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1. 들어가는 말
서천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금강과 서해바다에 둘러싸인 아
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다. 고려말
의 삼은(三隱) 중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의 고향으로 선생이 배향된 문헌서원이
있으며,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의 생가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동백과
김창룡이라는 걸출한 소리꾼을 배출한 판소리‘중고제(中高制)’
의 발원지이다.
문인으로는 조선시대의 신광수 선생과 장시‘바라춤’
을 지은 시인 신석초의
고향이 바로 서천이다. 서천의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환경이 재인(才人)을 기르는
초·장우현·나태주·구재기, 소설가 박경수·구인환을 비롯하여 희곡의 오태
석, 문학평론의 원형갑, 아동문학의 김영순·최정심 등이 서천문학의 맥을 잇고
있다.

2. 고려시대의 문학
@@
고려시대에 서천군 출신으로서 문학에 기여한 문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
는 사람이 바로 목은(牧隱) 이색( 穡)이다. 이색은 1328년(충숙왕 15) 죽촌리 고
촌마을에서 태어난 고려의 문신이자 고려 말 삼은 중 한 사람으로, 호는 목은이
고 본관은 한산이다. 그는 성리학의 이론에 능통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문인으
로서도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 중 고려 말 원천석(元天錫)·길재(吉再)·정몽주
(鄭夢周)등의 충의지사(忠義志士)들과 함께 지은 회고가(懷古歌)는 초기의 시조
형태와 충의사상이 지배적인 내용적 특질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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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 정기라도 있는 듯 이들의 뒤를 이어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시인 백

한 생활감정과 풍류가 결합된 그의 시가작품들은 고전문학 중에서도 빼어난 작
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색 외에도 이종학( 鍾學)·이종선( 鍾善)·이 개(
塏) 그리고 성종 때의 이파( 坡)·이봉( 封)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의 서천 문
인들은 다양한 소재를 탁월한 창조력으로 완성한 주옥같은 작품을 후손에게 남
겨 주고 있다.@@

3. 조선시대의 문학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서천이 낳은 문인은 신광수(申光洙)를 비롯하여 이당모
( 唐 )·백충원(白忠元)·신철(申澈)·권전(權佺)·신학년(申鶴年)·권상
(權

)·신열구(申 求) 등이 있다. 이들은 우리 시가문학사에 가장 오랜 생명력

을 지니면서 풍성한 유산을 남긴 문학형태이자 조선조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각광을 받게 된 주자학(朱子學)의 이념을 담아 노래했던 시조를 중심으로 자신들
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 중 조선 영조시대의 신광수(1712~1775)는 고전문학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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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대표적인 문인이다. 호가 석북(石 )인 그는 첨지 박고의 아들로서 다섯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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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미 쓰고 읽을 줄 알았으며, 한시와 서화에 뛰어나 동방의 백낙천(白樂天)이
라 불릴 정도로 문명(文名)이 온 나라에 자자했다고 한다. 그가 살던 고향은 신석
초 시인의 마을이기도 한 현재의 화양면 활동리이다. 당시 그 곳의 지명이‘그 마
을의 글을 숭상한다’
는 의미로 숭문동(崇文洞)으로 불리어졌던 사실은 신광수의
문학적 재능이 그만큼 남달랐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과시(科詩)에 능하였고,
「관산융마(關山戎馬)」
는 신광수의 대표작으로 당시 창(唱)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애송되었다. 그는 농촌의 피폐상, 관리의 부정과 횡포, 하층민의 고통 등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적인 필치로 잘 담아냈다. 그의 시에 대하여 교우의 한 사람이었던
채제공은 평하기를,“득의작(得意作)은 삼당(三唐)을 따를 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도 명나라의 이반룡( 攀龍)과 왕세정(王世貞)을 능가하며 동인(東人)의 누
습(陋習)을 벗어났다.”
고 하였다. 또한 신광수는‘시조’
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조선조 시가사(詩歌史)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석북집(石 集)』
의‘관서악부(關西 府) 15’
에 그 내용이 기록
되어 있다. 석북공이라 하면 지금도 인근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며 후손
들도 시문에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 현대시인인 신석초 역시 그의 8대손이다.@@@@@@

