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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문학주간 2019 개요 

행 사 명 문학주간 2019

주     제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기     간 2019. 8. 31(토)-9. 7(토), 8일간

장     소 서울 마로니에 공원 일대 및 전국 84개처

사업내용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독자 및 문학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작가 스테이지, 문학 포럼, 타계 작가 회고전, 열린문학도서관 등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관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     력 EBS,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참여 관객 수 10,527명

참여 공간 수 84개처

• 전국 규모 국민 참여형 연례 문학축제 개최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문학 진흥 붐 조성

• 문학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한국 문학의 확장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을 필두로 편혜영 작가의 셜리 잭슨상 수상, 김혜순 시인의 그리핀 시 문학상 수상, 『82년생 

김지영』의 일본 서점가 열풍 등 말 그대로 국제적 활약이 눈부시다. 한국 문학의 확장은 국

가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은 것만이 아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살인자의 기억법』 등의 소

설을 영화로 만날 수 있으며,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에서 국제적 영상 콘텐츠로 제

작이 진행 중이다. 영화, 무용, 연극, 음악, 게임의 영역에서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의 

변주가 진행되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학을 만난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영하는 문학은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콘텐

츠를 향유하는 동시에 소수자성이 각각의 주체로 자기 이야기를 써나가는 지금, 이야기의 

원천으로써의 문학을 말하고자 한다.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행사 개요  

● 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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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공동주관 문학단체 및 예술위원회

조직위원회

기획위원, 예술위원회, 위탁사업자

기획위원회

공동주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BS

● 추진체계도  

연번 성  명 소  속

1 김 경 식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2 표 중 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3 전 보 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4 김 남 혁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상임이사

5 김 호 운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6 김 형 우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7 한 창 훈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8 나 종 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문학)

9 오 영 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조직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1 김 대 현 문학평론가, 『내일을 여는 작가』 편집위원

2 김 지 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3 유 희 경 시인

4 임 솔 아 소설가, 시인

5 위탁사업자 (주)와우책문화예술센터 

6 오 영 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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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 서울 프로그램   

    (대학로 행사장)

[ 구성 ]

구분  프로그램명 관람객

개막식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150

작가

스테이지

(기획형 

8개, 

공모형 

12개)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 - 나의 아동청소년문학 이야기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생명에 대한 상상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야옹다옹 삼묘삼인(三猫三人) 낭독회

•첫 발을 뗀 당신에게

•구월의 ㄱ은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서찰을 전하는 아이』-세상에 나오다

•네 멋대로 만드시집? - 북 아트 작가와 함께 시집 만들기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시詩・냥・송song 낭독회

777

포럼 등단제도와 문학의 경계 53

전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타계 작가 회고전 550

열린문학
도서관

• 2천여 권 책이 있는 야외 도서관과 휴식 공간
• 북캐스터와 함께 하는 동화 낭독회 등 다양한 체험/워크숍 프로그램 

1,190

협력 
프로그램

EBS
오디오 천국 공개방송-문학주간 2019 
‘SNS 작가에게 묻다’

9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비평,  길을 묻다 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예지발간지원사업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아직 여기의 빛들> 

18

한국시인협회 요절 시인의 시와 노래 82

한국문인협회 문향의 뜨락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예술나무 마음약국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2019 아르코 파트너

이기쁨 <산책하는 침략자> -

장우재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

서울도서관 한 평 시민 책시장 1,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나눔보급사업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

서울(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 관람객 총계 4,597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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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 ]

장소 8. 31(토) 9. 1(일) 9. 2(월) 9. 3(화) 9. 4(수) 9. 5(목) 9. 6(금) 9. 7(토)

마로
니에
공원

야외
무대

[개막식]

19:00-20:00

공원
일대

열린문학도서관 11:00-18:00 *종료    

한평시민

책시장

달리는 

문학트럭

다목적
홀

[타계 작가 회고전]

11:00-18:00
*휴무

[타계 작가 회고전]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11:00-18:00

예술가
의 집

다목적
홀

[한국문학평론가협

회] 

비평, 길을 묻다1

14:00-18:00

[한국문학평론가협

회] 

비평, 길을 묻다2

14:00-18:00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16:00-20:00

[포럼]

등단제도와 

문학의 경계 

19:00-21:00

[한국시인협회] 

