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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문 학 주 간  2 0 1 6  소 개

올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로 고생했던 만큼 더 반가운 계절입니다.

높아진 하늘 그리고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전 국민이 문학과 함께 물들어가기를 바라며

<문학주간 2016>을 개최합니다. 

  문학주간은 ‘문학을 즐기고 나누자’ 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학 축제를 목표로

다양한 문학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문학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한

생활 속 예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문학주간 2016>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2016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에 문학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책장 너머의 세계에서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휴식과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가족과 이웃, 친구 그리고 동료와 함께 문학을 만나보세요. 

보고, 읽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문학.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문학주간 2016>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문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문학축제’인 <문학주간 2016>을 개최합니다. 

<문학주간 2016>은 ‘가을, 문·학·열·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확의 계절, 풍성하

게 열린 열매처럼 올 한해 문학이 이룬 성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덮여있는 책장의 

첫 표지를 펼치는 것에서부터 독서가 시작되듯이 문학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쉽게 

첫발을 들일 수 있는 열린 문학축제가 되기 위하여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펼쳐

지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문학과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문학관을 찾아가는 

문학기행, 문학캠프, 문학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문학동아리 작가멘토 파견사업, 

문학영상 공모전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한해 펼쳐진 문학 활성화 사업들의 성과를 나누고 

문학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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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10. 7 Fri 10. 8 Sat 10. 9 Sun 10. 10 Mon 10. 11 Tue 10. 12 Wed 10. 13 Thu 10. 14 Fri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9:00~17:40
제34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17:40~18:40
문학주간 2016 개막식

17:00~18:30
EBS라디오 공개방송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공원 일대
열린문학도서관

시화만장

다목적홀
문학집배원 10주년 기념전시

문학영상콘테스트 수상작 및 문학비타민 상영

이음센터

이음홀

13:00~14:00
문학버스킹1(조수경)

14:00~15:40
문학영상콘테스트 시상식

16:00~17:00
문학버스킹2(정현우)

14:00~16:30
‘청소년이여 낭랑하라’

청소년 시축제 낭독경연 및 시상식

야외무대 문학 플리마켓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10:00~12:30
스토리텔링 낭독경연대회

1부 및 시상식

14:00~16:30
스토리텔링 낭독경연대회

2부 및 시상식

9:30~16:00
전국문학관워크숍

10:00~17:00
문예지포럼

“지금 다시, 문예지”

예술나무 카페

14:30~16:30
대학로 탐구생활

‘경성제대와 성균관의 역사와 오늘’ 

(강연+투어)

11:00~13:00
대학로 탐구생활

‘경성제대와 성균관의 역사와 오늘’

(강연+투어)

19:30~22:00
팟캐스트 공개방송

문장의 소리

- 신달자 시인편

19:00-21:00
‘OPEN 14일의 시요일’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9:30~21:20

영화 <동주> 상영

16:30~18:00
민들레문학상 수상작품집

출간기념 낭독회

17:00~19:00
팟캐스트 공개방송

월간 트루베르 - 박성우 시인편

19:00~20:30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날

18:00~20:00
EBS라디오 공개방송

<EBS북카페 문학콘서트>

교보문고
광화문점

선큰광장
15:00-17:00

도전 문학골든벨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자 강연회 및 사인회)

17:00-18:00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밤

매장 내 문학코너 문학영상콘테스트 현장투표 문학집배원 10주년 기념전시

종로문화재단

삼청공원숲속도서관
13:00~17:00

책 읽는 종로, 도서관 축제

청운문학도서관

19:30~21:00
돌아온 소설리스트 특집 토크

콘서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3:00~20:00
이청준 심포지엄

이청준 소설읽기 백일장



예술가의 집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극장

이음센터

문학도서관

대
마로니에 

공원

지하 다목

종 부스

<문학주간 2016>에서는 전국 각 지역 문학관, 도서관, 문화 

공간, 서점, 학교 등 100여 곳에서 200여 차례의 문학행사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사이버문학광장 

홈페이지(http://munjang.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이외에도 <문학주간 2016>
행사를 만날 수 있 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도전 문학 골든벨(10. )

  저자 강연회(10. )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밤(10.10)

  문학집배원 10주년 기념전시(10. 14)

  문학영상콘테스트 현장투표(10.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이청준 문학심포지엄(10.14)

  이청준 소설읽기 백일장(10.14)

청운문학도서관

 돌아온 소설리스트 토크콘서트(10.12)

삼청공원숲속도서관

 책 읽는 종로, 도서관축제(10. )

스페이스 필룩스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스토리텔링 낭독경연대회 및 시상식

  전국문학관워크숍

  문예지포럼 “지금 다시, 문예지”

예술나무카페

  대학로탐구생활

  팟캐스트 공개방송 | 문장의 소리

  OPEN 14일의 시요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개막행사 | 문학 로  하루

  제34회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EBS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공개방송

지하 다목적홀

  문학집배원 10주년 기념전시 및 문학비타민 상영

  문학영상콘테스트 수상작 상영

열린문학도서관

  시민 여프로그램

이음센터

이음홀

  문학버스킹1, 2

  문학영상콘테스트 선작품 상영 및 시상식

  청소년 시축제 낭독경연 및 시상식

야외무대

  문학플리마켓

행사장 지도

마로니에 공원

종 내부스

지하 다

열린문학도서관

대

이음

예 가의 집

아르  관

  문학영화 상영 |영화<동주>

  민들레문학상 수상작품집 출간 기념 낭독회

  팟캐스트 공개방송 |월간 트루베르

  EBS  <북카페-문학콘서트> 공개방송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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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행사

문학으로 채운 하루

10.8.(토) 18:00

●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방송인 노홍철의 사회로 진행되는 <문학주간 2016> 개막행사는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연주에 맞춰 시인 문정희, 송찬호, 박준의 

시낭송이 흐르고, 아카시아의 잔잔한 아카펠라를 배경으로 문학

주간 내·외빈의 애송 문학작품 낭독이 축사를 대신한다. 이어서 

K-팝스타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와 윤동주창작 음악제 

대상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시인 윤동주의 삶을 모티프로 제

작된 영화 <동주> 상영을 끝으로 개막행사가 마무리 된다. 

시간 내용 출연진

17:40 식전 공연

1부

문학, 소리로 눈뜨다

<문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식전공연 | 음악당 달다

18:00

  
<문학주간 2016>

개막식

2부

문학, 언어의 화음에 답하다

사회 | 노홍철

시낭송 | 시인 문정희, 송찬호, 박준  

기타리스트 |  함춘호

애송 문학작품 낭독 | 내·외빈 대표

음악 |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3부

문학, 밤하늘에 글로 빛나다

축하공연 | 이진아

윤동주창작음악제 1, 2회 대상

19:30 영화 상영
영화 <동주>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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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문학집배원 10주년 기념전시 및

문학비타민 상영

문학플리마켓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은 한국문화예

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쏘시오그룹과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

는 전국 최대 여성 백일장이다. 시, 산문, 아동문학 3개 부문에서 

장원,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

상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메일로 시와 문장을 배달해 주었던 문학집배원

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10주년 기념 기록전시를 연다. ‘문학 

정원’을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문학집배원 작품을 미디어월, 

그림, 조형,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합 전시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유명인이 자신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문학 작품을 소

개하고 추천해주는 <문학비타민> 영상도 함께 상영한다. 문학집

배원 10주년 기념전시는 문학주간 기간 동안 더 많은 독자를 만

나기 위해 특별히 교보문고 광화문점 문학서적 코너에서도 전시

된다.

전국 각 지역에서 ‘문학전문’ 또는 ‘문학’을 테마로 문을 연 책방

이 한 곳에서 모인다. 각 책방의 특성에 따라 선별된 도서를 전시 

및 판매한다. 전시·판매하는 도서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일대일 

개별 맞춤 도서 추천도 가능하다. 

* 참여 책방

10.8(토) 10:00

●  마로니에공원 일대 및 예술가의 집 

10.8(토) ~ 14(금)

●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

●  교보문고 광화문점

10.8(토) ~ 10(월)

●  이음센터 야외무대

연번 책방명 주소 비고 페이스북

1 청색종이 서울시 영등포구 시 facebook.com/bluepaperps

2 다시서점 서울시 용산구 독립출판물 facebook.com/dasibookshop

3 북유럽 경기도 가평군 소설, 아동서적 facebook.com/bookyoulove2016

4 검은 책방 흰 책방 광주시 동구 소설 facebook.com/wnbbookshop/

5 채널53 부산시 동래구 시 facebook.com/채널53-873573626094254

6 미스터리 유니온 서울시 서대문구 추리소설

7 고요서사 서울시 용산구 소설, 에세이 facebook.com/goyobookshop



문 학 주 간  2 0 1 6  세 부  프 로 그 램  소 개 문 학 주 간  2 0 1 6  세 부  프 로 그 램  소 개

13 14

청소년 시축제 낭독경연 및 시상식

민들레문학상 수상 작품집

출간기념 낭독회

EBS 책 읽는 라디오 공개방송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저자 강연회

문학버스킹 1, 2  

문학영상콘테스트 시상식   

도전 문학골든벨  

책 읽는 종로, 도서관 축제

“숲에서 책으로”

스토리텔링 낭독경연 및 시상식

청소년이 기존 작품이나 창작시를 가지고 낭송 또는 다양한 퍼포

먼스를 결합하여 공연하는 시축제로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자들

의 경연이 치러진다. 현장에서 심사위원의 즉석 코멘트와 멘토링

이 함께 진행되며, 문학평론가 허희의 진행으로 딱딱한 경연이 아

닌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공연과 힙합뮤지션 스킬레토와 자칼이 함

께하는 축제형식으로 치러진다.

민들레문학상에서 배출한 수상자들의 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대중

들에게 공개하는 수상작품집 출간 기념 낭독회가 진행된다. 민들

레문학상 역대 수상자들과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던 문인 10인이 

함께 하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수상작품집을 증정한다.

*민들레문학상은 2012년~201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시, 빅이슈코리아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노숙인 쉼터에 작

가들을 파견하여 문학특강과 공모전을 진행하여 많은 노숙인들이 

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사회와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수상자들에게는 임대주택보증금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많은 수상자들이 민들레문학상을 기회로 새

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 참여작가 시인 박소란, 김사이, 안주철, 김현, 조동범, 김선향, 김성규, 

 김경후, 최지인

 소설가 권정현, 최은영

EBS 책 읽는 라디오와 함께 야외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문학

을 나누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DJ 박원이 초대가수 요조, 디

에이드, 이한철과 함께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그와 어울리는 라이

브 무대를 선보인다.

문화공연과 작가와의 만남이 함께하는 복합문화행사로,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교보문고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 설문조사를 통해 초

청된 작가의 강연과 사인회가 이어진다.

지난해 차세대 작가로 선정된 신진작가들이 독자와의 만남을 직접 

준비했다. 젊은 작가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문학과 사랑 

그리고 음악 이야기. 연극, 음악, 문학을 매개로 독자와 함께 소통

하는 젊은 작가들의 문학버스킹 프로그램이다.

* 참여작가 (버스킹1) 소설가 조수경, 시인 이우성

 (버스킹2) 시인 정현우, 황인찬

2016 문학공감 문학영상콘테스트에 선정된 30편의 작품을 대상

으로, 전문심사위원 점수와 대국민 온라인투표 그리고 현장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품은 대상 1 팀, 최우수상 2 팀, 우수상 5 팀, 입선 10 팀,  

총 18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현장투표 10.7(금) 교보문고 광화문점 문학서적코너

**수상작 상영 10.8(토) ~ 14(금)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

문학주간을 맞아 교보문고에서 엄선한 문학퀴즈들로 진행될 문학

골든벨은 사전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문학주간 서울붐업 행사가 펼쳐지는 종로구에서 종로구립 도서관

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에서 ‘숲에서 책으로’

라는 주제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

도 그렇다’로 유명한 시인 나태주 초청 특강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참여작가 시인 나태주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의 공모 주제였던 “우리 동네 

이야기”와 “할머니의 유산”으로 출품된 작품 가운데 주제별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선 진출자 각 20팀(총 40팀)이 작품을 낭

독하는 경연대회이다. 현장 심사를 통해 각 주제별로 대상, 최우수

상, 우수상, 장려상이 선정된다.