4. 근대문학
@
190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문화와 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학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동안 창작되어온 전통적인 문학형태나 창
작방식을 거부하고 서구의 다양한 문예사조와 표현기법을 차용한 이른바 근대문
학이 출범하게 된다. 최남선과 이광수에서 시작된 근대문학은『창조』
·
『백조』
·
『폐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920년대 초의 동인지 문학, 1920년대 중반 이
후의 카프(KAPF)문학, 그리고 1930년대의 순수문학 시대로 이어지면서 풍성한
문학적 성과를 낳게 된다.@@@

1) 시
1930년대는 시문학파, 이미지즘·주지주의·다다이즘·초현실주의 등의 모
더니즘, 서정주·유치환으로 대표되는 생명파 등 문학의 예술성을 지향하는 시
경향들과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됨으로써 근대문학에서 현
대문학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서천이 낳은 대표적인 시인인 신석
신석초(申石艸, 1905~1975)는 본명은 응식(應植)이고, 호는 유인(唯仁)·석초
(石艸, 石初)이다. 1909년 6월 4일 서천군 한산면 숭문동(현재의 화양면 활동리)
의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13세 때 이미 사서삼경을 뗀 그는 뒤늦게
한산보통학교(3학년 편입)에 들어가 신교육을 받았다. 이후 경성제일고보에 입학
하였으나 신병으로 중퇴했다. 이 무렵부터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일본으
로 건너가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철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문학수업을 쌓았다. 그
당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석초는 1925년 사회주의문학단체인 카프에 가입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930년대 초반에는 볼세비키적(문학을 사회주의 혁
명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과격한 입장) 창작방법론을 강요하는 카프
에 반발하여 그에 대한 최초의 항의논문인「문학 창작의 고정화(固定化)에 항(抗)
하여」
(중앙일보 1931. 12. 1)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카프의 창작방
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회원들 사이에 벌어지게 된다. 결국 신석초는 사상적
고민을 계속하다가 박영희의 전향선언과 함께 1933년 카프에서 탈퇴한다. 그의
시적 출발은 시인의 기록에 의하면 1935년의「비취단장(翡翠斷章)」
과「바라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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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역시 당시의 시단을 화려하게 빛낸 시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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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序詞)」
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정인보의 소개로 이육사를 알게 된 신석초
는 1937년 그와 함께 동인지『자오선(子午線)』
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시작활동
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신석초는『시학』
,『문장』등을 통해「파초」
(1939),「묘」
(1939),「검무랑」
(1940),「바라춤」
(1941) 등 주옥 같은 시편들과 평론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이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문예지『문장』
과『인문평론』
이
폐간된 후에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신석초는 어려서부터 학문으로서
주자학을 배웠고, 시로서 두보와 이백을 좋아했으며, 한때는 유가적인 전통을 거
부하고 노장사상(老莊思想)에 경사되기도 하였다. 또 일본 유학시절에는 서양의
지성인 로망 롤랑, 투르게네프, 보들레르, 폴 발레리 등을 만나면서 사회주의 사
상과 프랑스의 상징주의, 특히 발레리의 순수시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목적문학과 순수문학, 고전과 현대 등 폭넓고 풍부한 문학
적·정신사적 섭렵을 보이고 있는 신석초는 그만큼 깊이 있고 독창적인 시세계
를 펼쳐보였다. 구체적으로 고전적인 절제미를 느끼게 하는 형식 속에 현실적 집
착을 버린 순수한 초탈의 세계, 그리고 관능과 지성, 고전과 모던 등 일견 모순되
어 보이는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갈등 혹은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다. 광복 후『석초시집』
(1946)을 발간한 이래『바라춤』
(1959),『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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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
(1970),『처용은 말한다』
(1974),『수유동운(水踰洞韻)』
(1974) 등의 시집
을 발간했고, 신광수의『석북집』
을 역주하여 발간하기도 하였다. 1948년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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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 수립이 되던 해에 부친이 사망하자 귀향을 하게 된 신석초는 6·25 한국
전쟁을 고향에서 경험했다. 이후 화양면장을 지내는 등 고향에서 소박한 삶을 살
기도 했던 신석초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한국문학가협회 중앙위원 및『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부장·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1968년에는 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만년에까지 고전적 심미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했던
신석초는 1975년 3월 8일 6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후 시선집『신석초·윤곤
강』
(지식산업사, 1984)과『바라춤』
(미래사, 1991)이 간행되었다. 2000년 5월 5일
에는 고향 서천에서 서천의 문학동인회인『서림문학』동인회에 의해서@ 신석초
의 시비(詩碑) 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같은 날 생가에는 신석초의 생가임을 알
리는 표석이 건립되었다.@@
시인 백초(白初)는 본명이 전재보(全載寶)로 1928년 10월 2일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 원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58년『자유문
학』5월호에 발표한 시「완충지대」
와 7월호에 발표한「창」
·
「우물」등으로 신석
초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했다. 백초는 전통적인 서정과 현대성이 적절히 결

