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광주전남 시문학사 발전의 지대한 공헌자,

박흡의 독특한 시세계
올

해는 박흡의 탄생 100주년이다. 이제 항일 운동가이자 교육자였으며 행정가였고 시인이었
던 박흡을 다시 호명하여 그의 시적 성과와 광주전남의 문단에 기여한 공로가 평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동순

왜

그는 죽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까. 죽은 그만이 그리고 주위의 몇 사람만이 그 비통悲
痛의 인생人生 최후最後 원근수遠近囚를 알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글을 쓰면서

그의 담담淡淡한 얼굴과 관용寬容과 시詩에 스프리의 일관성一貫性이 훤히 부조浮彫된다.
 정봉래

각

설하고 박시인은 작달막한 키, 오동포동한 체구에 조금 무뚝뚝한 편이어서 남들은 사귀기
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귀면 사귈수록 동심 어리고 순진하였다. 박시인은 애완 소조小鳥를

사랑했고 선인장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살펴보아도 그는 결코 거만하거나 자아에 빠지지 않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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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광주전남 지역의 시문단 형성에 이바지한 인물로 거명되던 사람이 시인 김현승과 박흡이었다.
김현승은 익히 잘 알려진 시인이지만 박흡은 생소한 인물이다. 박흡은 광주서중과 광주고등학교의
문예부 교사로 박봉우, 박성룡, 윤삼하, 주명영 등을 지도하였던 인물인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함
으로써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있었던 시인이다. 박흡은 소설가였던 이석봉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번에 전남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인 이동순에 의해 그동안 묻혀있는 작품들이 드
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작품집이 없었던 박흡의 시와 수필이 망라되었고, 그를 기억하는 이
들이 남긴 글을 부록에 첨부함으로써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작가연보와 해설에는 시인 박흡의 생애도 복원되었다. 특히 박흡은 이리농림학교의 독서회회장
으로 항일운동을 한 혐의로 이리농림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검속을 당하면서
일제에 항거했던 인물임도 밝혀졌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운동사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박흡문학전집은 광주전남 지역의 시문단 형성과 후학 양성에만 기여한 박흡만
이 아니라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또한 일제에 항
거해 시대정신을 꿋꿋하게 지킨 인물로 기억되고 조명되어야하는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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