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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문학’,	‘문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근본	원인이	‘독자(수요)	없는	창작’이고	이를	

위해	문학	분야	독자	증진이	필수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방통행식	지원행정에

서	벗어나	예술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기획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2016년	한국문학의	독자	저변을	넓히고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문학	페스티벌인	‘문학주간’행사를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	‘문학주간	2017’에서는	주요	

문학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여	작가,	독자,	유관단체가	한데	어우러진	전국	한국

문학	축제를	개최하였다.

•	다양한	계층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학계	및	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학에	대한	대중적	흥미	유발과	저변	확대

•	전국	문학	독자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확대	및	작가	파견	프
로그램,	전국	문학공간	협력	확대

•	연중	추진된	문학활성화	사업을	단순히	지원·추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문학
주간을	통해	일반	국민	및	문학계와	공유하는	자리	마련

•	9월~12월	개최되는	전국	문학	관련	행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제공,	홍보하고,	문학주
간이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학	사업을	네트워킹하고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
하도록	발전방향	설정

문학주간 2017

2017. 9. 1.(금) ~ 9. 7.(목) 7일간

문학, 감각을 깨우다

서울 / 마로니에공원 일대 등 
전국 / 전국 32개 지역문학관, 12개 문학전문책방, 
          31개 중·고교, 12개 공공·병영도서관 등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독자 및 문학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통합 정보제공 및 홍보 추진

일반시민, 작가, 출판사, 유관단체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가나다순)

EBS, 교보문고 광화문점, 종로문화재단, 한국구세군, 
한국문학번역원(가나다순)

12,794명

205명

44개(서울), 63개(서울 외) 총 107개

추진 배경

추진 방향

행사 개요

1. 추진 개요

행사명

기간

주제

장소

사업내용

대상

주최

후원

공동주관

협력

참여관객수

참여문인수

프로그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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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문학단체로	구성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협력

•	문화예술위원회(공개입찰)	
※	운영	용역은	행사	운영	및	홍보	진행,	
홍보물	제작	등	전체	행사	운영	및	관리

•	조직위에서	제안한	문학단체별	전국		
문학주간	행사	참여계획안	수렴
•	그	외	문학	유관단체와의	협력체제		
마련을	통한	전체	행사	추진계획	수립
•	문학주간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	연중	문학사업	성과보
고	행사	준비

•	문학주간	2017(’17.	9.1~7,	1주간)

•	문화예술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운영	용역	등

’16.	12월
~	’17.	3월

’17.	4.	26	-1차
’17.	6.	14	-2차
’17.	7.	20	-3차
’17.	8.	17	-4차
’17.	11.	2	-5차

’17.	5	~	6월

’17.	5	~	8월

’17.	9월

’17.	10	~	11월

추진 절차 문학주간 2016 
결과보고 검토 및

2017년도 추진 방향 설정

문학주간 2017 
조직위원회 구성 및 
행사 추진계획 수립

문학주간 행사 
운영 용역 입찰

문학주간 
세부프로그램 준비

문학주간
행사 운영

행사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환류계획 수립

2. 추진 체계

추진 체계 후원

주최 공동주관 협력

조직위원회

대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EBS

한국문학관협회 종로문화재단

한국시인협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인협회 교보문고 광화문점

한국소설가협회 한국구세군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동주관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정희 비상임위원

김창욱 문학시각예술본부장

㈜메이드바이

㈜프럼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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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일정 및 행사장 배치도

서울 행사 일정표

장소 9. 1(금) 9. 2(토) 9. 3(일) 9. 4(월) 9. 5(화) 9. 6(수) 9. 7(목)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11:00~20:00]
문학3일장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21:00~23:00]
전야제(1)
문학주간
x라운드미드나잇
문학, 밤을 깨우다
(1부)

[11:00~20:00]
문학3일장

[11:00~20:00]
문학3일장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3:00~13:50] 
작가스테이지 0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지하	
다목적홀

[11:00~19:00]
문인화전
[19:00~19:50] 
작가스테이지 0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이야기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예술가의
집

예술나무
카페,	

야외정원

[19:00~20:30]
EBS FM 공개방송 
북카페
[23:00~05:00]
전야제(2)
문학주간
x라운드미드나잇
문학, 밤을 깨우다
(2부)

[18:00~19:00]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17:00~17:50] 
작가스테이지 0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19:00~20:30]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6
여름 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 소설 낭독회

[19:00~21:0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익명의 감

[18:30~20:30]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다목적홀

[15:00~18:00]
한국문학 대축전
[19:00~20:30]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15:00~16:30]
EBS FM 공개방송
정애리의 ‘시 콘서트’
[18:00~19:30]
한국소설 인터뷰쇼
(만남편)

[10:00~16:00]
전국 문학관 워크숍

아르코
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5:00~16:00] 
작가스테이지 02
신(新)나는 청문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0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19:00~19:50] 
작가스테이지 04
소설 in(人) 서울!
[21:00~21:50] 
작가스테이지 05
동주 1917

[13:00~13:50] 
작가스테이지 06
그림으로 읽는 시
[15:00~15:50] 
작가스테이지 0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19:00~19:50] 
작가스테이지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3
야한 소설 낭독회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5
물감과 타이프
[20:00~21:00] 
작가스테이지 17
마지막 수업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8
팟캐스트 파문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20:00~21:30]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전국문학전문책방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미스터리유니온
추리소설 작가와의 
미스터리 토크
[20: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봐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4:00] 
서울 책방 사춘기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16: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
[19: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
[19:00] 
광주 검은책방 흰책방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10:00] 
제주 시옷서점
햇빛과 바람과 시옷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8: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들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청색종이
이 시대의 생명, 
그리고 문학
(열린문학좌담회)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고요서사
소설이 있는 곳으로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00] 
부산 낭독서점시집
추억을 보관하는 
동네책방 낭독회
[19:30] 
서울 위트앤시니컬
문학과사회
- 히든트랙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20:00]
경기 미스터버티고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와의 만남

서울 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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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일정 및 행사장 배치도

[서울]
행사장별
프로그램

전국 행사장 배치도

다시서점
미스터리유니온
책방	사춘기
청색종이
청운문학도서관
고요서사
위트앤시니컬
한국시조문학관
문학의집	서울
한무숙문학관

대구	시인보호구역
부산	낭독서점시집
경남문학관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대구문학관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이육사문학관
김달진문학관
이원수문학관
지리산문학관
한국시조문학관
웅동중학교
진해남자중학교
안동	복주여자중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
김천	중앙고등학교
영덕	축산중학교
산청	신등중학교
산청청소년수련관

광주	검은책방흰책방
35사단	105연대	자룡소초
석정문학관
최명희문학관
목포문학관
시문학파기념관
정보과학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전주	효문여자중학교
해남고등학교
전주	전라고등학교

충남문학관
山史현대시100년관
보훈문학관
대전문학관
리터렌스문학관
홍성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충북	대성고등학교
충남	광시고등학교
문화공간	서담재
천안	중앙도서관

한국시집박물관
월하이태극문학관
김동명문학관
강릉	해랑중학교
봉평도서관

한국근대문학관
육필문학관
17사단	장도소초
17사단	송도소초
예일고등학교
문화공간	서담재
인천생활문화센터

제주	시옷서점

서울   19

경상도   20

전라도   11

제주도   1

충청도   11

강원도   5

인천   7

효문고등학교
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용화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화곡중학교
광영고등학교
예일여자중학교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미스터버티고
황순원문학촌
1사단	7초소
25사단	승전대대
28사단	80GOP	
17사단	감바위소초
조병화문학관
청류재수목문학관
청담고등학교
태광중학교

이충중학교
풍생고등학교
원미중학교
철산중학교
호매실중학교
내동중학교
소사중학교
그루터기도서관
광주	문인협회

경기도   19장소 프로그램

마로니에 공원
지하 다목적홀

•	시인들의	문인화展	전시	‘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
•	작가스테이지	<문학,	마음을	채우다>	
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이야기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작가스테이지	<문학,	마음을	채우다>	
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	열린문학도서관	<숲속의	서재>
•	문학산,	책(BOOK)길
•	문학	3일장

아르코 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	작가스테이지	<문학,	마음을	채우다>	
2)	신(新)나는	청문회	
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4)	소설	in(人)	서울!	
5)	동주	1917	
6)	그림으로	읽는	시	
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	음악회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13)	야한소설	낭독회	
15)	물감과	타이프	
17)	마지막	수업	
18)	팟캐스트	파문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	해외레지던스	성과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예술나무카페 및
야외정원

•	작가스테이지	<문학,	마음을	채우다>	
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16)	여름밤을	위한	추리	추리한	추리	소설	낭독회
•	전야제	<문학주간	X	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	 EBS	FM	공개방송	‘북카페’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익명의	감’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한국문학	대축전
•	한국소설	인터뷰쇼(기억편,	만남편)
•	 EBS	FM	공개방송	정애리의	‘시	콘서트’
•	전국	문학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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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사장별
프로그램

일자 장소 프로그램

1(금)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미스터리유니온 추리소설	작가와의	미스터리	토크
–	경성	탐정	이상	김재희	작가를	만나다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봐–시와	관련된	영화	상영

요산문학관 요산으로	물들다
(사하촌,	사밧재	강의	및	토론)

경남문학관 시,	들려드려요
석정문학관 신석정시인의	이야기를	찾아서
홍성문학관 손곡	이달의	작품세계	특강	및	시낭송,	영화관람

2(토)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책방	사춘기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독립서적(문학)	저자	낭독회
(오성현,	이경민,	장성희,	정보경)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시인	이원규와	함께	시낭독
+	맥주	파티

광주	검은책방흰책방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	2017년	젊은	작가들

충남문학관 다(多)가치	문학애(愛)	퐁당
김달진문학관 제22회	김달진문학제
대구문학관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리터렌스문학관 Empathy	:	문학,	아우르다
요산문학관 요산문학기행
이원수문학관 와글다글	동심콘서트	및	공모전	시상식

3(일)

제주	시옷서점 햇빛과	바람과	시옷-시활짝	프린팅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들–시인겸	소설가	우광훈,	
시인	김수상	촉촉한	특강

4(월)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청색종이 이	시대의	생명,	그리고	문학	(열린문학좌담회)

5(화)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우리에게	윤동주는	무엇인가
-	동아시아에서	윤동주	읽기>

서울	고요서사 소설이	있는	곳으로	-	황현경	평론가와
최진영	작가의	소설	대담

일자 장소 프로그램
5(화) 보훈문학관 지역	대표	작가와의	만남(정진석	시인)

6(수)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문학을	넘어선	윤동주,	대중문화	속	동주>

서울	위트앤시니컬 [문학과사회-히든트랙]	세대,	페미니즘,	문학성,	
시인들에	대한	못다	한	이야기들

부산	낭독서점시집 추억을	보관하는	동네책방	낭독회
월하이태극문학관 힐링캠프	문학	강의

조병화문학관 조병화	대표시를	말한다	강연	및	낭송회
(장소	:	혜화동자치회관)

지리산문학관 문학주간	특집	지리산문학관	및	
문화유적탐방

7(목)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윤동주와	그의	시대,	2017년	
일본의	사상상황>

경기	미스터버티고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와의	만남
한국시조문학관 가을맞이	인문학콘서트	및	시낭송회
대전문학관 김종회	평론가	초청특강
山史현대시100년관 시,	희망을	노래하다
석정문학관 찾아가는	시	낭송회
한국근대문학관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

8(금)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시인동주,	시인의	길>

요산문학관 요산으로	물들다(산서동	뒷이야기,	
수라도	강의	및	토론)

황순원문학촌 제14회	황순원문학제

9(토)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1년을	찾아서>

청류재수목문학관 크로스오버-문자언어와	조형언어의	
교차로

김달진문학관 제22회	김달진문학제
김동명문학관 개관	제4주년	기념식
황순원문학촌 제14회	황순원문학제

10(일)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우리는	윤동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허영자	시인	초청	강연	및	시낭송회
(장소	:	박목월생가)

김달진문학관 제22회	김달진문학제
황순원문학촌 제14회	황순원문학제

3. 행사 일정 및 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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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행사	
세부 내용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2. 홍보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문학주간 2017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	 	개요

내용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문학주간	2017의	문을	연	개막식은	
예술가의집	야외정원을	문학으로	가득	찬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
다.	배우	정진영의	사회로	뮤지컬로	부르는	소설,	시조	시인과	랩퍼의	
랩으로	만난	시,	작가들이	뽑은	내	인생의	문장을	시극으로	탄생시킨	퍼
포먼스	등	100여명의	문학	관계자	및	일반	관객에게	다양한	한국문학을	
선사하였다.	개막선언은	문화체육관관부	도종환	장관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오정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문학계	대표인사,	작가,	
일반	독자가	참여하여	문학주간의	의미를	알렸고,	도종환	장관의	건배
사와	함께	일상	속에서	즐기는	김밥과	순대,	빈대떡을	함께	나누며	개막
식을	마무리하였다.

일시 2017.	9.	2(토),	18:00~19:00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집	야외정원

출연진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예술위원회	오정희	위원장	직무대행,	
문학주간	조직위원회,	유관기관·단체장,	문인	등

참여관객 100명

진행순서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8:00~18:05	(5') 오프닝	공연 한국단편소설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쿵짝>	뮤지컬	넘버

18:05~18:10	(5') MC	인사말,	문학주간	소개,	내외빈	소개 MC–배우	정진영

18:10~18:15(5') 개막선언
(대표	5인	낭독)

1.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정희	위원장	직무대행
3.	문학주간	조직위원회	대표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4.	황유원	시인
5.	독자	대표	나하늘

18:15~18:20(5') MC	인터뷰

18:20~18:30(10') 공연	‘모든	시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시조시인	김보람	&	래퍼	베이식
(Basick)	콜라보	공연

18:30~18:45(15')
퍼포먼스	시극
‘너는	네가	먹는	
그것이다.’

최치언	시인	겸	극작가	연출

18:45~18:50(5') MC	마무리
18:50~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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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_ 문학주간X라운드미드나잇 ‘문학, 밤을 깨우다’

•	 	개요 내용 문학주간X라운드미드나잇은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기
획하는	페이지터너가	문학주간과	협력하여	만든	전야제	프로그램이다.	
문학주간	첫	날,	‘문학,	밤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
지	밤샘	독서,	음악	공연	및	북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전	모객
을	30명	한정으로	진행하여,	간단한	야식	및	동네	서점에서	큐레이션한	
블라인드북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다.	
-	사전	접수	:	네이버	온라인예약	/	인당	참가비	1만원

일시 2017.	9.	1(금)	21:00	~	9.	2(토)	04:30

장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및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출연진 소설가	정지돈,	시인	이현호,	한인준,	김소형
뮤지션	9(of	9와	숫자들),	수상한	커튼,	아를,	기타리스트	최병욱

참여관객 230명(1부	야외행사	공개관람수	포함)

진행순서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출연진

1부

21:00~21:50
문학소년 감성적인	노랫말로	조곤조곤	

노래하는	문학소년이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로	관객을	만남9(of	9와	숫자들)

22:00~22:50
문학의	기쁨 싱어송라이터	수상한	커튼과

정지돈	작가가	들려주는	문학과
음악	콘서트

정지돈	작가
/	수상한	커튼

23:00~23:50 야식타임

2부

00:00~01:00

응답하는	
시들의	밤

시인	2명과	기타리스트가	서로의	
시	세계에서	연결되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각	1-2편씩	낭독하고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떠오르는	음악을	연주

시인	이현호,	한인주
/기타리스트	최병욱

01:00~02:00
TEXT	SOUND 텍스트사운드로	보다	한국문학과	

음악의	새로운	과정을	관객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김소형	시인	/	아를

02:00~04:30 책	읽는	새벽 각자	준비해	온	책을	읽는	시간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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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_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내용 작가스테이지	기획을	통해	문학계의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관심	및	참
여를	확대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위한	작가들의	기획력	증진으로	자생
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인이	직접	기획한	문학행사를	독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문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6일간	
19개의	무대로	진행된	작가스테이지는	34명의	작가들이	300여명의	한
국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과	만났다.	
-	사전	접수	:	온오프믹스	/	인당	참가비	3천원(음료	제공)

일시 2017.	9.	1(금)	~	9.	6(수)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출연진 하단	표	참고

참여관객 380명(사전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

프로그램 스테이지 명 대표작가
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강병융
2 신(新)나는	청문회 정수민
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배수연,	임승훈
4 소설	in(人)	서울! 김혜진,	진보경
5 동주	1917 이상협
6 그림으로	읽는	시 금은돌
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유현아,	김성장,	김은경
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이민호,	박시우
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천세진,	김명희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최지인,	박혜진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김연희,	김성규,	박소란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김덕희,	조수경
13 야한	소설	낭독회 최민석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윤정선
15 물감과	타이프 이소연,	주민현,	이서하

16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설	낭독회 임승훈,	송지현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	 	개요

스테이지 명 대표작가
17 마지막	수업 한민규

18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	박찬세,	김남숙
백은선,	유재영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김남숙,	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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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_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일자 스테이지 명 출연진 내용

9.1(금)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강병융 유럽에서	가장	작은	수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재가	본	문학,	삶	
그리고	문학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
누는	시간을	보냈다.	

9.2(토) 신(新)나는	청문회 정수민
연진영
외	5명

1318	청소년들이	들여다	본	우리	아동청소년문
학!	5개의	주제를	그룹별로	자유롭게	토의하여	
토의내용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배수연	
황유원	
김수진	
임승훈

이	세계에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	나는	얼마만큼	감추고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을까?	시인과	무용수가	나누는	대화.	무용으로	
질문하고	시로	답하고,	다시	무용으로	답하는	
과정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소설	in(人)	서울! 김혜진	
진보경	
정희영

소설	속에	드러난	서울의	각	지역을	독자들과	
함께	읽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늘날	우리	문학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주	1917 이상협
배창복	
김홍범

윤동주가	태어난	1917년의	음악	그해에	태어난	
연주가나	작곡가의	음악을	배경으로	그의	대표시
를	이상협,	배창복	아나운서	두사람이	실험적으로	
낭독하였다.	
게스트	:	박은영

9.3(일) 그림으로	읽는	시 금은돌
이지마인드

원시종합예술	형태로	시를	낭독하는	꿈을	꾸는	
작가	금은돌,	전시장에	그림이	상영되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래로,	슬라이드	영상으로	그림을	
보며,	혹은	랩의	형태로,	보고-듣고-움직이며	관
객들과	다섯	편의	시를	즐겼다.	또한,	현장에서	작
가의	그림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다양하
였다.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유현아	
김성장	
김은경

사전	신청한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문장을	낭독하거나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김은경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낭독회에서	낭독된	
문장은	시인이자	캘리그라퍼인	김성장	시인이	
캘리그라피로	제작해	낭독자에게	증정되었다.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이민호	
박시우

김종삼이	열었던	<시인학교>에	초대된	관객들,	
‘학교’에서는	박시우	이민호	시인이	여는	음악회가
진행되었고,	함께	시를	낭독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자 스테이지 명 출연진 내용

9.3(일)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천세진
김명희

정희성의	「교감」,	문인수의	「각축」	등의	시와,	
윌리엄	골딩의	소설	「상속자들」의	일부	문장	등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자연과학에서	얻는	새
로운	지식들로	새로운	시적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누었다.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	처럼

최지인
이다희
박혜진
정보영	
외	2명	

시인	최지인의	시를	‘댄스프로젝트	H’가	
온몸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시인	최지인의	시를	
창작동인	‘뿔’이	낭독한	후	관객들과의	대화를	
하며	생각을	공유하였다.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김연희 우리생의	어두운	이면을	낱낱이	포착해내는	
박소란	시인과	함께,	관객과	시와	소설	속	연애	
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나누었다.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김덕희
조수경

작가	김덕희와	조수경이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을	예감하는	순간”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그들의	작품	「전복」과	「오아시스」를	낭독
했다.	여기에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더해	낭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독자들은	준비된	위스키를	온더락으로	한	두잔씩	
즐길	수	있었다.