합된 시풍을 통하여 인간 및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는 시세계를 추구
하였다. 시집으로는 1970년에 발행한『과수원의 우화』
가 있다.
시인 장우현(張宇鉉)은 1933년 5월 22일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에서 출생하였
다. 1957년 원광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1967년『문학춘추』11월호에 시
「길」
을 발표하면서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인생론적인 경향과 함께
지방의 풍토와 풍물을 예찬하는 시들을 주로 창작하였다.
지금도 왕성한 시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 나태주(羅泰柱)는 1945년 3월
17일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공주사범학교와 충남대 교육대학원
을 졸업한 나태주는 줄곧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새여울』
,『서세루』
의동
인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서울신문』신춘문예에 시
「대숲 아래서」
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명시(名詩)
란“시인의 영혼이 스며들어 있는 시”
이고, 참된 시인의 작업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와 결합시킨 뒤 이들에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시관(詩觀)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시관에 입각하여 나태주는 전통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따뜻한 삶의 정경·인정과 사랑의 애틋함 등을 노래하였다. 특히 대
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사색, 천진하고 참신한 발상이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의 시는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평론가 정과리는 나태주의
한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 바로 그 속에 있다.
나태주의 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의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그의 시는 어떤 거창한
생명사상보다도 더 깊이 있다.”
고 평한 바 있다. 다작(多作)을 하는 시인인 나태
주는 이미『대숲 아래서』
(1973),『막동리 소묘』
(1980),『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
도』
(1985),『그대 지키는 나의 등불』
(1987),『빈손의 노래』
(1988),『눈물 난다』
(1991),『지는 해가 눈에 부시다』
(1994),『풀잎 속 작은 길』
(1996),『하늘의 서쪽』
(2000) 등 20여 종의 시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대숲에 어리는 별빛』
(1981),
『절망, 그 검은 꽃송이』
(1984),『추억이 말하게 하라』
(1997) 등의 산문집과『사랑
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1999)와『외할머니랑 소쩍새랑』
(1999) 등의 시화집도 발
간하였다. 이러한 왕성한 문학활동으로 그는 흙의문학상(1979), 충청남도문화상
(1988), 현대불교문학상(1997) 등을 수상하였으며, 1993년부터 2년 간 충남문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구재기(丘在期)는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에서 1950년 2월 1일 출생한 시인으
로, 공주교육대학과·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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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8년 2월 시「으름넝쿨꽃」
,「입추( 秋)」
가 전봉건 시인에게 추천되어『현
대시학』
을 통해서 등단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에서 교사를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그는 농촌의 삶과 향토적 정취를 담은 서정시들을 주로 창작하고 있
다. 구재기는 1979년 나태주, 권선옥과 함께 엮은 시집『모음』
을 발간한 것을 시
작으로,『자갈전답』
(1983),『농업시편』
(1985),『바람꽃』
(1987),『둑길 』
(1992),
『빈손으로 부는 바람』
(1993),『콩밭 빈 자리』
(1999),『천방산(千房山에 오르다가』
(2002),『살아갈 이유에 대하여』
(2004) 등 10여 편의 시집을 꾸준히 발간함으로써
사그라지지 않는 창작에의 열정을 확인하게 한다. 그 결과 충남문학상(1982)·웅
진문학상(1991)·충청문학상(1994)·충청남도 문화상(1994)·대한민국향토문학
상(2006)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서천이 낳은 시인으로는 시조시인이자 중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있는 신웅순과 김우영 등이 있다.@@@
@@
@@@@@@@@@@@@@