요절 시인의 

시와 노래

17:00-19:00

[한국문인협회] 

문향의 뜨락

14:00-15:30

[작가 스테이지]

생명에 대한 상상

13:00-14:30

[작가 스테이지]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19:30-20:30

[작가 스테이지]

『서찰을 전하는 아

이』-세상에 나오다

16:00-17:00

카페

[작가 스테이지]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14:30-16:00

[작가 스테이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14:00-15:30

[작가 스테이지]

야옹다옹 삼묘삼인

(三猫三人) 

낭독회

19:30-20:30

[작가 스테이지]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

나의 아동청소년

문학 이야기

19:30-21:00

[작가 스테이지]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19:30-21:00

[작가 스테이지]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19:30-21:00

[문화예술후원센

터]

예술나무 

마음약국

19:00-21:00

[작가 스테이지]

네 멋대로 만드시

집?-북 아트 작가와 

함께 시집 만들기

14:00-15:00

[작가 스테이지]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17:00-18:30

[작가 스테이지]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16:00-17:00

이음
센터

이음
홀

[EBS] 오디오 

천국 공개방송 

16:00-17:10 

[작가 스테이지]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13:00-14:00

[작가 스테이지]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

『죽음의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19:30-21:00

[작가 스테이지]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13:00-14:00

[작가 스테이지]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20:00-21:00

[작가 스테이지]

시詩·냥·송song

낭독회

16:00-17:00

공공
그라
운드

001
스테
이지

[작가 스테이지]

첫 발을 뗀 

당신에게

19:30-20:30

[작가 스테이지]

구월의 ㄱ은

19:30-20:30

[작가 스테이지]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19:30-20:30

아르코

미술관

스페
이스

필룩스

[아르코예술인력

개발원]

2019년 한국예술창

작아카데미 낭독회 

<아직 여기의 빛들>

19:00-21:00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대극장

이기쁨 <산책하는 침략자> 8. 30(금)-9. 11(수)

장우재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9. 1(일)-9.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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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 행사장 ]

대학로 행사장 : 마로니에 공원, 마로니에 공원 지하1층 다목적홀, 예술가의집 1층 카페, 

                     3층 다목적홀, 이음센터 이음홀, 아르코 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룩스, 

                     공공그라운드 B1 001스테이지 등 

사업개요

● 서울 프로그램   

    (대학로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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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사업명 진행 프로그램 관람객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 4개 도서관 프로그램

• 3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270 

한국문학관협회

<문학주간 2019 연계>
• 17개 문학관 참여, 25개 프로그램 3,250  

한국작가회의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33개 작은 서점 프로그램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문학순회>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12개 프로그램

• 기타 문화예술공간에서 28개 프로그램
1,996

전국 프로그램 관람객 총계 5,930

● 전국 프로그램

[ 전국 프로그램 일정표 ]

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8. 24(토)
[문학순회] 프로젝트컴퍼니 : 청소년 문학살롱 <요즘, 어때?> 박경리문학공원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남자에겐 보이지 않아 L의 서재

8. 24(토), 8. 31(토)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아무렇게나, 시 아무책방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즐거운 책놀이, 충주 어린이 작가교실 책이있는글터

8. 25(일)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장르 스테이지#1 책방 허송세월

8. 26(월)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독서클럽 <시로 읽는 우리> 청색종이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책보따리와 아르메니아 여행 이야기 평화를 품은 책방

8. 26(월), 9. 2(월)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문학, 나와 우리 이웃을 말하다』 미하북스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시:작하는 사람들, 동시 나누기 동시 차방책방

8. 27(화)
[문학순회]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 희곡 애(愛) 빠지다!_신나게 놀아보자 연천군 아이파크 작은도서관

[문학순회] 청소년문화연대킥킥 : 문학 성큼성큼 경희여중  다솜누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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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프로그램 일정표 ]

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8. 27(화)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고정순 작가와의 만남 꿈틀책방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문학상담실 더숲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이야기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책방비엥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에세이 쓰기 3기, 북클럽 한길문고

8. 27(화), 

9. 3(화), 9. 4(수)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책읽기에도 안내가 필요해!, 

동화창작교실(성인반), 책읽는 수요일
천안 곰곰이서점

8. 27(화), 9. 3(화), 

9. 10(화)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처음 만나는 글쓰기 워크샵, 글쓰기의 실제 : ‘짧은 글’ 검은 책방/흰 책방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동동 시가 떠내려가 그림책NORi