9.4(월) 야한	소설	낭독회 최민석
손현

‘야한	소설	낭독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야한	소설’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야한	소설’까지	함께	낭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9.5(화)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윤정선
이불	외	
1명

그림책	「마음을	보았니?」를	작가가	낭독하고	각	
장면의	감정들을	뮤지컬	배우와	재즈	피아니스트
가	연기와	음악으로	표현하는	‘여름밤의	음유	
시인’	같은	공연이었다.	

물감과	타이프 이소연
주민현
이서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쓴	
시를	낭독한	뒤,	관객과	그림을	보고	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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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_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일자 스테이지 명 출연진 내용

9.5(화)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설	
낭독회

임승훈
송지현

‘추리소설,	읽지	말고	들으세요!’	두명의	작가가	
한	편의	추리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
게	낭독해주었다.	연기파	소설가	송지현과	
비주얼파	소설가	임승훈의	여름	밤	추리소설	
낭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수업 한민규	
외	4명	

낭독극으로	진행된	<마지막	수업>은	‘모노드라마
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1인극’이라는	
심사평과	함께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를	아우르는	시공간의	변화를	준	강렬한	연극성을	
내포한	작품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현장에
서	한민규작가의	이전	작품(희곡집,	공연	포스터	
등)들을	전시하여	공연	직전까지도	관객들의	시
선을	사로잡았다.

9.6(수)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
박찬세
김남숙

첫	책	발간	예정인	신인	작가들을	섭외하여,	시인	
백은선	소설가	유재영이	방문하였다.	팟캐스트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어	관객들과	함께	방향성	
넓은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다.	
게스트	:	백은선,	유재영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김남숙
임승훈

‘소설,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설가의	창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당	한,두	문장	씩	말하면	김남숙	작가가	
워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소설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A4	한	장	내외의	손바닥	소설	
두	편을	완성하여	관객들의	이름이	들어간	
소설을	모두에게	나누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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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프로그램_ 문학주간 한국소설 인터뷰쇼

내용 한국문학	속	명장면을	만나다.	
한국문학사에	족적을	남기고	작고한	문인들부터	현재	자신만의	문학적	
지형을	그리며	왕성히	활동하는	문인들까지,	한국소설	명장면	전시와	인
터뷰	영상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일시 2017.	9.	2(토),	9.	3(일)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출연진 소설가	은희경,	방현석,	평론가	고영직

참여관객 100명

프로그램 구성 내용

기억편 박경리,	박상륭,	박완서,	이청준,	이호철	작가를	기억하는	
인터뷰쇼

만남편 현재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는	소설의	작가,	독자의	인터뷰쇼

•		개요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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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문학대축전을	개최하여	한국문단의	문인들과	일반시민(학생	포
함)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문학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공연
을	감상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한국	문인으로서
의	자긍심	고취와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	일반시민에
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문학	저변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시 2017.	9.	2(토)	15: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관객 50명

진행순서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	 	개요

제1부

인문학 명사 강연 -	장윤익

포럼
주제:	생활	속의	문학,	문학	속의	생활
-	좌장)	홍신선
-	발표)	강우식,	신달자,	김지연	

제2부 시낭송 및 시극
-	시낭송	전문가
-	시극	전문가

제3부 시노래 공연  
-	대담)	윤후명,	류미야
-	시노래	전문가팀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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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인들은	시	창작	작업을	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를	서화로	
작업해서	독자,	일반	대중들과	만났다.	시인과	독자와의	대중적인	소통
의	공간을	찾아	나선	셈이다.	서화가	전시되는	공간에서	전시	기간	내
내	작품을	출품한	시인을	만날	수	있고,	관람자들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시인들이	직접	쓰고	그린	서화	작품	하나
하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수준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감상하
는	독자	대중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일시 2017.	9.	1(금)	~	9.	7(목)

장소 마로니에공원	지하다목적홀

참여관객 2,190명

프로그램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

•	 	개요

주요
내용

14인의	작품	37점	전시
	고			은	3편,	박남준	3편,	구중서	3편,	김성장	3편
	홍일선	3편,	박윤규	2편,	이도윤	3편,	권대웅	3편
	권혁소	2편,	안상학	3편,	이상열	2편,	김주대	3편
	이설야	2편,	문동만	2편

오프닝
파티

9.2(토)	16:30
-	인사말씀:	최원식(한국작가회의	이사장)
-	축사:	구중서(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
-	시낭송:	박남준	시인
-	붓놀이	퍼포먼스:	김성장	시인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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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학	독자로	유입될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학	및	독서
의	중요성을	강의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축제	행사는	바로	독자에게	다가가	문학과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하
여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	문학	독자를	구축하였다.

일시 2017.	8.	30(수)	~	9.	8(금)

장소 전국	11개	중·고교,	5개	도서관,	6개	문화공간

참여관객 988명

프로그램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	 	개요

지역 장소 일자 참여작가
경남	 진주여고 9.1(금) 김지연	소설가
경북	 김천	중앙고 9.7(목) 우한용	소설가
서울 문협	평생교육원 9.7(목) 이광복	소설가
경북 영덕	축산중 9.4(월) 김성달	소설가
전남 해남고 9.7(목) 최성배	소설가
인천 문화공간	서담재 9.13(수) 김명희	소설가
경남 산청	신등중 9.6(수) 김현진	소설가
전북 전주	전라고 8.30(수) 박희주	소설가
서울 용화여자고 9.5(화) 박충훈	소설가
경남 산청청소년수련관 9.7(목) 박	황	소설가
서울 보성여고 8.30(수) 이월성	소설가
경기 그루터기도서관 9.6(수) 백종선	소설가
서울 화곡중 8.30(수) 윤정옥	소설가
서울 광영고 9.1(금) 정수남	소설가
충남 문화공간	서담재 9.13(수) 김상렬	소설가
경기 경기도	광주	문협 9.5(화) 한상윤	소설가
인천 인천생활문화센터 9.6(수) 김진초	소설가
서울 예일여중 9.4(월) 오대석	소설가
서울 남산도서관 9.2(토) 김호운	소설가
서울 도봉도서관 9.6(수) 윤원일	소설가
충남 천안	중앙도서관 9.5(화) 정태언	소설가
강원 봉평도서관 9.12(화) 최민초	소설가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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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청각교육은	시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짧은	
주제	강의를	하며,	학생들의	창작시	피드백을	하는	방문형태의	수업이
다.	시에	대한	올바른	감상과	이해	및	창작법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나
이에	맞지	않게	많은	질문과	토론으로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
히,	창작	실습	시간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쓴	시에	대해	낭송을	
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일시 2017.	8.	23(수)	~	9.	7(목)

장소 전국	20개	중·고교

참여관객 1,500명

프로그램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시인협회 ‘詩청각교육’

•	 	개요

지역 장소 일자 참여작가
경기 청담고 9.6(수) 유정이	시인
경기 태광중 9.1(금) 김유자	시인
전남 정보과학고 9.6(수) 황종권	시인
경기 이충중 9.1(금) 최서진	시인
경기 풍생고 9.1(금) 이현승	시인
광주 고려고 8.23(수) 문정영	시인
경기 원미중 9.4(월) 안차애	시인
경기 철산중 9.4(월) 이채민	시인
인천 예일고 9.7(목) 이혜미	시인
경기 호매실중 9.1(금) 김경성	시인
서울 효문고 9.7(목) 한세정	시인
경기 내동중 9.1(금) 고경숙	시인
경기 소사중 9.6(수) 오	늘	시인
경남 웅동중 9.4(월) 김관용	시인
경남 진해남중 9.4(월) 박성현	시인
전북 전주효문여중 9.1(금) 이병일	시인
강원 강릉해랑중 9.4(금) 박은정	시인
경북 안동복주여자중 9.1(금) 김민철	시인
충북 충북대성고 9.1(금) 신동옥	시인
충남 충남	광시고 9.5(화) 전형철	시인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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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학주간	2016에서는	지역문학관의	우수사례	발표로	전국	지역문학
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문학주간	2017에서는	지역문학관의	고
도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국가보조금시스템	교육,	그리고	전국	40
여개	지역문학관의	교류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일시 2017.	9.	5(화)	10: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관객 76명

진행순서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문학관협회 ‘전국문학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개요

10:10~10:30 개회 •	사회:	고운기	한양대	교수
•	인사말:	전보삼	(사)한국문학관협회	회장
•	축사:	김후란	이사장

10:30~11:20 발제1 •	전국문학관	전문인력의	역할과	방향
•	김태철	박사(문학교과서	집필위원)

11:20~11:30 토론 •	강철수	박사(서사시문학관	관장)
•	이호(충남문학관	학예실장)

11:30~12:20 발제2 •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국문학관		
네트워킹	구축의	방향
•	두일철	교수(동국대	융복합학과)

12:20~12:30 토론 •	김삼환	시인
•	손흥기(한국시집박물관	관장)

12:30~13:30 점심 •	케이터링

13:30~14:30 교육 •	국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안내	

14:40~15:30 종합
토론

•	좌장:	김용범(한양대	교수)
•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상무)
•	이현식(한국근대문학관	관장)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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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문학주간	2017	지원을	통해	지역문학관의	계획된	행사와	교육을	효과
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역민과	문학관이	함께	하는	문학	축제가	
되었다.	지역문학관	교육프로그램과	소장	자료들을	통하여	각종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은	문학행사에	참여하여	문학적	소
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 2017.	9.	1(금)	~	9.	30(토)

장소 전국	32개	문학관

공동주관 프로그램_ 한국문학관협회 ‘시민과 지역문학관이 함께하는 문학축제 
	        상상과 감동’

•	 개요

지역 장소 일자 주요 내용
서울 한국시조문학관 9.7(목) 가을맞이	인문학콘서트	및	시낭송회
서울 문학의	집	서울 9.15(금) 작고	문인	하근찬	소설가	재조명
서울 한무숙문학관 9.28(목) 펜	끝으로	전하는	마음	특별전시
부산 요산문학관 9.1(금) 요산으로	물들다
부산 이주홍문학관 9.1(금)~9.7(목) 독서신문	전시회
대구 대구문학관 9.2(토)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9.2(토) 작가와의	만남(김금희)
인천 육필문학관 9.16(토) 강화	육필문학	시	낭송회
대전 대전문학관 9.7(목) 김종회	평론가	초청특강
경기 조병화문학관 9.1(금)~9.7(목) 조병화	대표시를	말한다

경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9.8(금)~	9.10(일) 제14회	황순원	문학제

경기 청류재수목
문학관 9.9(토) 크로스오버-문자언어와	

조형언어의	교차로
강원 한국시집박물관 9.1(금)~9.30(토) 박인환	도서기획전

강원 월하이태극
문학관 9.1(금)~9.30(토) 국군장병	대상	힐링캠프	문학	강의

강원 김동명문학관 9.23(토) 제2회	김동명	시인	추모	시낭송과	
음악의	밤

충북 농민문학기념관 9.22(금) 농민문학	작품낭송회
충남 홍성문학관 9.1(금) 손곡	이달의	작품세계	특강
충남 리터렌스문학관 9.2(토) 시낭송회	Empathy:	문학,	아우르다
충남 충남문학관 9.2(토) 다가치	문학애	퐁당
충남 보훈문학관 9.5(화) 작가와의	만남(정진석	시인)

충남 산사현대시
100년관 9.7(목) 지역시인	초청	강연

전북 석정문학관 9.7(목) 찾아가는	시낭송회
전남 최명희문학관 9.2(토)~9.3(일)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남 목포문학관 9.16(토) 목포문학산책	낭독극장(최하림	시인)
전남 시문학파기념관 9.21(목) 영랑생가	포엠	콘서트
경북 동리목월문학관 9.9(토) 저명문인초청	강연(허영자	시인)
경북 이육사문학관 9.23(토)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경남 경남문학관 9.1(금) 시,	들려드려요
경남 김달진문학관 9.2(토),	9.9~9.10 제22회	김달진문학제
경남 이원수문학관 9.2~9.30 이원수작품	캐릭터	인형전
경남 지리산문학관 9.6(수) 지리산문학관	및	문화유적탐방
경남 한국시조문학관 7.20(목)~9.20(수) 전국	학생시조	공모전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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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BS	FM	책읽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대표	문학프로그램의	공개방
송을	문학주간	특집으로	대학로	현장에서	추진하였다.	한국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성우	낭독	및	라이브	공연으로	채워진	
‘북카페’와	손택수,	김민정	시인을	모시고	진행된	‘시	콘서트’가	대학로
를	찾은	많은	청취자와	만났다.	또한	EBS	FM	라디오에	문학주간을	안
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일시 2017.	9.	1(금),	9.	3(일)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예술나무카페

참여관객 150명

프로그램 •	EBS	FM	‘북카페’	DJ	정태우,	홍대광,	페이버릿
•	EBS	FM	정애리의	‘시	콘서트’	손택수,	김민정	시인,	신효범,	여행스케치

협력기관 프로그램_ EBS

•	 	개요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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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문학주간을	위해	엄선한	문학도서	및	독서MD
를	대학로	행사장을	찾은	고객이	구입할	수	있도록	3일장을	진행하였
다.	또한	구세군	사랑의도서와	연계하여	도서	1권	구입시	사랑의도서	
1권	무료증정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일시 2017.	9.	2(토),	9.	3(일)

장소 마로니에공원

참여관객 1,400명	도서	구입

협력기관 프로그램_ 교보문고 광화문점

•	 	개요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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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구세군에서	사랑의도서를	기증하여	대학로	행사장을	찾은	문화누
리카드	소지자에게	도서	무료	증정	및	문학	3일장	도서	구입	고객에게	
1+1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행사	후	남은	도서는	문화누리카드	시설로	
기증되었다.
또한	한국구세군이	군부대와	협력하여	만든	병영도서관	청춘책방에	젊
은	시인들이	방문하여	문학에	관심	있는	군인들에게	강연	및	창작	멘토
가	되어주었다.

일시 2017.	9.	1(금)	~	9.	3(일)

장소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7개	병영도서관

참여관객 127명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도서증정행사	참여
315명	군인	참여

프로그램 •	사랑의도서	문학나눔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협력기관 프로그램_ 한국구세군

•	 	개요

지역 장소 일자 주요 내용
경기 1사단	7초소 9.3(일) 박찬세	시인,	유병록	시인

경기 25사단
승전대대	본부 9.2(토) 이혜미	시인,	박찬세	시인

전북 35사단	105연대	자
룡소초 9.6(수) 오성인	시인,	정지향	시인

경기 28사단	80GOP	
후방CP-4중대	OP 9.6(수) 천수호	시인,	박소란	시인

인천 17사단	장도소초 9.6(수) 유현아	시인,	김중일	시인

경기 17사단
감바위소초 9.6(수) 윤석정	시인,	박찬세	시인

인천 17사단	송도소초 9.3(일) 박소란	시인,	김학중	시인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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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문학번역원]
•	프로그램: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	제	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

•	일자	및	장소	:	2017.	9.	6(수)	광화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20층

•	협력:	이란시선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	도서	184권	기증

•	사용처:	문학3일장	도서나눔	행사	참여	및	7개	병영도서관	기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협력:	2017년도	상반기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250종	기증

•	사용처:	문학주간	열린문학도서관	비치	및	문화누리카드	시설	기증

협력기관 프로그램_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개요

외부협력 프로그램_ 문학전문책방

•	 	개요 내용 문학을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문인이	운영하는	전국	작은	책방	12개점
에서	문학주간	책방의	특색에	맞는	문학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하였다.	다양한	장르	및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학로를	찾지	못하는	각	
지역의	독자층이	문학주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시 2017.	9.	1(금)	~	9.	7(목)

장소 전국	12개	문학전문책방

참여관객 878명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54 55문학주간	2017	백서 	Ⅱ.	행사	결과	및	제언



지역 책방명 프로그램 행사일자
서울 위트앤

시니컬
[문학과사회-히든트랙] 세대, 페미니즘, 문학성, 
시인들에 대한 못다 한 이야기들
*	강동호,	금정연,		김신식,	이경진,	조연정,	조효원,	황예인

9.6(수)

한국	대표	문예지	<문학과사회>의	편집동인들과	함께	급변하
고	있는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살펴봅니다.	세대,	젠더,	문학성	
시인	등	지난	1년간	혁신호를	통해	<문학과사회>가	제기해온	
담론들을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서울 책방
사춘기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	김소영	-『어린이책	읽는	법』저자

9.2(토)

남녀노소,	연령과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의	장르로	동화를	만나는	프로그램.	지금의	동화
들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문학이	가
진	가능성을	조명한다.	관심은	있지만	잘	몰랐던	어른들과	함
께	동화	읽기에	대해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보고자	한다.	

부산 낭독서점	
시집

추억을 보관하는 동네책방 낭독회
-	화가	이미경의	구멍가게와	당신의	책방
*	화가	이미경,	시인	이민아

9.6(수)

구멍가게를	그린	화가의	여정과,	독자가	머문	추억의	책방	이
야기를	나눕니다.	먼	훗날	요긴하게	소용될,	든든한	추억	한	끼
를	소환하는	낭독의	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서울 이음책방
(종로문화
재단)

윤동주시인 탄생 100년 특별강연
-	청년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다
*	문학연구자	김신정,	문선영,	최종길

9.5(화)
~7(목)

우리에게	윤동주는	무엇인가-동아시아에서	윤동주	읽기
문학을	넘어선	윤동주,	대중문화	속	동주
윤동주와	그의	시대,	2017년	일본의	사상상황

서울 미스터리
유니온

추리소설 작가와의 미스터리 토크
–	경성	탐정	이상	김재희	작가를	만나다

9.1(금)

작가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둘러	앉아	소설	낭독	및	작가
가	직접	들려주는	'경성	탐정	이상'에	관한	이야기들,	이상의	생
애	및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	추리	소설에	대한	관심과	질의응답을	나누고자	합
니다.	