10.9(일) 14:00

●  이음센터 이음홀

10.9(일) 16:30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0.9(일) 17:00

●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10.9(일) 

●  교보문고 광화문점 문학서적 코너

10.8(토) 13:00, 16:00

●  이음센터 이음홀

10.8(토) 14:00

●  이음센터 이음홀

10.8(토) 15:00

●  교보문고 광화문점 선큰광장

10.8(토) 13:00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10.9(일) 10:00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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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책 읽는 라디오 공개방송

<EBS 북카페 문학콘서트> 

돌아온 소설리스트 문학주간 특집 

토크콘서트

전국문학관워크숍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낮 - 시화만장

詩월 詩일 詩가 있는 저녁

- 팟캐스트 공개방송

<월간 트루베르> 

詩월 詩일 詩가 있는 밤

- 시낭송회

팟캐스트 공개방송 <문장의 소리> 

아나운서 구영희와 개그맨 남정미가 진행하는 EBS 책 읽는 라디

오 공개방송으로, 성석제 소설가와 함민복 시인을 초청하여 그들

의 작품 및 한국 문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초대가수로 박기

영과 재주소년 박경환이 함께한다.

* 참여작가 소설가 성석제, 시인 함민복

예술가의 집에서 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소설리스트’가 다

시 돌아온다. 소설리스트로 활동 중인 강윤정, 김슬기, 김연수, 김

중혁, 박현주, 이다혜, 장혜령, 이 일곱 명의 소설리스트가 한국의 

단편 및 장편소설 그리고 외국소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참여작가 소설가 김연수, 김중혁

전국의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문학관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운영 정보 교류를 통하여 전국 각 

지역의 문학관 역량 강화와 전망을 도모한다.

시가 주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화전이 마로니에공원에서 펼

쳐진다. 시화만장에는 시인 50명의 작품이 전시되며, 마로니에공

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자 한다.  

시로 노래하는 공연팀 트루베르의 팟캐스트로, “난 빨강, 박성우”

라는 주제로 박성우 시인을 초대하여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 참여작가 시인 박성우, 윤석정

시화만장에 참여한 시인 중 20명의 시인이 대학로와 교보문고를 

찾아 시낭송으로 시가 있는 밤을 펼친다. 

* 참여작가 (교보문고) 김관용, 박성현, 안차애, 이해존, 이현서, 이화영, 정민나,  

 최서진, 한용국, 황종권

            (대학로) 김관용, 김금용, 김다온, 김수복, 김왕노, 김지헌, 김태준,  

 문정영, 박성현, 안차애, 오정국, 이명수, 이해존, 이현서, 이화영, 

 정민나, 최서진, 한용국, 허형만, 황종권

2005년부터 시작된 문학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인 <문장의 소리>

가 10월 문학주간을 맞이하여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초대 손

님으로 ‘작가의 방’ 코너에는 신달자 시인이,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코너에는 가수 이한철이 출연한다.

* 참여작가 시인 신달자, 김지녀

10.12(수) 18:00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0.12(수) 19:30

●  청운문학도서관

10.13(목) 9:30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10.10(월) ~ 14(금)

●  마로니에공원

10.10(월) 17:00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0.10(월) 17:00(교보), 19:00(대학로)

●  교보문고 광화문점 선큰광장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0.11(화) 19:30

●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 세부 일정

시간 비고 페이스북

09:30 ~ 10:00 접수

10:00 ~ 10:40 주제발표 1

문학관 정책의 의의와 전망
박상언(미래콘텐츠문화연구원 원장)

10:40 ~ 10:50 토론 1 이광섭(문학의 집 서울)

11:00 ~ 11:40 주제발표 2

문학관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
김선기(강진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11:40 ~ 11:50 토론 2 김일림(청류재수목문학관)

12:30 ~ 14:00 점심 식사 및 휴식

14:00 ~ 14:40 우수 사례 발표 1

지역문화에술의 역동적 허브
전상국(김유정문학촌 촌장)

14:40 ~ 14:50 토론 1 이경영(한국시조문학관 관장)

15:00 ~ 15:40 우수사례발표 2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이재인(충남문학관장)

15:40 ~ 15:50 토론 2 이동희(농민문학관)

16: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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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4일의 시요일

대학로탐구생활, 경성제대와

성균관의 역사와 오늘

전국 지역문학관

문학낭독회 및 작가와의 만남

문예지 포럼 “지금 다시, 문예지”

이청준 문학 심포지엄

이청준 소설읽기 백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016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

데미 문학 분야에 선정된 차세대 작가들이 독자와 만나 함께 소통

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학평론가 양경언의 진행으로 7명의 젊은 

시인이 참여하여 시낭송과 작가와의 대화 그리고 여름에, 댄스프

로젝트H, 트루베르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참여작가 시인 박세미, 배수연, 이병철, 정현우, 최지인, 홍지호, 황유원

‘경성제대와 성균관의 역사와 오늘’을 주제로 대학로 일대를 탐방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인

강부원 가이드와 함께 대학로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된다. 

* 코스 예술가의집(여는 강연)→마로니에공원→서울대학교 병원 역사관→

 성균관대(탕평비, 문묘, 명륜당, 존경각, 비천당 등)→마로니에공원

문학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23개 문학관에서 각 문학관의 특성을 

살린 전시 및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등 문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관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최근 기존 문예지의 쇄신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독립출판 문학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문학계와 우리 사회에 문예

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를 마

련하였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이청준 타계 8주기를 기념

하여 이청준 소설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청준 문

학의 근본을 짚어보는 주제로 각각 다섯 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청준 심포지엄과 함께 시민 참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

그램으로 문학 퀴즈와 백일장을 통해 이청준 문학의 의미를 더 깊

이 있게 파악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참가신청 문학과 지성사 홈페이지(http://moonji.com), 신청마감 10.12(수)

10.14(금) 19:00

●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10.8(토) 14:30, 10.9(일) 11:00 

●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10월 중

●  전국 23개 문학관

10.14(금) 10:30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10.14(금) 13:00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기념홀

10.14(금) 16:00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기념홀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

번호 문학관명 행사/프로그램명

1 강진 시문학파 문학관

(문의 061-430-3187)

<문학작품 낭독회>

① 일시 : 10. 11(화) 17:00~18:30

② 장소 : 시문학파기념관 2층 북카페

③ 주요 내용 : 문학작품 낭독 및 문학 토크 등

2 경남문학관

(문의 055-547-8277)

<화요일의 문학이야기>

① 일시 : 10.11(화) 19:00

② 장소 : 경남문학관

③ 주요 내용 : 전국의 유명한 문인을 초빙하여 문예대학 수강생들과 일반독자들에게 문학

적 공감대를 나누어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임

[문학낭독회] <詩가 있는 가을날의 문학관>

① 일시 : 10.14(금)

② 장소 : 경남문학관

③ 주요 내용

    1. 전문시낭송가에게 듣는 시낭송 및 수필 낭송

    2. 낭독의 시간( 즉석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독자 대상)

시간 비고 페이스북

10:30 ~ 12:30

1부 : 작가들이 만드는 책과 문예지의 새로운 모험

 - 울리포프레스, 실험문학의 시

 - 후장사실주의, 함께 만들기

 - 문예지의 변신은 문학의 변신인가? 악스트의 사례

사회 및 진행 | 김나영(문학비평가)

 - 한유주(울리포프레스 대표)

 - 정지돈(후장사실주의 동인)

 - 백다흠(악스트 편집장)

13:30 ~ 15:30

2부 : 문예지의 현재와 미래: 문예지, 다르게 그려보기

 - 문학과사회 혁신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 문예지의 변신이 이야기하는 것

 - 우리는 ‘장르 소설’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회 및 진행 | 김신식(문화연구가)

 - 강동호(문학과사회 편집동인)

 - 서효인(릿터 편집장)

 - 김용언(미스테리아 편집장)

15:30 ~ 17:00 종합 토론 사회 |  백다흠(악스트 편집장)

17:00 ~ 19:00 네트워크 파티

시간 주제 발표자 토론자

13:00-13:30 이청준 문학의 근원을 찾아서 홍정선 백지은

13:30-14:00 이청준 문학과 4.19 우찬제 이광호

14:00-14:30 이청준 문학과 남도 정서 김형중 이수형

14:30-14:50 휴식 　 　

14:50-15:20 세계문학으로서의 이청준 문학 김종회 이소연

15:20-15:50 이청준 문학 연구의 향방 이윤옥 조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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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학관명 행사/프로그램명

3 김달진문학관

(문의 055-547-2623)

<경남 지역시의 민낯·낭송시로 만나다>

① 일시 : 10.8(토) 14:00~17:00

② 장소 :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세미나실

③ 주요 내용

    -‘경남 지역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 : 김문주 (시인, 문학평론가, 영남대교수)

       토론 : 지역주민 자유 토론

    - 경남지역시인의 경남지역시 낭송 (각 2편, 총 14편)

       출연 : 배종환, 이기영, 주선화, 조은길, 최석균, 하종숙, 한영순

4
농민문학기념관

(문의 043-743-5186)

<류승규 유품전>

① 일시 : 10.1~31 

② 장소 : 농민문학기념관 

③ 주요 내용 : 농민소설가 류승규 선생의 유품전시

     10월 7일 / 옥천군 주최로 옥천문화원에서‘류승규 문학제’개최

<전원 문학 콘서트>

① 일시 : 10.12, 10.26 15:00~18:00

② 장소 :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622-3 

③ 주요 내용 : 농촌 농민 제재 문학작품(시 시조 소설 수필)을 마을 농민들에게 작가가 자작 낭독을

    하며 정철의‘훈민가’외 애송 시조를 낭송하고 농촌 농민 제재 가곡을 삽입하여 전원 문학 콘서트 연출

5 대전문학관

(문의 042-621-5022)

<북적북적 꿈꾸는 문학관>

① 일시 : 10.9(일) 14:00~18:00

② 장소 : 대전문학관

③ 주요 내용 :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글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운영

<순회전시‘시 뿌리다, 시 꽃피다’>

① 일시 및 장소

② 주요 내용 : 지역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일상 속 시 읽기 운동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시화전 개최

<계룡문고와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① 일시 : 10.26(수)

② 장소 : 계룡문고 

③ 주요 내용 : 대전 유일의 향토서점 계룡문고와 공동 개최하는 문학콘서트로 저명작가를 초청하여

    작품 세계 및 창작과정에 대한 이야기, 공연 등 진행

<문학주간 기념 - 시 콘텐츠 증정 이벤트>

① 일시 : 10.8(토)~ 10. 14(금) 

② 장소 : 대전문학관

③ 주요 내용 : 문학주간에 대전문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지역작가의 시(詩)를 담은 콘텐츠

    (엽서, 책갈피, 마그넷, 시인노트, 에코백 등) 증정

번호 문학관명 행사/프로그램명

6 동리목월문학관

(문의 054-772-3002)

<김명인 작가와의 만남>

 - 현대시의 새로운 개혁 시인

① 일시 : 10. 12(수) 17:00~19:00

② 장소 : 문정헌(경주시내)

7 리터렌스문학관

(문의 042-860-7744)

<작가와의 만남(소설가 이재인)과 애송 시낭송>

① 일시 : 10.29(토)

② 장소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원앙로 111번길 42

8 만해기념관

(문의 031-744-3100)

<2016 문학주간 - 『님의침묵』시낭송>

① 일시 : 10.9(일)

② 장소 : 만해기념관 교육실

③ 주요 내용 

    - 시인·소설가·수필가 등의 시낭송

    - 2016 특별기획전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사람들”관람

9 문학의 집 서울

(문의 02-778-1026)

<2016 문학주간 - 정오의 행복한 시·소설 읽기>

① 일시 : 10.13(목) 12:00~13:00

② 장소 : 문학의집 서울 내 북카페(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65)

③ 주요 내용 

  - 우리 시설(문학의집서울) 방문 시민, 인근 직장인 대상으로 하여 점심시간을 이용(12시~13시)

     낭독회 행사 진행.

