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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의 목포문학

70년대 목포문학은 1970년 한국문협 지방순회 강연회(남일극장)으로부터 시작된다.

1971년에는 12월 24일 목포시 교육장 박찬대가 발행하고 김학래, 김관재, 손수남, 박성천, 김정신등이 편집한 "어린이 목포"가 있다. 특
히 "어린이 목포"는 동요 동시를 "노래글", 산문을 "줄글"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이름지었고, 목포시내 어린이들의 글 42편을 실어서 목포
문학의 새싹키우기 운동으로 번졌다.1973년 11월 9일 목포YMCA 강당에서는 제2회 "전남아동문학의 밤"이 전남 아동문학회와 현대아
동문학사 주최로 성대히 치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협 부이사장 김요섭, 한국문협 아동문학분과회장 박화목, 현대아동문학 주간
송명호, 한국 아동문학회장 김영일이 래목했다. 아울러 이 해에 이어령의 문학강연이 남일극장에서 있었다. 1974년의 큰 행사로는 7월
13일 밤 YMCA 3층에서 일주일전에 타계하신 신석정 선생을 기리는 "석정 추모의 밤"이었다.이날 최덕원 문협지부장의 사회로 박순범
의 추모자, 차재석 예총지부장의 "석정의 생애와 인간성"에 이어 이생연, 박동철, 최일환, 최연종, 승린, 문선지, 김경자, 김용일의 "석정
작품"낭동과 김신철, 조희범, 이태웅, 김관석, 정갑순, 김학래, 양문열의 자작시 낭독이 있었다.

한편 7월 8일 목포YMCA 강당에서는 전남아동문학회 주최 박화목 초청강연 및 "소라 아동문학의 밤"이 있었고, 이어서 다음날 김신철
이 박화목 선생을 모시고 "혜인문학의 밤"을 가졌다.

특히 1975년 9월 13일은 목포시내"대학 학도호국단 문예부 연합체"(목포교육대학, 목포성골롬반간호전문대학, 목포해양전문대학)가
지형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발족,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본정다실에서 시화전을 개최하고 시화전이 끝나는 24일 오후 7시에 YMCA현
관에서 문학의 밤을 열었다. 또한 배재남, 박영, 김맹진, 김재풍, 신정숙, 김옥천 등으로 구성된"씀회"가 비원다실에서 12월 23일부터 28
일까지 "1975,겨울시화전"을 열었다.1976년 새로이 동인지 "청호"와 "나루"의 창간을 본 해이기도 하다. "청호"는 이미 1974년 목포의
옛 이름 청호의 기치를 들고 40대의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문학하는 목포의 풍토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결성된 동인회로 김신철, 김
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최재환, 김학래 등이 작품을 모아 2월 20일 "청호"제 1집을 발간했다.

"나루"는 연전에 결성된 목포시 대학문예부연합체의 동인지로 강정숙, 신수균, 박순례, 신종식, 황부영, 최점순, 지형원, 전성연(이상
시), 박영자, 박원석, 윤종기, 정희숙, 이문임, 문행규, 추향수, 양선일(이상 수필), 오재원 박수호(이상 논단), 정연근, 정금덕(이상 창작,
꽁트), 채희윤(희곡)등이 참여하여 3월 6일 발행했다.1979년에 특기할 것은 12월 21일 구 유달호텔 3층에 "청하출판사"가 생긴 일이다.
대표에 김남표, 기획에 하동민, 편집위원에 주정연, 최병두, 정설헌으로 되어있는 출판사 "청하"는 이 지방의 출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자 문을 연 것과 10월 9일 오후 7시30분 노동회관에서 예총목포지부 주최로 제1회 "목포예술인대회"가 열려 한국예총부회장 차범석, 한
국문협부이사장 이동주의 예술강론이 있었던 점이다.

1970년대에 등단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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