8. 28(수)

[문학순회]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 평화를 꿈꾸는 문학여행

-꿈을 찍는 문학여행
29연대 2대대(3,본중대) 

[문학순회] 그림책협회 :

그림책달(picturebookmoon)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한 달의 문학기행’
근근넝넝

[문학순회] 사단법인 대구작가콜로퀴엄 : 

시, (노래)를 품다-Part 3시, (랩rab)을 품다

대구 공연예술 연습공간 

대명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101상교 展 작품 셋 북스곁애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조해진 소설가와의 만남 책방 비북스

8. 28(수), 9. 4(수)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벽돌책 쌓기-아로와 완전한 세계시리즈 책과아이들

8. 28(수), 8. 30(금), 

9. 4(수), 9. 6(금)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작은 그림책 만들기 커피는 책이랑

8. 29(목)
[문학순회] (사)한국작가회의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육군 사단급 제73보병사단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김헌수 시인과 시 읽기 잘 익은 언어들

8. 30(금)

[문학순회]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 평화를 꿈꾸는 문학여행

-꿈을 찍는 문학여행
문산동중학교

[문학순회]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 찾아가는 문학콘서트_미지의 언어 탐구 行 아소재

[문학순회]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 희곡 애(愛) 빠지다!_우리들의 자화상 위례신도시 푸른도서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이달의 작가(1) 이현호 시인 북스피리언스

프로그램 결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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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프로그램 일정표 ]

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8. 30(금)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젊은 시인과의 만남2 인생책방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윤고은 작가와의 만남 제주살롱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행복한 이야기 터전 행복한 책방

[한국문학관협회] 2019 혼불만민낭독회 :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최명희의 콩트 「완산동물원」1
최명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2019 혼불만민낭독회 :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최명희의 콩트 「완산동물원」2
최명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농민문학 작가와의 만남 농민문학기념관

8. 31(토)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내 생에 시 한 편 쓰기 생각을 담는 집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글쓰기의 깊이 책방숲

[문학순회] 그림책협회 :

그림책달(picturebookmoon) -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한 달의 문학기행’
예지책방

[문학순회]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 찾아가는 문학콘서트 - 미지의 언어 탐구 行 객주문학관

[문학순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 

어린이청소년 문학순회 ‘잇다’ -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책이 있는 글터

[한국문학관협회] 박홍근 탄생 100주년 기념 시그림전 이원수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회 대회 최명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문학아카데미 목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기형도문학관 : 기형도 시(詩)길 산책 “기형도와 나” 토크 콘서트 기형도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당진시인학교 주간행사 당진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이주홍 문학의 밤 북콘서트 이주홍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석정문학제 석정문학관

8. 31(토)-9. 7(토)

[한국문학관협회] 석정시화전 석정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석정문학관 : 소장자료 희귀도서전 석정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조시화전 개최 한국시조문학관(진주)

9. 1(일)
[문학순회] 검은 책방/흰 책방 : 2019 찾아가는 책방 낭독회 물결서사

[문학순회] 우리, 봄:다시, 詩-場 : 문학이 건네는 맛있는 인생 레시피 서울 대명여울빛거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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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9. 1(일)
[한국문학관협회]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대구문학관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은평구립도서관

9. 2(월)

[문학순회] 검은 책방/흰 책방 : 2019 찾아가는 책방 낭독회 메이드인아날로그

[문학순회] 상상편집소 피플 : 마을을 노래하는 문학콘서트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페미니즘 소설 읽기 책방한탸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우리아이 북컨설팅, 격공동화 키라의 감정학교 

시리즈 읽기
열린문고

9. 3(화)

[문학순회]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 희곡 애(愛) 빠지다!_보물찾기 놀이 연천군 아이파크 작은도서관

[문학순회] 청소년문화연대킥킥 : 문학 성큼성큼 봄내중학교

[문학순회] 한국청소년어문진흥회 : 청소년 오디오 문학극장 월봉초등학교(6학년 1반)

9. 4(수) 

[문학순회] (사)한국작가회의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해군 사단급 2함대사령부

육군 대대급 3사단

육군 사단급 제60보병사단

[문학순회]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 희곡 애(愛) 빠지다!_연극 <청소년극>은 