  - 시인·소설가·수필가 4명(허형만 시인, 이희자 시인, 정승재 소설가, 김미녀 수필가 등)의

     시낭송과 문학의집 낭송가회 회원(4~5명)의 낭송

  - 참가한 시민, 직장인 중 사전 신청을 받아 10여명에게 시 또는 소설(수필) 낭독 기회 제공

10 보훈문학관

(문의 070-4200-3641)

<이광복 작가와의 만남>

① 일시 : 10.29(토) 10:00~17:00

② 장소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278-20

③ 주요 내용 : 지역 대표 문인 이광복(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소설가협회 부회장) 소설가를 초청하여   

   지역주민, 문인들을 초청하여 대표작 “불멸의 영혼 계백장군” 강연과 백제의 충혼이 깃든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계백장군의 묘가 있는 “군사박물관”을 탐방

   10:00 - 12:00 강연

   12:00 - 13:00 점심

   13:00 - 17:00 백제역사유적지구, 군사박물관 탐방

11 석정문학관

(문의 063-584-0560)

<2016 석정문학제>

① 일시 : 10.8(토) 10:00

② 장소 : 석정문학관

③ 주요 내용 

  - 제2회 전국 신석정시낭송 경연대회 (10:00)

  - 신석정문학상 수상자 문학특강 (13:30)

  - 신석정문학상 시상식 (15:00)

<석정문학관과 함께하는 ‘詩 콘서트’>

① 일시/기간 : 10.14(금) 14:00

② 장소 : 석정문학관 세미나실

③ 주요 내용 

    - 시 낭송회 : 석정시를 비롯한 다양한 시를 시낭송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낭송회를 갖는다.

    - 문학상 수상자와의 만남 : 촛불문학상 수상작가를 초청하여 (9월 중순 확정) 문학에 관심있는

       일반인과 문학에 대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기 간 장 소

10. 4(화) ~ 10. 18(화) 대전도시철도 정부청사역

10.18(화) ~ 11. 4(금) 대전도시철도 서대전역

10.18(화) ~ 11. 4(금) 대전예술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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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학관명 행사/프로그램명

18 충남문학관

(문의 041-332-0592)

<충남지역 문인 초청 작품 낭송회 및 만남>

① 일시 : 10.11(화) 13:00

② 장소 : 충남문학관 강당(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3)

③ 주요 내용 : 충남지역의 문인 초청작품 낭송회 및 만남

    · 초청작가 : 소설가 김선주(한국문인협회소설분과회장)

    · 초청시인 : 충남지역시인 진명희 박희영 외 8명

19 한국가사문학관

(문의 061-380-2701)

<나를 움직이는 한 권의 책>

① 일시 : 10. 13(목) 09:30 ~ 12:00

② 장소 : 한국가사문학관(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77)

③ 주요 내용

    · 강사 : 최한선 교수(전남도립대)

    · 내용 : 유명 인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당시의 이야기 공유와 소통을 통해 청소년기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갖고자 함

<가을 漢詩와 文人畵의 만남> 특별전시회

① 일시 : 10.1(토)~11.15(화)

② 장소 : 한국가사문학관

③ 주요 내용 :

    · 한시작가 : 석천 임억령, 서하당 김성원,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

    · 내용 : 조선 중기 대표정자 식영정(息影亭)의 사시사철을 노래한 식영정사선((息影亭四仙)의  

      한시 중 <가을> 주제의 한시를 선정하여 현대 문인화가가 그린 한시 설명과 그림이 있는 특별전시회

20 한국시조문학관(진주)

(문의 010-8268-3494)

<제2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어린이 시조 공모 시상식>

① 일시 : 10.9(일) 11:00~13:00

② 장소 : 한국시조문학관 시경루(詩境樓) 전시관

21 한국시집박물관

(문의 033-463-4082)

<영원한 청춘의 시인-박인환을 추억하다!>

① 일시 : 10.7(금)~15(토) 

② 장소 : 한국시집박물관 일원 

③ 행사명 : ‘영원한 청춘의 시인-박인환을 추억하다!’

    · 박인환도서기획전 : 박인환 시집, 평론집 등 60여점 전시

    · 박인환시서화전시회 : 박인환 독서감상화(시서화) 30여 점 전시

    · 작가와의 만남 (초청문학강연) 

    - 주제 :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 박인환의 삶과 문학

    - 초청문인 : 맹문재 시인, 최병헌 시인, 주병율 시인 외

    · 박인환 시낭독회 : <목마와 숙녀>박인환 시낭독회

    - 시낭송 : 시낭송가, 시인, 청소년 등 10여명 

    - 낭송시 : 박인환 시, 가을을 주제로 한 시 등

22 한국현대문학관

(문의 02-2277-4857)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수필 여행>

① 일시 : 10월 중 

② 장소 : 한국현대문학관

③ 주요 내용 :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장르인 수필을 낭독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국수필가협회 지연희 회장과 『수필문예』 주간 권남희 수필가 등을 초대할 예

정이다.

23 한국현대문학관

(문의 02-2277-4857)

<인문학 작가와소통, 시와소통, 자연으로 문학과 소통>

① 일시 : 10.11(화) 10:00

② 장소 : 홍성문학관

③ 주요 내용 

    “인문학 작가와 소통, 시와 소통, 자연으로 문학과 소통”

    “통통통 힐링”

     - 초청작가 : 소설가 김선주 / 초청시인 : 박종민/박영춘/김환겸

번호 문학관명 행사/프로그램명

12 세계여성문학관

(문의 02-710-9001)

<이지 작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여행>

① 일시 : 10.11(화) 15:00~18:00

②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상상라운지

③ 주요 내용 

    · 작가와의 만남: 이지작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여행

    · 전시회 관람: 「110년 숙명문인의 발자취」展 관람

    ·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투어: 도서관 투어 및 시민 개방

13 이육사문학관

(문의 054-852-7337)

<장석주 시인 초청 낭독회>

① 일시 : 10.15(토) 13:00~14:00

② 장소 : 안동민속박물관 시청각실

③ 주요 내용 : 이육사문학축전<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이육사백일장대회 및 전국이육사시낭송대회,  

     264음악회 행사가 있는 10월 15일에 장석주 시인을 초청하여 낭독회를 가짐

14 지리산문학관

(문의 055-964-1688)

<여강 원용우 시조특강, 시조낭송회>

① 일시 : 10.12(수) 14:00~17:00

② 장소 : 지리산문학관 강당

    14:00~14:30 : 여강 원용우박사 도서기증식, 전시회

    14:30~15:30 : 시조 특강

    15:50~16:50 : 여강 시조 낭송회

15
창원시림 마산문학관

(문의 055-964-1688)

<특별기획전 “김소운 문학의 재조명”>

① 일시 : 9.10(토)~11.10(목)

② 장소 :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2층 기획전시실

③ 주요 내용 : “김소운 수필가의 문학 자료전”

<문예창작교실>

① 일시 : 9. 27~11. 29(매주 화요일, 2시간/총10주)

② 장소 :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2층 기획전시실

③ 주요 내용 : 수필문학의 이해와 창작 방법론 배우기

16 청류재수목 문학관

(문의 031-673-5852)

<시와 그림의 만남>

① 일시 : 10.8(토)~14(금) (미정)

② 장소 : 청류재수목문학관

③ 주요 내용 : 1) 시 낭독, 2) 시화 전시, 3) 좌담회

    참석자 : 허영자(시인, 성신여대 국문과 명예교수), 이건청(시인, 한국시인협회 전 회장), 오세영

    (시인, 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 유승우(시인, 전 현대시인협회 회장), 신규호(시인, 전 현대 시인협회

    회장), 구재기(시인), 박찬선(시인), 김송배(시인), 김진식(수필가), 정연휘(시인) 외

17 최명희문학관

(문의 063-284-0570)

<전주문화방송과 함께하는 혼불문학기행 및 혼불문학강연>

① 일시 : 10.7(금)~8(토)

② 장소 : 남원일대(광한루, 서도역, 남원혼불문학관), 최명희문학관

③ 주요 내용 : 소설 『혼불』독자와 시민들에게 소설가 최명희의 문학세계와 작가 삶에 대해 좀 더 깊

은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소설 『혼불』의 배경지 남원 일대 기행과 혼불문학강연 진행

<2016 문학순회-작가와의 만남: 글쓰기의 가벼움과 무거움>

① 일시 : 10.13(목), 10.27(목)

② 장소 :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

③ 주요 내용 :
회 일정 내용

1 13(목)

· 주제 : 두 번째 시집이 주는 무게

· 참여작가 : 문신(시인,아동문학가,평론가), 김형미(시인)

· 주요내용 : 시집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낼 수 없다. 그 가치를 함께 고민해본다.

2 27(목)
· 주제 : 일상을 담는 행복한 글쓰기

· 참여작가 : 윤일호(교사,아동문학가), 전희식(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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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시인특강 문학주간을 맞이하여 중·고등학교 20개교에 시인을 파견하여 학

생들에게 시와 문학을 전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학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참여작가 시인 김상혁, 김성규, 박성우, 박완호, 손택수, 이병일, 이병철,

 이진욱, 이은규, 이혜미, 임경섭, 정훈교, 하린, 황종권 

<문학주간 2016>에서는 전국 각 지역 문학관, 도서관, 문화 공간, 서점, 학교 등 100여 곳에서 200여 차례의 문학행사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사이버문학광장 홈페이지(http://munjang.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10(월)~24(금) 

●  중·고등학교 20개교

* 세부 일정

구분 비고 지역 일자

1 풍생고 경기 성남 10월10일

2 이충중 경기 평택 10월11일

3 진위고 경기 평택 10월11일

4 청담중 서울 10월11일

5 태광중 경기 평택 10월11일 

6 중산고 경기 고양 10월12일

7 평택중 경기 평택 10월13일

8 화곡고 서울 10월13일

9 동두천외고 경기 동두천 10월14일

10 성암국제무역고 서울 10월14일

11 양정중 서울 10월14일

12 장충고 서울 10월14일 

13 한영중 서울 10월18일

14 경화여고 대구 10월19일

15 경희여중 서울 10월20일

16 창곡여중 경기 성남 10월20일

17 고양예고 경기 고양 10월21일

18 휘경여중 서울 10월21일

19 덕소중 경기 남양주 10월24일

20 태광중 경기 평택 10월24일

전국 지역별

10월 문학 행사 안내

━

지역별

문학 행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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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자

25

서울

은평구립도서관 그림자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2016.10.15

26 은평문화예술회관 작가와의 만남 - 정호승, 김근우 2016.10.26

27
증산정보도서관

그림책 읽어주는 도서관
2016.10.8 / 10.11 / 

10.25

28 도란도란 책 누나 2016.10.15

29 토지문화재단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강연회 2016.10.25

30
한국문인협회

제28회 수요낭독공감 - 지연희 2016.10.12

31 시가 있는 카페 - 이길원 2016.10.28

32 한국문학번역원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2016.10.13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 윤조병, 이기호 2016.10.12 / 10.26

