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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겠다던 시인 김영랑은

가고 없지만 시인의 고장 강진은 매년 봄이면 모

란이 활짝 핀다. 봄이 아니어도 강진을 찾는 사람

들 마음 속에는 모란이 피어있는 마을이다. 특히

영랑선생이 공부했던 ‘금서당(琴書堂)’은 1919년

당시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곳으

로 ‘세계모란공원’ 옆에서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

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가 한 자리에서 숨쉬고 있

는 강진 탑동마을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

잡는다.

◇‘황소의 콧등’에 둥지 튼 명당터 마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은 3면이 높고 낮은 산으

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과 바다가 지평선으로 경

계를 이루고 있다. 넓은 갯벌에서 생산되는 해산

물은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예부터 풍광이 수려하

고 넉넉한 인심은 그 명성으로 자자하다.

강진읍의 지형은 풍수지리학상으로 ‘황소’가

누워 있는 형국인 와우형상인데 이 지방의 중추

관아인 동헌, 즉 지금의 강진군청이 자리하고, 그

위치 또한 황소의 취각신경이 집중한 비부(콧등)

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명당자리에 탑동마을이

둥지를 틀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시 처럼 이어져오고

있는 탑동마을은 강진군 주요 행정기관이 있는 평

야마을이다. 북쪽으로는 보은산이 받쳐주고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만으로 흐르는 탐진강이 바라다

보이는 배산임수형으로 전형적인 명당터다. 특히

탑동마을은 ‘영랑생가’ 가는 길 내내 모란이 화사

하게 벽화로 피어 감성이 묻어난다. 모란은 예부

터 상서로운 꽃으로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주는 꽃

인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

는 샘물같이’ 영랑시인의 시에서처럼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한 낭만이 매력적인 마을이다.

◇우리나라 최초 유파 문학관 ‘시문학파기념관’

우리나라의 표 서정 시인이자 항일 민족 지

사였던 영랑 김윤식의 생가가 있는 강진의 탑동

마을은 한민국에서 문학인의 생가 중에서는 유

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제252

호)가 있는 마을이다. 영랑시인과 함께 1930년

를 풍미한 강진 서문출신의 김현구 시인의 ‘현구

생가’(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51호)가 함께 자리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린 시절 ‘금서당’에서 공부

했던 막역한 지기였다. 특히 1930년 에 창간된

시 전문지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시 운동을 주

도한 시인들을 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파 문

학관인 ‘시문학파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시

문학파시인 영랑 김윤식, 정지용, 박용철, 변영로,

이하윤, 정인보,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을 소개

하고 있다.

강진군은 매년 모란꽃 개화시기(4월 말)에 맞

추어 시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랑생가’와

‘현구생가’ 일원에서 영랑·현구문학제를 개최하

면서 영랑백일장과 영랑문학상 시상식을 함께 개

최한다.

탑동마을은 1930년 우리나라 시문학의 최초

발상지로 한국 시문학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

고 있는 마을이다. 북에는 ‘소월’ 남에는 ‘영랑’이

라 하듯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문학

발상지에 걸맞은 시낭송, 시창작, 음악교육 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들

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에서 듣는 달콤한 시문학

이야기(연 4회), 시가 흐르는 마을(연 4회), 화요

일 밤의 문화데이트(매월 첫 주 화요일)를 개최

해 시를 일상으로 끌어들였다. 2019년부터 운영

되고 있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사업인 탑동부녀

회의 ‘시가 음악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시낭송과

예술교육(피아노)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 문화

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인 ‘영랑실버시인학교’의

시창작교실은 매주 월요일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랑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주민들의 시적감성은 마을정취에서도 그 로 드

러난다.

영랑생가 뒤편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시 ‘모란

이 피기까지는’을 재구성한 ‘세계모란공원’이 조

성돼 연중 모란꽃을 관람할 수 있는 사계절 모란

원이 있다. 공원에는 한국토종모란을 비롯해 세

계 8개국의 모란과 함께 아열 식물, 난 성아교

목과 관목이 자라고 있고 강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화훼류가 식재돼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

을 준다. 또한 마을에는 일제강점기에 운영돼 온

‘조산원’이 원형 그 로 보존돼 있고 골목 사이사

이에 ‘시와 그림을 넣은 시의 거리’가 조성돼 있어

시인의 마을은 모란처럼 향기롭다.

◇강진 신교육 요람지 ‘관서재’인 ‘금서당븯

특히 강진 신교육의 요람지인 ‘관서재’는 그 설

립연 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금서당’이라는 이

름으로 자리한다. 1905년에 관서재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1909년 8월에 ‘금서당’이라는 신식학교

를 세웠는데 현감과 읍성 내에 사는 자식들을 가

르치던 사설학교로 시인 영랑선생과 시인 현구선

생도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 영랑선생은 6살에 금

서당에 입학해서 1909년 4년제 강진공립보통학

교를 졸업했다. 당시 이곳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은 1919년 강진 3·1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그

해 4월4일에는 200여명의 전교생이 모여 독립만

세를 외쳤던 곳으로 강진 탑동마을은 전남도 내

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

난 마을로 기록되고 있다. 마을 안에는 1950년

공산당과 싸워 나라의 바른 터전을 닦은 이들의

높은 뜻을 깊이 새긴 ‘충혼탑’과 1980년 5월 강진

지역의 민중항쟁의 내용을 새겨놓은 기념비가 있

다. 강진 신교육의 요람인 ‘금서당’은 1909년 8월

강진공립보통학교로 개설돼 강진중앙초등학교

의 전신이었으며, 지금은 완향 김영렬 화백이 작

업실로 쓰다가 작고한 후 선생의 그림을 전시하

고 있다.

◇다산정약용의유배문학산실동문밖 ‘사의재’

조선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기간중 4년간 기거했던 주막 ‘사의

재’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일시 거처했던 고성

사 ‘보은산방’이 있다. ‘사의재’는 강진읍의 동문

밖 주막으로 청렴하고 검소했던 다산이 실의에

빠져있자 주모할머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제자라도 가르치라’며 다독였다는 일화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후 마음을 추스르고 ‘사의재’

에서 제자를 가르치게 되고, 제자 이학래 집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거처

를 옮겨 해배(解配)되던 1818년 9월까지 10여년

동안 기거하면서 ‘목민심서’ 등의 저술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처럼 문학의 향기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탑

동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 마을공동체사

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안길 정비, 노후 담과 문 정비, 옹벽 디자인 개

선 등 마을환경을 향기롭게 바꿔 놨으며 주민이

함께하는 녹색 쉼터도 만들었다. 이를 토 로 이

제는 인정 넘치는 자치마을을 꿈꾸고 있다.

/정연우자유기고가

/강진=정영록기자

한국순수시의산실 ‘시문학파’향기솔솔

과거와현재와미래가한시대처럼이어져오고있는탑동마을은강진군주요행정기관이있는평야지에자리잡고있다.이곳은우리나라대표서정시인이자항일지사였던영랑김윤식의생가가있는마을로유명하다.

모란꽃 피는 영랑생가븡시문학파기념관 자리 잡아

금서당서 공부하던 학생들 강진 3븡1독립만세 주도

세계모란공원븡사의재 등 다양한 역사븡문화 한자리

<13>강진탑동마을

왼쪽부터시문학파기념관과영랑동상,강진신교육의요람지인금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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