衝

고침. 그리고 띄어쓰기를 바꿈.

95) (김) “어느新聞에 한번 내었던 것을 다시내면서 핑계비슷한이말을 붙여둔

다”로 음. 띄어쓰기를 바꾸었고, ‘붓처둔다’를 ‘붙여둔다’로 고침. 

96) 黎明 2호, 여명사, 1925, pp.16-19.

97) (김) “녀름이웃는다”를 한 번만 음. 

98) (김) ‘은’을 ‘을’로 음.

99) (김) “와다”는 “있다”로 고쳐 음.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을 바꾸고 있

다. 원문에서는 이어진 시 이다.

100) (김) “이제야”로 고 있다.

101) (김) “까지끗이”로 고 있다. “가지꽃이”로 이 옳겠다.

102) (김) “을”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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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이되야서 人生의意識을 實現한 이 朝鮮의記憶에 잇느냐업느냐? 두더

쥐가가티사라온우리다 미 지건한빗헤서는 健康을밧기보담 倦怠症을엇

게되며 닛 연滅亡으로 나도몰리104)넘어진다.// ◇105)/ /살려는신령들

아! 살려는네心願도 나무가티리깁게 속으로얽어메고 오늘죽고말지

언정 自然과의큰調和에 난호이지마러야만 비로소내生命을 가젓다고할것

이다.//◇// 녁이다./녀름이성내엿다. 녀름이성내엿다. 한울을보아라 험

살스런구름가 빈틈업시덥 잇고 을보아라 忿念이두로오를처름 

주먹가튼 물이 함박으로 퍼붓는다. 닭몰리106)感 이되고 답답하게무

더우나 가슴속에물가돌며 마음이반가웁다. 오 얼마나痛快하고 張惶한

景面인가!//◇//江둑이문허질지 바닥이갈러질지 의심과주 도 할 을

모르고 귀청이 지게 소리를치면서 始와 終만 恢復해보랴는 막지

못할그一念을 번개불이 宣 한다.//◇//아 이를반길이가 어느 가아니

랴마는 自身과景物에 分存된한意識을 同化식힐그生命도, 조선아가젓느

냐? 自然의熱情인 녀름의 變化를보고 불상하게무서워만하는 마음이弱한

자와 罪果을107) 가진자여 邪惡에追從을하든 네行爲의懲罰을 이제야알어

라.//◇//그러나네마음에 뉘우친 生命이 구비를치거든 망령되게絶望을 

말고  - 편한울을 바라다보아라 검은구름사이에흰구름이보이고 그넘

에108) 녁놀이 돌지를안느냐?109) 오늘밤이아니면 새는아츰부터는 아마

도이비가 개이곤말것이다. 아自然은이러 도 언제든지時日을 다.

- ｢淸凉世界｣110)

｢金剛 歌｣나 ｢淸凉世界｣ 둘 다 자구 수정을 넘어서는 잘못이 한 두 

군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의 뜻과 맛을 바꿀 만한 원본 변개다. 두 

103) (김) “홀로”로 음.

104) (김) “몰래”로 음.

105) (김) ◇를 없애고 앞과 이어진 시 로 만듦.

106) (김) “몰래”로 음.

107) (김) “를”로 음.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108) (김) “그 머”로 음.

109) (김) “오늘밤이”부터 시 을 바꾸고 있음. 원문에는 이어져 있다.

110) 黎明 2집, 여명사, 1925,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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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모두 구 지역사회의 요한 청년 지식인․문학인으로 자리를 틀

고 있었을 기 이상화의 열정 인 내면을 걸림없이 쏟아 담은 산문시

다. 앞으로는 제 로 읽 져야 할 일이다.  

수필에서는 염상섭․조명희․장하명과 같은 이들이 을 실었다. 특

별히 김승묵이 쓴 ｢旅路隨感｣(창간호)이나 ｢金烏山의 飛瀑｣(2호), ｢達

城의 夜景｣(2호)은 1920년  경북․ 구지역 사회사를 엿볼 만한 실 

감각과 묘사력을 보여 다. 그 가운데서 ｢旅路隨感｣은 농  실을 꼼

꼼하게 다루어 이채롭다. 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걸음이

었다. 구미에 내려 김승묵은 고향인 선산 들성(평성) 마을까지 들어섰

다. 이튿날 서울로 올라온 뒤 여 에서 쓴 형식을 지닌 긴 수필이다. 

들성(坪城)이라면, 부터嶺南에이럼잇는部落이엇다, 李朝가亡하고兩

班의生命이라할만한베슬길이러진以後로는, 갈사록調殘零落의否運을맛

게되얏다, 只今지도 多 의富力을維持하여온富 도업지는 아니하나, 

그들은도로 資本主義의橫 만甚하여갈이다, 洞民의大部分은모다貧窮

에 잇는 現狀이다<……>所 洞內의有力  - 一村의繁榮을爲하야힘

쓰지아니하면안될그들은, 도로 죽어가는洞內사람의哀乞하는소리가듯기

실타고 이것을避하기 하야 서울로다라나며 한장차다라나랴고하는사

람도 지아니하다, 얼마나 非人道의惡心이냐, 다만財産가진닭으로, 

참마음이던지, 거짓마음이던지, 엇지턴오래동안一村의推仰을바다가며, 

어려운一家와下人들을, 壓迫과屈從으로몹시도부려먹다가 이제야生活難

으로死境에진 慘狀을그 로지내보고 自己만살기를爲하야다른곳으로

나가는그들의心事가 얼마나不測한가

- 김승묵, ｢旅路隨感｣ 가운데서111)

선산 고향에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신하여 가산을 정리하고 마

을 친척을 돌보면서 고향을 떠나와 살았던 김승묵이다. 그로서는 고향

에 한 회한과 분노가 이만 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폐한 농  

111) 黎明 1집, 여명사, 1925,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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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속에서 오히려 수탈의 끈을 더욱 옥죄는 고향 지주․부유층에 한 

노여움과 모멸감이 극에 이르 다. 김승묵의 의기와 고뇌가 잘 드러나

는 이다. 

黎明은 독자 투고란을 두어 학생층이나 일반 독자들을 북돋웠다. 

앞으로 문 문필가로 나설 이들이 미리 단련을 거치는 곳이었다. 이 

자리를 이용해 뒷날 경북․ 구지역 문필가로 자란 사람으로 강유문과 

이원조를 들 만하다. 비슷한 시기 여러 매체의 투고 문단을 활용하기

도 했던 강유문은 黎明에서도 습작시를 올렸다.112) 뒷날 오래도록 경

북․ 구지역을 표하는 비평가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이가 이원조다. 

그는 투고 수필 한 편을 黎明 2호에 싣고 있다.  

하날의 왼통 한 편은 벍엇타. 여긔 긔  있는 각구름도. 그리고 山

도 들도……. 街로 지내가는 豆腐장사가 녁 되엿다고 은 鍾을 

랑 랑 흔든다. 이제야 더운 긔운도 조곰 사라지고, 서늘한 바람이 

각 각  을 씨쳐간다.