34 한국시문화회관 2016 마로니에 시문학축제 2016.10.22

35 한양도성문화제 2016 도성 백일장 2016.9.8~10.5

36 현대시학회 김기택, 최정례 대담시론 2016.10.4

37

경기

고양시 백석도서관
테마별 독서여행 2016.10.26

38 즐거운 책읽기와 재밌는 독서감상문쓰기 2016.10.20∼11.24

39 고양시 마두도서관 노벨문학상 수상작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2016.10.25

40 경기문화재단 책과 음악이 흐르는 아파트 옆 인문학 2016.10.26

41
노작홍사용문학관

노작문학제 2016.10.16

42 문학기행 2016.10.26

43
만해기념관

특별기획전-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사람들 ~2016.10.11

44 시낭송 및 남한산성 투어 2016.10.26

45 북카페 조르쥬상드 작가와의 만남 2016.10.8 / 10.16

46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을 위한 명작극장 2016.10.15

47

조병화문학관

편운재 예술혼 전 2016.9.20~11.20

48 우리시대 대표 시인을 찾아서

(김재홍, 이승원, 김광규, 정진규)
2016.10.21 / 10.28

49 문학기행 2016.10.26

50 평택시립도서관 보통사람들의 인문학-아동문학평론가 초청강연 2016.10.20

51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가을특강-생각을 담는 글쓰기 2016.9.23~10.21

52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작가와의 만남(유정이, 송찬호, 박희주, 이광복) 2016.10.15 / 10.22

53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제23회 의정부 전국 백일장 대회 2016.10.22

54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 제29회 율곡문화제(율곡백일장) 20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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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기관명순)

※ 아래의 행사는 각 지역 문학관, 도서관, 군청 등에서 10월에 개최되는 문학 행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 시도 문학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문학행사들이 10월 문화의 달에 개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학주간 2016>은 전국의 문학 행사를 응원합니다. 

구분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자

1

서울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 권오준, 박형섭 2016.10.16

2 교보문고 광화문점 기와무라 겐키 사인회 2016.10.02

3 교보아트스페이스 절망을 딛고 피어난 꽃, 청록집 2016.10.1~11.15

4

구로구청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 김미자 2016.10.6

5 2016 구로 책 축제 2016.10.14~10.16

6 작가와의 만남 - 함영연, 박상재, 박정미, 이형준 2016.10.22 / 10.29

7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작가와의 만남 - 방민호, 신대철, 김이듬, 최동호 2016.10.8 / 10.22

8 김수영문학관 제2회 김수영 시낭송대회 2016.10.10~11.26

9 노원문화예술회관 작가와의 만남 - 허연 2016.10.24

10 대산문화재단 교보인문학석강 조정래 작가
2016.10.6 / 10.13 / 

10.20

11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작가 초청 강연회 - 송미경 2016.10.22

12 문화재청 창덕궁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권의 책 2016.10.4~10.24

13 삼성출판박물관 책이 된 예술, 예술이 된 책 2016.9.21~11.30

14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사서와 함께하는 재미난 그림책 2016.10.26

15 새물결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 김탁환, 나희덕, 김응교
2016.10.6 / 10.13 / 

10.20

16 서울도서관 시를 찾아서 - 10월 목요대중강좌
2016.10.6 /10.13 / 

10.20 / 10.27

17
성동구립도서관

문학기행 2016.10.8

18 특별강좌·작가와의 만남 2016.9월~11월

19 열린시조학회 열린시조학회 문학의 밤 2016.10.15

20 영등포구·(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제7회 구상한강백일장 2016.10.8

21
영인문학관

시와 더불어 70년 - 김남조 자료전 2016.9.23~11.12

22 문학 강연회 - 김홍신, 김남조 2016.10.1 / 10.22

23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갤러리 - 마당을 나온 암탉 2016.10.1 ~ 10.29

24 위트 앤 시니컬 작가와의 만남 - 김금희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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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자

140
울산

색동회 울산지부 제29회 울산어머니 동화구연대회 2016.10.13~10.25

141 울산중부도서관 문학행사 2016.10.18

142

경북

객주문학관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구효서의 문학특강 2016.10.26

143 봉화공공도서관 강원도 인제로 떠나는 독서회 문학기행 2016.10.8

144 성주공공도서관 문학기행 2016.10.23

145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2016.10.19

146 이육사문학관 장석주 시인을 초청하여 낭독회 2016.10.15

147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 2016 신라문화제 한글백일장 2016.10.8

148 한국문인협회 안동지부 제37회 전국 육사백일장 2016.10.15

149

경남

김달진문학관

작가와의 만남 - 민창홍 시인, 방민호 평론가 2016.10. 7

150 작가와의 만남 - 김명희 시인, 장석원 시인 2016.10.15

151 작가와의 만남 - 박순원 시인, 장만호 시인 2016.10.28

152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10월 책 읽어주는 날 운영
2016.10.1 / 10.15 / 

10.29

153 남해유배문학관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정유정 작가 초청강연 2016.10.5

154 마산도서관 제14회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 공모전 2016. 9. 1~10. 7

155 성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문학이 된 산과 바다 그리고 바람 2016.10.11

156 의령군민문화회관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2016.10.12

157 의령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박경리 문학의 지역성과 자기발견 등

2016.10. 8 / 10.22 / 

10.29

158
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

2016 토지문학제 토지백일장 2016.10.8

159 2016 토지문학제 전국 어르신 백일장 2016.10.8

구분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자

55

경기

한국문인협회 화성시지부 제14회 전국 정조 효백일장 2016.10.8

56 한국시인협회 찾아가는 시인특강 2016.10.10~10.14

57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주지회
제19회 전국 세종백일장 2016.10.8

58

황순원 소나기마을

문학과 우리 삶의 주인공(작가와의 만남) 2016.10.22

59 소나기마을 구연동화교실 10월 매주 토요일

60 나도 황순원 문학교육체험 10월 매주 토요일

61

인천

강화문학관 국어교과서 속 시인 2016.10.29

62 미추홀도서관 인천사랑 책사랑 페스티벌 2016.10.8

63 인천광역시 중구청·인천광역시 

도서관 발전진흥원
윤동주의 삶, 노래, 그리고 이야기 2016.10.22

64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제16회 인천청소년 백일장 2016.10.16

65 한국근대문학관 책 듣는 수요일“땅에서 나무처럼 자라난 소설들" 2016.10.26

66 I-신포니에타 작가와의 만남 - 이철경, 윤중목 2016.10.8 / 10.20

67

강원

강릉교육문화관 시낭송회 2016.10.20

68 강릉김동명문학관 문향강릉인문학콘서트 2016.10.8

69 강릉시심연수선양회 심연수추모시낭송제 2016.10.11

70

강원도교육청

인제 인문학콘서트 2016.10.8

71 중학생독서동아리한마당 2016.10.11

72 고교생독서동아리한마당 2016.10.15

73 초등생인문학독서토론캠프 2016.10.22

74 동해교육도서관 그늘빛 시낭송 대회 2016.10.20

75 정선교육도서관 문학을 통한 치유와 길 찾기 2016.10.4~10.25

76 춘천시립도서관 10월 춘천문학여행 2016.10.5

77

토지문화재단

작가와 길을 걷다 2016.10.7

78 문장 낭독대회 2016.10.8

79 전국 청소년백일장 2016.10.15

80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2016.10.22

81 문학포럼 2016.10.29~10.30

82 한국문인협회강릉지부 대현이율곡선생제백일장 2016.10.22

83 화천문화예술회관 문학 읽고, 보다 2016.10.25

84 대전 대전광역시청 한밭전국백일장 20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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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동화작가 권오준, 박형섭

일시: 2016.10.16(일)

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강북문화정보도서관 02-944-3100

■ 교보문고 광화문점

제목: ‘기와무라 겐키’ 사인회

일시: 2016.10.2(일) 14:00~15: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내용: 『억남』 출간 기념 사인회

문의: 교보문고 광화문점 1544-1900

■ 교보아트스페이스

제목: 절망을 딛고 피어난 꽃, 청록집

일시: 2016.10.4(화)~10.24(월)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보아트스페이스

내용:『청록집』발간 70주년 기념 시 그림전

문의: 교보아트스페이스 02-2076-0549

■ 구로구청

①

제목 :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 그림책의 다양성 (김미자)

일시: 2016.10.6(목) 10:00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복한 작은 도서관

내용: 아동문학작가 김미자 문학강연회

문의: 행복한 작은 도서관 02-832-1215

②

제목: 2016 구로 책 축제 - 책읽는 구로! 꿈을 잇다, 사람을 잇다

일시: 2016.10.14(금)~10.16(일)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고척 근린공원

내용: 구로여성백일장, 시 짓기 대회, 가족 독서 골든벨, 독서대

토론회, 체험·전시·판매부스 운영

문의: 구로구청 02-860-2363

■ 노원문화예술회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허연 시인

일시: 2016.10.24(월)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노원문화예술회관 02-2289-6783

■ 대산문화재단

①

제목: 교보인문학석강 조정래 작가 - 1강 ‘분단과 태백산맥’

일시: 2016.10.6(목) 19:3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내용: 분단과 태백산맥 '끝없이 통일의 태백산맥을 오르다' 강연.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가능. 유료.

문의: 교보문고인문학석강 1544-1900

②

제목: 교보인문학석강 조정래 작가 - 2강 ‘정글만리와 민족의 미래’

일시: 2016.10.13(목) 19:3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내용: 문학, 세계 경제 속 한국의 현실을 고민하다. '당신은 미래

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가능. 유

료.

문의: 교보문고인문학석강 1544-1900

③

제목: 교보인문학석강 조정래 작가 - 3강 ‘문학의 사명’

일시: 2016.10.20(목) 19:3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내용: 시대를 기록하는 작가의 끝없는 고민. '왜 나는 문학만을 

고집하는가'.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가능. 유료.

문의: 교보문고인문학석강 1544-1900

■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제목: 작가 초청 강연회 - 「돌 씹어 먹는 아이」 송미경 작가

일시: 2016.10.22(토) 14:30~16:30 

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3층 강당

내용: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과 동화 이야기를 들어봄

문의: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02-995-4171

③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동화작가 함영연, 박상재

일시: 2016.10.22(토)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작은도서관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행복한 작은 도서관 02-832-1215

④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박정미, 이형준 작가

일시: 2016.10.29(토)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작은도서관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행복한 작은 도서관 02-832-1215

■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평론가 방민호, 시인 신대철

일시: 2016.10.8(일)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내용: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010-3853-7305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김이듬, 평론가 최동호

일시: 2016.10.22(토)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내용: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국제PEN망명북한펜센터 010-3853-7305

■ 김수영문학관

제목: 제2회 김수영 시낭송대회

일시: 2016.10.10(월)~11.26(토)

장소: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

내용: 자유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현대시의 언어적 모험과 시대

의 아픔을 함께한 김수영시인의 문학세계 정신을 기리고, 한국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2회 김수영 시

낭송대회」 개최

문의: 김수영문학관 02)2091-2259, 5673

■ 문화재청 창덕궁

제목: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일시: 2016.10.1(토)~11.15(화)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 후원 내 정자 4개소(영화당, 존

덕정, 취규정, 농산정)

내용: 후원 정자에 도서(시, 에세이, 어린이 도서 등)를 비치하여 

독서 장소로 제공

문의: 문화재청 창덕궁 02-3668-2339

■ 삼성출판박물관

제목: 책이 된 예술, 예술이 된 책 - 우리 책의 표지와 삽화

일시: 2016.9.21(수)~11.30(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성출판박물관 5층 기획전시실 

내용: 우리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화가들, 삽화가들, 서예

가들의 표지삽화와 삽화를 담은 도서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문의: 삼성출판박물관 02-394-6544

■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제목: 사서와 함께하는 재미난 그림책

일시: 2016.10.26(수)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림마을작은도서관 1층 문화교육실

내용: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프로그램

문의: 상림마을작은도서관 02-383-7557~8

■ 새물결아카데미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김탁환

일시: 2016.10.6(목)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물결아카데미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새물결 아카데미 02-2652-3161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나희덕

일시: 2016.10.13(목)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물결아카데미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새물결 아카데미 02-265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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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김응교

일시: 2016.10.20(목)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물결아카데미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새물결 아카데미 02-2652-3161

■ 서울도서관

제목: 시를 찾아서 - 10월 목요대중강좌

일시: 2016.10.6(목)/10.13(목)/10.20(목)/10.27(목)

장소: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내용: 서울도서관과 독서대학 르네21이 함께 시를 주제로 총 

4회의 대중강좌를 진행. 신현림, 황현산, 장석남, 황지우 순서.