무엇인가, 연극의 대본 ‘희곡’은 무엇인가
신명중학교

[한국문학관협회] 2019 혼불만민낭독회 : 소리꾼과 함께하는 소설 「혼불」

-연극인과 함께하는 소설 「혼불」
최명희문학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김태호 작가와 그림책 더미 만들기 근근넝넝

9. 5(목)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글쓰는 일상 발전소책방.5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청맥중독 문학라이브 : 읽고만납시다 청맥살롱

[문학순회] (사)한국작가회의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육군 대대급 201특공여단 2대대

공군 사령부급 공군 교육사령부

[문학순회] 책친구협동조합 작가랑 : 도란도란 책소풍 두촌초등학교

[한국문학관협회] 소설 「혼불」 필사 ‘사각사각 디딤돌’ 최명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2019년 만해문학 청소년 백일장 만해기념관

[한국문학관협회] 인문학 강연회 

-백년의 함성, 불멸로 두근거리다 :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
산사현대시100년관

[한국문학관협회] 문학과 함께하는 들차회 석정문학관

사업개요

[ 전국 프로그램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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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9. 6(금) 

[문학순회] (사)한국작가회의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육군 연대급 제52동원지원단

공군 단급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대대급 3보급단

[문학순회] 검은 책방/흰 책방 : 2019 찾아가는 책방 낭독회 삼삼한 책방

[문학순회]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 희곡 애(愛) 빠지다!_이상한 그림 위례신도시 푸른도서관

[문학순회] 창원시김달진문학관 : 찾아가고 찾아오는 시낭송 시노래 음악 콘서트 진해 석동중학교

[문학순회] 책친구협동조합 :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 수백초등학교

[문학순회] 청소년문화연대킥킥 : 문학 성큼성큼 신화중학교/꿈터도서관

[한국문학관협회] BOOK콘서트 홍성문학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임솔아 작가와 소설 나누기　 도도봉봉

9. 7(토)

[문학순회] 그림책협회 : 그림책달(picturebookmoon) 

-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한 달의 문학기행’
근근넝넝

[한국문학관협회]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한무숙문학상 수상자 - 소설가 정한아와 함께하는 소설 읽는 시간 한무숙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석정촛불청소년문학제 석정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연(緣), 분(分), 홍(泓) 충남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나라사랑 문학콘서트 보훈문학관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구립증산정보도서관

9. 8(일) [문학순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 과학소설을 이야기하자 그리고서점

9. 9(월)
[문학순회] (사)한국작가회의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해군 여단급 수전전단

육군 대대급 6사단 수색대대

육군 대대급 31사단 96-2대대

[한국작가회의_작은서점] 동시상영 워크숍 공수표

9. 11(수)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일산 동중학교

9. 17(화) 광영고등학교

9. 19(목) 동대문도서관

9. 20(금) 화곡중학교

9. 28(토) 남산도서관

 

[ 전국 프로그램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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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사업개요

 서
울

 1
6곳

 경
기

도
 1
9곳  강

원
도

 6
곳

 전국 프로그램 지역별 행사장

 충
청

도
 1
2곳

전
라

도
 1
2곳

제
주

도
 2
곳

경
상

도
 1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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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군 단급 공군 항공안전단

경희여중 다솜누리 도서관

더숲

도도봉봉

미하북스

북스곁애

북스피리언스

서울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신명중학교

신화중학교/꿈터도서관

아무책방

위례신도시 푸른도서관

청색종이

청맥살롱

책방비엥

한무숙문학관

경상도

객주문학관

공군 사령부급 공군 교육사령부

대구문학관

대구 공연예술 연습공간 대명홀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아소재

육군 대대급 201특공여단 2대대

이원수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진해석동중학교

차방책방

책방숲

책방한탸

책과아이들

커피는 책이랑

한국시조문학관

해군 여단급 특수전전단

충청도

공수표

농민문학기념관

당진문학관

보훈문학관

산사현대시100년관

월봉초등학교

인생책방

책방 허송세월

책이있는글터

천안 곰곰이서점

충남문학관

홍성문학관

경기도

29연대 2대대(3,본중대)