2)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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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이 낳은 대표적인 소설가는 단연 박경수(朴敬洙)이다. 박경수는 1930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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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 서천군 한산면에서 출생하였다. 한산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독학으로
1949년에는 초등학교 교원자격시험에, 1952년에는 중학교 교원자격시험에도 합
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1955년『사상계』창
간 2주년 기념 현상모집에 단편「그들이」
가 입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이후『사상
계』편집부직원을 거쳐 건설부 공보관실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
의 소설을 보면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고 사소설(私小說)적인 경향이 있다. 1960
년에 발표한「하자(瑕疵)」
는 부끄러운 과거에 지배당하는 작중인물을 통해 전쟁
이 인간에게 가한 상처의 의미를 묻고 있으며, 1964년에 발표한「화려한 귀성」
은
작가 자신의 분신인‘나’
가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박경수는 초
기에는 주로 농촌의 생활과 애정윤리를 다룬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으나 1969년
『신동아』
에 계층 간의 갈등과 충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룬 장편소설『동토
(凍土)』
를 발표하면서 작품세계가 크게 확대·변모되고 있다.『동토』
는 그의 문
학적 특질이 가장 풍부하게 담겨 있는 대표작이다. 자전적 요소가 짙게 풍기는
작품으로 가난한 삶 속에서의 입지, 가진 자에 대한 철저한 증오, 가난하지만 똑
똑한 자가 갖게 되는 오만함, 그리고 그에 다른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인격적 결