문의: 서울도서관 02-2133-0242

■ 성동구립도서관

①

제목: 문학기행

일시: 2016.10.8(토) 8:00~19:00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출발, 인천광역시 한국근대문

학관과 견학

내용: 한국근대문학관 견학. 해설사의 전시 설명 투어

문의: 성동구립도서관 02-2204-6424

②

제목: 한 책을 만나다, 한 책을 맛보다 특별강좌·작가와의 만남

일시: 2016.9월~11월

장소: 성북구 인근 공유공간

내용: 2016년 올해의 한 책 “소년이 온다”, 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 “슈퍼 거북” 작품과 관련하여 작가와의 만남, 특별 강좌, 독서 

워크숍을 진행

문의: 성북구립도서관 02-3291-4990

■ 열린시조학회

제목: 열린시조학회 문학의 밤

일시: 2016.10.15(토) 17:00~20: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내용: <현대시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특강과 함께 회원들

의 질의와 토의, 열린시조학회 자매지 《정형시학》 신인상 수

여, 시조 낭송회 등

문의: 열린시조학회 02-556-7153

■ 위트 앤 시니컬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김금희

일시: 2016.10.26(수)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27-33 위트 앤 시니컬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위트 앤 시니컬 070-7542-8972

■ 은평구립도서관

제목: 그림자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일시: 2016.10.15(토) 13:00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가족실

내용: 다문화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인형극단 ‘꼭두마미’의

그림자극

문의: 은평구립도서관 02-385-1671

■ 은평문화예술회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정호승, 소설가 김근우

일시: 2016.10.26(수)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내용: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은평문화예술회관 02-351-6527

■ 증산정보도서관

①

제목: 그림책 읽어주는 도서관

일시: 2016.10.8(토) 14:00/2016.10.11(화)16:00/

2016.10.25(화) 16:00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정보도서관 지하1층 문화강좌실 

및 소강당

내용: 자녀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과 동화책 읽기 및 체험활동

문의: 증산정보도서관 02-307-6030

②

제목: 도란도란 책 누나

일시: 2016.10.15(토) 10:00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정보도서관 모자열람실

내용: 책 읽어주는 누나의 협조로 진행되는 동화책 읽어주기 및 

체험활동

문의: 증산정보도서관 02-307-6030

■ 영등포구·(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제목: 제7회 구상한강백일장

일시: 2016.10.8(토) 9:00~12:00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내용: 구상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구상선생이 시의 소재로 

즐겨 삼았던 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일장을 개최

문의: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02-6356-1508

■ 영인문학관

①

제목: 시와 더불어 70년 - 김남조 자료전

일시: 2016.9.23(금)~11.12(토)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인문학관

내용: 시인 김남조 자료전 기획전시

문의: 영인문학관 02-379-3182

②

제목: 문학 강연회 - 소설가 김홍신 ‘인생견문록’

일시: 2016.10.1(토)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인문학관

내용: 작가와의 만남, 문학 강연회

문의: 영인문학관 02-379-3182

③

제목: 문학 강연회 - 시인 김남조 ‘시와 더불어 70년’

일시: 2016.10.22(토)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인문학관

내용: 작가와의 만남, 문학 강연회

문의: 영인문학관 02-379-3182

■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제목: 도서관 갤러리 - 마당을 나온 암탉

일시: 2016.10.1(토)~10.29(토)

장소: 월계문화정보도서관 2층 KRC

내용: 마당을 나온 암탉의 원화전시를 진행하고 애니메이션「마

당을 나온 암탉」상영

문의: 월계문화정보도서관 02-991-0871

■ 토지문화재단

제목: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강연회

일시: 2016.10.25(화) 13:00~14:30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술정보관 7층

내용: 제6회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가 자신의 문학 세계와 

사회에 대해 강의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 한국문인협회

①

제목: 제28회 수요낭독공감

일시: 2016.10.12(수) 16:00

장소: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홀

내용: 지연희 수필가를 초대하여 작품낭독회 개최

문의: 한국문인협회 02-744-8046

②

제목: 시가 있는 카페

일시: 2016.10.28(금) 14:00 

장소: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세미나실

내용: 이길원 시인을 초대하여 시집 ‘노을’에 얽힌 특강, 독자와

의

대화, 작품 낭독회 

문의: 한국문인협회 02-744-8046

■ 한국문학번역원

제목: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 글로벌 시대

고전문학의 가치와 공유

일시: 2016.10.13(목)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내용: 국내외 관련 학자, 번역가, 출판 관계자, 문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고전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시대에 

고전문학의 번역과 공유에 대한 워크숍 진행

문의: 한국문학번역원 02-6919-77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제목: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 희곡, 무대 위 문학 윤조병 극작가

일시: 2016.10.12(수) 19:3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내용: 윤조병 극작가와 함께하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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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희곡과 연극 이야기. 연극배우들과 함께하는

윤조병 극작가의 희곡 낭독공연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39-8322

②

제목: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 소설가 이기호

일시: 2016.10.26(수) 19:3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내용: 소설가 이기호와 함께하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연극배우들과 함께하는 이기호 소설가의 낭독공연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39-8322

■ 한국시문화회관

제목: 2016 마로니에 시문학축제

일시: 2016.10.22(토) 17: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내용: 시 낭독 공연과 음악 및 시극 공연으로 대학로 시낭독회

상임시인 7인의 시 낭독(민용태, 윤후명, 이은봉, 김경민, 

강서일, 마경덕 시인), 음악 공연(현악 3중주), 초대 시인 시낭독회

(김종원, 오세영, 정희성, 김형영, 경현수 시인), 시가 있는 노래 

공연(초대가수 이동원 님), 문학강연 ‘나의 시 나의 인생’(김초혜 

시인), 명사 시낭송(성우 고은정 님), 성악공연(소프라노 김세미 님)

문의: 한국시문화회관 02-766-4320

■ 한양도성문화제

제목: ‘한양도성의 음유시인’ 2016 도성 백일장

일시: 2016.9.8(목)~10.5(토)(예선) / 10.16(일)(본선)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백범광장

내용: 한양도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공모주제로 백일장을 

실시하고 당선작은 한양도성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서울 지하철 

안전문에 전시된다.

문의: 한양도성문화제 사무국 02-786-7518

■ 현대시학회

제목: 김기택, 최정례 대담시론 - 삶의 구체성으로 귀환하려는 

시학적 욕망

일시: 2016.10.4(화) 17:00:~20: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내용: 시, 뱀, 얼굴, 우주인, 사무원 중심으로 동물의 삶과 도시 

인간의 삶을 아우르며 타성에 길들여지지 않는 원초적 생명성에 

대한 두 작가와 독자들의 질문과 대담

문의: 현대시학회 070-7554-9018

장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및 노작공원 일원

내용: 경기도 화성의 대표 문학브랜드 <노작문학상> 시상식, 

문학관 중심의 시민문예동아리 성과 공유 등 다양한 문학 공연·

전시·체험 프로그램 진행

문의: 노작홍사용문학관 031-8015-0880

②

제목 : 문학기행

일시: 2016.10.26(수)

장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내용: 우리 문학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문 문학인이 문학가이드로 동행하여 참가자들과 

살롱토크, 문학관 투어, 낭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의: 노작홍사용문학관 031-8015-0880

■ 만해기념관

①

제목: 2016 특별기획전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사람들>

일시: 22016.10.11(화)까지

장소: 경기도 광주시 만해기념관 

내용: 만해와 교류한 인물들 가운데 심우장의 건립과 관련된 

인물들, 심우장에 걸려있던 유묵 작가등 전시

문의: 만해기념관 031-744-3100

②

제목 :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및 남한산성 투어’

일시: 2016.10.26(수)

장소: 경기도 광주시 만해기념관 

내용: 시낭송을 통해 만해의 시문학을 음미하고 한용운 일대기 

해설을 들으며 남한산성을 돌아보는 투어

문의: 만해기념관 031-744-3100

■ 북카페 조르쥬상드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송찬호, 시인 함기석

일시: 2016.10.8(토)

장소: 경기도 양평군 북카페 조르쥬상드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조르쥬상드 031-771-2271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박상우, 시인 류시화

경기

■ 고양시 백석도서관

①

제목: 테마별 독서여행

일시: 2016.10.26(수) 16:00~17:30

장소: 백석도서관 대회의실(지하1층)

내용: 재주 많은 다섯 친구라는 책으로 8∼10세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작문 능력 키우기 

문의: 백석도서관 031-8075-9082

②

제목: 즐거운 책읽기와 재밌는 독서감상문 쓰기

일시: 2016.10.20(목)~11.24(목) 매주 목 16:00

장소: 백석도서관 대회의실(지하 1층)

내용: 재밌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면서 초등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독서교실

문의: 백석도서관 031-8075-9092

■ 고양시 마두도서관

제목: 노벨문학상 수상작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일시: 2016.10.25(화)

장소: 마두도서관 지하1층 교양교실

내용: 2016년 및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대표작을 함께 

읽고 작가의 문학세계와 작품의 가치를 문학, 사학, 철학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

문의: 마두도서관 031-8075-9064

■ 경기문화재단

제목: 책과 음악이 흐르는 아파트 옆 인문학

일시: 2016.10.26(수) 18:30∼20:00

장소: 경기문화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

내용: 문화평론가 정윤수의 ‘도시극장-거대한 도시, 왜소한 

인간’ 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 

문의: 경기문화재단 031-231-7237

■ 노작홍사용문학관

①

제목 : 노작문학제

일시: 2016.10.16(일) 

일시: 2016.10.16(일)

장소: 경기도 양평군 북카페 조르쥬상드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조르쥬상드 031-771-2271

■ 안양문화예술재단

제목: 청소년을 위한 명작극장 -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양귀자의 <일용할 양식>

일시: 2016.10.15(토) 11:00

장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안양지역 예술가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명작극장>으로 구성한 낭독공연

문의: 안양문화예술재단 031-687-0500

■ 조병화문학관

① 

제목: 편운재 예술혼展 - 기획전시

일시: 2016.9.20(화)~11.20(일)

장소: 경기도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편운재

내용: 편운재의 역사와 숨결, 조병화 시인의 생생한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회

문의: 조병화문학관 031-674-0307

②

제목: 우리 시대 대표시인을 찾아서 - 김재홍, 이승원 

일시: 2016.10.21(금) 11:00 

장소: 경기도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내용: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김재홍 시인과 이승원 평론가의 문학 강연

문의: 조병화문학관 031-674-0307

③

제목:  우리 시대 대표시인을 찾아서 - 김광규, 정진규

일시: 2016.10.28(금) 13:00 

장소: 경기도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내용: ‘시 쓰기와 시대적 삶 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김광규 

시인과 정진규 시인의 문학 강연

문의: 조병화문학관 031-674-0307

④ 

제목: 문학기행

일시: 2016.10.26(수)



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 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

35 36

장소: 경기도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내용: 우리 문학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 프로

그램으로 전문 문학인이 문학가이드로 동행하여 참가자들과

살롱토크, 문학관 투어, 낭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의: 조병화문학관 031-674-0307