그림책NORi

기형도문학관

근근넝넝

꿈틀책방

만해기념관

생각을 담는 집

문산동중학교

발전소책방.5

연천군 아이파크 작은도서관

열린문고

육군 대대급 3보급단

육군 사단급 제60보병사단

육군 사단급 제73보병사단

육군 연대급 제52동원지원단

책방 비북스

평화를 품은 책방

해군 사단급 2함대사령부

행복한 책방

전라도

L의 서재

검은 책방/흰 책방

메이드인아날로그

목포문학관

물결서사

삼삼한 책방

석정문학관

육군 대대급 31사단 96-2대대

예지책방

잘 익은 언어들

최명희문학관

한길문고

강원도

두촌초등학교

박경리문학공원

봄내중학교

수백초등학교

육군 대대급 3사단 

육군 대대급 6사단 수색대대

제주도

그리고서점

제주살롱 





문 학 . 다 음 으 로 가 는 길

1. 개막식

2. 작가 스테이지-기획형

3. 작가 스테이지-공모형

4. 포럼

5. 전시

6. 열린문학도서관 

7. 협력 프로그램

Ⅱ.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문학주간 2019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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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개막식 

● 개막식 개요  

● 개막식 구성  개막공연 가수 이한철의 오프닝 공연

개막선언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개막을 알리는 개막선언

추모낭독

200권이 넘는 저서를 낸 한국 문학 연구의 대가이자 문학사, 현장비평 

예술기행 등 다방면의 글을 써온 故김윤식 선생의 글을 낭독하고 추모함

개막 퍼포먼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미디어아트, 성우 '윤소라'의 낭독,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의 연주가 결합된 문학 퍼포먼스로 풀어냄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문학주간 2019 개막식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일시 2019. 8. 31(토) 19:00-20: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사회 : 이한철 (가수)

참여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홍수(문학평론가), 

        권여선(시인), 윤소라(성우), 정민아(가야금 연주가)

내용 2019 문학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참여 관객 150명

추모 낭독1 

- 「삶으로는 견디지 못했던 어떤 기록 - 박혜정 2주기에 부쳐」
- 낭독_권여선

“…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죄지음이란 무엇인가. 이 땅의 없는 자, 억눌린 자의 부당한 빼앗김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한 방관적 삶이란, 함께 빼앗음의 일종이 아니었던가. 박군은 이 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빚갚음이 그의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낭독 전문에서 발췌)”

추모 낭독2 

-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서문 「출발의 의미와 회귀의 의미」
- 낭독_정홍수

“… K군, 이러한 어리석음과 확실함의 승인 위에서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썼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다. 그 이하이면서 그 이상이다. 물론 군은 아직도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수가 어떤 비참의 경지에 이를지라도 군은 우리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선상에 머물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군이 순수했다는 과거적인 사실 자체에서 마침내 
달성되리라.…   (낭독 전문에서 발췌)” 

퍼포먼스 낭독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
- 낭독_윤소라, 연주_정민아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걸.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낭독 전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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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스테이지-기획형 

● 구성

**기획형 8개 프로그램 중 <생명에 대한 상상>을 제외한 7개 프로그램 사전 예약 매진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
네이버
예약

예약
참여

현장
참여

참여
합계

기획형

8개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곽재식, 김환희

사회 : 전혜정
100 50 1 51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김세희, 박민정

사회 : 강지희
100 39 4 43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배명훈, 정소연, 김초엽  120 59 4 63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

- 나의 아동청소년문학 이야기

이현, 최나미, 이반디

사회 : 김지은
130 68 2 70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박상영, 임솔아

사회 : 박혜진
120 43 1 44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문보영, 이랑

사회 : 오은
120 49 8 57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

-『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김혜순, 김상혁, 김행숙, 백은선, 

성다영, 이제니, 황인찬
200 110 10 120

생명에 대한 상상
다카하시노조미, 김환영, 박종진

사회 : 황진희
85 15 4 19

참여 관객 총계 467

● 추진 절차

문학주간 2019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출연 작가,

사회자 등 

섭외 및 확정

행사 준비 

및 홍보 

(사전질문지 공유)

문학주간

2019 

행사 개최

기획 

프로그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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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한국 괴물 백과』 『옛이야기와 어린이책』

일시 8. 31(토) 14:3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곽재식(작가), 김환희(작가)

사회 : 전혜정(교수)

