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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도의 삶과 시

우리 민족의 정한을 노래한 민족시인
오일도(���)(1901∼1946)



오일도(���)(1901∼1946)

정 의�시인(��), 학자(��), 지사(��)

자 호�본명(��)은 희병(��), 아호(��)는 일도(��)

생 애�1901-1946 오시준(���) 칠원현감(����)의 10세손이며 오익휴(���)의 둘째 아들

활동사항�시원(��) 창간(��), 시집 (오일도시(����)), 산문집 (저녁놀)

본명은 희병(��)이요 일도(��)는 아호(��)이다. 오시준 칠원현감(��� �� ��)의 10세손이며 오익휴(���)선생의 둘째 아들로서 1901년(�

� 5년) 영양면 감천동(���)에서 태어났다. 8세에 사숙(��)에서 6년간 한문을 수학할 때에 비범한 재질이라 성적이 우수하였다.1915년 3월 16세로서 뒤

늦게 영양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년을 건너뛰어 1918년에 4학년을 졸업하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드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응시 합격하여 입학하

였다.

우리 민족의 정한을 노래한 민족시인
일도(��) 오희병(���)

1923년 일본 동경의 입교(��)대학 철학부에서 학구(��)에 정진(��)하는 한편 시예술(���)에 심취해서 1925년 문예월간지 조선문단(����) 4월호에 처녀작 [한가람 백사장(���)에서]를 발표하였다. 흰 갈매기 같은 우리 백의민

족(����)이 모여 흰 빛을 발하던 한가람(��) 백사장을 갈가마귀 떼가(쪽발이 왜놈들) 차지했으니 한민족(���)의 한(�)이 서린 영탄(��)은 다음과 같다. “한가람 백사장은 흰 갈매기 놀던 곳 흰 갈매기 어디 가고 갈가마귀 놀단 말가. 교

하(��)에 푸른 물은 의구(��)히 흐르건만 이처럼 변하였노”

1929년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192년에 근화학교[���� �����의 ��]에서 1년간 교편을 잡았었다. 1935년 2월 사재(��)를 기울여 순수시지(����) 시원(��)을 창간(��)하여 조선문단의 시인들을 총망라(���)하다

시피 한 시 작품 발표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시단에 끼친바 영향(��)이 크다. 1936년에는 시원사(���)에서, ≪을해명시선(�����)≫을 발간하였으며, 작고(��)한 약관시인(����)의 ≪세림시집(����≫(21세에 요

절(��)한 ��� ���)을 발간하여 고향 후배 시인에 대한 애절(��)한 정회(��)를 서문(��)에 옮기기도 했다. 그 선후배 이미 이승을 떠난 지 오래며, 세림의 아우 지훈(��)마저 떠난 지 십여 년이라 인생 무상함이 하염없어라. 오일도

(���)시를 순수 서정시(�� ���)라 일러, 황량(��)과 조락(��)이 주조(��)를 이룬 그의 시엔 민족의 얼과 정과 한(�)이 스민 민족시인이기도 하다. [올빼미] 가운데 “한낮에도 광명(��)을 등진 반역(��)의 슬픈 유족(��), 오

오 올빼미여! 자유(��)는 이 땅에서 빼앗긴지 오래였나니” 그러나, 흑암같은 절망이 있을 수 없는 선생의 시는 예언자(���)처럼 소리 높여 읊었다.

“여름 긴긴 해 울로(��)의 하루가 저물면, 세상이 다 자는 너 대기(��)의 밤은 이제 오리니. 쭈구린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 바람같이 번개같이 밤을 일지 말아라”

저항시인(����)의 면목이 약여(��)한 선생은 현대시(���)의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한시(��)는 한결 높이와 깊이가 있다. [징용차를 보내며(����)]의 전반(��)에 “나의 집은 한길 가 아침 저녁으로 수레가 잇닫는다. 보내고

또 보내는 눈물 어이 끝나리. 언제 돌아오나 물으면 대답은 아득할 뿐(����� ����� ����� �����)”이라는 시는 가혹(��)한 전쟁 시기에 왜정(��)의 징용을 당해 정든 고장을 떠나가는 겨레의 돌아올 날 묘연(��)함을

암울(��)한 심정으로 읊은 시다. [형님께 부침](서예가 ���)이라는 동기(��)간의 애절한 정이 서린 장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나 어찌 부득이한 몸이 되어 하늘가에 아득한 기인 나그네 신세 근역강산(����)의 흑암(��)

을 통곡하노니 아아 천추(��)에 호소할 곳 없어라.(����� ����� ����� �����)” 이 싱에서는 나라 잃은 채 민족의 절개를 지키자니 쫓기는 신세의 비분강개(����)함이 후인(��)들의 가슴을 울린다.

선생은 낭만주의 시인이며 민족주의 시인임과 아울러 철학을 전공한 만큼 종교 철학적인 경건(��)한 시를 읊었다.

“성의(��)의 자라처럼 침묵(��)이 무거운 송원(��)의 밤. 마을은 백양(��)의 꿈속에 잠기고 배개인 모래 밭 맨발이 죄스러워(…)경건(��)한 기도(��)에 처녀는 머리칼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또 [별] 이라는 짧은 시에는 “가지 사이에

별이 보인다. ���� 예지(��)에 찬 눈. 우주(��)는 영원(��)히 멸망(��) 않으리!” 마치 성시(��)를 대하는 느낌이다.

오일도 시인의 고매(��)한 정신과 올곧은 절개는 끝내 변함이 없었다. 왜정말기(����)에 조선문인들 대다수(���)가 회유(��) 또는 억압(��)당함으로써 왜정(��)에 부동(��)하는 친일문인(����)으로 변조(��)되었으니,

그들중엔 마치 갈보와 같이 교태(��)부리며 무문곡필을 농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아부(��)하는 요사(��)스러운 문인도 있었건만.

해방후 1966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친일명사와 친일 무사들의 이름이 즐비(��)하건만, 오일도시인의 그림자 조차 없으니 이역(��)만리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왜추(��)앞

에 굴종(��)하지 않은 절개있는 선비이기도 하다.

·15 직후 민족반역인 좌익분자들이 광복 조국을 어지럽힐 때에 구국���)의 뜻을 품은 선생은 민족 민주 진영인 한국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이듬해인 1946년에 간경화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2월 28일 맏아들의

가택에서 별세하니 향년 46세의 애석한 나이였다. 작고(��) 후에 발간한 ≪오일도시(����)≫와 산문집(���) ≪저녁놀≫의 표제(��)가 상징하는바 “이 우주에 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무엇이랴! 저녁놀을 타고 나는 간다.” 아아!

아름다운 저녁놀을 타고 내 고장 출신의 시인 오일도 선생은 떠난 지 이미 오래나 님의 선비다운 인품과 예술은 길이 빛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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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도 시비-저녁놀 바람이 붑니다 봄비 눈이여 어서 나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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