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공구락부가 무엇인가요?

Question 5

창공구락부1)가
무엇인가요?

공군 애호단체 중에는 공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활동
과 장병 인성교육, 문학 강연회, 공군 정체성 함양 교육 등의

1) 구락부(俱樂部)
‘클럽(Club)’의 한자말

활동을 하고 있는 ‘창공클럽’이라는 문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문인단체의 역사는 벌써 60년이 넘었는데요, 이 단체의 초창기
이름이 바로 창공구락부입니다.
창공구락부, ‘펜’을 무기로 참전하다
6·25전쟁 때 우리 군인들 모두 총, 탱크, 비행기 등을
무기로 북한군과 싸웠지만, 후방에서는 총이 아닌 ‘펜’을 무기
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박목월, 소설가 황순원과 같은
훌륭한 문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문학작품을 통
해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우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
키는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답니다. 이와 함께 후방에 아군의 눈
부신 활약상과 북한군의 무도함을 격정적으로 전달하는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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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이용해 전투의지를 북돋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보
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바로 창공클
럽의 전신인 창공구락부입니다.

1951년 문인들에 의해 결
성된 창공구락부는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지’와 ‘
공군순보(空軍旬報)’에
주옥같은 작품들을 게재
해 공군의 활약상을 국민
들에게 알렸다.

나에겐
펜이 무기!
공군 애호 문인단체 창공클럽의 전신
창공구락부는 1951년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16
명의 문인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작품으로 익
숙한 그들은 전쟁 중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지’와 전장의 뉴스
를 전하는 ‘공군순보(空軍旬報)’ 등을 제작해 공군의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또한 군인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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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펜이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장에서 이같은 활
동을 펼쳤던 문인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군번줄을 받기
도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
창공구락부가 처음 결성된 지 55년이 지난 2006년 9
월 7일, 우리나라의 문단계를 이끌고 있는 53명의 문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뭉쳐 ‘창공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창공구락부
에서 창공클럽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들은 창공구락부의 정
신을 계승하여 방송, 라디오, 신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군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
에게 복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협
력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창공클럽 회원들이 함께 만든 시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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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클럽 회원들의 주요 작품
작가명
강 민

시집 「꽃, 파도, 세월」 등

고운기

시집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 등

권소희

소설집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등

권현숙

소설 「에어홀릭」 등

김영욱

시집 「거지여행」, 「부러진 것이 어디 꽃대뿐이랴」 등

김정주

소설 「환」, 「곁눈질」 등

도종환

시집 「접시꽃 당신」 등

손세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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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품

시집 「기차를 놓치다」 등

송문헌

시집 「그리운 것은 눈 속에 있다」 등

신수현

시 「창공과 새」 등

안명옥

시집 「나, 진성은 신라의 왕이다」 등

양문규

산문집 「너무도 큰 당신」 등

오사라

시집 「마음의 여행」 등

이애정

시집 「이시대의 사랑법」 등

이윤식

「조국의 별 최용덕」, 「항공독립운동과 임도현 비행사」 등

이은봉

시집 「첫눈 아침」, 「책바퀴」 등

이진명

시집 「세워진 사람」 등

이현수

소설 「토란」, 「신기생뎐」 등

차인숙

소설 「리턴 투 베이스」 등

최춘희

시집 「시간 여행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