참여자

소개

곽재식 : 소설가. 공학박사. 화학업계에서 꾸준히 일해 왔으며 2006년 단편소설 「토끼

의 아리아」가 MBC TV에서 영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상 최대의 내기』 등 다수의 장편소설, 소설집과 『로봇 공화

국에서 살아남는 법』 『한국 괴물 백과』 등 여러 교양서적을 출간했고 과학, SF, 전설, 

민담 등에 관한 신문, 잡지 기고와 방송활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김환희 : 옛이야기 연구자. 아동문학 평론가. 비교문학적인 시각에서 한국 옛이야기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을 탐구하고, 옛이야기가 현대적으로 변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2009년에 출간한 『옛이야기와 어린이책』은 제1회 대한민국 출판

문화상 금상(일반교양 부문)을 받았다. 올해 『옛이야기 공부법』을 출간하였다. 

전혜정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스쿨 교수. 이화여대에서 스토리텔링 디자인 논

문으로 박사를 마쳤다. 단국대 스토리텔링연구소를 거쳐, 단편영화 제작사업에 선정되

어 SF영화를 시작으로 콘텐츠 사업체를 운영했다. 애니메이션 로봇트레인 및 여러 웹

툰 시나리오를 썼다.

프로그램

내용

• 한국의 옛이야기로 익숙한 소재들이 현대의 문학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야기하

는 자리로 익숙한 콘텐츠가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되는 순간을 조명한다. 

• 옛날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을 써보기 위한 자료 조사차 2007년부터 한국의 괴

물을 채집해 블로그에 공개해 왔으며, 다른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대

로 민속학 연구자, 소설가, 게임 및 웹툰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면서 

암암리에 ‘온라인 괴물 소굴’로 알려져온 곽재식 작가와 옛이야기 연구자이자 어린이

책 평론가로서 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그림책 등의 다매체의 서사를 창작하는 작가들

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어린이와 어른,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학을 공부해온 김환희 작가의 시대를 넘는 대담이 펼쳐진다.

참여 관객 51명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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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가만한 나날』 『미스 플라이트』

일시 9. 1(일) 14:0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김세희(작가), 박민정(작가)

사회 : 강지희(평론가)

참여자

소개

김세희 : 2015년 《세계의 문학》에 「얕은 잠」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가만한 나

날』,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이 있다. 제9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박민정 :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

설집 『유령이 신체를 얻을 때』 『아내들의 학교』 장편소설 『미스 플라이트』 등이 있다. 

2015년 김준성문학상, 2018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2019년 현대문학상 등을 수

상했다. 

강지희 : 문학평론가. 2008년에 등단하였다.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소설로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예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 작가와 독자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대적 사건, 고민을 문학 작품의 소

재 혹은 주제로 마주칠 때의 위로와 공감을 이야기 한다.

•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직장 갑질 등 오늘날 작가, 독자가 갖는 동시대의 경험에 대

해 말하고, 김세희, 박민정 작가, 강지희 평론가와 함께 문학을 통한 공감을 나눈다.        

참여 관객 43명

비고
*행사 당일 건강 문제로 박민정 작가 불참하여 김세희 작가, 강지희 평론가 2인이 

진행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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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예술과 중력가속도』 『옆집의 영희 씨』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등

일시 9. 1(일) 17:0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배명훈(작가), 정소연(작가), 김초엽(작가) 

참여자

소개

배명훈 : 2004년 「테러리스트」로 대학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스마트D」로 과학기

술창작문예 단편 부문을, 「안녕, 인공존재!」로 제1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우수상을 수

상했다. 청소년소설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 『가마틀 스타일』 『푸른파 피망』 단

편소설 「안녕, 인공존재!」 「예술과 중력가속도」 「춤추는 사신」 연작소설 『총통각하』 『타

워』 그리고 장편소설 『신의 궤도』 『은닉』 『청혼』 『맛집 폭격』 『첫숨』 『고고심령학자』를 

펴냈다.

정소연 : 2005년 과학소설창작문예 만화 부문에서 「우주류」로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번역서로 『어둠의 속도』 『망고가 있던 자리』 『허공에서 춤추다』 『저 

반짝이는 별들로부터』 등이 있고, 2015년 소설집 『옆집의 영희 씨』를 출간했다. 

김초엽 : 2017년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데

뷔했다. 청소년소설 『원통 안의 소녀』와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펴냈다. 