•	 	세부 내용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외부협력 프로그램_ 문학전문책방

지역 책방명 프로그램 행사일자
서울 청색종이 이 시대의 생명, 그리고 문학(열린 문학좌담회)

*	방민호,	김선향,	이성혁,	박현수,	임지연,	김명철
9.4(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학에서	어떻게	변
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열린	형식으로	대중과	함께	문학좌
담회를	진행할	예정.	문학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
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 고요서사 소설이 있는 곳으로
-	황현경	평론가와	최진영	작가의	소설	대담

9.5(화)

문학평론가의	안내를	받아	최진영	작가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소설	낭독	등	독
자와의	교감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함께	준비한다.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9.1(금)
~7(목)

다시서점에서	교육용·놀이용으로	제작한	‘다시채우시집’으로	
여는	즉석	백일장	행사.	빈칸을	채우며	어릴	적	어렵게	느껴졌
던	시를	되새기거나	빈칸에	새로운	단어를	채워	넣어	본인의	
시를	완성합니다.	

경기 미스터
버티고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와의 만남 9.7(목)

<완득이><위저드	베이커리>등을	배출하여	유명해진	창비	청
소년문학상	10회	수상작인	<아몬드>의	저자	손원평	작가를	모
시고,	작품을	쓰게	된	경위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등을	듣고	간략히	몇	대목을	작가의	음성을	통해	듣는	자리
입니다.	

광주 검은책방
흰책방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	2017년	젊은	작가들
*	정지돈,	백은선

9.2(토)

작가	직접	시와	소설	낭독.낭독	후	작가와의	대화

대구 시인보호
구역

詩, 봐 · 詩, 맥 · 詩, 들
*	이원규,	우광훈,	김수상	등

9.1(금)
~3(일)

詩,	봐	:	시와	관련된	영화	상영(영화	동주,	시,	죽은	시인의	사
회,	절정,	애니메이션	소나기	등)
詩,	맥	:	독립서적(문학)	저자	낭독회(오성현,	이경민,	장성희,	
정보경)시인	이원규와	함께,	시낭독+세계맥주	파티
詩,	들	:	시인	겸	소설가	우광훈	특강,	시인	김수상의	촉촉한	특
강

제주 시옷서점 햇빛과 바람과 시옷 - 시활짝 프린팅
*	김세홍,	이민화,	강은미,	김신숙,	안은주,	현택훈,	김윤화	등

9.3(일)

제주	시인들의	좋은	시	일부를	필사해서	티셔츠,	노트,	나무	등
에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필사해
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를	프린트합니다.	제주의	작가가	직
접	자신의	작품	중	일부분을	육필로	써서	머그잔,	부채,	옷에	
프린트합니다.	프린트한	옷은	근처	공원에	빨랫줄을	설치해	전
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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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 문학사업_ 사이버문학광장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개요 내용 문장웹진은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고(最古)	온라인	문학잡
지로	문학주간을	맞이하여	문장웹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작가,	작품,	
독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장을	마련하였다.	현장	낭독	콘텐츠는	사
이버문학광장	문장웹진	11월호와	사이버문학광장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었다.

일시 2017.	9.	7(목)	18:30

장소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출연진 •	낭독	:	(시인)	강정,	김정환,	임승유,	조용미	
											(소설가)	권여선,	김숨,	손보미,	정용준

•	공연	:	기타리스트	신해원	

•	기획	및	구성	:	(편집위원)	평론가	백지은,	양윤의,	시인	최하연	
																						(사회)	양윤의,	최하연		(음향)	이원경(스튜디오	봄볕)		
																						(촬영)	정용택(51+필름)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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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학을	생활로	살아가는	작가와,	일상을	문학으로	채워나가는	독자가	
한	자리에	만나	문학과	일상의	만남에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
누는	자리로,	2016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	선정작가인	소설가	하성란,	
백수린,	윤해서,	김성중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7.	9.	4(월)	19:00

장소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출연진 소설가	하성란,	백수린,	윤해서,	김성중

참여관객 20명

예술위원회 문학사업_ 유망작가지원사업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	 	개요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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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 문학사업_ 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	 	개요 내용 2014~2016년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
획형)>	참가	작가들과	함께	레지던시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과	글쓰기’
를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응컴퍼니에서	기획·운영한	본	행사는	
사전	온라인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리에	진행되었다.

일시 2017.	9.	7(목)	20:00

장소 아르코미술관	1층	스페이스필룩스

출연진 토크콘서트 패널	
(시인)	김이듬,	정영효	
(소설가)	최민석,	김유진,	백가흠	
(사회자)	박준우	셰프

참여관객 80명

진행순서
20:00–20:40 토크	

1부
입담,	여행담	위주
여행과	생활,	책의	한	대목씩	읽기

20:40–20:50 중간 퀴즈	행사

20:50–21:30 토크	
2부

문학의	그담	위주
레지던시	경험과	문학,	낯섦과	글쓰기,	
여행과	글쓰기

21:30–21:40 종료 사회자	및	출연자들	끝인사	및	사인회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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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에	선정된	차세대	작가들의	낭
독회와	음악공연이	익명의	감感(어느	날	이름	모를	감이	찾아왔다)	이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스스로	익명으로	불리는	시대에,	익명이	느
끼는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과	감각에	대해	낭독했다.

일시 2017.	9.	6(수)	19:00

장소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출연진 •	낭독	
(시인)	김기형,	김민우,	김연필,	문보영,	최세운				
(소설가)	김유담,	박사랑,	박서련,	박소희,	양동혁,	우다영,	정영수

•	기획	및	구성	
(사회자)	송지현	소설가,	(연출)	윤지양	시인	
(대본)	우다영	소설가,	(음향)	최현우	시인

참여관객 300명

프로그램

예술위원회 문학사업_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 ‘익명의 감感’

•	 	개요

19:00–19:50 낭독	
1부

•	 b의	감	
:박소희	소설가,	문보영	시인,	박서련	소설가
•	m의	감	
:	김연필	시인,	양동혁	소설가,	김민우	시인

19:50-20:10 공연 •	문문	뮤지션

20:10–21:00 낭독	
2부

•	 t의	감	
:	정영수	소설가,	최세운	시인,	우다영	소설가
•	 c의	감	
:	김기형	시인,	김유담	소설가,	박사랑	소설가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64 65문학주간	2017	백서 	Ⅱ.	행사	결과	및	제언



내용 작년보다	규모가	확대된	열린문학도서관에서	2017년도	세종도서	문
학나눔도서	등	1천여	권의	문학도서가	비치되어	곳곳에	놓인	빈백과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마로니에공
원	곳곳에	문장웹진	커버스토리	전시	및	문학채집	이벤트를	진행하여	
문학주간MD를	증정했다.

일시 2017.	9.	1(금)	~	9.	7(목)

장소 마로니에공원

참여관객 3,880명

프로그램

문학주간 2017 열린문학도서관 ‘감각을 깨우는 숲 속의 서재’

•	 	개요

구성 내용

숲	속의	서재 2017년도	상반기‘세종도서	문학나눔’선정도서	등	
1천여	권의	문학도서	비치

문학산책(book)길 문학이정표,	문학채집	이벤트

1.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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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홍보 개요

•		홍보 현황 구분 건수 날짜 비고

보도자료 106 2017.8.21~9.14

라디오 48 2017.8.21~9.7 EBS	FM(104.5)

온라인

블로그 34 2017.8.16~9.8

페이스북 75 2017.7.27~9.9 노출량	54,545건
참여총량	2,184건

인스타그램 52 2017.8.21~9.8 참여총량	2,340건

※	세부	홍보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홍보 방법 구분 항목 내용

온
라
인

공식 접수
(작가스테이지) 티켓팅	채널

온오프믹스(8.14	~)	
https://onoffmix.com/event/
109564

공식
채널
홍보

공식 웹사이트 홍보	공식	내용	배너(1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총	4회분	컨텐츠	제공
(구성	:	기사+사진자료)

•	 (블로그)	예술위원회
http://blog.naver.
com/jump_arko

8월	2주	/	작가스테이지	개요	소개

8월	3주	/	외부협력프로그램
(협력기관	+	문학전문책방)	소개

8월	4주	/	문학주간x라운드	미드나잇	
-	전야제	프로그램	소개

9월	1주	/	문학주간	일정표	중심으로	
상설	프로그램	소개

공식 페이스북
•	사이버문학광장	
https://www.
facebook.com/
munjang16	

•	예술위원회	
https://www.
facebook.com/
ARKO1004

8월	2주	~	9월	1주

블로그	기사와	연계	카드뉴스

관련	이벤트	진행	

오프
라인

RSVP 참여확인 참여	프로그램	대상자

현장홍보

외벽 현수막 대학로	이음센터	외벽	(도로쪽)
8.22	-	9.7

가로등 현수기 8.24	-	9.7

디자인 제작물 포스터	/	프로그램북	등

MD 증정품 참가자 제공 북	트레일러	등	현장	배포용

공식보도자료 언론PR 사전	행사	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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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홍보 운영 일정

8/11

페이스북1차
포스터	공개	및	
행사	소개	

페이스북2차
작가스테이지	개요	
및	작가스테이지(1)	
동주	1917	

8/14 8/15 8/16 8/17 8/18

페이스북3차
작가스테이지(2)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페이스북4차
작가스테이지(3)	
위스키한줄,
낭독한잔

인터뷰 영상 
프럼에이	블로그
/	페이스북
1차	영상	게시
(작가스테이지	
“소설	in(人)	
서울을	그리다”)

페이스북5차
작가스테이지(4)	
-	야한소설	
낭독회

블로그레터1차
작가스테이지
개요

8/21 8/22 8/23 8/24 8/25

페이스북6차
이벤트(1)	
문학전문책방	
프로그램	소개	

전체	책방	리스트	및	
주요	컨텐츠	소개

외벽현수막
(이음센터)
게첨

페이스북7차
이벤트(2)	
공동주관처	

프로그램	소개	1	:	
서울	프로그램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작가회의)

인터뷰 영상
2017문학주간	
2차	영상	게시	
(유망작가	인터뷰)

페이스북8차
이벤트(3)
공동주관처	

프로그램	소개	2:	
전국	프로그램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블로그레터2차
외부협력프로그램
(협력기관	+문학전문

책방)소개

가로등
현수기	게첨

8/28 8/29 8/30 8/29 9/1

페이스북9차
이벤트(4) 
문학전문책방	
프로그램	소개2:	
전체	책방	리스트	및	
주요	컨텐츠	
소개

페이스북10차
문학주간	x	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	전야제	프로그램	

소개	

페이스북11차
상설	프로그램
소개	

블로그레터3차
문학주간x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	전야제	프로그램	

소개	

9/4 9/5 9/6 9/7

페이스북12차
열린문학도서관	
소개	및	

현장	이벤트	1.	
문학채집	&	보물찾기	
이벤트	소개	

페이스북13차
현장	스케치	소식

외벽현수막,	
가로기현수막	
폐첨

블로그레터4차
상설	프로그램	
소개		

전국 문학행사
연계 홍보

•	전국	지역문학관,	도서관,	유관단체(협회)등과	협력하여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관련	공간	및	행사들의	정보를	모아	제공

•	9월~12월	추진	예정인	문학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가	담긴	문학주간	온라인	가이
드북	제작

•	참여	주체	-	전국	56개	기관	
단체기초지자체,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문학관,	교육청,	협·단체	등

•	참여	프로그램	-	전국	204개	프로그램	
문학강연,	작품낭독회,	문학공연,	문학축제,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백일장	및	공모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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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홍보 제작물

•	공식 디자인

문학주간	2017
포스터	A2

문학주간	2017
리플릿	4단	접지	A3

-	작가스테이지	“소설	in(人)	서울을	그리다”팀	인터뷰
-	유망작가선정사업	유희경	시인	인터뷰

문학주간	2017
영상	홍보

문학주간	2017
온오프믹스

•	인터뷰 영상

•	티켓팅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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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		EBS FM 캠페인

•	오프라인 제작물 디자인

홍보 제작물

문학주간	2017
가로등배너
(종로구)

600x1500mm

문학주간	2017
초대장

190x130mm

문학주간	2017
북트레일러
무선제본

120x220mm

깨우다!	감각을	깨우다!	문학,	감각을	깨우다!
어둡고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	맑고	청량한	감각을	퍼	올립니다.
그	서늘하고	신선한	감각을	당신	마음에	부어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주간	2017
9월	1일	금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달고,	차고,	싱그러운	물	한	모금	같은	문학이
문학주간을	맞아	여러분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	캠페인은	EBS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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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홍보 제작물

문학주간	2017
에코백

문학주간	2017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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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사 
결과 및 제언

1. 전년도 대비 행사 결과
2. 주요 성과
3. 개선 필요사항
4. 참여후기 



문학주간 2016

참여관객수 9,254명
																			(전국	합계)
참여문인수 120명
프로그램수 22개(서울	기준)
프로그램수 65개(전국	합계)

결과

시범행사로 하반기 착수

7월 / 추진위원회 구성
오정희	소설가,	문정희	시인,	

정과리	평론가,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8월 / 행사용역 공개선정
*메이드바이&프럼에이

8월 / 주제 및 슬로건 설정
문학을	즐기고	나누자가을,	

문·학·열·림

착수과정
및

추진체계

문학 유관기관 
협력체계 도입

대외 협력
한국문학관협회,	EBS,	

종로문화재단,	교보문고	광화문점

외부 작가파견
전국	20개	중고교

외부 행사지원
전국	23개	지역문학관

협력처

문학주간 2017

연초 조직위원회 구성 및 
행사 주제 설정을 통하여 

연간 추진할 문학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확보

4월 / 조직위원회 구성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오정희	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문학],	
김창욱	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6월 / 행사용역 공개선정
*메이드바이	&	프럼에이

6월 / 주제 설정
문학,	감각을	깨우다

착수과정
및

추진체계

대내·외 협력
EBS,	교보문고	광화문점,	종로문화재단,	

한국구세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위원회	성과평가부	(사랑의	도서),	
문화누리부(문화누리카드)	

참여관객수 12,794명
																			(전국	합계)
참여문인수 205명
프로그램수 44개(서울	기준)
프로그램수 107개(전국	합계)

결과

문학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외부 작가파견
전국	31개	중·고교

전국	12개	공공·병영도서관
그	외	전국	6개	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소
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외부 행사지원
전국	32개	지역문학관
전국	12개	문학전문책방

협력처

1. 전년도 대비 행사 결과 2. 주요 성과

전국 규모의 한국문학 주간 행사의 연례적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붐 조성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2016년도	문학주간	행사를	발전시켜	문학단체	및	문학인	외에	시

민,	지역문학관	등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한국문학	축제로	육

성함.	문학주간	행사의	전국적인	확산	및	붐	조성을	위해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서관,	지역	문학관,	문학전문서점	등에서	연계	행사를		개최함.

•	참여 관객수	 ’16년	9,254명	→	’17년	12,794명,

•	참여 문인수	 ’16년	120명	→	’17년	205명

•	프로그램수	 ’16년	65개	→	’17년	107개

•	참여 공간수	 ’16년	전국	20개	학교,	23개	지역문학관	참여		
																							→	’17년	전국	31개	학교,	12개	공공·	병영	도서관,	32개	지역문학관,		
																												12개	문학전문책방,	6개	문화공간	참여

9,254명

12,794명

120명
65개

43개

205명

107개
93개

16’ 17’

[참여	문인수]

16’ 17’

[프로그램수]

16’ 17’

[참여공간수]

협력주최 후원

[참여	관객수]

16’ 17’

<문학주간	2016>

<문학주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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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과

범 문학계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협력네트워크 확대

문학계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여	문학주간	행사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함.	주요	문학단

체	중심의	문학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차례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문

학주간	행사	주제	설정	및	프로그램을	구성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학	관계기

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다양한	문학작품이	문학주간	행사를	통해	읽혀질	수	있

도록	함.

기관 프로그램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	대축전 9.	2(토)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한국문학관
협회

전국	문학관	워크숍 9.	5(화)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시민과	지역문학관이	함께하는	
문학축제	‘상상과	감동’

9.	1(금)
~	30(토)

전국	32개	지역문학관

한국소설가
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8.	30(수)
~	9.	8(금)

전국	22개	중·고교,	
도서관,	문화시설

한국시인협회 詩청각교육 8.	23(수)
~	9.	7(목)

전국	20개	중·고교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展	
‘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

9.	1(금)
~	7(목)

마로니에공원	
지하다목적홀

한국문학
번역원

-	제	15회	한국문학번역상	
-	제	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
-	이란시선	<미친	듯	푸른	하늘
을	보았다>	도서	기증

9.	6(수) 광화문	한국언론진흥재
단	국제회의장	20층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17	상반기	세종도서	우수문학
나눔	도서	기증(열린문학도서관)

9.	1(금)
~	7(목)

마로니에공원

내·외부협력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문학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학사업	수혜
자층을	문화소외계층(군인	및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등)으로	확대함

•	예술위원회의	문학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업성과를	일반	국민	및	문학
계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협력처의	행사	홍보로	문학주간	홍보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16년	창의예술인력센터와	협력	
	→	’17년	창의예술인력센터,	국제교류부,	성과평가부,	문화누리부와	협력

’16년	41건	보도	→	’17년	106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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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 프로그램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EBS EBS	FM	스팟	광고	송출 - -

EBS	FM	‘북카페’ 9.	1(금)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EBS	FM	정애리의	‘시	콘서트’ 9.	3(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교보문고
광화문점

문학	3일장 9.	1(금)
~	3(일)

마로니에공원

한국구세군
성과평가부
문화누리부

사랑의도서	문학나눔 9.	1(금)
~	3(일)

마로니에공원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9.	2(토)
~	6(수)

전국	7개	
병영도서관

문학지원부
유망작가
지원사업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소설가)	하성란,	백수린,	윤해서,	김성중

9.	4(월)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창의예술
인력센터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
(문학)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익명의	감’	
(시인)	김기형,	김민우,	김연필,	문보영,
최세운
(소설가)	김유담,	박사랑,	박서련,		
박소희,	양동혁,	우다영,	정영수
(사회)	송지현	(연출)	윤지양	
(음향)	최현우

9.	6(수)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문학지원부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웹진	오프라인	발간행사	
‘문장의	목적’
(시가	내게로	왔다)	강정,	김정환,	
임승유,	조용미
(소설을	펼치는	시간)	권여선,	김숨,	
손보미,	정용준
(편집위원)	백지은,	양윤의,	최하연

9.	7(목)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국제교류부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사업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시인)	김이듬,	정영효
(소설가)	김유진,	백가흠,	최민석

9.	7(목)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한국문학 활성화 및 대중화에 관련한 문학계 담론 생산의 계기 마련

•	2016년도에	이어	전국	지역문학관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문학관워크숍의	연례	
개최로,	지역문학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학계의	담론을	생산함

•	최근	문학전문서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	12개	
문학전문서점에서	문학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문학전문서점
에서	다룬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문학주간	행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2. 주요 성과