 편 楡科樹 그늘이 욱어진 佛蘭西神父院 속으로부터 날녀오는 아람다

운 ｢피아노｣ 소리는 어린 바람에 흔들여여 산산이, 흣허지노라.

아-蒼蒼한 落日! 업는 情緖가 무르녹은 達城山의 落日이여!

- 구 이원조, ｢達城山의 落日｣ 가운데서113)

 

1909년생인 이원조가 열여섯 살 때 쓴 이다. 아마 그의 가장 앞선 

발표작으로 보인다. 청소년으로서 둘  경 에 해 지녔을 법한 소박

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이 을 쓸 무렵 그는 교남학교( 륜고교)에 

다니고 있었다. ‘達城山’은 구 앞산을 말하는 것이겠다. 구 “ 街” 

112) 의성 고운사에 을 두고 있었던 강유문은 구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서

울에서 배운 학승이다. 신진 불교 문사로서 몇 권의 련 술을 남겼다. 

복에 앞서 유명을 달리했다. 경북․ 구 지역불교사에서는 남다르게 

다루어야 할 사람이다.

113) 黎明 2호, 192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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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자리에서 느끼는 이국 취향을 엿볼 수 있다. “楡科樹 그늘이 

욱어진 佛蘭西神父院 속으로부터 날녀오는 아람다운 ｢피아노｣ 소리”

에 한 심이 그것이다. 앞으로 일본 유학 길에서 불문학에 몸을 담

 이원조의 마음 바닥을 미리부터 일깨워주는 흥미로움이 있다.114) 

형 이육사와 알게 모르게 어울렸음직한 黎明의 필진과도 이미 가벼

운 친교가 있었을 것이다. 이원조로서는 자연스런 투고와 게재 던 셈

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승묵이 낸 월간지 黎明은 1920년  경북․

구지역의 문 지 발간 통을 표하는 잡지다. 악랄한 제국주의의 

검열로 말미암아 4호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명’을 향

한 계몽․실천의 뜻은 꺾이지 않았다. 1927년 더 낼 수 없게 된 黎明
을 한 해 뒤 黎明文藝選集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 보고자 했던 이가 

청년 지사 김승묵이다. 그리고 그의 뜻은 서울로 나아가 꽃피기 시작

했다. 黎明의 그늘에서 뜻을 키웠을 조카 김유 에 의한 時代公論
(1928) 창간은 그 처음이었다.115) 남만희에 의한 이러타(1931)․集
團(1932) 발간, 이상춘에 의한 演劇運動(1932)이 그 뒤를 따랐다.116) 

이에 이르면 어느덧 경북․ 구 지역문학은 경남․부산 지역문학과 함

께 한국 계 문학의 를 이룰 만큼 자란 셈이다.  

114) 이원조는 1926년 교남학교 졸업을 거쳐, 1931년 동경 법정 학 불문학과

를 나왔다. 1928년 조선일보 신춘문  시부문에 입선하여 문단에 얼굴

을 처음으로 내었다. 

115) 이형우는 時代公論을 黎明의 속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승묵이 

필자로 참여는 하 지만 발행을 맡지는 않았다. 이형우, ｢金幽影 生活年

譜｣, 씨뿌린 사람들(백기만 엮음), 사조사, 1959, p.227.

116) 이원무, ｢桑花周邊｣, 경북 술 8호, 총경북지부, 1973,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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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無名彈과 1930년  지역문학의 연

1930년을 앞뒤로 한 시기는 근 문학에서 세  교체, 문학 이념의 

변화가 거세게 몰아쳤던 때다. 무엇보다 계 문학 선의 확산과 제국

주의 탄압의 강화는 서로 맞물리면서 이 시기 문학사회의 란을 고

했다. 그리하여 1935년 카  해체는 신세  문인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부정 인 일까지 질 다. 그러나 1930년을 앞뒤로 한 시기, 활발했던 

청년 문사의 문단 진입과 활동 역 확 를 한 노력은 여러 모습이

었다. 동인지 간행도 그 하나다. 이런 가운데서 흔하지 않은 국 규모 

동인 작품집을 내어놓은 곳이 바로 경북․ 구지역이다. 김천에서 나

온 無名彈이 그것이다. 이제 1930년  경북․ 구 지역문학의 새로

운 변화를 암시하는 주요 지표 던 無名彈의 출  환경과 됨됨이를 

짚고자 한다.

1. 청년 문사의 결집과 차별화

1920년  문학 매체의 투고문단은 많은 소년, 청년 비 문인을 만

들어냈다. 그들 가운데는 1930년 로 올라서면서 활발하게 심 문단

에 들어선 이도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했다. 첫째, 기존 문학 매체 편집권으로부터 인정

을 받는 일이다. 작품 당선이나 게재 유무가 그것의 선택과 취향에 달려 

있었다. 이 일을 이끌고 있었던 심인물은 주로 1910년  문학인․언론

인들이었다. 그들의 문학사회 진출과 달리 기미만세의거를 거친 뒤 나오

게 된 1920년  세 는 이런 런 문단 인정 제도를 거쳐야 했다. 기성

세 와 신진 문사 사이에 세  갈등과 긴장은 당연한 순서 다.

둘째, 안정 인 발표 매체를 확보하는 일이다. 신문, 잡지의 투고란

이나 상 응모를 빌려 문인 인정 제도를 거친 뒤에도 뜻한 바 문학 

활동을 제 로 할 수 있었던 경우는 한정된다. 많은 신진 문사들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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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륜이 깊어짐에도 투고문단에 거듭 얼굴을 내 어야 하는 경우에 

놓인 셈이다. 고등보통학교에 을 둔 10  소년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지역사회의 청년 지식인으로 자란 20 의 경우는 달라진다. 이들은 자

지역에서 나름의 사회 진출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안정 으로 문학

열을 풀 수 있을 장소 마련은 시 한 일이었다. 1920년  후반으로 들

어서면서 투고 문사의 작품을 묶어 내는 선집 발간이 간간이 이루어진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래에서 다룰 김천의 無名彈도 그 가운데 하나다. 경북 김천은 

조선 기를 넘어서면서 나라 안의 3  는 5  시장으로 이름을 떨

친 곳이다.117) 물산 집산지며 서울로 올라서는 길목으로서 요성이 컸

다. 이런 김천은 20세기 엽 서울부산 철길이 뚫리고부터 다시 도약

할 디딤돌을 마련했다. 겉모습이 크게 커졌고, 지역 바깥 사람들이 몰

려들어 김천의 변화를 이끌었다. 김천은 나라 잃은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자라난 셈이다.118) 그런데 문학 쪽에서 김천의 풍토를 바꾼 주요 

요인은 크게 둘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  지역의 각 학교다. 근 문학

에 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문인 교사의 진출입이 단속 으로 이

루어졌다. 그들은 1920년 부터 새로운 문학 수요층을 뒷받침했을 것

이다. 백기만․엄필진․정열모가 표 인 경우다.  