함을 지닌 주인공 문호의 성격 창조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박경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적 색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가난한 농촌현실과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조화로운 삶에
대한 향수가 그의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작품집으로는『향토기』
(1974)·
『동토』
(1974)·
『화려한 귀성』
(1977)·
『가나안 사람들』
(1978)·
『가난한
장남의 슬픔』
(1979)·
『흔들리는 산하』
(1981)·
『조선인』
(1987) 등이 있으며, 1971
년 제8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
호가 운당(雲堂)인 구인환(丘仁煥)은 1929년 8월 14일 서천군 장항읍 옥산동에
서 출생한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이다. 1954년 서울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
고, 1965년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사대부고 교사, 서울여대 조교수를 거
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0년 당시로는 유일한 문예지였던『문예』
4월호에 소설「동굴 주변」
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이후 주요 소설집으로
『산정(山頂)의 신화』
(1974)·
『움트는 겨울』
(1976)·
『뒹구는 자화상』
(1977)·
『벽
에 갇힌 절규』
(1982)·
『일어나는 산』
(1987)·
『숨쉬는 영정』
(1989)·
『살아있는 날
들, 목마른 날들』
(1955) 등이 있다. 그의 소설들은 인간생활의 저변을 통해 인간
존재를 해명하려는 노력과 상실한 낙원을 갈구하는 현대인의 방황을 다루고 있
다. 간결한 문체와 고백체의 형식, 그리고 삼인칭의 주어와 주관적인 서술어를
구인환은『한국근대소설연구』
(1977)·
『한국문학 그 양상과 지표』
(1978)·
『한국
단편소설의 이해』
(1981)·
『이광수 소설 연구』
(1983)·
『근대작가의 삶과 문학』
(1994) 등 많은 연구서를 저술하였다.@
그 외 아동문학가로 김영순(金榮淳)·최정심 등이 있다. 김영순은 서천군 한산
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였다. 1962년『한국일보』신춘문예에
동화「학처럼」
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이후 많은 창작동화를 발표하였으
며, 1970년 8월에는 동시집『초록동시』
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최정심은 1949년
3월 6일 서천에서 출생한 아동문학가이다. 1984년『새싹문학』
에 동화와 동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이후@『눈 속에 갇힌 집』
·
『물새발자국』
을 시작으로『실
개천으로 오는 여름』
(2000)·
『가을비 품에 안겨 잠드는 들녘』
(2001)·
『숲 속 전
화국』
(2004) 등 다수의 동시집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대전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을, 1997년에는 충청권 시낭
송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0년 중국 연변에서는『소년아동』50주
년 기념‘최정심 문학상’
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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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황을 부각시키는 독특한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문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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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작가·방송작가
서천 출신의 극작가에는 오태석(吳泰錫)·윤경희(尹敬熙) 등이 있다.
오태석은 1940년 10월 11일 서천 출생으로, 1963년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연극학교 강사를 지냈다. 1967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 단막극
「웨딩드레
스」
가 당선되고, 1968년 국립극장과『경향신문』공동 장막극 공모에「환절기」
가
당선되면서 극작가로 공식 데뷔하였다. 1968년에서 1969년까지 실험극단에서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
「교행」
·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오뚜기」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후 동랑레퍼터리극단으로 옮겨「루브」연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왕성한 연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오태석의 작품세계는 1973년『한국일보』연
극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한「초분」
을 기점으로, 초기의 서구적인 연극기법과 부조
리극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경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특
히 오태석은 이 작품을 가지고 미국공연을 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해외공연이라
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이후 오태석은「태」
(1974)·
「춘풍의 처」
(1976)·
「물보
라」
(1978) 등 전통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들을 계속하여 발표하였고,「물보라」
로
서울비평가그룹 제1회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1984년 극단‘목화’
를 창단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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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로 창단공연을 가졌다. 그리고 1987년에는「부자유친」
으로 서울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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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상, 1991년에는「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로 동아연극상
대상, 1992년에는「백구야 껑충 나지마라」
로 김수근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
부 연극계의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오태석은 1993년 극단 이름을‘목
화레퍼터리 컴퍼니’
로 바꾸고, 그해 서울연극제 참가작인「백마강 달밤에」
로
1994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상 창작극 부문을 수상하였다. 또「태」
,「춘풍의 처」
,
「부자유친」등을 일본에서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
치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급부상한 오태석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현란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통의 재발견과 현대적인 요
소의 수용을 통한 한국적 연극의 창조라는 일관된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오태석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마당놀이의 뛰어난 부분과 서구 드라마투르기의
구조가 편하게 녹아 들어간 무대”
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오태석의 대표작으로
「한만선」
(1982)·
「자전거」
(1983)·
「필부의 꿈」
(1986)·
「비닐하우스」
(1988)·
「운
상각」
(1989) 등 다수가 있다. 희곡집은『초분』
(1979)과『아프리카』
(1986) 등 8권
이 발간되었으며, 평민사에서 그의 희곡전집이 기획되어 2000년까지 5권이 출
간되었다.