 지역 책방명 프로그램 행사일자

1 서울 위트앤시니컬

[문학과사회-히든트랙] 세대, 페미니즘, 
문학성, 시인들에 대한 못다 한 이야기들
*강동호,	금정연,		김신식,	이경진,	조연정,
	조효원,	황예인

9.	6(수)

2 서울 책방	사춘기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김소영_『어린이책	읽는	법』저자 9.	2(토)

3 부산 낭독서점	시집
추억을 보관하는 동네책방 낭독회
–	화가	이미경의	구멍가게와	당신의	책방
*화가	이미경,	시인	이민아

9.	6(수)

4 서울 이음책방
(종로문화재단)

윤동주시인 탄생 100년 특별강연
–	청년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다
*문학연구자	김신정,	문선영,	최종길

9.	5(화)
~	9.	7(목)

5 서울 미스터리유니온 추리소설 작가와의 미스터리 토크
–	경성	탐정	이상	김재희	작가를	만나다 9.	1(금)

6 서울 청색종이

이 시대의 생명, 그리고 문학
(열린	문학좌담회)
*방민호,	김선향,	이성혁,	박현수,	임지연,
	김명철

9.	4(월)

7 서울 고요서사 소설이 있는 곳으로
–	황현경	평론가와	최진영	작가의	소설	대담 9.	5(화)

8 서울 다시서점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9.	1(금)
~	9.	7(목)

내·외부협력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협력 현황

•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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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책방명 프로그램 행사일자

9 경기 미스터버티고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와의 만남 9.	7(목)

10 광주 검은책방	흰책방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	2017년	젊은	작가들
*정지돈,	백은선

9.	2(토)

11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봐 · 詩, 맥 · 詩, 들
*이원규,	우광훈,	김수상	등

9.	1(금)
~	9.	3(일)

12 제주 시옷서점
햇빛과 바람과 시옷 - 시활짝 프린팅
*김세홍,	이민화,	강은미,	김신숙,	안은주,
		현택훈,	김윤화	등

9.	3(일)

2. 주요 성과

문학인의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참여 확대

문학인의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가스테이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함.	작가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독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기획력	증진을	통한	자생력	확보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또

한	신진	작가가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하여	유명작가의	행사	참여	편중을	

해소함.	행사	참여는	사전	접수를	진행하여	작가들의	관객동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

고	사전	행사	홍보의	효과를	얻음

작가스테이지 세부프로그램명 대표작가
1 동주	1917(팟캐스트	오디오진정제) 이상협
2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이민호
3 마지막	수업 한민규
4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강병융
5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
6 물감과	타이프 이소연
7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김연희
8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김덕희
9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최지인

10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유현아
11 신(新)나는	청문회 정수민
12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천세진
13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설	낭독회 임승훈
14 그림으로	읽는	시 금은돌
15 소설	in(人)	서울! 김혜진
16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배수연
17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김남숙
18 야한	소설	낭독회 최민석
19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윤정선
20 텍스트사운드 김소형

한국문학 활성화 및 대중화에 관련한 문학계 담론 생산의 계기 마련

•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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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필요사항

행사 준비 •	당해	행사의	추진	일정	및	주제	등을	연초에	확정하고	공유함으로써	내·외부	문학사업이	
문학주간의	일정과	주제와	연계되도록	준비해야	함.	문학	유관단체	및	협력처와의	문학
주간	행사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여	프로그램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예술위원회	문
학사업이	문학주간	기간	내	붐업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조정해야	함.	또한	개막식	및	
메인행사	장소	등	행사장을	연초에	확보해야	함.

행사 구성 •	개막식,	열린문학도서관과	더불어	문학주간	2017에	시범	기획되었던	작가스테이지,	
한국소설	인터뷰쇼,	전야제	등	문학주간을	상징할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기획이	필요함.	또한	매년	사업수행처를	발굴·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2016-2017	행사
가	진행된	사업수행처(학교	및	도서관	등)에	계속적인	파견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학	프로그램의	새로운	체험	방식을	개발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
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최근	트렌드인	온라인	미디어	기반의	문학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동·청소년문학	및	추리·장르문학	등으로	참여장르를	확대해야	함.	또한	실
외	무대를	갖춘	열린문학도서관	내	관객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확대하고,	
작가	강연형	프로그램의	경우	작품	홍보	중심의	강연보다는	독자	친화	및	대중	공감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	문학계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문학주
간	2016의	경우	전국문학관워크숍	및	문예지포럼,	문학주간	2017의	경우	전국문학관	
학술심포지엄,	문학전문서점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함.	지역문학관,	작은	서점,	문
예지	등	예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한국문학계의	화두는	지속적인	기획을	통해	독
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련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행사 홍보 •	행사	협력처가	확대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홍보가	확대되었으나,	자체	홍보수단이	부
족했음.	향후	홍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본적인	기능(온라인	메인페이지	제작,	주요	
포털	검색어	자동완성,	연관검색	기능	신청	등)	구축	및	공격적인	홍보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음.	또한	방송매체,	유명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문학주간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국규모의	문학	축제인	만큼	협력처	및	사업	수행처에	홍보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음.	
전국	100여개	지역문학관	및	도서관	등에	문학주간	현수막	및	포스터가	게시될	수	있
도록	홍보물	제작수량을	확보하고	사전	배포해야	함.

[참고] 프랑스 <시인들의 봄(Printemps des Po etes)>
•	 1999년부터	시작된	매년	3월	보름간의	국민적	시문학	축제
•	연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를	공개하고,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	참여	코너를	선	공개
하여	축제	기간까지	연계되도록	유도
•	시인에	대한	예찬	/	학교	프로젝트	/	시	노래	창작대회	등	시를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
트를	제시함

•	문학주간	2017	조직위원회는	주요	문학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문학계의	주도적인	
행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문학주간	행사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었음.	향후
에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	및	방식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문학인을	
추가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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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필요사항

행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서울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협력행사의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독자
도	프로그램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유가	필요함

•	문학	전문가의	행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종합분석	및	발전	방
향을	모색해야	함.	또한	문학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문학주간	희망	프로그램을	조
사하여,	사업대상자	및	국민의	니즈변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학주간	행사에	참여한	사전접수	관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다양
한	문학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참여 후기

작가스테이지 •	관객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	공연	중간에,	지금	느끼는	감정에	관한	토크를	관객과	했는
데,	이	공연을	통해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한	관객부터,	스스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말한	관객까지	공연을	통해	많은	감정치유가	일어났다.	공연장소가	작
고	아늑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공연을	통해	그림책에	관심도	불러일으킨	듯해서	만
족한다.	(윤정선,	이불)

•	라이브	음악	연주를	간간이	하여,	시간이	빨리	흘러가	지루하지	않았으나,	관객들이	의
외로	빨리	끝난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최민석,	손현)

•	문학청년인	대학교	1학년생의	피드백이	좋았다.	비트가	있는	음악에	영상이	깔린	상태
에서	시	낭독을	하니,	몸을	움직이며	시를	감상하게	되었다.	[라]라는	시를	몸으로	움직
이며,	함께	낭독한	점이	좋았다.	QR코드로	작동하는	[몽유]	작품도	재미있었다.	(금은
돌,	이지마인드)

•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열린문학도서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가을날	일요일	날씨와	함
께	맑고	화창했다.	사전	낭독	신청을	한	6명은	떨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이나	자신이	좋아
하는	글을	읽었다.	현장에서	직접	신청한	낭독자들의	목소리는	살살	떨렸지만	설렘	가
득한	소리였다.	작가와	독자	사이가	아닌	읽는	사이로	만나	문학의	끈으로	연결된	가을
축제였다.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유현아,	김성장,	
김은경)

•	중창과	같은	새로운	낭독	방식과	어울리는	음악	선곡으로	SNS에서	호평을	받았다.	프
로그램을	다듬고	확장해	추후	야외	낭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협,	배창복,	김홍
범,	박은영)

•	한번	연습으로	소설을	써보고,	다음	소설	쓰기를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느꼈
다.	시간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더	재밌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도	하나의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재미있었고	뜻깊은	시간이었
다.	하는	내내	유쾌했고	종잡을	수	없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김남숙,	임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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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후기

작가스테이지 •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라는	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낭독	공연을	함에	있어	본	
작품이	문학성과	공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작품을	작
가스테이지에서	낭독회로	풀었다는	점은	연출	장경에	포장되지	않은	희곡	그	자체의	
언어를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해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민규)

•	현장특정형	퍼포먼스로	소규모	관객과	밀도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	무용이나	퍼포
먼스가	낯선	관객들에게	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극	자체의	긴장과	재
미를	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평가한다.	(배수연,	김수진,	임승훈)

•	준비를	하면서	매우	즐겁고	설렜다.	낭독회	시간이	50분이라	낭독한	텍스트에	대해서	
독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이소연,	이서하,	주민
현)

•	작가들이	서울이	드러난	단편소설	14편을	선정하였고	일부	부분을	발췌하여	프린트물
로	제작하여	오신	분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오신	분들이	한	눈에	서울의	지역구와	그
곳에	해당하는	소설을	볼	수	있도록	미니	지도를	만들었다.	행사	당일에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지역을	낭독하고,	그곳에	얽힌	개인의	추억이나	기억을	이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혜진,	진보경,	정희영)

•	50분	강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행사	후	참석자들과의	간담회(평가)	자리
를	통해	2시간	여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인간이	시간을	실제,	일상의	시간으로만	보지	
않고,	‘환상’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실제’라고	보고	이야기를	
전개한	것에	대해	신선한	담론이었다는	답을	얻었다.	통상,	문학과	연계한	인문학에서	
많이	거론하는	‘소통’,	‘힐링’과는	다른	시각의	접근을	시도했고,	참석자	대부분이	주제
에	대한	관심과	이후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운	담론을	제시
한	것이	오히려	관심을	일으킨	것이	고무적이었다.	(천세진,	김명희)

•	작가가	아닌	학생	모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작가들이	청소년	독자와	
만나고	싶다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	섭외가	수월했던	반면,	학생	모집은	서울	시내	
도서관,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교사를	통해	프로그램	홍보를	부탁하는	등	다방면
으로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적	적은	20명	안팎의	정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그렇기에	작가와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었
다는	의견이	작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또한	일반인	참관자보다	학생들에	집중할	수	있
어	행사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학생들로부터도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정수민)

•	젊은	시인의	시를	듣기	위해	많은	관객이	객석을	채웠다.	군더더기	없는	구성으로	정해
진	시간	안에	공연을	마쳤다.	(최지인)

•	준비해간	프린트를	읽으며	작가와	시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학	속에서	여유
를	느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김성규,	박소란,	김연희)

•	위스키	온더락을	제공한	데	대해	관람	독자들의	호응이	좋았고	작가와의	교감에도	도
움이	되었다.	(김덕희,	조수경)

•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	했음에도,	참여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
았다.	특히	소설	전문을,	그것도	작가들이	각	인물들의	대사를	나눠서	낭독하는	방식이	
신선하다는	평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도	애초에	기대했던,	지루하지	않은	낭독회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의	낭독회는	일단	지루하지만	고급	예술을	
감상한다는	취지였는데,	우리의	낭독회는	그것보다	한	편의	극	같았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지점들이	독자들에게	어필된	듯	보였
다.	(임승훈,	송지현)

•	유재영	소설가님과	백은선	시인님이	게스트로	참여해주셨고,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성심껏	답해주셨다.	진행을	맡은	황현진	
소설가와	박찬세	시인의	유려한	말솜씨	덕분에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도	작가님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할	때는,	꽤나	진중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황현
진,	박찬세,	김남숙)

•	문학주간X미드나잇	전야제	새벽	1시-2시,	실내	공간에	적합한	음악과	낭독으로	이루어
진	공연이었다.	(아를,	김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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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기획의도와	준비과정을	비춰볼	때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	김종삼	시에	대
해	낯선	가운데	고전음악의	무게	또한	심중하여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더불어	진행	시간이	너무	짧아	시간을	두고	감상해야	할	지점을	구축할	수	없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학을	
넘어	확장된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민호,	박시우)

•	거창하지	않고,	소소한,	가까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쉽지	않았다.	시간은	짧았고,	장소는	강연하기	최적화된	곳
은	아니었다.	좋은	행사인	만큼	조금만	더	홍보가	되었다면	저	같은	무명작가가	문학	애
호가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문학	애호가들도	작가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문학인과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
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강연자	역시	더	철저한	사전	준비로	문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
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다소	아쉽지만,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작가와	독자의	더	좋은,	더	즐거운	만남이	있길	바란다.	(강병융)

•	작가와	독자가	만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한국추리소설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미스터리	유니온)

•	영화	상영의	경우	문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돋보였다.	독립서적	저자와
의	만남은	2030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저변확대	및	향유층)을	보여주었다.	세계맥주와	
함께	한	시간은	모든	참가자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다.	작가의	
개인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작품	낭독의	시간이라	참가자	모두가	공감한	시간이었다.	(시
인보호구역)

•	제주도	시인들은	자신의	시가	옷에	프린트	되어	작가로서의	자부심이	생겼다.	제주	시
민들이	참여하여	시의	생활화에	공감하였다.	(시옷서점)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책방	사춘기’가	문학서점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즐겁고	보람찼다.	(책방	사춘기)

•	참여	신청이	하루도	안	되어	마감됐고	협소한	자리에도	독자들의	집중력이	높았던	자
리였다.	강연식이	아니라	현장	독자와	평론가가	자유롭게	주제를	바꿔가며	진행하여	
기존의	작가와의	만남보다	편안했던	분위기로	흘러갔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주제는	
물론,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어	문학주간	행사에	걸맞은	자리였다고	판단
한다.	(고요서사)

•	검은책방	흰책방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낭독회의	연장선에서,	가장	활발히	활
동하고	주목받는	젊은	시인과	소설가의	낭독회를	통해	<문학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행사였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지
역민들에게	좋은	행사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
은책방	흰책방)

•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은	한국	순문학	독자의	결집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기획한	<문학과사회	히든트랙>은	늘	문학의	배면에	자리했던	문예지	편집인들
을	전면화하고	독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보기	드문	행사였다고	자평한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도한	문학과사회	별권	<하이픈>의	낱권	판매는	젊은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젊은	문예지가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위트앤시니컬)

4. 참여 후기

작가스테이지 문학전문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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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시인	탄생100년을	맞아	2017	윤동주문학제와	지역서점(책방이음),	문학주간	
2017	연계	공동사업으로	기획하였다.	윤동주시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신진학자를	
포함한	문학연구자들의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강
연이	되었다.	(책방이음)

•	열린좌담회	형식으로	일반	독자들과	좌담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청색종이)

•	첫	작품을	출간한	이제	막	등단한	신인작가라는	측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	모집
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워낙	작품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던	터라	25명	정도의	
참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다만	작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갔으면	좋
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았다.	(미스터버티고)

•	제작한	시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까지	소진	될	정도로	배포되었으나,	실제	참여
도는	부족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취지	및	의도에는	호응했지만,	백일장보다	판매하던	
물품이	무료로	배포되는	것에	더	호감을	가졌다.	대부분	재미있어	했지만	시를	쓴다는	
행위에	부담을	느꼈다.	(다시서점)

4. 참여 후기

문학단체
협력프로그램

•	한국문학대축전을	개최하여	한국문단의	문인들과	일반시민(학생	포함)이	한자리에	모
여	심도	있게	문학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정
서함양	등을	통해	한국	문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를	도
모하고	일반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문학	저변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단
발성	행사가	되기보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사	일정	확
정이	빨리되어	준비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한국문인협회)

•	문학주간	2017	지원을	통해	지역문학관의	계획된	행사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역민과	문학관이	함께	하는	문학	축제가	되었다.	지역문학관	교육프로그램
과	소장	자료들을	통하여	각종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은	문학행사에	
참여하여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학주간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고정	사업으로	정착시켜	각	문학관에서	안정적으로	행사
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도	증액되길	희망한다.	(한국문학관협회)

•	앞으로	문학	독자로	유입될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학	및	독서의	중요
성을	강의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독서를	권장하는	독후감	모집	행사	등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작가의	창작	환경	조성에는	직접적
인	집필	활동	외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독자층을	넓히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다.	이번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축제	행사는	바로	독자에게	다가가	문학과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하여	도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	문학	독자를	구축하였다.	(한국소
설가협회)

•	시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서	접근해보는	시간이었다.	놀이처럼	자연스
럽게	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詩를	읽으며	‘공감’,	‘소통’,	‘표현력’을	설명하
였다.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아이
들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시라는	장르에	다가왔다.	그리고	삶
을	성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다.	짧은	시간
이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시라는	장르와	자신을	이해해	가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이
었다.	(한국시인협회)

문학전문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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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들은	시	창작	작업을	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를	서화로	작업해서	독자,	
일반	대중들과	만났다.	시인과	독자와의	대중적인	소통의	공간을	찾아	나선	셈이다.	서
화가	전시되는	공간에서	전시	기간	내내	작품을	출품한	시인을	만날	수	있고,	관람자들
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시인들이	직접	쓰고	그린	서화	작품	
하나하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수준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감상하는	독자	대
중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원고지	집필	시대를	넘어	자판으로	집필하는	작금의	메
마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시와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진경을	펼쳐	보임으로써	창
작자와	독자	대중들에게	시가	지닌	참	멋을	전달하는	소통의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작가회의)

4. 참여 후기

•	문학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군인들이	관심을	드러냈다.	자신들의	생
활에서	멀리	있다고만	느꼈던	문학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받아들
이며	신기해했다.	평소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병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		(유병록,	박찬세)

•	시에	관심을	가지는	군인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	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
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어서	좋았다.	시를	낭송하거나	질문을	하는	군
인들에게	강사의	시집을	선물로	나눠주었다.	시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군인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강의	시간	내내	높은	집중력으로	관심을	가져서	보람	있
는	프로그램이었다.	(천수호,	박소란)

•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장병들의	호응이	컸다.	작품을	낭독하고	분석하는	시
간을	통해	낯설고	어렵게만	여겼던	문학과	친밀해질	수	있었다.	군부대라는	환경이	폐
쇄적인데다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장병들이	평소에	문학을	접하기란	쉽지	않은
데,	병영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점을	성찰할	수	있었다.	(오성인,	정지향)

•	깔끔하게	조성된	병영도서관에서	진행된	문학강연&토크는	제반	환경면에서	양호했다.	
휴가와	연계한	자체	독서캠페인을	통해	병사들이	평소	꾸준히	독서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보였다.	전원이	야간경계근무	병사로서	오전	취침	후	기상	직후임에도	강연에	
대한	집중도가	좋았으며,	질의응답	등	대화시간에	참여도도	양호했다.	심화된	문학창작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글을	읽고	또	쓰는	과정을	통해	가족,	
친구(전우)를	포함한	타인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두	시간	동안의	행사를	
마쳤다.	준비해간	간식을	비롯해	도서,	시	엽서	등을	선물했다.	(김중일,	유현아)