백기만은 1920년  김천에서 릉학원 학부 교사를 잠시 거쳤

다.119) 엄필진120)은 교사로 김천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아동문학 활동에 

117) 최한섭 엮음, 金泉鄕土誌, 김천향토사발간회, 1950, p.23.

118) 1938년 12월을 잣 로 볼 때 인구수는 천, 구, 경주, 안동, 연일, 상

주 순서로 어진다. 체 24개 ‘부군도(府郡島)’ 가운데서 김천은 상주 

다음인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다. 경상북도 엮음, 道勢一斑, 
경상북도, 1940, pp.12-14. 

119) 백기만, 참의원입후보 단, 자가본, 1960. 그리고 백기만은 됨됨이는 

다르지만 無名彈과 같은 선집 꼴로 근 시인의 선집을 맨 처음 낸 사

람이다. 조태연이 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朝鮮詩人選集(조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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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힘을 보탰다. 일 감치 김천에서 우리나라 첫 통동요 선집인  

朝鮮童謠集을 냈다.121) 게다가 손수 창작 활동에도 나섰다. 無名彈
과는 동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직 인 향 계를 맺고 있었

다.122) 민족주의자 던 정열모123)는 1920년 부터 아동문학을 이끈 교

학 , 1926)이 그것이다. 창작 동요 경우는 문병찬이 엮은 朝鮮 年 女

童謠集( 산서림, 1926)이 처음이다. 앞선 것이 그 무렵 명망 시인 심

의 작품집이라면 뒤선 것은 신진, 기성을 죄 아울 다. 

120) 1927년 재 엄필진(嚴弼鎭)은 김천공립보통학교 6  훈도로서 높은 직

을 지니고 있다. 교장이 5 이었으니, 교장 다음이었다. 그만큼 오래도

록 교사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경북 출신인데, 짐작컨  김천

이 고향일 가능성이 크다. 호를 성주(星洲) 는 소당(笑 )으로 썼다. 

진주에서 나온 新詩壇(1928)에도 동인으로 참가했다. 1933년 재 엄

필진은 고아공립보통학교 ‘교장겸 훈도’로 일하고 있다. 6년 사이 교장에 

오른 셈이다.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1927년부터 1933년까지 6년째 김천

에 머물 던 사실은 확인되었다. 慶尙北道 職員, 公職  團體役職員 名

簿, 경상북도, 1927, p.402.  員名簿, 조선교육회, 1933, pp.76-93. 

121) 엄필진, 朝鮮童謠集, 창문사, 1924. 김소운의 朝鮮童謠集이 1933년(암

문고)에, 口傳童謠選이 1940년(박문서 )에 나오기 훨씬 앞서 편 책

이다.

122) 無名彈에서 엄필진은 ｢讚詞-祝朝鮮文藝協 無名彈發刊｣라는 짧은 가사

부터 시작하여, 기행문 ｢春香아春香아불르며-湖南의勝地南原探訪記(1)｣, 

‘자유논단’으로  ｢獨逸國民의 戒律｣을 싣고 있다. 이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작품을 올렸다.

123) 1933년 9월말 재 정열모는 김천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천고등보통학교는 김천의 독지가 최송설당이 세운 학교로 2  교장부

터 일했다. 정열모는 1895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다. 일본 조도 학을 

나와 서울 동학교 교원을 지냈다. 이어 1931년 3월부터 김천고등보통

학교로 내려와 김천에 머물 다. 1942년 조선어학회박해폭거로 말미암아 

홍원 감옥으로 어생활을 하기 까지 김천에 머물 다. 한 학자며, 

앙인서 과 신소년사라는 출 사를 운 했던 신명균을 스승으로 모셨다 

한다. 그는 이곳에서 낸 아동 문지 신소년을 빌려 많은 동시와 동시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28    韓民族語文學(第47輯)

- 362 -

사 문인이다. 1931년에는 서울에서 김천으로 내려와 을유 복 가까이

까지 머물 다. 김천의 천(泉)자를 자하여 호를 백수(白水)로까지 삼

은 이다. 자라는 학생 세 뿐 아니라, 청년 문사들에게도 많은 일깨움

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천지역의 문학열은 이러한 교사 문인들의 

지도와 향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바 클 것이다.  

지역 언론 한 새로운 문학 변화의 심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1920년  반부터 김천에서는 조선일보․동아일보․시 일

보뿐 아니라 매일신문도 지국을 두었다. 1925년 서울 조선기자

회에 참석한 경북․ 구 언론인은 모두 2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김천

에서만 세 사람이 갔다. 가장 많은 기자를 보냈다. 이미 1923년부터 김

천기자구락부를 만들었던 지역 언론의 두터운 부름켜를 엿볼 수 있다. 

게다가 1928년에는 80여명이 모인 경북기자 회를 김천에서 열었다. 

김천 문화의 활발한 분 기를 엿볼 수 있는 행사다.124) 無名彈 경우

에는 사무실을 조선일보 김천지국에다 썼다. 게다가 동인 가운데 요 

인물이었을 이산은 지국 경 자로 보인다. 김천 지역문학과 언론의 뗄 

수 없는 계를 짐작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無名彈125)은 1930년 1월 20일, 김천 ‘조선문 회’에서 펴낸 종합 

문  동인지다. 2호 고가 고로 나와 있긴 하지만 창간호로 그친 

론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필 활동에 앞장 섰던 정렬모는 김천에 내려와

서도 활발한 활동을 거듭했고, 민족주의자며 종교도 던 그의 향은 

김천 안 으로 컸을 것이다. 김천과 정렬모와 계에 해서는 유목상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員名簿, 조선교육회, 1933, p.89. 유목상,   

｢백수 정렬모 선생｣, 얼음장 에서도 물은 흘러, 한 학회, 1993, pp. 

190-203.

124) 김 재,  구경북언론사, 커뮤니 이션북스, 2003, pp.24-27.

125) 이 에서 다루는 無名彈은 남  이동순 시인이 간수하고 있는 것이

다. 기꺼이 귀한 문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문 39쪽에

서 42쪽까지 떨어져 나가 온 한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검열로 말미

암은 훼손인지 단순 낙장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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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고지까지 넣어 86쪽 남짓한 두텁지 않은 책이다. 편

집 본부는 경북 김천에 두었다. 黎明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엮고 

서울에서 는 꼴이었다. 발행인은 진녹성이다.126) 책을 내는 어려움이 

지 않았을 것이다. ‘社告’를 빌려 1929년 10월에 첫호를 내려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번 신년 창간호를” 선뵌다고 었다. 출 비 염

출에다 검열까지 겹쳐진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편집과 재정 책임은 조

경환․ 종환 두 사람이 졌다.127) 1929년 8월에 벌써 無名彈 발간 계

획을 리 알렸다.128) 이때까지는 ‘김천문 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김

126) 책 뒤쪽 작권지에 따르면 無名彈은 ‘編輯兼發行人’을 진녹성(陳綠星)

으로, ‘發行所’를 서울 연지동 ‘朝鮮文藝協 ’로 고 있다. ‘印刷人’은 서

울 서 문구 이산(李山)으로, ‘印刷所’는 같은 주소의 ‘朝鮮基督敎彰文社’

로 올렸다. 그리고 ‘營業及編輯所’는 경북 김천 ‘朝鮮文藝協 ’다. 혼란스

럽게  있다. 인쇄인에 이산이 이름을 올린 것은 그 무렵 출  행

과 달리 그가 창문사 표여서가 아니라, 출 을 한 마지막 인쇄까지 

도맡아 일했음을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 보인다. 無名彈에 한 이산의 

주도 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無名彈 창간 뒤 두 신문에서 그 일

을 기사로 다루었다. 中外日報, 외일보사, 1930. 1. 24. 東亞日報, 
동아일보사, 1930. 1. 23.