희곡작가 윤경희는 서천군 시초면 태생으로, 대전에서 오랫동안 연극계에 몸
담으며 꾸준히 희곡을 창작해 왔다. 그의 대표작으로는「새벽 종소리」
가 있다.@
또 방송작가로는 1930년 5월 25일 서천에서 출생한 박서림(朴西林)으로 서울
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1956년에 예편했다. 박서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방송소설 현상모집에「장마루촌의 이발사」
가 당선되어
당시 대중매체의 많은 호평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많은 방송극을
집필하였다.@@@@

4) 문학평론
문학평론 분야에서 활약한 서천 출신 평론가에는 원형갑(元亨甲)·신동한(申
東漢 )·구창환(丘昌煥) 등이 있다.
먼저 원형갑은 1929년 12월 22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도립농과
대학을 거쳐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1958년『현대문학』4월호「표상성과
전통의 문제」
, 1959년 3월호「앙가주망과 문학의 신비적 체험」등으로 조연현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진출하였다. 이후「실존과 문학의 형이상학」
(1959),「해석적
등을 왕성하게 발표하면서 작가와 사회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원형
갑은 특히「반리얼리즘의 가능」
(1974),「반리얼리즘론」
(1974) 등을 통해 리얼리
즘 예술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포멀리즘과 현상학 사이」
(1979),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매력」
(1981),「현상학이란 무엇인가」
(1982) 등 하이데
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에서 최근의 현상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원형갑은「문학의 신화」
(1984) 등을 통해 원형비평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그는 철학의 기반 위에서 문학의 본질적인 성
격을 정립하고 문학적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평론가이다. 대표적인 평론
집으로는『문학과 실존의 언어』
(1981)·
『서정주의 세계성』
(1982)·
『한국 현대시
의 주류』
(1987) 등이 있다.
문학평론가 신동한은 1928년 1월 4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출생하였다. 1948년
고려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1953년『서울신문』기자를 시작으로 줄곧 언론계
에서 활동했다. 1959년『자유문학』2월호에「
‘휴머니즘’
과 작가정신」
이 추천되
어 평론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염상섭·이광수·채만식·안수길 등 근대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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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의 길」
(1960),「현실과 문학의 구조」
(1960),「현대미학의 과제」
(196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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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 작가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의 평론들은 인간성의 제
고 및 현실인식의 문학을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그의
첫 평론인「
‘휴머니즘’
과 작가정신」
에 잘 드러나 있다. 평론집으로는『세계문학
에 나타난 여인상』
(1980),『비평문학산책』
(1981) 등이 있다.@ 1975년부터 1982년
까지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문학평론가협회 부회
장, 한국펜클럽 이사를 지냈다. 또 신동한은 1981년 월탄문학상을, 1988년 이주
홍문학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학평론가 구창환은 1933년 11월 26일생으로 서천군 장항읍 출신이다. 1955
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6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를 수료하였다. 그는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학연구와 평론활동을 병행하
고 있다.

5) 문학단체
서천은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지만 소설가 박경수 선생이 고향인 한산면 죽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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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내려와 살고 있는 것 말고는 대부분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서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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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문인이 많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1990년 4월 문학동인회를 결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서
림문학회’
이다. 나청환이 초대회장을 맡았고 그해 11월『서림』창간호를 내놓았
다. 1991년에는 권기복이 회장을 맡았는데, 그가 직장의 이동으로 상경하자 아동
문학가인 최정심이 이후 5년 동안 회장을 맡으면서 이름도‘서림문학동인회’
로
바꾸고 매년 동인지『서림』
을 꾸준히 발간하였다. 2006년에 발간된『서림』
이제
17집이다. 또한 1992년에 처음으로‘제1회 문학의 밤’
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학의 장을 마련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시낭송을 중심으로 한 문학
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또 1994년에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서천지역 화가 손
석만 선생의 그림을 곁들인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서림문학동인회가 중
심이 되어 10여 년 동안‘신석초 시인 시비 건립’
을 추진한 결과, 2000년 5월 5
일 서천 한산모시관 서편 잔디광장에 신석초 시비가 건립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6년 현재 김진설 시인이 서림문학동인회장을 맡고 있으며,‘신석초 청소년
문학상 백일장’
을 주관하는 등 서천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
을 든든하게 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