•	장병들은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과	상상력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그래서	상상력에	대해	강의한	부분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력을	
펼쳐	이해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형상화하는	시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시	읽기가	기존	학교학습에서	배운	것처럼	이미지와	상징을	해석해	답을	찾는	것이	목
적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강의	내용에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학중,	이혜미)

문학단체
협력프로그램

병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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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후기

•	문학에	대한	군인들의	관심이	예상	보다	매우	높음을	실감했다.	강연	전반에	대해	열띤	
호응을	드러냈다.	문학,	특히	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학창시절에	
접한	시들과	현대시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시인의	관점을	통한	생활	전
반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박소란,	박찬세)

•	문학뿐	아니라	일반	글쓰기에	대한	병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생활에서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병사들이	많았으며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어떤	말이나	이
야기가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글로	표현하거나	
외부의	가족들이나	여자	친구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느꼈다.	편안하게	소
통할	수	있는	전화나	핸드폰이	아닌	글쓰기의	방식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더	
큰	감동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글쓰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토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석정,	박찬세)

병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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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여 문인 현황
2. 현장구성도
3. 개막선언문, 개막식 큐시트
4. 작가스테이지 신청 현황
5. 전국 문학행사 종합홍보 현황
6. 보도자료·온라인 홍보 현황



1. 참여문인 현황

작가 분야 프로그램
1 도종환 시 •	개막식
2 오정희 소설 •	개막식

3 김지연 소설
•	개막식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4 이광복 소설
•	개막식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5 최동호 시 •	개막식

6 안상학 시 •	개막식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7 손해일 시 •	개막식
8 문정희 시 •	개막식

9 신달자 시 •	개막식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10 김보람 시조
•	개막식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11 황유원 시 •	개막식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12 최치언 극 •	개막식

13 정지돈 소설 •	전야제
•	문학전문책방

14 이현호 시 •	전야제
15 한인준 시 •	전야제
16 김소형 시 •	전야제
17 강병융 소설 •	작가스테이지
18 정수민 아동 •	작가스테이지
19 배수연 시 •	작가스테이지
20 임승훈 소설 •	작가스테이지
21 김혜진 소설 •	작가스테이지
22 진보경 소설 •	작가스테이지
23 이상협 시 •	작가스테이지
24 금은돌 시 •	작가스테이지

작가 분야 프로그램

25 유현아 시 •	작가스테이지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26 김성장 시 •	작가스테이지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27 김은경 시 •	작가스테이지
28 이민호 시 •	작가스테이지
29 박시우 시 •	작가스테이지
30 천세진 시 •	작가스테이지
31 김명희 수필 •	작가스테이지
32 최지인 시 •	작가스테이지
33 박혜진 시 •	작가스테이지
34 김연희 소설 •	작가스테이지
35 김성규 시 •	작가스테이지

36 박소란 시 •	작가스테이지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37 김덕희 소설 •	작가스테이지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38 조수경 소설 •	작가스테이지

39 최민석 소설 •	작가스테이지
•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40 윤정선 아동 •	작가스테이지
41 이소연 시 •	작가스테이지
42 주민현 시 •	작가스테이지
43 이서하 시 •	작가스테이지
44 한민규 극 •	작가스테이지

45 송지현 소설 •	작가스테이지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46 황현진 소설 •	작가스테이지

47 박찬세 시 •	작가스테이지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48 김남숙 소설 •	작가스테이지
49 은희경 소설 •	한국소설	인터뷰쇼	만남편
50 방현석 소설 •	한국소설	인터뷰쇼	만남편
51 고영직 평론 •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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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분야 프로그램

52 최지혜 소설 •	한국소설	인터뷰쇼	만남편,	기억편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53 하성란 소설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54 백수린 소설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55 윤해서 소설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56 김성중 소설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57 김기형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58 김민우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59 김연필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0 문보영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61 최세운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62 김유담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3 박사랑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4 박서련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65 박소희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6 양동혁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7 우다영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68 정영수 소설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69 최현우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70 윤지양 시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낭독회	익명의	감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71 김정환 시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2 강정 시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1. 참여문인 현황

작가 분야 프로그램

73 임승유 시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4 조용미 시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5 권여선 소설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6 정용준 소설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7 손보미 소설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8 김숨 소설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79 백지은 평론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80 양윤의 평론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81 최하연 시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82 김이듬 시 •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83 정영효 시 •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84 김유진 소설 •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85 백가흠 소설 •	문학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86 홍신선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87 윤후명 소설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88 강우식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89 장충열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0 장윤익 평론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1 류미야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2 성태진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3 정무늬 수필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4 김경임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5 엄초아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6 이여진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7 우윤문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8 이가을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99 이경서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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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분야 프로그램
100 이가원 시 •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대축전
101 김삼환 시 •	한국문학관협회	전국문학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102 곽효환 시 •	한국문학관협회	전국문학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103 우한용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4 김성달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5 최성배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6 김명희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7 김현진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8 박희주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09 박충훈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0 박	황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1 이월성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2 백종선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3 윤정옥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4 정수남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5 한상윤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6 김상렬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7 김진초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8 오대석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19 김호운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20 윤원일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21 정태언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22 최민초	 소설 •	한국소설가협회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123 유정이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4 김유자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5 황종권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6 최서진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7 이현승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8 문정영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29 안차애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0 이채민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1 이혜미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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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분야 프로그램
132 김경성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3 한세정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4 고경숙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5 오	늘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6 김관용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7 박성현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8 이병일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39 박은정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40 김민철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41 신동옥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42 전형철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43 천서봉 시 •	한국시인협회	시청각교육
144 유병록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45 오성인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46 정지향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47 천수호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48 김중일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49 윤석정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50 김학중 시 •	한국구세군	병영도서관
151 고은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2 박남준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3 구중서 시조	·평론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4 홍일선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5 김주대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6 박윤규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7 이도윤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8 권대웅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59 권혁소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60 이상열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61 이설야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62 문동만 시 •	한국작가회의	시인들의	문인화전
163 손택수 시 •	EBS	FM	책읽어주는	라디오	공개방송
164 김민정 시 •	EBS	FM	책읽어주는	라디오	공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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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분야 프로그램
165 김재희 소설 •	문학전문책방
166 이원규 시 •	문학전문책방
167 우광훈 시·소설 •	문학전문책방
168 김수상 시 •	문학전문책방
169 정훈교 시 •	문학전문책방
170 황현경 평론 •	문학전문책방
171 최진영 소설 •	문학전문책방
172 손원평 소설 •	문학전문책방
173 백은선 시 •	문학전문책방

174 유희경 시
•	문학전문책방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175 김태형 시 •	문학전문책방
176 방민호 시 •	문학전문책방
177 이성혁 평론 •	문학전문책방
178 김선향 시 •	문학전문책방
179 김명철 시 •	문학전문책방
180 박현수 시 •	문학전문책방
181 임지연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2 조연정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3 조효원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4 황예인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5 이경진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6 강동호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7 금정연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8 김신식 평론 •	문학전문책방
189 김세홍 시 •	문학전문책방
190 현택훈 시 •	문학전문책방
191 강은미 시 •	문학전문책방
192 이민화 시 •	문학전문책방
193 안은주 시 •	문학전문책방
194 김윤화 동화 •	문학전문책방
195 김신숙 시 •	문학전문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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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분야 프로그램
196 이민아 시 •	문학전문책방

197 유재영 소설 •	작가스테이지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198 김휘 소설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199 강인석 아동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200 이상우 소설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201 이혜경 소설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202 조두현 아동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203 백민석 소설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204 김병운 소설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205 이향 시 •	문학산책길,	개막식	개막선언	작품	추천			
•	문학주간	MD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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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구성도

열린문학도서관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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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출처 내용
선언자

추천작가

1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
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
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
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
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도종환	장관

조두현
아동문학가

2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
처럼	모로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
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
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보였다.

오정희	위원장	
직무대행

윤해서	소설가

3
<무용지물	
박물관>
김중혁

나는	가끔	눈을	감고	어둠	속에다	잠수함을	그려본다.	메이비의	목소리
가	들리지	않으면	잘	그려지질	않지만	그래도	이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는	그릴	수	있다.	잠수함이	완성되면	나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잠수함을	
발진시킨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야가	굉장히	좁지만	눈을	감으면	공
간은	끝없이	넓어진다.	잠수함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휘	소설가

4

「처용단
장(處容斷
章)」	
제1부
김춘수

“바다가	왼종일/	새앙쥐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삼월에	오는	눈은	송이가	크고/	깊은	수렁에서처럼/	피어나는	산다화
의/	보얀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다.”
“내	곁에는/	바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자는	바다를	보면/	바다는	또	
제	품에/	숭어	새끼를	한	마리	잠재우고	있었다.”
“울지	말자,/	산다화가	바다로	지고	있었다.”
“VOU	하고	뱃고동이	두	번	울었다.”

황유원	시인

황유원	시인

5
<생의	
이면>
이승우

사람이	노출	본능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거짓이다.	더	정확하게는	위
장이다.	사람은	왜곡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현실이	행복해	죽겠는	사람
은	한	줄의	글을	쓰고	싶은	충동도	느끼지	않는다.	오직	불행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글을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때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마취제를	주사한다.	독자들	또한	그	마취제를	얻
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뿐이다.

나하늘
(독자	대표)

김유담	소설가

Cue Performance 음향 VJ Dur

0 Welcome 문학자판기	2대	배치	w/이용안내판 BGM 로고

1 Opening	
<I	Understand>

상수	등장.	오프닝	공연.	문학	관련	뮤지컬	<쿵짝>	넘버	1곡.	
상수	퇴장. 핸드3	MR 로고	

타이틀 5

2 Talk

MC(정진영)	상수	등장	후	하수	문학자판기로	이동.	
글귀	뽑아서	낭독.	낭독	후	인사말.	문학자판기	언급.	
문학주간	간단	소개.	
내외빈	소개.	개막	선언	간단	소개.

핸드1	
BGM

자판기	
안내	/	
글귀
문구

5

3	 개막선언

개막선언	인사	5인	중앙	계단	등장.	
(1)	도종환	장관	(2)	문예위	오정희	위원장	직무대행	
(3)	김지연	이사장	(4)	황유원	작가	
(5)	독자	1인이	<강렬한	맛>	5개의	문구	낭독으로	개막	선언.	
하수에서	상수	순으로	낭독.	
문구	낭독	시	해당되는	문구	캐노피에	조명	터치.	
감각을	깨우는	문장으로	문학주간의	시작을	알림.

핸드6	
스탠드5	
BGM

출연자	
/	선언	
문구

6

4 Talk
MC.	개막선언	내용	언급.	개막선언	인사	소개	및	간단	인터뷰.	
개막선언	5인	중앙계단	퇴장.	스탠드	5	OUT.	
MC.	2017	문학주간	프로그램들	소개.

핸드6	
스탠드5	 로고 5

5
포에트리	슬램	
<모든	시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MC.	포이트리	슬램	소개.	시	낭독과	랩을	콜라보한	형태인	
'포에트리	슬램'	래퍼	베이식	&	시조시인	김보람	상수	등장.	
1)	김보람	&	베이식	시조	<수다>	낭독.	
-	MC	인터뷰.	
2)	김보람	시조	<수다>	낭독	w/음악.	
-	MC	인터뷰.	
3)	베이식	시조	<수다>	&	<겨울은	아버지의	거짓말>	낭독	w/음악.	
-	MC	인터뷰	
MC.	김보람	마무리	멘트	후	상수	퇴장.

핸드3	MR

로고	
타이틀	/	
출연자	
/	가사	
영상

10

6 좋은	날	(베이식) 베이식	간단	소감	멘트	후	무대.	/	상수	퇴장.	 핸드1	
/	MR	 VJ	 5

7	 Talk	 MC	등장.	시극	소개.	MC	상수	퇴장.	 핸드1	 로고	 2

8
시극	

<너는	네가	먹는	
그것이다>	

최치언	시인	연출.	창작집단	상상두목
(양말복,	유성진,	이준혁,	원인진,	이근호,	고민지)

핀4	+
핸드1	악기	
(드럼,신디)	
BGM

VJ 15

9	 Goodbye	Talk
MC	상수	등장.	개막식	마무리	멘트.	
케이터링	설명,	다음	프로그램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소개	및	이동	유도	후	상수	퇴장.

핸드1	 로고	 2

개막식	종료 55

3. 개막선언문, 개막식 큐시트

개막선언문 개막식 큐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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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스테이지 신청 현황

프로그램명 대표작가명
1 한국문학의	세계화 박선협
2 문학오락관	예선 유재영
3 문학오락관	결선 임현
4 시,	시발라먹어 이병일
5 북한이탈주민	이해학 유영갑
6 통기타로	들려주는	귀촌작가의	시골이야기 이인규
7 텍스트사운드 김소형
8 그대,	현대시조를	아는가 오종문
9 시	읽으며	재미	느끼고	감동하기 정지안
10 동주	1917(팟캐스트	오디오진정제) 이상협
11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이민호
12 닭쿠우스 이철희
13 당신일기(희곡	낭독회) 박민재
14 한민규	작가의	마지막	수업으로	1970년대부터	오늘날을	돌아보다 한민규
15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강병융
16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
17 무용한	소설 김선욱
18 판소리,	사랑을	묻다 이하
19 물감과	타이프 이소연
20 서정이	서정에게	:	동주의	시와	소년의	노래 허희
2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김연희
22 퇴근	후	문학 용현중
23 위스키와	소설 김덕희
24 너랑	헤어져서	다행이야 박송아
25 시	그리고	음악	보라가	있던	밤 정현우
26 어떤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최지인
27 창작동인	뿔	낭독회<유망주> 양안다
28 내삶의	한문장	낭독회 유현아
29 마음을	읽어내는	문학	기법	2가지 김석영
30 공감살롱 안희연
31 그래,	사랑이	하고	싶으시다고? 배수연

•	총	53건	신청,	20건	선정

프로그램명 대표작가명
32 순문학에서	장르문학까지	-	스토리텔링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주원규
33 야한	소설	낭독회 최민석
34 신나는	청문회-신인작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학	회담 정수민
35 시와	자연의	연애 천세진
36 시시한	수다 배선옥
37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설	낭독회 임승훈
38 17again 김종연
39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윤정선
40 깜짝문학퀴즈쇼	그	소설의	어느	쪽 이경혜
41 스탠드업	라이팅-사랑시	쓰기 김승일
42 스탠드업	라이팅-인물시	쓰기 박성준
43 러브	모노레일을	타고	떠나는	문학	타임리프 윤여경
44 읽는노래	부르는시,	몸짓의문장	역사소설 신지영
45 그림으로	읽는	시 금은돌
46 소설로	나만의	서울	지도를	그리다 김혜진
47 무엇이든	읽어주는	낭독다방 김은주
48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황유원
49 시처럼	음악처럼 김산
50 포옹 정지향
51 시민과	함께	릴레이	소설	쓰기(엽편) 김남숙
52 시야	놀자 김나영
53 시가	꿈꾸는	세상 윤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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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문학행사 종합홍보 현황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서울 문학의	

집
서울

2017.09.15(금),	10.20(금),	
11.17(금)	

문학의집	서울	중앙홀 2017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2017.09.16(토)	 산림문학관	중앙홀 역류동인	20주년	출판기념회
2017.09.20(수),	10.25(수),	
11.22(수)	

문학의집	서울	중앙홀 2017	수요문학광장

2017.09~12	매주	목요일 문학의집	서울시읽는방 2017	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2017.10.26(목) 개관기념일	서울문학인대회
2017.11.07(화)	 세종문화회관M씨어터 2017	우리시	우리노래	

신작가곡음악회
2017.11.18(토) 2017	시민시낭송경연대회
2017.12.01(금)	~	12.30(토) 문학의집	서울	전시실 2017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작품	전시
2017.12.08(금) 문학의집	서울	중앙홀 쓰담쓰담	문학콘서트
2017.12.23(토)	 산림문학관	중앙홀 인간과문학	-	제5회	신인상	시상식	

및	문학콘서트
서울
도서관

2017.9.9(토)~9.10(일)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2017	서울북페스티벌
달빛독서,	토크콘서트,	저자와의	만
남	등

민음사 2017.09.06	19:00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고전학교
우장산
숲속
도서관

2017.09.12(화)	 황순원문학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	문학기행

2017.09.28(목)	 우장산숲속도서관
은행나무실

전은주	작가	<영어그림책의	기적>

서촌공간
서로

2017.09.08(금)~09.10(일) 서촌공간	서로 2017	서로	낭독회
_백수린<참밤한	빛>

2017.09.15(금)~09.17(일) 2017	서로	낭독회
_김금희<너무	한낮의	연애>

2017.09.22(금)~09.24(일)	 2017	서로	낭독회
_최은영<쇼코의	미소>

한무숙
문학관

2017.09.28(목)	 한무숙문학관	 펜	끝으로	전하는	마음	특별전시
2017.09.28(목)	 전시기념	낭독회	
2017.09.28(목)	 제	7회	독후감대회	시상식

종로
문화재단

2017.09.27(수)	10.25(수)	 윤동주문학관	카페	
별뜨락

원데이,	종로문학산책	
<원데이,	엽서백일장>

2017.09.27(수)	10.25(수)	 종로	서부지역	일대 원데이,	종로문학산책	<문학탐방>

•	전국	56개	기관,	204개	프로그램	참여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서울 종로문화

재단
2017.09.27(수)	10.25(수)	 종로구	일대 원데이,	종로문학산책	<Live>
2017.09.27(수)	 청운문학도서관	

한옥세미나실
원데이,	종로문학산챙	<문학강연>	
시인	손택수

2017.10.25(수)	 원데이,	종로문학산챙	<문학강연>	
시인	나희덕

구립증산
정보
도서관

2017.09.06(수)~09.27(수)	 지하	1층	문화강좌실 그림책	부모	학교
2017.09.16(토)~12.16(토)	 모자열람실 도란도란	책	누나
2017.09.20(수)~12.27(수)	 지하	1층	문화강좌실 오순도순	이야기	듣는	시간
2017.09.25(월)~12.18(월)	 도서관이	들려주는	그림책	네번째	

이야기
2017.09.27(수)~12.27(수)	 사서와	함께하는	즐거운	책나들이
2017.11.01(수)	,	11.03(금)	 지하	1층	문화강좌실	및	

원주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박경리	문학공원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학기행

은평구립
도서관

2017.09.02(토)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가족실

동화		<투명나무>
2017.09.09(토),	10.14(토)	 백인용	식탁-미국,	영국
2017.08월~11월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고전문학	읽기

2017.08월~12월 고전문학	강연
노원문고 2017.09.04(월) 더숲세미나실 더숲아카데미,	왜	명리학인가?
북바이북 2017.09.07(목) 북바이북_상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김범준	작가
2017.09.15(금)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유

인영	작가
(사)와우
책문화
예술센터

2017.09.20(수)~9.24(일) 홍익대학교	주차장	
거리	및	주변공간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_와우거리도서전,	책문화행사