■ 평택시립도서관

제목: 제89회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 

초청 강연

일시: 2016.10.20(목) 19:30~21:30

장소: 경기도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내용: 「거짓말 하는 어른」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동문학을 읽는 기쁨을 전달하고자 함

문의: 평택시립도서관 031-8024-5477 

■ 평택시립안중도서관

제목: 가을 특강 ‘생각을 담는 글쓰기’ 

일시: 2016.9.23(금)~10.21(금) 10:00~13:00

장소: 경기도 평택시립안중도서관 3층 어학강좌실

내용: 글쓰기의 기초, 요약의 기술, 논리적 글쓰기, 서평쓰기 등 

글쓰기 특강을 매주 금요일에 진행

문의: 평택시립안중도서관 031-8024-8344~7

■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유정이, 송찬호

일시: 2016.10.15(토)

장소: 경기도 부천시 한국문인협회부천지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032-715-4683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박희주, 이광복

일시: 2016.10.22(토)

장소: 경기도 부천시 한국문인협회부천지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032-715-4683

가 방인석)’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

문의: 황순원 소나기마을 031-773-2299 

②

제목: 소나기마을 구연동화교실

일시: 2016.10월 매주 토요일 12:20, 14:20

장소: 황순원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 3층 수숫단 강당

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자극, 인형극으로 만드는 

구연동화교실

문의: 황순원 소나기마을 031-773-2299 

③

제목: 나도 황순원 문학교육체험 프로그램(예약제)

일시: 2016.10월 매주 토요일 10:00, 11:00, 12:00, 13:00, 

14:00

장소: 황순원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 3층 수숫단 강당

내용: 내가 만드는 황순원 소설 그림책과 달력 만들기

문의: 황순원 소나기마을 031-773-2299 

■ 강화문학관

제목: 국어교과서 속 시인

일시: 2016.10.29(토) 11:00 ~ 13:00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문학관

내용: 교과서 속 시인을 직접 만나 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문의: 강화문학관 032-933-0605

■ 미추홀도서관

제목: 인천사랑 책사랑 페스티벌

일시: 2016.10.8(토) 13:00∼20:00

장소: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내용: 시화, 도서전시, 북콘서트, 초중학생 시 백일장 등 종합

책 문화 축제 

문의: 미추홀도서관 032-440-6663

■ 인천광역시 중구청·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
원

제목: 윤동주의 삶, 노래, 그리고 이야기

일시: 2016.10.22(토) 13:00~22:00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

내용: 1부 윤동주 체험행사 및 시화그리기 대회, 2부 영화 동주

관람, 3부 시네마 토크 & 시낭송 콘서트

문의: 인천광역시 꿈벗도서관 032-764-6111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제목: 제23회 의정부 전국 백일장 대회

일시: 2016.10.22(토) 13:00∼16:00

장소: 의정부 예술의 전당 광장

내용: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대회

문의: 파주문인협회 061-944-3396

■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

제목: 제29회 율곡문화제(율곡 백일장)

일시: 2016.10.9(일) 10:00∼15:00

장소: 율곡선생유적지

내용: 제 29회 율곡문화제를 맞아 초중고등부와 일반부의

백일장 진행

문의: 파주문인협회 061-944-3396

■ 한국문인협회 화성시지부

제목: 제14회 전국 정조 효백일장

일시: 2016.10.8(토)

장소: 율건릉(융릉일원)

내용: 효성이 지극했다고 알려진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초중고등부와 일반부의 백일장 진행

문의: 파주문인협회 061-944-3396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주지회

제목: 제19회 전국 세종백일장

일시: 2016.10.8(토) 10:30 ~ 16:00

장소: 경기도 여주시 영릉

내용: 대한민국 거주 내외국인 (초,중,고등부) 대상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한국예총여주지회 사무국 031-886-5007

■ 황순원 소나기마을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문학과 우리 삶의 주인공) -김형경, 

구효서, 이순원

일시: 2016.10.8(토), 10.22(토)

장소: 황순원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 3층 수숫단강당

내용: 10.8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소설가 김형경, 문학

평론가 오태호)’ 그리고 10.22 ‘명두(소설가 구효서, 문학평론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제목: 제16회 인천청소년백일장

일시: 2016.10.16(일) 13:00 ~ 17:00

장소: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내용: 인천시 관내 청소년 대상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032-722-9160

■ 한국근대문학관

제목: 책 듣는 수요일 ‘땅에서 나무처럼 자라난 소설들’

일시: 2016.10.26(수) 

장소: 인천시 중구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내용: ‘땅에서 나무처럼 자라난 소설들’이라는 주제로 인천의

문학작품을 낭독으로 듣는다

문의: 한국근대문학관 032-455-7165

■ I-신포니에타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이철경

일시: 2016.10.8(토)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I-신포니에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I-신포니에타 032-834-1055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윤중목

일시: 2016.10.20(목)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I-신포니에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I-신포니에타 032-83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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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릉교육문화관

제목: 시낭송회 - “가을 아름다운 시 한편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일시: 2016.10.20(목) 19:00 

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육문화관 1층 영상음악실

내용: 강릉교육문화관 독서동아리 아홉 팀의 시낭송과 낭독, 

연주 공연 등

문의: 강릉교육문화관 033-640-9922~3

■ 강릉 김동명문학관

제목: 2016문향강릉 인문학콘서트 <문학, 전복과 확장>

일시: 2016.10.8(토) 14:00

장소: 강원도 강릉 김동명문학관

내용: 강릉문인협회/강릉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인문학콘서트

문의: 김동명문학관 033-640-4270

■ 강릉시/심연수선양회

제목: 심연수 시인 추모 시낭송제

일시: 2016.10.11(화) 19:00

장소: 강원도 강릉 MBC강원영동 공개홀

내용 : 심연수 시인 추모 시낭송제

문의: 심연수선양회 033-649-7288

■ 강원도교육청

①

제목: 인제 인문학콘서트 - 시 읽기 멋대로, 맛대로, 맘대로! 

시랑 놀자!(교육공동체 평화생명 시문학콘서트)

일시: 2016.10.8(토) 10:00~15:00

장소: 강원도 인제자작나무숲

내용: 시인 초청 특강, 시인과의 만남, 애송시 낭송, 창작시 쓰기 

등 밀도 있는 시문학 콘서트 프로그램

문의: 강원도교육청 033-258-5418

②

제목: 중학생 독서동아리한마당 - ‘책과 영상 사이의 거리’

일시: 2016.10.11(화)

장소: 강원도 고성고등학교

내용: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삶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타인과의 소통·공감 능력 함양

■ 토지문화재단

①

제목: 작가와 길을 걷다

일시: 2016.10.7(금) 15:00~20:00

장소: 강원도 원주시 매지임도(회촌)

내용: 토지문화관 창작실에 입주했던 문인 및 예술인들이 모여 

매지임도를 걸으며 친목을 다지고, 작가 천운영과 누리아 바리

오스의 스페인과 한국 양국에서의 레지던스 체험기를 나눈다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②

제목: 박경리 문장 낭독대회

일시: 2016.10.8(토) 14:00~16:00  

장소: 강원도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내용: 박경리 작가의 작품 중 좋아하는 대목을 낭독하고 감동을 

공유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③

제목: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일시: 2016.10.15(토) 9:00~12:00

장소: 강원도 원주시 박경리 문학공원(본선), 강원도 원주시 토

지문화관(시상식)

내용: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본선 참가자는 『토지』가 쓰여진 

박경리 작가의 옛집 마당에서 본선을 치루고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강원도지사상, 원주시장상 등을 시상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④

제목: 제6회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일시: 2016.10.22(토) 16:00~18:00

장소: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

내용: 전 세계의 소설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쓴 

작품과 이를 통해 성취한 문학적 업적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⑤

제목: 문학포럼 “『토지』의 대중적 향유”

일시: 2016.10.29(토)~10.30(일) 

장소: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

내용: 소설 『토지』의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장르적 변화 등

을 통해 얻은 대중성과 텍스트 변용 등을 고찰하고,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친밀하게 접근한다

문의: 토지문화재단 033-762-1382

문의: 강원도교육청 033-258-5418

③

제목: 고교생 독서동아리한마당 - ‘빠라삐리북~ 책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일시: 2016.10.15(토)

장소: 강원도 정선고등학교

내용: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와 친근해 지는 계기를 마련하

고 학생의 바른 역사관 함양

문의: 강원도교육청 033-258-5418

 

④

제목: 초등생 인문학독서토론캠프 -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일시: 2016.10.22(토)

장소: 강원도 춘천 동내초등학교

내용: 작가와의 만남,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 함양

문의: 강원도교육청 033-258-5418

■ 동해교육도서관

제목: 제6회 그늘빛 시낭송 대회

일시: 2016.10.20(목) 18:30~20:00

장소: 강원도 동해시 동해교육도서관 3층 다목적실

내용: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애송시 또는 자작시를 시에 

맞는 분위기로 낭송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문의: 동해교육도서관 033-533-4438

■ 정선교육도서관

제목: 문학을 통한 치유와 길 찾기 - 유미애 시인

일시: 2016.10.4(화)~10.25(화) 매주 화요일 10:00~12:00

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교육도서관 3층 강의실

내용: 언의의 힘, 문학의 힘을 통해 삶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문의: 정선교육도서관 033-563-5331

■ 춘천시립도서관

제목: 10월 춘천문학여행 

일시: 2016.10.5(수) 9:30

장소: 북한강 일원

내용: 다산과 한시를 읊으며 북한강을 걷다, 강사: 권혁진(강원

한문고전연구소장)

문의: 춘천시립도서관 033-245-5109

■ 한국문인협회강릉지부

제목: 제55회 대현이율곡선생제백일장

일시: 2016.10.22(토)

장소: 강원도 강릉 오죽헌

내용: 전국 초,중,고, 일반부 포함된 시, 산문 백일장.

문의: 한국문인협회강릉지부 010-8913-4886

■ 화천문화예술회관

제목: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일시: 2016.10.25(화)

장소: 강원 화천군 화천문화예술회관

내용: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해설이 함께하는 

연극 공연

문의: 화천문화예술회관 033-440-2549

대전 

■ 대전문인협회

제목 : 제34회 한밭전국백일장

일시: 2016.10.9(일)

장소: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내용: 운문, 산문부분, 학생부 및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 총 87명 

시상

문의: 대전문인협회 사무국 042-633-5300

충북

■ 옥천문화원

제목: 류승규 문학제

일시: 2016.10.7(금)

장소: 충북 옥천군 옥천문화원

내용: 농민문학가 류승규 선생을 기리는 류승규 문학제를 옥천

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지 역 별  문 학  행 사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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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실에서 개최

문의: 옥천군 043-730-3114

■ 충주문학관

①

제목: 충주문학관 매일 사행시 짓기 전국 공모

일시: 2016.10.1(토)~10.30(일) 

장소: 충북 충주문학관

내용: 일상에서 느끼는 시적인 감동을 표현하는 짧은 시 짓기로 

글의 묘미와 감성을 재치 있게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함, 초등학생 이상 국민 모두 참여 

가능하며 10월 시제는 세종대왕.