127) 無名彈의 출 비는 동인들이 각자 일정한 액을 염출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1매에 하여 간행비로 50 식을 부담하기로 함”을 규정 

1에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10매 이상을 과할 시는” 따로 상의하도록 

하 다. 그리고 “간행비 부담액에 하여” 無名彈을 “무료 분배한다”

고 했다. 출 비 염출의 어려움이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無名彈同人

規定｣,  無名彈 창간호, 조선문 회, 1930, p.75. “社告 今般 本 의 

機關紙 無名彈 編輯及財政에 關한 一 를 左記 兩人에게 委任하오니 四

海僉位는 以此 下諒하옵소서 曺景煥 芮鍾渙 朝鮮文藝協  無名彈編輯部 

白” 無名彈, 조선문 회, 1930, p.9.

128) “無名彈誌 發刊 金泉文藝協 에서 文藝雜誌 無名彈을 發刊하게 되엇는

데 一般의 投稿를 바란다 하며 來 10日 에는 發行되리라더라.” 朝鮮日

報, 조선일보사, 192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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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조선문 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 

범 도 ‘全鮮文學靑年’으로 넓혔다.129)

창간호에 ‘집필동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는 모두 38명130)이다. 여러 

지역의 무명 청년 문사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는 1930년  반 이후 이

름을 얻어 활발하게 주요 문인으로 자라난 이도 지 않다. 아동문학가 

엄필진․송완순, 시인 이찬․조종 ․김병호․임연과 수필가 정래동이 

표 인 본보기다. 이 가운데서 임연은 1909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

난 천도교계 인사다. 다채로운 문필 활동을 했던 이다. 無名彈에 작

품을 실었을 무렵 그는 조선일보 여주지국을 경 하며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1930년 6월부터는 조선농민사에서 내는 農民 잡지의 편집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동인 이혜숙은 바로 그의 아내다.131) 無名

彈의 농  지향  됨됨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들인 셈이다. 

129) 김천지역 작품 응모가 모자라 넓혔을 가능성도 짐작하게 한다.“無名彈 

發刊 慶北 金泉에 本據를 둔 全鮮文學靑年의 統一機關인 朝鮮文藝協

에서는 그 동안 活動을 繼續하야 오든 바 從前의 事務室이든 朝鮮日報 

金泉支局의 修理 關係로 同事務所를 東部 旭町 89番地 李山街方으로 移

轉하고 앞흐로 그 機關紙인 無名彈 雜誌도 繼刊할 터이라 한다.” 조
선일보, 조선일보사, 1930. 6. 10. 

130) 東田 禹 植, 姜錫俊, 李世基, 笑  嚴弼鎭, 緩起 李完基, 宋炳璇, 金東成, 

金時中, 金炳昊, 金鈗榮, 韓鳴世, 崔貞淑, 趙宗泫, 金水原, 林然, 李蕙淑, 

金仁洙, 鄭泰潤, 秋野 安埈, 宋完淳, 槿山 芮鍾璣, 春霞 咸孝英, 曺健, 李

燦, 金甲淵, 月峯 金治植, 姜時環, 夕鍾 南應孫, 愛多 李貞淑, 東壚 尹誠

宗, 李錫柱, 咸瑨鎬, 崔宗範, 丁來東, 趙相甲, 吳世璣, 芮鍾渙, 凸  李山. 

모두 38명이다. ‘편집후기’에 따르면 2집에서는 “鄭蘆風, 丁來東, 李燦外 

諸氏”가 집필할 정이라 썼다. 따라서 이름을 악한 집필 동인은 정노

풍을 더해, 모두 39명이다. 

131) 임연과 아내 이혜숙의 문학활동에 해서는 서범석이 꼼꼼하게 다루었

다. 서범석, ｢임연의 시문학과 천도교｣․｢이혜숙 시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 농민시인론, 푸른사상, 2004, pp.2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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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名彈의 결성과 활동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해 앞서부터 투고문단으로 말미암은 친교가 바탕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경우와 견주어 보면 이 은 확연하다. 진주지역 新詩壇
(1928. 8) 동인과는 김병호․이찬․엄필진이 겹친다. 황석우가 서울에

서 엮은 靑年詩人百人集(1929. 4)에 작품을 함께 올린 이는 송완순․

임연․김병호․이찬․이혜숙이다. 新詩壇은 진주 시인이 심이 되

긴 했으나, 無名彈과 마찬가지로 국 지역 시인을 상으로 삼았다. 

뒤선 것은 황석우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 ‘청년시인’의 작품집

이다. 無名彈의 결성과 발간에 이들이 한 본보기가 되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다만 無名彈은 거의 모든 문학 갈래에 걸친 국 신인 문

사의 지역  수평 연 를 보여주고 있어 그들과 다르다 

2. 지역문학의 명분과 실제   

無名彈은 이름 그 로 비록 ‘無名’하지만 ‘彈’과 같은 힘과 폭발력

을 지닌 문학을 펼치겠다는 뜻을 지닌 매체다. 소지역 김천에서 낸 매

체에 붙인 이름으로서는 매우 도발 이다. 각오가 남달랐다는 뜻이다. 

이들이 지닌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송완순의 평론이다.

①朝鮮의 所  文壇人으로서의 先輩 - 달흔 社 層도 그러치만 - 는, 

大槪가 新進作家를 無視하야왓스며 오날도 無視하면서 잇다고 斷 하야

도 過 은 안힐 것이다. -함으로 新進으로서의 先輩에 한 態度도 自

然히 冷淡하야질 것은 推測키 不難하다. 그러타 - 朝鮮文壇의 先輩들은 

무나 新進들을 無視하얏다. 그리고 지  하면서 잇다.