북메트로
북클럽

2017.09.12(화)~11.28(화)	 허그인 시즌제	북클럽_소리내어	읽기	
<헤세,	사랑이	지나간	순간들>

2017.09.13(수),	10.18(수),	
11.15(수)	

그림책카페	노란우산 시즌제	북클럽_그림책읽기

2017.09.15(금),	10.20(금),	
11.17(금)

허그인 시즌제	북클럽_손으로	느리게	읽기	
<책	필사,	펜	캘리>

책방온지
곤지

2017.09.02(토)~10.21(토)	 책방	온지곤지 토요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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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세종 국립세종

도서관
2017.10.25(수) 국립세종도서관	1층	

로비
인형극	<양치기	늑대>

인천 육필
문학관

2017.11.18(토) 육필문학관	2층	
복합문화공간

강화문학	관련	북콘서트	개최
2017.09월~12월	
셋째	주	토요일

음악과	함께하는	강화	육필문학	
시	낭송회

한국근대
문학관

2017.05.02(화)~09.10(일)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기획전시	
<소설,	애니메이션이	되다>

2017.08.10(목) 인천아트플랫폼	생활
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
(유종호/유성호)

2017.08.17(목)	 인천아트플랫폼	생활
문화센터	H동	3층	
다목적실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조성면)

2017.08.24(목)	 인천아트플랫폼	생활
문화센터	H동	4층	
다목적실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김응교)

2017.08.31(목)	 인천아트플랫폼	생활
문화센터	H동	5층	
다목적실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권순긍)

2017.09.07(목)	 인천아트플랫폼	생활
문화센터	H동	6층	
다목적실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김동식)

2017.08.26(토)	 한국근대문학관 작가와의	만남(최정화)
2017.09.02(토)	 작가와의	만남(김금희)
2017.10.28(토)	 작가와의	만남(안보윤)
2017.11.25(토)	 작가와의	만남(백수린)

부산 대구
문화재단
·	대구
문학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대구문학관	4층	
세미나실

문학강연	<일상과의	동행>

2017.09.02(토),	09.30(토)	 대구문학관	3층	
명예의	전당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2017.06.20(화)~09.17(일) 대구문학관	4층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전선일보-1950	전쟁을	
노래하다>

고스트
북스

2017.8.31(목)~10.13(금)	
매주	목	금	19:00

고스트북스 진메이킹클래스	<작은책	만들기>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부산 요산

문학관
2017.09.01.(금),	09.08(금),	
09.15(금)	

요산문학관	강당	및	
요산	작품	배경지

<요산으로	물들다>

2017.10.21(토) 요산문학관 요산작품	독후토론회
2017.10.28(토) 요산	시민	학생	백일장
2017.10.30(월) 심포지엄	

<요산	김정한의	미발표작	연구>
이주홍
문학관

2017.09.01(금)~09.07(목) 이주홍문학관	
향파문학당	및	로비

독서신문	전시회	
<우리들은	독서왕>

이주홍
문학관

2017.09월~10월	매주	토요
일

이주홍문학관	
향파문학당

동화와	노는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2017.	09월	~	12월 디지털도서관	로비 원화아트프린트	전시
2017.09.16(토) 디지털도서관	

시청각실
아동극	공연	<개구리	왕자>

2017.09.05(화)~09.10(일) 디지털도서관	
어린이정보교실

그림책	독후	체험활동

해운대
도서관

2017.09.23(토) 해운대문화회관 야단법석	문학마당_「대리사회」,	
김민석	작가

2017.09.22(금) 해운대도서관	시청각실 고전-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창
2017.09.01(금)~09.30(토) 시민도서관	2층	로비 역대	노벨문학상	관련	도서	전시
2017.09.27(수)	 시민도서관	시민소리숲 어울림	시낭송	음악회

대전 대전
문학관

2017.07.14(금)~10.31(화) 대전문학관	기획전시실 기획전시	
<여기와	거기,	기록의	결>

2017.09.07(목)	 대전문학관	
다목적강의실

김종회	평론가	초청특강

2017.09.13(수)	 대전문학관	기획전시실 작가초청	
<유희경,	오은	시인	문학콘서트>

2017.10.25(수)	 계룡문고 '대전문학관-계룡문고	연계'	
문학콘서트	

2017.11.29(수) 대전문학관	1층	
기획전시실

중견	작가초청	'기획전시	
중견작가	전'	문학콘서트

2017.12.27(수) '2017	대전문인	사진,	영상	
아카이빙'	문학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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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경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2017.	1~12월 황순원문학관	1층	강당 그림달력-이야기숨박꼭질
2017.	9.	8(토)~10(일)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관	강당
제14회	황순원	문학제

2017.	9.	30(토)	 소나기마을	수숫단강단 재미있게	시	읽기,	쉽게	시	쓰기	
2017.	9	~12월	매주	토요일 황순원문학관	3층	강당 구연동화교실
2017.10.28(토) 소나기마을	수숫단강단 역사문학-역사의	흐름과	이야기
2017.10월~11월	중 황순원문학촌	3층	강당 첫사랑	콘서트
2017.11.25(토)	 소나기마을	수숫단강단 문화콘텐츠-문화와	스토리텔링

조병화
문학관

2017.09.01(금)~09.07(목) 서울	종로구	
혜화동자치회관	2층

조병화	대표시를	말한다

2017.05.13(토)~10.31(화) 조병화문학관 기획전시	
<개구리의	명상,	육필원고展>

경기 조병화
문학관

2017.06월~11월 조병화문학관	
대전시실,	교육실

편운	아래서	놀자

2017.11.20(월)~11.30(목) 청류재수목문학관 편운	아래서	놀자	어린이	전시	Ⅱ
청류재
수목
문학관

2017.09.09(토) 만해기념관 크로스오버-문자언어와	
조형언어의	교차로

만해
기념관

2017.06.27(화)~10.29(일) 노작홍사용문학관	및	
노작공원	

스승과	제자	특별전	
<만해와	효동	임환경·효당	최범술>

2017.10.15(일) 산본	도서관	1층 제21기	만해학교
노작홍
사용
문학관

2017.09.30(토) 파주출판도시	일대 노작문화제

산본
도서관

2017.10월~12월	매월	두번
째	목요일

지지향로비 2017	목요	낭독	공감

파주시,	
출판도시
문화재단

2017.9.15(금)~9.17(일) 파주출판도시	일대 2017	파주	북소리_지혜의	숲	심야
책방

2017.9.16(토) 지지향로비 2017	파주	북소리_평화의	책-북콘
서트

2017.9.15(금)~9.17(일) 지지향2층 2017	파주	북소리_독서치료
2017.9.15(금)~9.17(일) 명필름아트센터	공연장 2017	파주	북소리

_KBS	라디오	소설극장
2017.9.16(토)~9.17(일) 지혜의숲	2층	옥상 2017	파주	북소리

_지혜의숲	루프탑	콘서트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경기 파주시,	

출판도시
문화재단

2017.9.15(금)~9.17(일) 대회의실,	지혜의숲	3 2017	파주	북소리
_독무대	낭독공연/연극/뮤지컬

2017.9.15(금)~9.17(일) 파주출판도시	일대 2017	파주	북소리
_작가와	마주앉다

2017.9.15(금)~9.17(일) 2017	파주	북소리
_책방거리	스테이지	<지식난장>

창비 2017.10.31	까지 온라인	접수 창비	청소년	북콘텐츠	공모전	
<소설의	첫	만남>

2017.9.12	까지 우편	접수 창비	좋은	어린이책	
독서감상문대회

강원 토지
문화재단

2017.10.13(금) 매지임도	토지문화관 작가와	길을	걷다	
2017.10.14(토)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	문장	낭독대회
2017.10.21(토)	 전국	청소년백일장
2017.10.21(토)	 토지문화관 연극	<우리는	친구다>
2017.10.28(토)	 2017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2017.10.31(화)	 연세대학교(서울) 수상작가	강연회
2017.11.04(토)	 토지문화관 포럼	박경리	문학의	인물	원형	연구
2017.11.05(일)	 포럼	<토지>	인물열전	및	강연

강원 한국시집
박물관

2017.09.01(금)~09.30(토) 한국시집박물관	
기획전시실

박인환	도서기획전	<박인환을	다시	
읽다>

2017.09.01(금)~09.30(토) 박인환대표시서화전
2017.10.13(금)	 박인환문학관 목마와	숙녀	<전국박인환	시낭송대

회>
2017.10.13(금)	 세월이	가면	<전국박인환백일장>

김유정
문학촌

2017.09.02(토)~09.30(토)	
매주	토요일	

김유정문학촌	
야외무대

오페라	봄봄-강원오페라앙상블

2017.09.02(토)~10.30(월) 김유정문학촌	
기획전시실

김유정	소설	캐릭터	및	장면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전

2017.10.07(토)	 김유정문학촌	
야외무대

김유정문학콘서트-오두석밴드
2017.10.14(토),	10.28(토)	 이런	음악회-아시안팝스오케스트

라
2017.10.21(토) 김유정	이야기잔치

월하
이태극
문학관

2017.09.16(토)	 월하문학관	 월하시조백일장
2017.09.01(금)~10.20(금) 온라인	공모 제2회	문예작품	공모전	
2017.09.01(금)~09.30(토) 월하문학관 힐링캠프	문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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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강원 김동명

문학관
2017.09.09(토)	 김동명문학관 김동명문학관	개관	제4주년	기념식
2017.09.13(수)~09.21(목) 강릉시립미술관 제47회	강릉예술축전

-	도자기시화전
2017.09.23(토) 김동명문학관	세미나실	

및	잔디밭
제2회	김동명	시인	추모	
시낭송과	음악의	밤

2017.11.04(토) 김동명문학관	세미나실 제2회	김동명	시인	추모	
영시	번역	대회

2017.11.18(토),	12.02(토) 김동명문학관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문학특강	
충북 농민

문학
기념관

2017.09.22(금)	 농민문학기념관 농민문학	작품낭송회
2017.11.11(금)	 농민문학	전원콘서트	

-	작가와의	만남
2017.12.01(금)
2018.01.31(수)

농민문학	전원콘서트	
-	작품전시회

충북
문화관

2017.09월	중 충북문화관	및	
오장환문학관	

충북대표문인	문학기행	

2017.09월	중	4회 충북문화관	및	현장답사 문학	진로	체험
충남 리터렌스

문학관
2017.09.02(토) 리터렌스문학관 시낭송회	

<Empathy	:	문학,	아우르다>
심훈
상록
문화제
집행
위원회

2017.09.20(수)	 필경사 심훈상록문화제	-백일장
2017.09.23(금)	 당진시청	대강당 심훈상록문화제	

-청소년문학	디베이트
2017.09.23(금)	 심훈상록문화제	-심훈	문학강연회
2017.09.23(금)	 당진시청	일원 심훈상록문화제	-시와	가곡의	밤

보훈
문학관

2017.09.04(월)~10.31(화) 보훈문학관 시화전<연꽃愛	빛과	향을	품다>
2017.09.05(화) 지역	대표	작가와의	만남	

-	정진석	시인	초청
2017.09.29(금)	 시낭송회

<한류문화의	원조	백제의	숨결>
충남
문학관

2017.09.02(토) 충남문학관	광장	및	
문학교육실

문학과	지역사회의	만남	
<다(多)가치	문학애(愛)	퐁당>

백석
대학교
山史
현대시
100년관

2017.09.07(목) 산사현대시100년관 지역시인	초청	강연
2017.11.16(목)~12.08(금) 시인들이	함께	만드는	<육필展>
2017.11.21(화)	 시&음악	공감콘서트
2017.11.24(토) 시낭송대회<시,	희망을	노래하다>

홍성
문학관

2017.09.01(금) 홍성문학관 손곡	이달의	작품세계	특강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전북 석정

문학관/
석정
문학회

2017.09.01(금)	 석정문학관,	
부안댐	문학동산

석정시인의	이야기를	찾아서

2017.09.07(목)	 석정문학관 찾아가는	시낭송회
2017.09.23(토) 2017	석정문학제
2017.10월~11월 석정	촛불	청소년	문학제
2017.7월~2018.5월	월1회 신석정	시인의	이야기를	찾아서
2017.4월~12월 석정문학관	문화교실 석정문화교실

정읍시립
중앙
도서관

2017.09.04(월)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

엄마의	말,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

최명희
문학관

2017.09.02(토)~09.03(일)	 최명희문학관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_그대를	
위한	문장강화

2017.09.20(수)~09.23(토)	 한국소리문화전당	일원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백일장	및	감상문	대회

2017.09.15(금)~10.15(일)	
전시	2017.09.23(토)	

최명희문학관 제7회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화대회	
전시	및	시상식

2017.10.14(토)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 2017	혼불학생문학상	시상식
2017.10.17(화) 최명희문학관	마당 최명희문학관	기획전시
2017.	10.	21(토)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 제12회	혼불학술상	시상식,	

기념강연
2017.10.25(수) 전북대학교	총장실 2017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
전남 목포

문학관
2017.09.16(토)	 목포문학관 목포문학산책	낭독	극장	

<9월	최하림	시인>
2017.09.29(금)	 목포	평화광장	일대 소영박화성전국백일장대회	및	학생

시낭송대회
2017.10.21(토) 목포문학관 목포문학산책	낭독	극장	

<10월	김진섭	수필가>
2017.10.21(토)~22(일)	 제11회	박화성문학페스티벌

시문학파
기념관

2017.09.21(목),	10.26(목),	
11.23(목)	

영랑생가	장독대 영랑생가	포엠	콘서트

2017.11.28(화)	 시문학파기념관	
2층	북카페

문학작품	낭독회

2017.09.26(화)	 시문학파기념관	
1층	세미나실

화요일	밤의	작가	초대	토크쇼

5. 전국 문학행사 종합홍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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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전남 시문학파

기념관
2017.10.25(수)	 영랑생가	은행나무	

아래
영랑생가에서	듣는	문학	이야기

2017.10.20(금)	 시문학파기념관	및	
현구	생가

2017	현구	문학제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
위원회

2017.11.05(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제	3회	고흥군	시	문학상	시상식

2017.11.04(토)(예선)	
2017.11.05(일)(본선)

고흥군	송수권	시낭송대회

나주공공
도서관

2017.09.15(금)~09.16(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제	4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

경북 동리목월
문학관

2017.09.09(토)	18:00 동리목월문학관	
박목월생가

저명문인초청	강연과	시낭송회	

안동
도서관

2017.09.01(금)~09.29(금)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제	25회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
2017.09.01(금)~09.29(금) 작가와의	만남
2017.09.01(금)~09.29(금) 이야기가	있는	원화전시회

안동
도서관	
용상분관

2017.09.20(수)	 문학강좌실2 한태희	작가와의	만남

이육사
문학관

2017.09.23(토)	 이육사문학관	다목적홀 이육사문학관	재개관	기념회
<오늘내여기서너를불러보노라>

성주공공
도서관

2017.09.01(금)~09.30(토) 성주도서관 도서관에서	詩	한편
2017.09.06(수)	 성주도서관 별고을	꿈둥이	북스타트	꾸러미	

전달식
칠곡군립
도서관

2017.09.16(토)	 칠곡군립도서관	
문학강좌실

작가와의	만남-이가을	작가

2017.09.30(토)	 칠곡군립도서관	
시청각실

샌드아트와	함께	하는	
<겁쟁이	늑대	칸>

경남 김해시청 2017.10.21(토)~10.22(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책	읽는	도시,	김해	<북페스티벌>

경남
문학관

2017.09.01(금)	 창원문화원	대강당 공연행사	<시詩,	들려드려요>	
2017.09.02(토)~10.30(월) 경남문학관	전시실 전시행사	<내	마음의	꽃>
2017.11.01(수)	부터 기획전	<이	사진	한	장>
2017.23.12(화) 경남문학관	세미나실 초청강연	<화요일의	문학이야기>

5. 전국 문학행사 종합홍보 현황

지역 기관명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경남 김달진

문학관
2017.09.02(토),	09.09(토),	
09.10(일)

김달진문학관	및	생가,	
진해문화센터	
대공연장

<제22회	김달진문학제>

2017.10.26(목) 마산공업고등학교 찾아가고	찾아오는	시낭송시노래	
음악콘서트

2017.10.28(토)	 창원대원레포츠공원 제20회	마을문학백일장	및	그림잔치
마산
문학관

2017.09.24.(토),	10.29(토),	
11.26(토),	12.17(토)	

창원시립마산문학관 영화로	감상하는	문학	작품

이원수
문학관

2017.09.02(토)~09.30(금) 이원수문학관	내 이원수작품	캐릭터	인형전
2017.09.02(토)	 이원수문학관	동원홀 와글다글	동심콘서트	및	

공모전	시상식
2017.09월	 이원수문학관	로비 이원수	작품	주인공	그리기	공모전
2017.12.20(수)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
창작가족뮤지컬<고향의봄>

청마기념
사업회

2017.09.22(금)~23(토) 청마기념관,	청마생가,	
청마묘소

제	10회	청마문학제

2017.09.22(금) 청마시낭송대회 제7최	청마시낭송대회
한국시조
문학관
(진주)

2017.07.20(목)~09.20(수) 한국시조문학관	
시경루

제3회	한국시조문학관	전국	학생	
시조	공모전

2017.10.09(월) 시조문학관	
시경루

제3회	시조공모전	시상식	및	낭독회

지리산
문학관

2017.09.06(수)	 지리산문학관	
관내문화유적지

지리산문학관	및	문화유적탐방

2017.12.26(화)~12.29(금) 지리산문학관 전통문화체험	및	실기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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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총	106건(2017.8.21.~9.14)	배포

신문 기사 제목 날짜

1 시민일보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

2017-08-21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
html?idxno=528006

2 제주의소리
시옷서점,	제주	대표로	한문위	문학주간	행사	진행

2017-08-22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
no=194262

3 스포츠조선
배우	정태우,	EBS라디오	‘북카페’DJ	전격	발탁

2017-08-25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0826010
0229480016930&servicedate=20170825

4 스타뉴스	
배우	정태우,	EBS라디오	‘북카페’DJ	전격	발탁

2017-08-25http://star.mt.co.kr/stview.php?no=2017082514033683810&o
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5 스포츠동아
배우	정태우,	EBS라디오	‘북카페’DJ	전격	발탁

2017-08-25
http://sports.donga.com/3/all/20170825/85985182/1

6 시티저널
창의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사고	주제	특강	개최

2017-08-25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90561

7 NSP통신	
예술단체	시인보호구역,	2017	문학주간	행사	개최	

2017-08-25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37919

8 뉴시스
내달	1~7일	마로니에공원	등	전국서	‘문학주간’

2017-08-25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31_000008250
1&cID=10701&pID=10700

9 국제뉴스
배우	정태우,	EBS라디오	‘북카페’DJ	전격	발탁

2017-08-26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771557

10 아시아뉴스통신
‘붓을	따라	소풍나선	時...작가회의	14명	시인	문인화전

2017-08-26http://www.anewsa.com/detail.
php?number=1211388&thread=07r02

11 아시아뉴스통신
시인보호구역,	대구,경북	대표로	‘문학주간	행사’	진행

2017-08-26http://www.anewsa.com/detail.
php?number=1211278&thread=07r02

12 스포츠한국

시민과	문인의	축제	‘문학주간2017’...1~7일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서	
개최	

2017-08-26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708/
sp20170831184039136850.htm

신문 기사 제목 날짜

13 독서신문

국민과	함께하는	문학축제...‘제2회	문학주간’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서	개최

2017-08-27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708/
sp20170831184039136850.htm

14 내일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학주간2017’

2017-08-2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9319

15 Queen
‘문학주간	2017’,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일원에서	개최

2017-08-27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10309

16 연합뉴스
문학주간,	파주북소리,	와우북페스티벌...9월	풍성한	책	축제	

2017-08-27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
0170825118400005&did=1195m

17 이데일리
‘독서의	계절’가을....풍성한	9월	책	축제	

2017-08-27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9
2646616031584&mediaCodeNo=257&OutLnkChk=Y

18 경향신문
9월	책	축제

2017-08-2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708272149015&code=960205

19 대전일보	
대전문학관	김종회	문학평론가	초청특강

2017-08-27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
no=1277439

20 뉴스웨이
문학평론가	김종회	초청	특강

2017-08-27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
html?idxno=400342

21 영남일보
배우	정태우,	EBS라디오	‘북카페’DJ	전격	발탁

2017-08-28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
wsView&newskey=20170828.010250750400001

22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
html?idxno=400416 2017-08-28

23 충청투데이
대전문학관	내달7일	김종회	평론가	초청	특강	

2017-08-28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
no=1082331

24 아시아경제
문인과	시민을	하나로...문학주간	2017

2017-08-28http://www.asiae.co.kr/news/view.
htm?idxno=201708311055315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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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페이퍼
책	축제로	가득한	9월,	전주	독서대전부터	와우북페스티벌까지

2017-08-29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6806

26 대구일보	
맥주	한	잔	곁들인	시	낭독회	어때요

2017-08-29
http://www.idaegu.com/?c=7&uid=369593

27 대구신문
가을	문턱에	‘時時한	밤’	맛보아요

2017-08-29http://www.idaegu.co.kr/news.php?code=cu01&mode=view
&num=231534

28 뉴스포스트
리터렌스문학관,	9월2일	문학행사	개최	

2017-08-30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
html?idxno=56744

29 영남일보
시인보호구역	내달	1~3일	문학주간	

2017-08-30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
wsView&newskey=20170830.010230751180001

30 내외뉴스통신
"마로니에	공원부터	군부대	병영도서관까지"…전	국민이	즐기는	'문
학주간2017‘ 2017-08-30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09394

31 국민일보
시인이	그린	문인화는	어떤	느낌일까?