문의: 충주문학관 043-848-2211

②

제목: 제9회 충주문학관 한글사랑 육필창작시 전국대회

일시: 2016.10.9(일) 14:00~17:00

장소: 충북 충주문학관 일원

내용: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글을 바르고 예쁘게 쓰는 문학창

작 대회. 우수한 문학인을 배출하고 바른 우리 글씨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매년 개최하는 한글사랑 문학행사

문의: 충주문학관/종합문화예술회 멍석 

043-851-1117, 848-2211

■ 충주학생회관

제목: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일시: 2016.10.28(금)

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학생회관

내용: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해설이 함께하는 

연극 공연

문의: 충주학생회관 043-848-2268

■ 한국한시협회제천지부

제목: 제10회 한시백일장

일시: 2016.10.6(목) 10:00

장소: 충북 제천시 제천향교

내용: 시제를 주고 장원에서 장려까지 총 여섯 분을 선정하여 시상

문의: 한국한시협회제천지부 010-5932-5413

■ 천안성환도서관

①

제목: 우리지역 작가 탐방기 - 한용운 생가(만해 문학체험관)

일시: 2016.10.7(금)

장소: 충남 홍성 만해문학체험관

내용: 인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문의: 천안성환도서관 041-581-9963

②

제목: 우리지역 작가 탐방기 - 나태주 풀꽃문학관 

일시: 2016.10.27(목)

장소: 충남 공주시 풀꽃문학관

내용: 인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문의: 천안성환도서관 041-581-9963

■ 한국시낭송가협회

제목: 제7회 당진 시낭송의 밤 - 언어가 춤을 추다

일시: 2016.10.29(토)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내용: 시낭송 및 공연

문의: 한국시낭송가협회 010-6809-3477

■ 홍성 글마루도서관

제목: 작가와의만남 - 문희순

일시: 2016.10.13(목)

장소: 충남 홍성 글마루도서관

내용: 홍성출신 문희순 작가와 ‘김성달, 이옥재 부부의 시’를 

주제로 독자와 작가와의 만남

문의: 홍성군청 041-630-1813

■ 홍성도서관

①

제목: 문예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시: 2016.10.1(토)~10.29(토)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충남 홍성도서관 정보화실

내용: 시 창작 강의 및 개별 창작 학습 지도, 수강생 창작품의 

기량 향상을 도와 문단 활동 지원

문의: 홍성도서관 041-632-2860

■ 한국문인협회진천지부

제목: 제23회 포석 조명희 전국 백일장

일시: 2016.10.8(토) 10:00~17:00

장소: 충북 진천군 포석 조명희 문학관

내용: 포석 조명희 전국 백일장, 참가비는 없으며 운문부

(시, 시조), 산문부(수필) 참여 가능

문의: 한국문인협회진천지부/진천군 043-539-3601~2

■ 한국문인협회 옥천지부

제목: 제3회 이은방 백일장 

일시: 2016.10.6(목)

장소: 옥천관성회관 -야외음악당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1길 16

내용: 전국의 초, 중, 고교생, 대학 및 일반인 대상, 시 및 시조 

백일장. 총 33명 수상.

문의: 한국문인협회옥천지부 010-8842-4201

충남

■ 오천 작은도서관

제목: 충청수영성 영보정 행사 

일시: 2016.10.15(토) 13:30~16:00

장소: 오천면 충청수영내 영보정

내용: 독서퀴즈, 다독자시상, 복화술 인형극 / 무지개 물고기, 

북콘서트 / 음악은 문학이다 

문의: 오천작은도서관 041-933-3543

■ 증평도서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정유정

일시: 2016.10.8(토)

장소: 충북 증평군 증평도서관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증평도서관 043-836-9477

②

제목: 동화구연 프로그램 ‘토이방’

일시: 2016.10.1(토)~10.29(토) 매주 토요일 14:00~15:00

장소: 충남 홍성도서관 유아독서방

내용: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동화 구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 감상 나눔 및 독후활동

문의: 홍성도서관 041-632-2860

③

제목: 지역주민 추천도서 - ‘내 인생의 책’ 전시

일시: 2016.10.1(토)~10.30(일)

장소: 충남 홍성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용: 지역주민 추천도서 전시 및 대출 서비스와 책과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알림판 게시

문의: 홍성도서관 041-632-2860

광주

■ 장덕도서관

제목 :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나는 늑대예요’ - 이현 동화작가

일시 : 2016.10.11(화) 15:00~17:00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도서관 3층 다목적실

내용 : 『나는 늑대예요』의 저자 동화작가 이현과 함께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과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체험 활동 (사전접수 후 참여)

문의 : 장덕도서관 062-960-3992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제목 : 제4회 광산 독서토론대회

일시 : 2016.10.14(금) 10:00~11:50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

내용 : 공지영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토론도서 

및 논제로 ‘사회정의 구현과 흉악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가?’ 찬반토론 대회

문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서관정책팀 062-96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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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①

제목 : 2016 사진도서관 숲속 독서회 - 책은 사랑을 싣고,

18문 10답

일시 : 2016.10.4(화)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전망대 3층

내용 : 게스트와 함께하는 독서 후속활동, 시낭송 등

문의 :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062-613-7774

②

제목 : 2016 사진도서관 숲속 독서회 - 봄비와 시인 이수복

일시 : 2016.10.11(화)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전망대 3층

내용 : 이수복 시인의 장남 이석 시인과 함께하는 

‘봄비와 시인 이수복’ 강의, 시낭송 등

문의 :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062-613-7774

③

제목 : 2016 사진도서관 숲속 독서회 - 사랑과 우정사이

일시 : 2016.10.18(화)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전망대 3층

내용 : 명언, 명구로 만들어보는 엽서와 책갈피 독후활동 체험과

악기연주 등

문의 :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062-613-7774

④

제목 : 2016 사진도서관 숲속 독서회 -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제

일시 : 2016.10.25(화)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전망대 3층

내용 : 내 인생의 책들, 낭독회

문의 :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062-613-7774

⑤

제목 : 양림동 속속들이 탐방 - 강연 및 답사 활동

일시 : 2016.10.5(수)/2016.10.19(수) 15:00~17: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시비) 일대

내용 :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 4개 권역 문학로드(시비)와

강연 및 답사 활동

문의 :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062-613-7774

■ 광주전남작가회의

제목 :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로 읽는 가을날의 오월 인문학 

- 시인 조진태

일시 : 2016.10.4(화)~11.9(화) 매주 화요일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강당

전북

■ 전북문학관

①

제목: 찾아가는 문학관

일시: 2016.10.6(목)~10.12(수)

장소: 전북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마을회관

내용: 시낭송, 동화 구연, 즉석삼행시, 나의 삶 나의 인생 스피치 등

문의: 전북문학관 063-252-4411

②

제목: 찾아가는 문학관

일시: 2016.10.6(목)~10.12(수)

장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물문화관

내용: 시낭송, 동화 구연, 즉석삼행시, 나의 삶 나의 인생 스피치 등

문의: 전북문학관 063-252-4411

③

제목: 작가와의 만남 - 김용택 시인, 소재호 시인 문학특강

일시: 2016.10.14(금)

장소: 전북 전주시 전북문학관

내용: ‘시인과 함께 하는 전북산하’를 주제로 김용택, 

소재호 시인 초청 작가와의 만남 문학 특강

문의: 전북문학관 063-252-4411

④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박성우, 김경희 작가 문학특강

일시: 2016.10.14(금)

장소: 전북 전주시 전북문학관

내용: ‘청소년에게 꿈을’이라는 주제로 박성우, 김경희 작가 

초청 작가와의 만남 문학 특강

문의: 전북문학관 063-252-4411

전남

■ 구례군청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정지아, 전성태

일시: 2016.10.20(목)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청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내용 : ‘소년이 온다’를 테마로 작가 한강의 소설에 깃든

오월의 이야기와 문화예술로 승화된 오월의 역사에 대한 소개.

영화감독 박기복, 광주트라우마센터 강용주 원장도 강사로 참여

문의 : 광주전남작가회의 062-523-783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①

제목 :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 국제교류전 기획전시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 

일시 : 2016.6.10(금)~2017.1.8(일)

장소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기획관3

내용 : 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시인이자 동방의 시성 그리고 사상가로 추앙받는 타고르의 생애

에 관련한 다섯 개의 소주제 전시. 무료전시, 자유 관람

문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99-5566

②

제목 : 셰익스피어 in ACC - 문강형준, 최진석, 한창호, 배요섭

일시 : 2016.10.5(수)~2016.11.02(수) 매 수요일 10:30

장소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B2 아카데미 2실

내용 :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수벽 년의 시대를 넘어 

아직까지 감동을 전하는 그의 작품을 조명해보는 강의. 강의료 

및 신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

문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599-5566

③

제목 : 시 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 시인 나희덕

일시 : 2016.10.5(수)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B3)

내용 : 나희덕 시선집 『그녀에게』의 발간 과정과 ‘여성성’이라

는 주제가 어떻게 작품세계를 관통하는지 살피는 강의로 낭송과 

해설이 함께하는 문학 강연회

문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2-601-4742

④

제목 : 아시아 인문지식인의 초상 : 루쉰과 신영복

일시 : 2016.10.19(수) 19:00~21:00

장소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B3)

내용 : 한국과 중국의 문학·인문학 지식인의 표상인 두 

문호 루쉰과 신영복의 역사적 대면의 시도. 무료강의

문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2-601-4742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구례군청 061-780-2659

■ 생각구름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시인 김언, 김이듬

일시: 2016.10.22(토)

장소: 전남 순천시 생각구름

내용: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작가와의 대담과 작품 토론 진행

문의: 생각구름 010-9441-3512

■ 시문학파기념관

①

제목: 영랑생가 포엠 콘서트

일시: 2016.10.6(목) 19:30~21:30

장소: 전남 강진군 영랑생가 모란 시비 앞 잔디밭

내용: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애송시 낭독과 

시 노래 공연

문의: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186~8

②

제목 : 문학작품 낭독회

일시: 2016.10.11(화) 17:00~18:30

장소: 전남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2층 북카페

내용: 지역 문학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학작품 낭독회

문의: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186~8

③

제목: 화요일 밤의 작가 초대 토크쇼

일시: 2016.10.25(화) 19:00~20:30

장소: 전남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1층 세미나실

내용: 초대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들어보는 토크쇼

문의: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186~8

④

제목: 영랑생가에서 듣는 문학이야기 - 동화작가 김해등

일시: 2016.10.26(수) 16:00~18:00

장소: 전남 강진군 영랑생가 은행나무 아래

내용: 동화 속 주인공 되어보기 및 작품 낭독 

문의: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186~8

⑤

제목: 갈대숲에서 불어오는 시와 음악의 향연

일시: 2016.10.30(일)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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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남 강진만 갈대숲(강진읍 남포리)

내용: 시 낭독 퍼포먼스, 노래가 된 가을 시 공연 등

문의: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186~8

부산

■ 김민부문학제

①

제목: 제6회 김민부문학제 전야제

일시: 2016.10.27(목)18:30~20:0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청 대강당

내용: 김민부문학제 축하 공연, 강연, 시극, 시낭송 등 

문의: 김민부문학제 운영위원회 018-504-0519

②

제목: 문학 강연 - ‘김민부의 시세계’ 이승하 교수

일시: 2016.10.27(목) 19:20~19:4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청 대강당

내용: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특강

문의: 김민부문학제 운영위원회 018-504-0519

③

제목: 제6회 김민부문학제 - 거리 시화전

일시: 2016.10.27(목)~10.31(월)

장소: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 공원, 동구 김민부 전망대 일원

내용: 김민부 시인 작품 및 초대시, 회원시 전시

문의: 김민부문학제 운영위원회 018-504-0519

④

제목: 제6회 김민부문학제 - 거리 시낭송

일시: 2016.10.31(월) 17:00~17:3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김민부 전망대

내용: 제6회 김민부 문학제 자료집 수록시 낭송

문의: 김민부문학제 운영위원회 018-504-0519

■ 부산문인협회

①

제목 : 제5회 부산국제문학제

일시: 2016.10.13(목)~10.15(토)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경성대학교 

③

제목: 제19회 요산문학축전 - 독서토론대회

일시: 2016.10.31(월) 17:0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일터소극장

내용: 요산문학축전 기간 중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산 작품

을 읽고 토론하는 기회 제공

문의: 요산기념사업회 051-515-1655

④

제목: 제19회 요산문학축전 - 문학콘서트

일시: 2016.10.31(월) 19:0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일터소극장

내용: 지역작가인 임수생 시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성찰하며 시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시간 