 

②新聞雜誌에 나는 文藝欄을 보면 所  先輩들의 囈 가튼 無用의 답

지 않은 은 실리어도 新進의 은 여간 것이 안히면 休紙로 맨들허 

바린다. 그리고 각  發表되는 新進作家의 은 그 作家와 編輯 와의 

情實關係도 잇나니 卽 新進作家가 어 新聞이나 雜誌에 作品을 發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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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編輯 를 알기 문이다 - 不幸히도 編輯 와 알지도 못하

고 에 박게만 난다면 그는 아모리 天才이라도 作品 한 가지 發表 못

하는 것이다. 이는 先輩에게는 何等 關係가 업는 것 가트나 朝鮮의 新

聞雜誌 文藝欄을 擔務하는 사람은 大槪 文壇의 先輩라는 사람들이며  

그러치는 못하드라도 文藝欄 編輯 는 直接 間接으로 所  先輩文人들

의 勢力에 左右되나니 이 모다 先輩의 罪라 할 것이다. 

        -송완순, ｢新進作家에 한 問題｣ 가운데서132)

이 에서 그는 먼  기성 작가인 ‘朝鮮文壇의 先輩’와 자신이 속한 

‘新進作家’를 나 었다. 그런 다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선배 문인

의 행태를 둘로 들고 있다. 첫째, “大槪가 新進作家를 無視하야왓스며 

오날도 無視하면서 잇다”는 이다. 다소 감정 인 표 이다. 게다가 

무리한 일반화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신진 작가와 선배 문인 사이

에 서로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얼마일 것인가라는 물음과 묶어 보면 선

배가 후배 문인을 무시한다는 단정에는 무리가 따른다. 문제는 그런 

무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는 

신진 작가들이 앞선 문학 세 에 한 차별화 략을 드러낸 것으로 

이 마땅하겠다. 선배 문단과 나뉘는 집단  타자성을 빌려 심리  

결집을 노리고자 한 꾀다.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발상이다.   

송완순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선배의 잘못은 구체 이다. “情

實關係”에 따라서 작품 수 이나 게재 결정을 하는 잘못이 그것이다. 

특히 “朝鮮의 新聞雜誌 文藝欄을 擔務하는 사람은 大槪 文壇의 先輩라

는 사람들이며  그러치는 못하더라도 文藝欄 編輯 는 直接 間接으

로 所  先輩文人들의 勢力에 左右되”는 실이다 보니, 이 은 분명

한 “先輩의 罪”다. 몇몇 기성 문인을 겨냥한 말이라 하더라도 공감을 

132) 송소민(宋素民)으로 었다. 아동문학가로 1930년 와 복기에 걸쳐 두

드러진 활동을 한 송완순이 바로 그다. 송씨 성을 가진 집필 동인은 송

완순뿐이다. 소민이라는 이름은 평범한 민 이라는 뜻으로 붙인 필명으

로 보인다. 黎明 창간호, 같은 책,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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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을 지 이다. 매체 편집권과 선택권에 한 불만과 의심이

다. 손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133) 

그러나 선배 입장에서 볼 때 “情實關係”란 자신이 지닌 요한 문화자

본 가운데 하나다. 당연한 권리 행사와 같다. 싣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지면이 모자라는 실은 편집 권력을 더욱 키운다. 

그런데 신인 문사가 선배 문인에 해 가진 두 가지 불만, 곧 자신

들을 무시한다는 과 정실에 따른 “작품 수 과 게재 결정”은 단순한 

세  갈등이라기보다는 마침내 문학 이념에 닿아 있는 일이다. 정당/부

당을 떠나 새로운 세  문학의 발흥과 그에 따른 기성문단의 응이 

불만스러움을 드높 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은 그러한 에서 청년 

문사의 문학  지향을 잘 드러낸다.  

내가 쓰고 십허하는 文章은 目的意識을 가진 集團的 行爲를 인 굵다란 

線을 가진 無主人公的 描寫일 것임니다. 心境 說 身邊雜記 센치멘탈한 

詩的 感 에서는 새 時代의 呼吸과 科學性을 늣길 수 업슬 것이다.

하물며 푸로文學을 過去의 藝術形式과 內容에다 屈從식힐 必要를 늣기지 

안키 때문이외다. 그러는 同時에 엇더한 文章을 섯는 것보다는 엇더한 곳

에서 取材를 하엿는가 그 內容을 엇더  取扱하엿는가 다-問題일 것이다. 

다못 資本階級의 搾取 形態와 勞動階級의 悲慘한 狀態의 描寫만에만 

칠 것이 안이라 前時代에 보지 못한 感覺的 新鮮과 科學的 潑剌

         - 김병호, ｢내가 쓰고 십흔 文章｣134)

들머리에 고 있는 바와 같이 김병호가 “쓰고 십허하는 文章은 目

133) 1920년  문학사회는 1910년  지식인, 유학생 엘리트를 주류로 이루어졌

다. 그들은 1920년  늘어난 매체에 학연이나 지연을 빌려 자연스럽게 문

단인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들이 맡았던 매체의 투고문단을 빌려 제도 

문인으로 들어서야했던 신인들 사이에 차별화와 진입 경계는 분명했다. 

‘정실 계’의 폐해를 신진문사들이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34) 조선문 회, 無名彈 창간호, 193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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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意識을 가진 集團的 行爲를 인 굵다란 線을 가진 無主人公的 描

寫”다. 이것은 “心境 說 身邊雜記 센치멘탈한 詩的 感 ”과는 뚜렷하

게 나뉜다. “目的意識을 가진 集團的 行爲를 그린” “無主人公的 描寫”

란 계  이념에 충실한 형  실 묘사를 에둘러 말한 표 일 것이

다. 그러면서 그는 ‘푸로문학’에서 이미 논쟁거리 던 “過去의 藝術形式

과 內容”에 그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푸로문학’은 “資本階級의 搾取 

形態와 勞動階級의 悲慘한 狀態의 描寫만에만 칠 것이 안이라 前時

代에 보지 못한 感覺的 新鮮과 科學的 潑剌”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계

문학의 원칙을 따르되 소재  참신성과 표  방법의 새로움을 추구

하겠다는 뜻이다. 

이 은 계 문학 안쪽의 세  논쟁을 암시한다. 김병호는 1931년 이

른바 軍旗 사건에 이주홍, 양우정과 같은 경남․부산지역 계 문학인

과 함께 맞물려 있는 사람이다.135) 계 문학의 주도권 다툼 안쪽에 김병

호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無名彈 동인의 생각과 멀리 떨어

진 것이 아니다. 無名彈 곳곳에서 나아갈 바로 드러나고 있는 농 문

학이란 다름 아니라 계  농민시에 가깝다. 신인 세 와 기성 세 의 

립은 단순한 인정제도 안의 갈등에서 나아가 계 문학 안쪽의 주도권 

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이다. 그러나 김병호가 이르고자 했던 

신진 문사다운 개성과 우수성을 無名彈 동인들이 살리고 있는지는 의

문스럽다. 작품을 살피면 이 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이다. 

먼  소설은 두 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산의 ｢秋夜長｣과 이자산의 

｢農村情緖哀｣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한 사람이 쓴 작품으로 보인다. 