2017-08-31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8550&
code=13160000&cp=nv

32 매일신문
시	낭독	들으며	시원한	맥주	한잔	캬~

2017-08-31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
php?news_id=39677&yy=2017

33 서울경제
문학의	즐거움에	빠지고	작가	만나고...	독서,	9월을	열다

2017-08-31
http://www.sedaily.com/NewsView/1OJYSEBU4I

34 뉴스1
문학의	매력에	취한다...	마로니에	공원	등	‘문학주간’행사

2017-08-31
http://news1.kr/articles/?3088266

35 연합뉴스
문학,	감각을	깨우다...	시민과	문인들의	축제	‘문학주간’

2017-08-31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
000AKR20170831065100005.HTML?input=1195m

36 뉴스핌
9월	1일	마로니에	공원이	문학도서관이	된다...문학감각	깨우는	‘문학
주간	2017’	개최 2017-08-3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31000103

37 매일경제
작가들이	직접	기획한	‘문학주간’이	찾아온다

2017-08-3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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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데일리
마로니에공원이	문학도서관으로...문학주간2017

2017-08-31http://www.edaily.co.kr/news/newspath.
asp?newsid=03204566616032896

39 매일일보
문학주간	2017',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행사장서	개최

2017-08-31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81

40 한국경제
1일부터	풍성한	문학주간

2017-08-3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3111461

41 정책브리핑
‘문학,	감각을	깨우다’…	9월	1~7일	문학주간

2017-08-31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
do?newsId=148841834&call_from=naver_news

42 한겨레
문학이	흐르는	서울,	뒹구는	활자를	줍다

2017-08-31http://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
general/2468.html

43 경남신문
가을을	읽다...7일까지	문화예술위	문학주간	행사	

2017-08-31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
php?idxno=1225223

44 크리스천투데이
‘크리미널마인드’정태우,	EBS	북카페	첫방	게스트	‘소향’

2017-09-01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611

45 tbs교통방송
책,	음식,	공연	등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

2017-09-01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
ml2&typ_800=14&seq_800=10237381

46 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17년9월1일	수요일	주요	정책	

2017-09-01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64018

47 동아일보
한국근대문학과	‘3色	인문학강좌’눈에	띄네

2017-09-01
http://news.donga.com/3/all/20170831/86111571/1

48 데일리그리드
문학,	감각을	깨우다...9월	1~7일	문학주간

2017-09-01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
html?idxno=58363

49 뉴시스
개막선언하는	도종환	장관	

2017-09-0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902_0013341908

50 뉴시스
박수치는	도종환	장관

2017-09-0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902_00133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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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뉴스페이퍼	
2017문학주간	시인보호구역	–	시를	“보고,	마시고,	듣다”

2017-09-02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053

52 뉴스포스트
‘전국문학관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심포지엄	열려

2017-09-02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
html?idxno=56843

53 뉴시스
인사	나누는	도종환	장관

2017-09-0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902_0013341912

54 국제뉴스
대구문화회관,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	현진건	편

2017-09-03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776149

55 충청매일
대전문학관,	김종회	평론가	초청	특강	

2017-09-03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413

56 광주일보
[7일까지	문학주간]	작가와	만남	,	시	낭송...	문학과	특별한	한	주	

2017-09-03http://www.kwangju.co.kr/read.
php3?aid=1504450800612610007

57 Queen
‘문학주간2017’	문학3일장	등	전국서	독자맞이

2017-09-04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10523

58 뉴스페이퍼

한국문학의	작가들과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2017	문학주간”	
개최	

2017-09-0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185

59 뉴스페이퍼	
2017문학주간	시인보호구역	–	시를	“보고,	마시고,	듣다”

2017-09-04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053

60 데일리그리드
문학,	감각을	깨우다...9월	1~7일	문학주간

2017-09-04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
html?idxno=58363

61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을	알리는	숲속의	개막식	개최	

2017-09-04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190

62 부산일보
힘내라!동네서점

2017-09-0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
jsp?newsId=20170904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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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광주일보
독서

2017-09-04http://www.kwangju.co.kr/read.
php3?aid=1504450800612581087

64 뉴스페이퍼

“2017문학주간”,	전야제	“문학주간X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2017-09-0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188

65 뉴스페이퍼

한국문학을	색다르게	만나는	방법들,	문학주간	2017의	둘쨰	날	‘작가	
스테이지’	

2017-09-0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151

66 뉴스페이퍼	
2017문학주간	시인보호구역	–	시를	“보고,	마시고,	듣다”

2017-09-04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053

67 뉴스페이퍼

[문학주간2017:문학콘서트]	하성한,	백수린,	윤해서	작가와	함께	즐
기는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2017-09-0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79

68 뉴스페이퍼
[포토]작가스테이지	행사	중	눈길	끈	‘야한소설낭독회’

2017-09-05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40

69 디트튜스24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33291

70 중부매일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809625

71 대전투데이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
html?idxno=466242

72 충남일보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
html?idxno=414734

73 굿모닝충청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
html?idxno=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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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충청투데이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
no=1084144

75 한국대학신문
백석대	산사현대시100년관,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2017-09-05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923	
(2017-09-06)

76 국제뉴스
영덕	축산중,	김성달	소설가	초청	강연	

2017-09-05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777780

77 강원일보
이달	도내	곳곳서	문학행사	풍성

2017-09-05http://www.kwnews.co.kr/view.
asp?aid=217090400134&s=601

78 헤럴드경제

[책	잇	수다]	이	계절이	왔다,	‘윤동주	시그림전’,	‘파주	북소리’등	오감
으로	느끼는	문학

2017-09-05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
php?ud=201709051040015685940_1

79 아시아뉴스통신
세종시	문학주간	특별공연	윤동주	‘별을	스치는	바람’

2017-09-05http://www.anewsa.com/detail.
php?number=1215401&thread=07r02

80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소설	속	서울을	만나보는	시간,	“소설in(人)서울!”

2017-09-05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19

81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만나봐야	할	작가	만나는	시간	“한국소설	인터뷰쇼	
–	만남편”

2017-09-0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72

82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교보문과	광화문점	마로니에로	나오다.	“문학3일
장”

2017-09-0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83

83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엄마,	여기에서	책	읽고	가요.	“열린	문학도서관”

2017-09-06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84

84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시인의	손으로	시가	그림이	되다.	“문인화전”

2017-09-06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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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만나봐야	할	작가	만나는	시간	“한국소설	인터뷰쇼	
–	만남편”

2017-09-0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72

86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교보문과	광화문점	마로니에로	나오다.	“문학3일
장”

2017-09-0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83

87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시인의	손으로	시가	그림이	되다.	“문인화전”

2017-09-06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285

88 뉴스페이퍼	

소설가가	직접	읽어주는	추리소설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
설

2017-09-07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64

89 아시아뉴스통신
영원한	마왕,	신해철을	추억하며	外

2017-09-07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8141

90 뉴스페이퍼
작가스테이지에서	선보인	한민규	극작가	“마지막	수업”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95

91 뉴스페이퍼	
몸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읽는	시를	선보이는	“금은돌	시인”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32

92 뉴스페이퍼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김종삼	시인을	추억
한다

2017-09-07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34

93 뉴스페이퍼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시급	“전국문학과	학술심포지엄	개최’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91

94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에서	만난	EBS	FM정애리의	‘시콘서트’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51

95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야외문대에서	진행된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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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제목 날짜

96 뉴스페이퍼

윤동주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문학주간	2017”의	포엠뮤직	“동주
2017”

2017-09-07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77

97 뉴스페이퍼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시급	“전국문학과	학술심포지엄	개최’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91

98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에서	만난	EBS	FM정애리의	‘시콘서트’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51

99 뉴스페이퍼
[2017	문학주간]	야외문대에서	진행된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2017-09-07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366

100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천세진	시인이	함께한	“시와	자연의	얼굴들”

2017-09-08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449

101 경남신문
지리산문학관,	함양중	학생들	초청	‘문학기행’	

2017-09-08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
php?idxno=1225917

102 뉴스타운
2017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한민규	작가의	‘마지막수업’

2017-09-11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97908

103 뉴스페이퍼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팀이	털어놓는	“페미니즘과	새로운	문학성	그
리고	시인”	히든트랙	2부와	질의응답

2017-09-11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539

104 뉴스페이퍼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팀이	털어놓는	“혁신호와	하이픈	그리고	세대
론”	히든트랙	1부와	비화

2017-09-11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64018

105 뉴스페이퍼

김이듬	시인	“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해외	독자	‘갸엘’과
의	인연을	말하다

2017-09-13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7656

106 내외뉴스통신
해남고,	문학주간	‘문학,	감각을	깨우다’	작가	좌담회

2017-09-14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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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도자료·온라인 홍보 현황

날짜 내용목

1 2017.08.29.
대학로에서	단	7일간	열리는	다채로운	문학축제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4651606

2 2017.08.25
문학주간	2017은	"문학,	감각을	깨우다"를	주제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만
날	수	있는	인문	페스티벌이에요.
http://blog.naver.com/pageturner_kr/221082152982

3 2017.09.01
‘문학주간	2017’	행사가	9월	1일(금)부터	7일(목)까지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	및	전
국의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https://blog.naver.com/mcstkorea/221086466804

4 2017.08.29
2017년	문학주간과	함께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	참여하고	도서	받
아가세요~
http://blog.naver.com/ssculture/221084649155

5 2017.08.31
문학주간	X	다시서점	다시서점	한남점은	2017	문학주간	기간	동안	다시서점에서	교
육용	·	놀이용으로	제작한	‘다시채우시집’으로	즉석	백일장	행사를	실시합니다.
http://dasibookshop.blog.me/221086249560

6 2017.09.08
저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어제,	색다르게	<2017	문학주간>	행사에서	책나들이를	
하고	왔답니다.
http://blog.naver.com/whether_or/221091930791

7 2017.09.08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예술가의	집	2층	다목적홀에서	[문학주간	2017]의	메인행사,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drestory/221092254969

8 2017.08.23
#문학전문책방,	넌	어디까지	가봤니?	문학주간	2017에	함께하는	문학전문책방,	전국
편입니다.
http://blog.naver.com/keyof12/221080633662

9 2017.09.03
서울	그리고	문학	주간	2017	마로니에	공원에서~
http://blog.naver.com/makeview1004/221088628624

10 2017.08.30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깨워줄	문학페스티벌	문학주간	2017이	우리	곁에	찾아온
다고	해요!
http://mnuricard.kr/221085510709

11 2017.08.31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시민과	문인들의	축제
http://jobkid.tistory.com/35

12 2017.09.01
마로니에공원	2017	문학주간	행사	(9.1~9.7)
http://shinysunshine.tistory.com/139

• 온라인 / 블로그	:	총	34건(2017.8.16.~9.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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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목

13 2017.08.16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	2017문학주간	(9.1~7)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작가스테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74997571

14 2017.08.28
문학주간_서울에서	가을이	품은	문학의	향기를	느껴	보세요
http://blog.naver.com/yechongbon/221083830062

15 2017.09.05
[플레이스_혜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도서관	:	2017문학주간	
<열린문학도서관>	(9.1~9.7,무료)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9732018

16 2017.09.04
[플레이스	서울]	잠든	감성세포를	깨우는	문학축제	:	2017문학주간	화려한	막이	오른
다	(9.7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9127474

17 2017.08.22
[문학주간]	책을	조금	더	가까이	즐기고	싶다면,	전국	문학책방에	놀러오세요!	
(9.1~9.7)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79441184

18 2017.08.23
[문학주간	9.1~9.7]	9월,	책과	가까워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	:	전국	문학전문책방	5곳
서	책읽기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0526234

19 2017.09.05
[문학주간]	다양하게	즐기는	한국문화의	참맛,	한국문학대축전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9977077

20 2017.08.25
[무료문학행사]	9월	독서의	계절,	여름	끝나고	가을	시작인	계절에	즐기는	문학	데이
트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1908265

21 2017.08.31
[플레이스	서울]	문학의	즐거움에	빠지고	작가	만나고	:	신나는	문학여행	떠나요	
(9.1~9.7/대학로	마로니에공원)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6570461

22 2017.08.23
[플레이스	서울]	9월	독서의	계절,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서울	문학전문책방	
6선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80387383

23 2017.08.23
문학주간	2017	작가	스테이지
http://blog.naver.com/iklpaper/221080547716

24 2017.09.08
[문학주간	2017]의	메인행사,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drestory/221092254969

25 2017.08.29
이경민의	『괴담』이	‘문학주간	2017’에	초빙	받아	대구	시인보호구역에서	독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http://writewind.net/221084977844

날짜 내용목

26 2017.08.26
'문학주간	2017'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합니다.
http://blog.daum.net/starnpoem/15869303		

27 2017.08.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인보호구역]	문학주간	2017_	詩봐	/	詩맥	/	詩들	_	시인	이
원규,	소설가	우광훈,	시인	김수상과	함께~	
http://poetry2000.blog.me/221079642781

28 2017.09.03
문학주간	2017,	어린이책	읽는	법
http://blog.naver.com/crescent0801/221088126062

29 2017.09.02
주말의대학로-2017문학주간
http://blog.naver.com/pourlete/221088062608

30 2017.09.08
[문학주간	2017]	한국문학	인터뷰쇼	-	만남편
http://blog.naver.com/drestory/221092273341

31 2017.09.08
[문학주간	2017]	문학콘서트	-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http://blog.naver.com/drestory/221092283463

32 2017.09.06
[예술의	향기]	제	4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한국문학	대축전,	2017	문학주간	100배	
즐기기
http://blog.naver.com/jump_arko/221090470807

33 2017.08.18
당신은	한국문학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http://froma.co.kr/282

34 2017.08.24
[라운드	미드나잇]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ttp://blog.naver.com/pageturner_kr/2210814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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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1 2017.08.24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36306 33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9368924281259

2 2017.08.22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최지인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	(with	창작동인	뿔,	댄스프로젝트	H)

7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742999662879
40&set=a.170442573340349.1073741828.100011238227574&
type=3&theater

3 2017.09.02

'문학주간	2017’	개최,	문학...감각을	깨우다	-	9월	1일(금)부터	7일
(목)까지,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일원에서

2
https://www.facebook.com/edunhealth/
posts/1646376705380811

4 2017.08.31

[문학주간	2017]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학주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
습니다!	:-)

263 13
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2140577337427

5 2017.09.02
마로니에공원에서	즐기는	문학주간	2017

0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23
02598687701&id=100017238859093

6 2017.08.17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75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570878992969
479&set=a.488649311192458.116384.100001421791418&typ
e=3&theater

7 2017.08.27

문학주간	2017_시인보호구역	詩봐	/	詩맥	/	詩들

90https://www.facebook.com/mhdabang/photos/a.180179611
3387483.1073741826.1801796046720823/2041191856114573
/?type=3&theater

8 2017.08.17

문학주간	2017_시인보호구역	詩봐	/	詩맥	/	詩들

73https://www.facebook.com/mhdabang/photos/a.180179611
3387483.1073741826.1801796046720823/2036425086591250
/?type=3&theater

9 2017.08.29
문학주간	2017이	곧	개최됩니다.대구에는	시인보호구역이	대표로ㅎ

9https://www.facebook.com/gyeongmin.yi/
posts/1395227887259015

• 온라인 / 페이스북 :	총	75건(2017.7.27.~9.9)	게재

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10 2017.08.29

하동의	밤,	그리고	대구의	시인보호구역.

462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82851921754
288&set=a.272185446154281.62553.100000884822857&type
=3&theater

11 2017.09.03
문학주간	2017	한국시인협회	詩청각교육	유쾌발랄	詩쓰루

63https://www.facebook.com/bezital/
posts/1493739214006017

12 2017.09.03
문학주간	2017	_	촉촉한	특강#17	(소설가	우광훈,	시인	김수상)

112https://www.facebook.com/starnpoem/
posts/1531385266927528

13 2017.09.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	2017-문학,	감각을	깨우다'의	한	
행사로	<이원규	시인과	詩맥	한	잔>이	열렸다.