문의: 요산기념사업회 051-515-1655

대구

■ 달서구립도서관

①

제목: 책 함께 읽자! 낭독회 - 이루리 아동작가 초청 강연회

일시: 2016.10. 7(금) 15:00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홀

내용: 책 함께 읽자! 행사의 일환으로 ‘그림책으로 알아보는

우리 가족 별자리 라는 주제로 강연회 진행

문의: 달서구립도서관 053-667-4811

②

제목: 책 함께 읽자! 낭독회 - 손택수 시인 초청 강연회

일시: 2016.10.12(수) 11:00 

장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내용: 책 함께 읽자! 행사의 일환으로 ‘시 치유-상상력과 사랑’ 

라는 주제로 강연회 진행

문의: 달서구립도서관 053-667-4811

■ 달서어린이도서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이금이 아동문학 작가 강연회

일시: 2016.10.8(토) 14:00~16:00

장소: 대구광역시 달서어린이도서관 4층 시청각실

내용: 아동들에게 보다 친숙한 도서의 작가섭외를 통해 문학의 

누리소강당

내용: 심포지엄, 개막식, 축하공연, 다문화가족 시낭송대회, 문학

특강(소설가 김주영, 시인 안도현), 주제강연, 국제시낭송회 등  

문의: 부산문인협회 051-632-5888

②

제목: 부산예술제 - 개막식 및 작가와의 만남 

일시: 2016.10.21(금) 11:00~13:00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

내용: 개막식 행사, 작가와의 만남 정일근 강연

문의: 부산문인협회 051-632-5888

③

제목: 부산예술제 - 시화전

일시: 2016.10.21(금)~10.25(화)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

내용: 부산예술제 ‘지역문화교류전’ 시화전 개최

문의: 부산문인협회 051-632-5888

■ 부산시인협회

제목: 제4회 한국시문학축제 제18회 전국 학생. 시민 백일장

일시: 2016.10.29(토) 

장소: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컨벤션홀

내용: 학생부, 일반부 대상 운문 부문 백일장

문의: 부산시인협회 사무국 051-441-6134

■ 요산기념사업회

①

제목: 2016 요산 김정한 문학기행

일시: 2016.10.23(일) 9:00

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요산문학관 출발, 사밧재, 

산서동 뒷이야기, 수라도, 뒷기미나루의 배경지 탐방

내용: 요산 김정한 선생의 작품 속 배경이 된 장소를 탐방함으로써 

요산 문학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 마련

문의: 요산기념사업회 051-515-1655

②

제목: 제19회 요산문학축전 - 개막 및 백일장

일시: 2016.10.29(토) 12:00

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요산문학관

내용: 요산 김정한을 기리며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고 창작 욕구를 더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백일장 행사, 시민과 

문학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 마련

문의: 요산기념사업회 051-515-1655

공감대를 형성하며 독서에 대한 의욕 고취

문의: 달서어린이도서관 053-667-4860

■ 달성군

제목: 2016년 달성군 평생학습주간- ‘김진명’ 작가초청강연회

일시: 2016.10.12(수) 15:00 

장소: 달성군청 1층 군민소통관

내용: 2016년 달성군 평생학습주간 행사 일환으로 

작가초청강연회 개최

문의: 달성군 정책사업과 053-668-3274

■ 대구문인협회

제목: 제35회 전국 달구벌백일장 

일시: 2016.10.9(토)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내용: 학생부, 일반부 대상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대구문인협회 053-256-4484 

■ 대구문학관

①

제목: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 황순원의 『소나기』

일시: 2016.10.8(토) 15:00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문학관 3층 명예의 전당

내용: 근대문학정신이 깃든 전시공간에서 연극으로 재해석된 

근대소설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문의: 대구문화재단·대구문학관 053-430-1233

②

제목: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 주요섭의 『사랑손님

과 어머니』

일시: 2016.10.22(토) 15:00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문학관 3층 명예의 전당

내용: 근대문학정신이 깃든 전시공간에서 연극으로 재해석된 

근대소설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문의: 대구문화재단·대구문학관 053-430-1233

③

제목: 대구문학로드 정기투어 - 1900~1940년대 근대문학의 태동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0.8, 10.15, 10.22, 10.29)

장소: 대구예술발전소 1층 로비(출발), 수창보통학교, 우현서루, 

근대문인생가, 근대문인고택, 마당깊은집배경 등

내용: 전문해설사와 함께 근대 문인들의 생가와 고택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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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쇄소 등 근대문학과 관련된 장소 탐방

문의: 대구문화재단·대구문학관 053-430-1234

④

제목: 대구문학로드 정기투어 - 1920~1960년대 전쟁기 문화

예술의 교류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0.9, 10.16, 10.23, 10.30)

장소: 대구문학관 3층(출발), 문성당출판사, 

예술인의 옛거리(다방거리), 명금당, 무영당, 근대역사건물 등

내용: 전문해설사와 함께 근대 문인들의 생가와 고택터, 

출판사와 인쇄소 등 근대문학과 관련된 장소 탐방

문의: 대구문화재단·대구문학관 053-430-1234

■ 시인보호구역

제목: 작가와의 만남 - 김용락 시인, 손택수 시인

일시: 2016.10.14(금)

장소: 시인보호구역

내용: ‘시인과 시민, 시에게 말을 걸다’ 라는 주제로 김용락 시인, 

손택수 시인과의 만남 진행

문의: 시인보호구역 070-8862-4530

울산

■ 색동회 울산지부

제목: 제29회 울산어머니 동화구연대회

일시: 2016.10.13(목)~10.15(금)(접수) / 10.25(화)(대회)

장소: 울산광역시 진장동 농협 하나로 클럼 2층 문화센터 대강당

내용: 어린이 문화 운동에 일생을 바친 소파 방정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동화구연을 통해 어린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이며, 울산에 거주하고 1963년 이후 출생 기혼여성이면 누

구나 참가 가능.

문의: 색동회 울산지부 052-223-6177

■ 울산중부도서관

제목: 2016 올해의 책 독후감 시상 & 북콘서트 

일시: 2016.10.18(화) 15:00~17:00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

내용: 2016 올해의 책으로 5월~9월 독후감상문 공모를 실시하

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

내용: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해설이 함께하는 

연극 공연

문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12

■ 이육사문학관

제목: 장석주 시인 초청 낭독회

일시: 2016.10.15(토) 13:00~14:00

장소: 경북 안동시 안동민속박물관 시청각실

내용: 이육사문학축전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장석주 시인을 

초청하여 낭독회 진행

문의: 이육사문학관 054-852-7337

■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

제목: 2016 신라문화제 한글백일장 

일시: 2016.10.8(토) 

장소: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 목월시비 앞

내용: 학생부, 일반부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 010-2502-2740

■ 한국문인협회 안동지부

제목: 제37회 전국 육사백일장 

일시: 2016.10.15(토) 

장소: 경북 안동민속박물관

내용: 학생부, 일반부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한국문인협회 안동지부 010-8859-2469

경남

■ 김달진문학관

①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민창홍 시인, 방민호 평론가

일시: 2016.10.7(금)

장소: 김달진문학관

내용: 민창홍 시인, 방민호 평론가 초청 강연회 진행

문의: 김달진문학관 055-547-2623

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문의 수상자 선정과 시상, 청소년 

올해의 책인 『벙커』를 쓴 소설가 추정경 작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 진행

문의: 울산중부도서관 052-210-6506

경북

■ 객주문학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구효서의 문학특강

일시: 2016.10.26(수) 15:00

장소: 경북 청송군 객주문학관 창작스튜디오

내용: 소설가 구효서의 문학특강

문의: 객주문학관 054-873-8011

■ 봉화공공도서관

제목: 강원도 인제로 떠나는 독서회 문학기행

일시: 2016.10.8(토) 6:00~20:00

장소: 경북 봉화군 봉화공공도서관 출발, 강원도 인제 박인환 

문학관, 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 등

내용: 봉화공공도서관 독서회가 강원도 인제로 떠나는 문학기행

으로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 박인환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박인환 문학관 관람 등 

문의: 봉화공공도서관 054-673-0973

■ 성주공공도서관

제목: 문학기행

일시: 2016.10.23(일) 8:00~18:00

장소: 경북 성주군 성주공공도서관 출발, 청송 객주문학관 일원

내용: 문학창작의 현장을 방문하여 작가의 삶과 문학작품의 

배경 체험, 문학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 성주공공도서관 054-933-2095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제목: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일시: 2016.10.19(수)

② 

제목: 작가와의 만남 - 김명희 시인, 장석원 시인

일시: 2016.10.15(토)

장소: 김달진문학관

내용: 김명희 시인, 장석원 시인 초청 강연회 진행

문의: 김달진문학관 055-547-2623

③

제목: 작가와의 만남 - 박순원 시인, 장만호 시인

일시: 2016.10.28(금)

장소: 김달진문학관

내용: 박순원 시인, 장만호 시인 초청 강연회 진행

문의: 김달진문학관 055-547-2623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제목: 10월 책 읽어주는 날 운영 

일시: 2016.10. 1(토) 11:00, 10.15(토) 11:00, 10.29(토) 

11:00

장소: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내용: 재미있는 동화를 선정하여 아동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운영

문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055-940-8470

■ 남해유배문학관

제목: 작가와의 만남 - 소설가 정유정 작가 초청강연

일시: 2016.10.5(수)

장소: 경남 남해군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실

내용: 정유정 소설가 초청 강연회 진행

문의: 남해유배문학관 055-860-8626

■ 마산도서관

제목: 제14회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 공모전

일시: 2016. 9. 1(목) ~ 10. 7(금)

장소: 마산도서관 

내용: 자신이 생각하는 느낌을 시와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모전

문의: 마산도서관 055-240-4560

■ 성산도서관

제목: 길 위의 인문학 - 문학이 된 산과 바다 그리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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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10.11(화)

장소: 성산도서관

내용: 소설의 배경-김동리 등신불 외, 시의 배경-박재삼 천년의 바람 

등을 주제로 강연 및 탐방 진행

문의: 성산도서관 055-7401

■ 의령군민회관

제목: 문학 읽고, 보다 - 문학 연극 공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학」

일시: 2016.10.12(수)

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민문화회관

내용: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해설이 함께하는 연극 공연

문의: 의령군민문화회관 055-570-4921

■ 의령도서관

제목: 길 위의 인문학 - 박경리 문학의 지역성과 자기발견 등

일시: 2016.10. 8(토) 10:00, 10.22(토) 10:00, 10.29(토) 10:00

장소: 의령도서관 다목적실

내용: 박경리 문학과 관련된 강연과 탐방 등 진행

문의: 의령도서관 055-572-0941

■ 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

①

제목: 2016 토지문학제 토지백일장 

일시: 2016.10.8(토) 

장소: 경남 하동 최참판댁 일원

내용: 학생부, 일반부 운문, 산문 대상 부문 백일장

문의: 한국문인협회하동지부 010-2833-8225

②

제목: 2016 토지문학제 전국 어르신 백일장

일시: 2016.10.8(토) 

장소: 경남 하동 최참판댁 일원

내용: 65세 이상의 국민 대상 운문, 산문 부문 백일장

문의: 한국문인협회하동지부 010-2833-8225

일시	 2016.10.8(토)~14(금)

장소	 [전국] 전국 문학관, 도서관, 대형 서점 등 문화시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교보문고 광화문점

  청운문학도서관, 연세대학교, 삼청공원숲속도서관

  인근 문화시설 등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한국문학관협회 | EBS | 교보문고 광화문점 | 종로문화재단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5

문학주간 2016
가을, 문·학·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