김천지역을 바탕으로 삼아 쓰여진 데다, 無名彈 동인 명단에 이산은 

있으나 이자산은 없다.136) 작품 내용에서도 두 작품 사이 거리는 매우 

135) 이른바 群旗 사건의 뜻에 해서는 아래 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권 민, 한국 계 주의문학 운동사, 문 출 사, 1998, pp.231-237. 박

태일, ｢경남지역 계 주의 시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
동거울, 2004,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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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秋夜長｣은 김천 빈농의 어려운 삶을 그렸다. ｢農村情緖哀｣는 

그러한 빈농이 마침내 김천 고향을 떠나 북방 간도에서 농업 이민을 

꾀하고자 하 으나 실패하여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작품 둘이 편․

후편과 같은 이야기 짜임새를 의식한 듯싶다.   

①김첨지는 빈 수수를 지개에 한짐지고 기갈(飢渴)에 씨달인 모양으

로 풀기가 엄시 드러왓다. 햇벗에 러 붉은 얼골에는 진흙이 튀여서 

말  붓튼 것이 인조견의 문에가티 얼룽거리엇다.

②세타라 인심도 변한다던이 테 이놈어 세상이 이러  변할 이야 

그 년도 제 길로 한길틀 다 - 키워논이가 -. 그리고 그는 역경에서 역

경으로 흐르는 운명을 아니 주할 수 업섯다.  

언제던지 자긔을 나 한번 배반한 사람이면 다시 도라올  몰낫다. 

그의 안해가 그러햇고 맛아들이 그러하엿다. 지 에 좃차 자긔를 배

반하고 나려 하엿다. 그럿타 다시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다. 이처럼 가

난헤 진 살림에 셋 한 죽도 어더 먹지 못하는 소작인( 作人)

에게 가 붓터 잇스랴. 음침한 토굴 - 남 한 의복 - 씨래기죽 - 빗쟁

이(債務 )……. 

- 이산, ｢秋夜長｣ 가운데서137)

136) 철퇴(凸 ) 이산(李山)은 김천을 고향으로 둔 청년 문사며 언론인으로 보

인다. LS라는 문 필명을 쓰기도 했다. 無名彈 결집과 발간에 앞서서 

일을 맡았을 것임은 앞에서 작권지를 빌펴 잠시 본 바 있다. 그는 집

필 동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작품을 싣고 있을 뿐 아니라, ‘창간사’인   

｢黎明의 문을 두다릴 자는 구냐｣와 표지 그림, 게다가 ‘편집 후기’의 

한 자리까지 맡았다. 앗긴 책에 ｢콩나물죽｣이라는 뛰어난 시를 싣고 

있는 ‘김천 이욱정(李旭町)’ 한 이산(李山)으로 보인다. ‘旭町’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김천의 거리 이름인 까닭이다. 이산은 욱정 거리에 살았

다. 욱정은 無名彈의 편집 본부 조선일보 김천지국이 있었던 ‘李山

街’인 셈이다. 의욕 인 청년 문사 음을 알 수 있다. 단 출 부 엮음,  

앗긴 冊, 단 출 부, 1981, p.200.

137) 無名彈 같은 책,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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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이 흐르고 황악산이 멀리 바라 뵈는 골짝 마을에 살고 있는 김

첨지와 그 가족에 얽힌 짤막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김첨지는 그 무

렵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었을 가난한 소작농이다. 그는 ①에서 그려

진 로 “기갈(飢渴)에 씨달인” “풀기” 없는 모습에 “햇벗에 러 붉

은 얼골”이다. “인조견” 무늬같은 “진흙”마  말라붙었다. 딸 순, 아

들 득과 함께 살고 있다. 아내는 “쓰라린 환경을” “살 수 없어서” 일

곱 해나 옛날에 달아나 버렸다. 뒤이어 맏이 팔도 학교를 마친 뒤 

술가가 되겠다며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 김첨지는 이른바 ‘동척’에

서 받았던 소작지조차 빼앗질 지경에 이르 다. 보다 못한 딸 순은 

‘ 구 제사공장’으로 일하러 갈 것을 결심한다.  

작품은 고향 떠날 생각을 굳힌 순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

고, 이에 김첨지가 다시 비탄에 빠지는 정황을 다루었다. 에 옮긴 ②

는 소설 맨 마지막 자리다. 혼자 남게 될 김첨지의 비감한 마음을 그

리고자 했다. “음침한 토굴”과 같은 집에다 “남루한 의복”, 나날이 “씨

래기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빗쟁이(債務 )”로 표 된 김첨지

의 삶을 단단한 이야기로 끌어 담지는 못했다. 그러나 빈궁 농민의 

실에 한 작가의 심과 공감은 충분히 살아 있다. 짜임새가 본격 계

소설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향소설의 향을 가득 받은 작품이다.   

｢農村情緖哀｣는 북방 농업 이민 문제를 다루었다. 담긴 이야기 138)

는 굵다. 그것을 짧게 요약하고자 한 데서 무리가 따랐다. 소재주의에 

빠졌다는 평을 들을 만하다.  

소설과 달리 시는 20편 넘게 실렸다. 유형도 다채롭다, LS라 쓴 이

138) ｢秋夜長｣의 김첨지와 비슷한 사람이 ｢農村情緖哀｣의 김서방이다. 김서방

은 마침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북방 간도로 

떠났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다 다시 고향에 되돌

아 왔다. 고향 아내는 이미 남의 여자가 되었고, 자식마  뿔뿔이 흩어졌

다. 그 일을 보고 다시 을 놓은 채 고향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農村

情緖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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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失戀行進曲｣은 산문시다. 한시 ｢述懷｣에다, 에드가 알란 포가 쓴 

｢아나벨리｣의 부분 번역시가 실렸다. 거기다 남응손의 동시 ｢가을｣까

지 올랐다. 여러 시  경험을 담고자 한 이 신진 문사의 작품집다운 

의욕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작품의 높이는 볼 만

한 자리에 있지 않다. 이미 1920년 를 거치며 단련된 기성 시단의 경

험이나 방법에 견주면 습작기의 모습으로 한결같다.    

①아시나무 입히/애처러이도 우수수 러진다//인생의 생명이란 와 

갓거니/내 남몰래 설어 하노라

- 신고산 남응손, ｢生命｣139)

②들로 갈가 산으로 갈가/해외로 갈가 이곳에 잇슬가/한울에 별도 만코 

엔 길도 만흐니

- 달성 조종 , ｢訴曲一章｣ 가운데서140)

③오! 동모들아!/어서 녀름 行進曲에 라 步調를 가치 하여라!/벌서 農

路와 街頭에는 行列의 先陣이 나섯다!/얼마 남지 안은 도령님 아가씨

들을/모조리 別莊에다 몰아넛코/기름 무든 손을  타라 쥐여라!/흙투성 

된 주먹을 내여라!/오 - 동모들아!/出陣! 綠裝 行列!/戰旗 압헤 괭이와 

함마 들고/時急히 나서라!