25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8032
11219839466&id=100004517863144

14 2017.08.25

문학주간	2017_시인보호구역	詩봐	/	詩맥	/	詩들

59https://www.facebook.com/siinboho/photos/a.39261262092
8385.1073741829.386296104893370/668145630041748/?typ
e=3&theater

15 2017.09.01
가을날,	#마로니에공원	에서	문학의	향기에	푹	빠져보세요

35https://www.facebook.com/mcstkorea/
posts/1632726970111704

16 2017.08.28

팟캐스트	<파문>이	다시	새롭게	문을	엽니다.

25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13226342129
728&set=a.877485589037142.1073741826.100003271270236
&type=3&theater

17 2017.09.03

2017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9월	6일	8시	혜화	스페이스	필룩스에
서	<릴레이	소설	쓰기>를	진행합니다.

15
https://www.facebook.com/namsugg/posts/1419282518190
777?pnref=story

18 2017.09.08

이번주	#문화포털	#문화이슈	는	바로	#문화콜라보레이션	의	모든	
것,	만나면	참	좋은	문화!입니다.

7
https://www.facebook.com/cultureportal/
posts/15419662058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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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19 2017.09.03

내가	엔지니어	역할로	문학주간2017에	참여했다.

34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686362868082
963&set=a.517823758270219.138740.100001277988311&typ
e=3&theater

20 2017.08.31
[한국구세군과	함께하는	'제2회	문학주간'	안내]

6https://www.facebook.com/TheSalvationArmyKOREA/
posts/1138731966226412

21 2017.09.01
2017년	9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2https://www.facebook.com/sisun.co.kr/
posts/1447948808614448

22 2017.09.02
문학주간	2017	메인행사	한국소설	인텨뷰쇼

1https://www.facebook.com/BookcrushMeetup/
posts/1123350974466050

23 2017.09.04

한겨레에서	매주	금요일	발행되는	소식지	'서울&'에	문학주간2017
과	문학책방	이야기가	실렸어요.	

29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8262
13537542561&id=100004617667225

24 2017.08.29
[문학주간	2017]	책과	가까워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

25https://www.facebook.com/ARKO1004/
posts/1711006945607867

25 2017.08.21
[문학주간	2017]	공유	이벤트!

1920 22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8274464390705

26 2017.08.31
[문학주간	2017]	9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22https://www.facebook.com/ARKO1004/
posts/1713159448725950

27 2017.09.04
문학주간	2017	햇빛과	바람과	시옷

19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39
99577218270&id=100018246841340

28 2017.09.03
한	주간	여러	문학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문학주간

19https://www.facebook.com/dayoung.woo.5/
posts/1384964744952470

29 2017.08.25
문학주간	전야제	[문학,	밤을	깨우다]에	초대합니다.

25https://www.facebook.com/roundmidnight.kr/
posts/465623743808436

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30 2017.08.23
[문학주간	2017]	공유	이벤트	두	번째!

1126 15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9071000977718

31 2017.09.02

[2017문학주간,9.1~9.7]	문학의	매력에	취한다…마로니에	공원	등	'
문학주간'	행사

15
https://www.facebook.com/ARKO1004/
posts/1715875188454376

32 2017.09.06

'문학주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	동네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어
린이시	쓰기	대회	'를	진행했습니다.

9
https://www.facebook.com/sachungibook/
posts/498627853816632

33 2017.08.29
[문학주간	2017]	공유	이벤트	라스트!	#공동주관처_프로그램

531 13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1368404081311

34 2017.09.04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15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85
219468288116&id=100004002236869

35 2017.08.12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동주1917

612 24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4314428120042

36 2017.09.02
혜화역	마로니에	행사

8https://www.facebook.com/jangho.lee.3994/
posts/834798236678949

37 2017.09.05
[문학주간	2017]	#문장의목적

286 7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4328227118662

38 2017.09.02
[문학주간	2017]	What's	Up?

789 15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3102780574540

39 2017.09.03

#문학주간2017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김소영	작가님과의	만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10
https://www.facebook.com/sachungibook/
posts/497440650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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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40 2017.09.04
[문학주간	2017]	#현장이벤트!

295 8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3837553834396

41 2017.09.03
[문학주간	2017]	What's	Up?

378 8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3571640527654

42 2017.09.01
[문학주간	2017]	#열린문학도서관

301 8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2585683959583

43 2017.08.30
[문학주간	2017]	#한국소설_인터뷰쇼

995 14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1734680711350

44 2017.09.01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최지인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

6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785083825337
65&set=a.170442573340349.1073741828.100011238227574&
type=3&theater

45 2017.08.25
[문학주간	2017]	공유	이벤트	그	세	번째!	#공동주관처_프로그램

366 10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9777974240354

46 2017.08.28

문학주간	2017	인문	페스티벌의	전야제에	최병욱	기타리스트의	따
뜻한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6
https://www.facebook.com/affettomnc/
posts/2003600329916581

47 2017.08.26
[문학주간	2017]	#문학주간_전야제	#문학주간×#라운드미드나잇

1105 20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60218300862988

48 2017.08.26

얼마	전	<해가	지는	곳으로>를	출간한	최진영	작가님과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5
https://www.facebook.com/goyobookshop/
posts/633245733541660

49 2017.08.25

한국작가회의에서	마련한	'시인들의	문인화전(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7https://www.facebook.com/133638177213235/photos/a.133
641257212927.1073741828.133638177213235/161752694401
783/?type=3&theater

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50 2017.08.25
문학주간	전야제	[문학,	밤을	깨우다]에	초대합니다.

10https://www.facebook.com/pageturner.kr/
posts/1369737169809074

51 2017.08.23

문학주간	2017	프로그램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10https://www.facebook.com/wnbbookshop/photos/a.172903
8404036608.1073741829.1713274408946341/1918568135083
633/?type=3&theater

52 2017.09.01

문학주간	2017	전야제	9월1일	21시~

3https://www.facebook.com/linernote.kr/photos/a.11880287
97904300.1073741828.1161230580584122/175929589744425
1/?type=3&theater

53 2017.09.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2017	9월	2일,	3일	한국소설	인터뷰
쇼	<기억편,	만남편> 3

54 2017.08.17
<젊은	예술,	문학을	만나다	⑧	Interview	김혜진,	진보경,	정희영>

1300 13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B%AC%B8%E
D%95%99%EC%A3%BC%EA%B0%84%202017

55 2017.08.14
[문학주간	2017]	작가스테이지	#연애를문학으로배웠어요

1464 31https://www.facebook.com/munjang16/
posts/1955274358024049

56 2017.08.11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5378 161https://www.facebook.com/munjang16/photos/a.14627560
67275883.1073741829.1452287341656089/195375866150895
2/?type=3&theater

57 2017.08.21

무뎌진	감각을	깨워줄	문학의	매력!	문학,	감각을	깨우다	<문학주간
2017>

20
https://www.facebook.com/froma.co/
posts/1715566368739305

58 2017.08.30
[문학주간	2017]	젊은	예술,	문학을	만나다_유희경	시인

349 18https://www.facebook.com/munjang16/videos/vb.14522873
41656089/1961788680705950/?type=2&theater

59 2017.09.02
문학주간	2017	_	독립출판물(문학)	저자	정보경	낭독회

124 20https://www.facebook.com/starnpoem/videos/vb.10000168
2098781/1530410743691647/?type=2&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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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60 2017.09.02
문학주간	2017	_	독립출판물(문학)	저자	오성현	낭독회

69 12https://www.facebook.com/starnpoem/videos/vb.10000168
2098781/1530421137023941/?type=2&theater

61 2017.09.02
문학주간	2017	_	독립출판물(문학)	저자	장성희	낭독회

77 15https://www.facebook.com/starnpoem/videos/vb.10000168
2098781/1530408750358513/?type=2&theater

62 2017.09.02
문학주간	2017	_	독립출판물(문학)	저자	이경민	낭독회

116 12https://www.facebook.com/starnpoem/videos/vb.10000168
2098781/1530387137027341/?type=2&theater

63 2017.09.02

문학주간	2017	_	시맥한잔,	이원규	시인과	함께

191 35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C%
8B%9C%EB%A7%A5%ED%95%9C%EC%9E%94%
2C%20%EC%9D%B4%EC%9B%90%EA%B7%9C%20
%EC%8B%9C%EC%9D%B8%EA%B3%BC%20
%ED%95%A8%EA%BB%98

64 2017.09.05 196 2
https://www.facebook.com/giwon2100

65 2017.08.21
2017	문학주간

8 12https://www.facebook.com/taekhoon.hyeon/videos/vb.1000
01668627042/1477995032266103/?type=2&theater

66 2017.09.05
날씨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고	향기도	좋았고	낭독글도	좋았어요.	

84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88
061984584513&id=100001421791418

67 2017.09.06
2017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마지막	수업>낭독회	잘	마쳤습니다.

35https://www.facebook.com/mars4444/
posts/1137510196382971

68 2017.07.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스테이지	공모에	뽑혔슴다~

42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129611410502
480&set=a.171560762974221.37926.100003608943901&type
=3&theater

69 2017.08.27

제가	좋아하는,	함께	하면서	더	좋아진	두	명의	시인과	이	시간을	만
들면서	꽁냥꽁냥	재미있었답니다.

56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34372093311
529&set=a.151997831548968.37848.100002162555885&type
=3&theater

날짜 내용 노출도
(건)

참여도
(건)

70 2017.09.08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천세진	시인이	함께한	“시와	자연의	얼굴
들”-뉴스페이퍼

15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94
144520713875&id=883727955088869

71 2017.09.08

극단	M.Factory의	한민규작가가	2017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에서	
선보인	<마지막	수업>의	기사가	나왔네요.	두둔!

13
https://www.facebook.com/Mfactory3m/
posts/684236921785867

72 2017.08.27
문학주간	작가스테이지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고	해요.

7https://www.facebook.com/lee.miok.7/
posts/1046365745467150

73 2017.09.09
9월	3일	대학로에서	있었던	강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689
53950142933&id=100010849957224

74 2017.09.02
내일	오후	1시	김성장	선생님의	글씨를	맛보는	시간.	

22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85
631924827519&id=100001421791418

75 2017.08.17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0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882
29418201707&id=1000104395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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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참여도(건)

1 2017.09.03
문학주간	행사가	열리던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학주간2017#북스타
그램#조지오웰#1984 24
https://www.instagram.com/mimiminari

2 2017.09.08
앉아서	다섯	나라	여행	잘	하셨냐는#박준쉐프	클로징멘트도	센스만
점	#문학주간#문학주간2017#입담여행담그리고문학의그담 18
https://www.instagram.com/sooahbae

3 2017.09.02.
우연히	만난,	마로니에의	낭만적인	초가을	밤	#문학주간	2017

28
https://www.instagram.com/churry_p

4 2017.09.03.
너무	좋아서	9/7일까진데	혼자누리기	아쉽다!	#문학주간2017#마로
니에공원 32
https://www.instagram.com/haoran_k

5 2017.09.01
진짜	가을이다~	#문학주간2017#문학주간x라운드미드나잇#정지
돈#스위밍꿀#작은겁쟁이#검쟁이새로운파티 22
https://www.instagram.com/seoulgyule

6 2017.09.03.
자는거	아니고	책읽자	#문학주간2017#대학록#마로니에공원

34
https://www.instagram.com/ej_woomommy

7 2017.09.03.
젊은과	낭만과...자유로움,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마로닝	공원..	
#문학주간2017#책#마로니에공원 92
https://www.instagram.com/jeonghwa153

8 2017.09.07.
문학주간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해외레지던스	성과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아르코미술관#문학주간2017 7
https://www.instagram.com/jisoo9242

9 2017.09.06.
문학주간2017	#문학주간#문학주간2017#별헤는밤#윤동주#에코백

45
https://www.instagram.com/heejyo

10 2017.09.05.
임승훈,	송지현	소설가의	추리특급	#문학주간2017#임승훈소설가#
송지현소설가 21
https://www.instagram.com/iammin_coco

11 2017.09.05.
어제	문학주간	구경갔다	왔어요!	책방은	무사히	열려있었습니다.	#
문학주간2017#독립서점#독립출판물#동네책방 56
https://www.instagram.com/cornerstool

12 2017.09.04.
avant	le	cours	de	francais	#문학주간2017#마로니에공원

64
https://www.instagram.com/bk_yoga

날짜 내용 참여도(건)

13 2017.09.03.

재미있고	신기하고	감동적이고	감사했어요	#문학주간207#내삶의
한문장낭독회#2017작가스테이지#유현아시인#김성장시인#김은경
시인 52

https://www.instagram.com/ipparangee

14 2017.09.03.
한	주간	여러	문학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문학주간	#문학주간#문학
주간2017#낭독회#문학#시#소설 43
https://www.instagram.com/ggoolda

15 2017.09.03

제	가슴에	와서	맺힌	한구절	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	.#문
학주간2017#동주1917#윤동주#작가스테이지 22

https://www.instagram.com/bookhana

16 2017.09.03.
#문학주간2017#문학감각의문을열다#너는네가먹는그것이다#상상
두목 27
https://www.instagram.com/suhyoung_kim

17 2017.09.01.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문학주간#열린문학도서관#문학채집

3
https://www.instagram.com/my.lover.ming

18 2017.09.02.
문학주간	2017	문학,	감각을	깨우다	#문학주간#열린문학도서관#문
학채집 38

19 2017.09.03.
작업실동네의	품격	#문학주간#열린문학도서관#문학채집

24
https://www.instagram.com/jinkyeu

20 2017.09.05.
공연합니다	#문학주간2017#작가스테이지#문학감각을꺠우다	#한
민규#마지막수업 13
https://www.instagram.com/kanzo_sensi

21 2017.09.06.
멋졌다	#문학주간#시낭송#개막식

20
https://www.instagram.com/p8410

22 2017.09.08.
일어나라	감각!	#문학주간#마로니에공원#책방#독서

11
https://www.instagram.com/yuns.book

23 2017.09.07.
야외에서의	독서	참	좋구나~	#문학주간#황학주

6
https://www.instagram.com/lovetea_1004

24 2017.09.06.
배우	정진영님이	문학자판기를	소개해주시다니	영광영광	대영광	#
문학주간#문학자판기#정진영 33
https://www.instagram.com/h.h.cy.cy

• 온라인 / 인스타그램	:	총	52건(2017.8.21.~9.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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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참여도(건)

25 2017.09.06.
비오는	날,	야외에서,	책	읽기	모두에게	기쁨이길	#문학주간#야외도
서관 15
https://www.instagram.com/p8410

26 2017.09.06.
조금전ᄁᆞ지	시에	대한	열정으로	사춘기는	열기가	후끈	#어린이씨스
기대회#문학주간2017 141
https://www.instagram.com/sachungibook

27 2017.09.05.
최진영	작가님,	황현경	평론가님과	소설	대담<소설이	있는	곳으로>	
#문학주간#문학서점#해가지는곳으로#고요서사 157
https://www.instagram.com/goyo_bookshop

28 2017.09.05.
대학로에서	책방으로	이동합니다!!!	#문학주간#51page

115
https://www.instagram.com/51page

29 2017.09.05.
토요일	나누는	기쁨.	#문학주간#개막식#문학감각을꺠우다#예술가
의집 39
https://www.instagram.com/bo.ram

30 2017.09.03.
감각을	깨우는	문학	#문학주간#문학주간개막식#예술가의집

7
https://www.instagram.com/jigoo_bon

31 2017.09.03.

마로니에	곳곳에	문학이	살아	숨쉬는.	많은	이들의	같은	듯	서로	다
른	가치와	바람이	모여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래서	더	감동	있는.	#
문학주간#개막식#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

https://www.instagram.com/ssoozie.pppp

32 2017.09.03.
낭독공연.<무용하는	시	–주머니	없는	외투>	#문학주간#낭독공연

28
https://www.instagram.com/beddrawing

33 2017.09.02.
소설가	정지돈과	수상한커튼	#문학주간

22
https://www.instagram.com/____ys.o

34 2017.09.02.
라운드미드나잇과	함께하는	문학주간	전야제!	#문학주간전야제#문
학주간#낭송콘서트#시 32
https://www.instagram.com/affettomnc

35 2017.09.02.
문학주간	2017	전야제	#문학주간#라운드미드나잇#문학밤을깨우다

20
https://www.instagram.com/pageturner.kr

36 2017.09.01.
마로니에	공원에서	책읽기	#문학주간#독서#책

13
https://www.instagram.com/yuns.book

37 2017.09.01.
2017	문학주간	x	다시서점	#문학주간#다시서점

101
https://www.instagram.com/dasibookshop

날짜 내용 참여도(건)

38 2017.08.31.
문학주간	2017_시인보호구역	詩봐	/	詩맥	/	詩들	#문학주간#시인
보호구역#낭독회 49
https://www.instagram.com/poet_jeonghunkyo

39 2017.09.01.
<EBS	북카페>	공개방송	홍대광&정태우	#문학주간2017#홍대광#
정태우 64
https://www.instagram.com/mirisai_

40 2017.08.24.

유럽에사는아재가들려주는문학이야기	#문학주간2017#유럽에사는
아재가들려주는문학이야기#문학감각을꺠우다#작가스테이지#문학
마음을채우다 130

https://www.instagram.com/oddyoong

41 2017.08.21.
첫날	행사인	문학주간x라운드	미드나잇-문학밤을꺠우다.	#문학주
간#문학주간2017#문학감각을꺠우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36
https://www.instagram.com/withstory

42 2017.08.29.
[문학주간	2017]	#문학주간2017#문학전문책방

72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43 2017.08.22.
검은책방,	흰책방	일곱	번쨰	낭독회	#문학주간2017#한국문화예술
위원회 13
https://www.instagram.com/qssamie

44 2017.09.08.
내	이름은	김은지	#문학주간2017#2017작가스테이지#김은지시인

57
https://www.instagram.com/ipparangee

45 2017.09.07.
시인이지	모~	#문학주간2017#아르코미술관

71
https://www.instagram.com/cutehyeji

46 2017.09.01.
최지인	시인의	작가스테이지	#문학주간2017#댄스프로젝트H

13
https://www.instagram.com/uanda114

47 2017.09.02.
문학주간	2017	전야제	–	문학,	밤을	깨우다	#문학주간2017#마로니
에공원#송재경#예술가의집 9
https://www.instagram.com/nokcha421

48 2017.09.02.
참가비	무료인	문학주간	행사가	있어	알려드려요^^	#문학주간
2017#바람책방#입담여행담그리고문학의그담 10
https://www.instagram.com/windbooks

49 2017.09.02.
좋은	기회라	몇	분	더	모십니다!!<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문학주간2017 116
https://www.instagram.com/flaneu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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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참여도(건)

50 2017.09.02.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문학주간2017

154
https://www.instagram.com/sachungibook

51 2017.09.05.
어제	문학주간	구경갔다	왔어요	#문학주간2017#독립서점#독립책
방#아르코미술관 56
https://www.instagram.com/cornerstool

52 2017.09.08.
<입담,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
학주간2017#한국문화예술위원회#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김이듬 37
https://www.instagram.com/ur.space.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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