- 홍원 김시 , ｢綠裝行列｣ 가운데서141)

①은 남응손의 시다. 아까시아 낙엽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삶의 

이치를 말하고자 했다. “人生의 生命” 조락에서 비롯된 서러움이다. 소

박한 생각이다. 게다가 탄조 마무리가 작품을 더욱 소박한 데로 떨

어뜨린다. ②는 시조시인 조종 의 기작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벗을 한 헌시142) 꼴로 된 작품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139) 無名彈 같은 책, p.28.

140) 無名彈 같은 책, p.28.

141) 無名彈 같은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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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다운 방황을 그렸다. 그러나 호소하고자 한 생각이 깊지 못하고 

내용 한 겉돈다. 은이가 방황하는 모습을  속속들이 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갈가 이곳에 잇슬가”라는 하소연은 허황할 따름

이다. 

이에 견주어 ③은 어느 정도 표  가치를 지녔다. 홍원 김시 의 작

품이다. 無名彈에 실린 시 가운데서 시  형상화라는 뜻을 깨닫고 

쓴 작품으로 보인다. “綠裝行列”이라 은 여름의 푸르름에 한 비유

가 그 로 농 으로 향하는 은이의 행렬과 나란하다. 비유  표 성

이 살아 있다. 그러나 “벌서 農路와 街頭에는 行列의 先陣이 나섯

다!”/“戰旗 압헤 괭이와 함마 들고/時急히 나서라!”고 권하는 들뜬 직

정은 시의 인 ‘녹음의 행렬/ 은 농군의 행렬’이라는 비유의 맛을 

한껏 다. 격정에 빠진 말할이의 목소리만 돋보이게 된 셈이다. 농

으로 돌아가 농민을 살리고 농 을 살려야 한다는 당 성과 지향

은 숨김없이 드러났다. 

도시/농 의 이원  립 에 서서 은이들은 모름지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농  귀향의 뜻이야말로 無名彈 동인이 나아가고자 했던 

바다. 도시 선배 문인/농  신진 문사라는 지역․세  경계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無名彈 동인의 생각을 모아 담은 농 시다. 그러

나 다른 시들은 이와 거리가 있다. 시인의 주  정서를 소박하게 내뱉

으면서 시 을 나 어 가락을 마련한 율  산문에 그치고 있다. 가벼

운 명상의 흔 을 보이거나 개인 연정시, 소박한 서경시에 머물 다. 

습작기 작품이거나 문학  단련을 제 로 거치지 않은 자연발생  진

술이 큰 흐름이다.143) ‘無名’한 신진 시인의 ‘彈’환과 같은 작품을 겨냥

142) “收穫의 가을을 마즈며 外國에 게신 ㄹㅂ에게 올림”. 무명탄, 같은 책, 

p.29.

143) 이동순은 이들의 시에 하여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주제의식이 지극

히 개인주의  몽상성으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만한 굴곡을 드러

낸다. 단순한 삶의 비애, 비 주의 이고 패배주의 인 가치 , 안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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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동인 결집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셈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無名彈은 1930년 , 보기 드문 지역 신진 

문인의 결집체 다. 김천이라는 소지역을 심으로 국 규모 연고망

을 활용한 매체 발간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명분은 기존 선배 

문인의 잘못과 폐해로부터 벗어나 신진 문인의 자리를 굳히는 것이었

다. 그를 해 기성 매체의 편집권 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인들만의 발

표 공간, 활동 매체를 얻는 일이 요했다. 그리하여 “朝鮮人의 現實 

朝鮮人의 生活 朝鮮人의 感情에서 새 認識과 能力으로 健全한 新文學

을 建設”하고자 한 믿음은 한 두 동인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도시

문학이 아니라 농 문학, “주아를 擁護하고 辯護하는 文學”144)이 아

니라 건 한 계 문학을 향한 뜻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는 일은 창

간호로 그쳤다. 뜻한 바 청년 문단의 활성화와 매체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145)

어려운 재정 사정과 악랄한 검열 제도를 넘어서기에 지역  한계가 

컸을 것이다. 작품 수 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집필 동인의 짜임부터 옥

석을 가릴 입장이 아니었다. 뜻했던 문학  충격을 기성 문단에 던지

기에 힘이 딸렸다. 다만 김천지역 은 지식인 사회를 심으로 이루

어진 고뇌와 고심은 오롯했다. 소도시 김천에서 이루어진 국 동인지 

시  발상은 종래의 애상주의  로맨티시즘의 부정  잔재를 여 히 불

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순, ｢동인지 무명탄과 무명시인들의 실인

식｣,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p.254.

144) 이산, ｢黎明의 문을 두다릴 자는 구냐-創刊辭를 신하야서｣, 無名彈 
같은 책, p.3.

145) 이들 동인 가운데서 1930년 를 넘어서면서 제도 문단 진입이 성공 을 

이루어진 이는 많지 않다. 시 쪽만 살펴보면 임화가 엮 現代朝鮮詩人

選集(학 사, 1939)에 이름을 올린 이는 김병호, 이찬에 지나지 않는다. 

시학사가 엮은 新撰詩人集(시학사, 1940)에는 이찬 한 사람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10년 남짓 지나는 동안 無名彈 집필 동인은 문학사회 안

쪽에 큰 울림을 마련하지는 못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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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이야말로 김천문학의 자 심과 가능성을 스스로 웅변하는 일이다. 

따라서 김천지역 안쪽으로만 보더라도 복 뒤인 1949년 국 학생시

집 黎明146) 발간이 이루어진 일은 뜻밖이 아니었다. 국 규모의 작

품집 출 이 가능했던 나라잃은 시  김천 지역문학의 힘은 복공간

에서 다시 한 번 되살아난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경북․

구 지역문학의 통으로 돌릴 일이다. 

 

Ⅳ. 마무리

1920-1930년 는 근  지역문학이 큰 터를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다. 

무엇보다 문학 매체가 증했다. 투고문단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문

학인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이런 속에서 경북․ 구는 지역 안쪽에서 

문 지를 내는 남다른 통을 꾸 하게 가꾸었다. 이 은 이제까지 

연구자의 심을 제 로 받지 못했던 1920-1930년  경북․ 구지역 

문학 매체 가운데서 黎明과 無名彈을 심으로 지역문학의 통에 

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여졌다. 논의를 여 

마무리로 삼는다. 

黎明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 14개월 동안 모두 4집이 나온 월

간지다. 구에서 엮고 서울에서 어내는 방식을 지녔다. 선산 출신 

청년 지사 석릉 김승묵이 이 일을 도맡았다. 黎明은 그 이름 로 암

146) 최동환 엮음, 黎明, 문화신문사, 1949. 최동환이 ‘편집겸 발행자’다. 모

두 124쪽으로 된 시선집이다. 구에서 옮겨온 문화신문이 김천신문사로 

이름을 바꾸어 인쇄를 맡았다. 한때 김천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그 무렵 

구사범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김사엽이 쓴 ｢새 시 의 믄 시인에

게｣라는 추김말을 책 앞에 실었다. 92명의 국 학생 작품으로 이루어

졌다. 뒷날 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작품은 찾기 힘들다. 진주 학 5학

년이었던 최계락의 시 ｢길｣이 외 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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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에 빠진 지역사회에 여명의 빛을 살려내기 한 사회 계몽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필진을 지역 안 의 여러 계층, 여러 유형의 사람을 끌

어와 서울 매체에서도 하기 힘든 다채로운 편집 기획력을 보여 주었

다. 각별히 지역 안  명망가나 국 망명 지사까지 끌어들인 것은 언

론인 김승묵의 폭넓은 친교에 기  바 컸다. 그러나 黎明의 주도 필

진은 김승묵의 앞과 뒤에서 그를 도와주었을 지역의 은 문학가, 청

년 사회활동가 다. 완  연결망에 가깝게 어울렸을 그들은 1920년  

경북 ․ 구지역 지식사회의 성장과 분화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일깨

운다.  

문학 쪽에서 黎明은 1920년  우리 문학의 주류 작가를 그 로 

지역에 옮겨 놓은 듯한 선도 인 모습을 보여 다. 흑도의 무정부주의 

평론, 진건의 지역문학론에다 장 우의 계 소설은 이제까지 알려지

지 않았던 경북․ 구 지역문학의 다양한 양상이다. 이상화의 산문시 

｢金剛 歌｣와 ｢淸凉世界｣의 원본을 처음으로 공개할 수 있었던 일도 

값지다. 김승묵의 수필과 이원조의 첫 발표작인 투고 수필도 이채를 

띤다. 경북․ 구 지역문학의 변화와 성숙을 이끈 디딤돌로서 黎明
의 몫이 컸던 셈이다. 그러나 黎明은 거듭된 검열난을 넘어서지 못

했다. 그래도 청년 지사 김승묵의 뜻은 서울로 자리를 옮겨 피어났다. 

1930년  기 주요 계 주의 문학 매체의 편집자가 경북․ 구 인사

던 것은 黎明의 그늘이 그만큼 짙고 넓었음을 잘 보여주는 일  

이다.

無名彈은 1930년 소지역 김천의 청년 문사들이 심이 되어 국 

신진 문사 38명을 집필 동인으로 엮어 마련한 작품집이다. 1920년 부

터 지역 학교를 드나들었던 교사 문인의 향에다 활발했던 지역 언론

의 도움이 컸다. 비록 1집으로 그쳤으나, 김천 지역문학뿐 아니라 경

북․ 구 지역문학의 역동성을 잘 드러낸 매체 다. 無名彈은 기성 

선배 문인과 신진 청년 문사 사이의 세 론 , 이념  립과 차별화 

략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작하고자 했다. 선배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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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문학에 맞선 쇄신된 계 문학․농 문학이 나아가고자 한 큰 

기 다. 그러나 명분과 실제 사이 거리를 메우기에는 힘이 모자란 

청년 문사 다. 김병호․송완순․엄필진․임연․남응손․정래동․이찬 

정도만 뒷날 안정 인 문학사회 진입을 이룬 동인이다. 

이들과 달리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김천 출신 청년 문사 이산이 

길을 끈다. 無名彈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편집․출

을 앞서 이끈 지역 작가 다. 경향 소설 ｢秋夜長｣과 ｢農村情緖哀｣에서 

김천지역 빈농의 고난스런 삶을 빌려 그 무렵 우리 농  실을 암시

하고자 했다. 시에서는 표  가치가 살아 있는 작품이 드물다. 이름 그

로 ‘無名’한 신진 문사의 ‘彈’환과 같은 힘 있는 작품 활동을 보여주

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無名彈은 1930년  본보기가 드문 지역 청

년 문사의 결집체 다. 국 규모의 수평 연 야말로 김천지역 은 

문사들이 지녔을 열정과 고심의 결과다. 無名彈을 심으로 한 선집 

발간의 오랜 통은 김천지역의 자 심일 뿐 아니라, 고스란히 경북․

구 지역문학의 자산으로 되돌려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지역문학은 국가문학, 민족문학의 거  담론에 갇  잊 지거나 억

린 구체 인 문학 실이다. 지역문학 연구는 그들에 한 새로운 

근을 기꺼이 떠맡고자 한다. 이 로 말미암아 1920-1930년  다른 

지역에서 마련된 문 지에 한 갈무리,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

기를 바란다. 경북․ 구 지역문학에서 볼 때는 黎明과 無名彈의 

앞과 뒤에 놓일 여러 매체에 한 발굴, 해명을 이미 시 한 과제로 

남겨 놓은 상태다. 뜻 있는 지역문학 담론 창발과 재구성을 해 힘껏 

나설 일이다.

주제어 : 지역문학(regional literature), 지역문학 연구(Regional 

Literature Research), 경북문학(Kyungbook Literature), 

구문학(Daegu Literature),  경북․ 구지역(Kyung 

book-Daegu region), 여명(YeoMung),  무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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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ungTan), 김승묵(Kim, Seung-mook), 문 지

(Literary Me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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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Literary Megazines in Kyungbook-Daegu 

Region during the 1920s-1930s

-Focused on YeoMung(여명) and MumungTan(무명탄)- 
Park, Tae-IL 

This thesis objects to study on YeoMung(여명) and MumungTan 
(무명탄), which were literary medias in Kyungbook-Daegu region 

during the 1920s-1930 and have not interested the researchers, and 

to figure out the tradition of regional literature.

Four series of YeoMung were published monthly between 1925 

and 1927. They were edited at Daegu and printed at Seoul. YeoMung 
targeted to enlighten the local society and had variety of the writing 

staffs and editions. The main writers were young literary men and 

thinkers, who were friends of editor Kim Seung-Mook(김승묵). They 

leaded the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the society of local 

intellectuals in in Kyungbook-Daegu region during the 1920s. YeoMung 
also included the works of the main writers in the 1920s. Critique of 

anarchism, regional literature theory, and class novel were major 

works that had been unknown. Lee Sang-Hwa(이상화)'s prose poems, 

｢Kyumkang Hymn( 강송가)｣ and ｢Refreshing Worlds(청량세계)｣, 

were introduced initially in original copies.

MumungTan is anthology that compiled the productions of 38 

young literary men mainly based in Kimcheon area in 1930. It was 

greatly supported by teacher writers and the local press. However, it 

put an end to the first serial. MumungTan clarified gen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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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senior and new writers. It primarily 

dealt with class literature and rural literature that confronted urban 

literature of the senior writers. However, it was not able to fill in 

the gap between the justification and the reality. Lee Za-San(이자

산)'s classical short story is the major production. Even though there 

was few good work in poetry, MumungTan showed a horizontal 

chron! icle of extraordinary young writers.

Through this thesis, further research, explanation, and comparative 

study are expected on literary magazines in other regions published 

during the 1920s to the 1930s. It is also necessary to research and 

explain on literary magazines before and after YeoMung and      

Mumung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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