프로그램 

내용

• 정소연, 김초엽, 배명훈, 세 작가와 함께 SF가 담아내는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 SF가 그려내는 예술은 종종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 

달에서 만들어진 현대무용, 인간의 지각범위를 뛰어넘는 외계인의 색채언어, 유전자

가 변형된 사람들의 춤, 각성한 AI가 만들어낸 아름다움 등이 그것이다. SF 작가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활용해 창조해낸 새로운 형태의 미감은 독자를 이런질

문으로 이끈다. 참여 작가들은 ‘무엇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가? 보편적인 아름다움은 

얼마나 특이한가? 우리는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답하

며 SF가 만들어 내는 미래의 예술에 대해 논한다. 

참여 관객 63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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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 - 나의 아동청소년문학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 『로봇의 별』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꼬마 너구리 삼총사』 『꼬마 너구리 요요』

일시 9. 3(화) 19:3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이현(작가), 최나미(작가), 이반디(작가)

사회 : 김지은(평론가)

참여자

소개

이현 : 동화작가. 소설가. 제10회 창비 좋은어린이책 대상으로 등단했다. 동화 『짜장면 

불어요』 『로봇의 별』 『플레이볼』 『푸른 사자 와니니』 『조막만한 조막이』 등과 청소년소

설 『우리들의 스캔들』 『영두의 우연한 현실』 『오 나의 남자들』 등이 있다. 

최나미 : 동화작가. 소설가. 서울 출생. 2004년에 장편 『바람이 울다 잠든 숲』으로 동

화 작가가 됐다. 동화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걱정쟁이 열세 살』 『고래가 뛰는 이유』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등과 청소년소설 『진실 게임』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등이 있다.

이반디 : 동화작가. 2009년 제1회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동화부문)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동화 『호랑이 눈썹』 『꼬마너구리 삼총사』 『도레미의 신기한 모험』 

『꼬마너구리 요요』 등이 있다. 2012년 제20회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김지은 :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지은 책으로는 『어린이 세 번째 사람』 『거짓말하는 어

른』 함께 지은 책으로는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이 옮긴 책으

로는 『쿵쿵이와 나』 『홀라홀라 추추추』 『너무너무 무서울 때 읽는 책』 등이 있다. 서울

예술대학교 문예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어린이와 멀어진 문학, 어린이를 밀어낸 문학을 경계하며 다음 사람들을 위한 문학으

로써 아동청소년문학의 자리를 모색한다. 그 현장에 있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

리로 마련되었다. 달라지는 아동의 인권과 청소년 독자의 여성주의적인 자각, 동물권

에 대한 이해 등으로 아동문학이 책임을 가지고 고민할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한 학

기 한 권 읽기’ ‘온작품 읽기’ 등 교육 정책 속 문학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동시에 출판 

불황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속에 어린이 독자를 상업적으로 대하는 경향도 짙다. 이

에 대해 동화 작가들과 아동문학평론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참여 관객 70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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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대도시의 사랑법』 『눈과 사람과 눈사람』

일시 9. 4(수) 19:3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박상영(작가), 임솔아(작가)

사회 : 박혜진(평론가)

참여자 소개

박상영 : 소설가. 1988년 대구 출생. 성균관대학교에서 프랑스어문학과 신문방송학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을 공부했다.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연작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이 있다. 제9회 젊은 작가상, 제

10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임솔아 : 시인. 소설가.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

했다. 장편소설 『최선의 삶』, 시집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소설집 『눈과 사람과 

눈사람』이 있다.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발견작품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박혜진 : 문학평론가.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저서로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공저)가 있다. 2018년 젊은평론가상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 여성, 인종, 장애, 퀴어, 제3세계 등 외부의 ‘규정’으로 겪는 제약과 불합리에 관해,

함부로 ‘규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한다. 

• 타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문학과 그로 인한 작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 박상영, 임솔아 작가, 박혜진 평론가와 함께 들여다본다. 

참여 관객 44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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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대체 뭐하자는 인간이지 싶었다』

일시 9. 5(목) 19:3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문보영(시인), 이랑(가수/작가) 

사회 : 오은(시인)

참여자

소개

문보영 : 시인. 사람들에게 우편 일기를 보내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시집 

『책기둥』과 산문집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 있다.

이랑 : 가수. 작가. 이야기 제조업자. 1986년 서울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졸

업. 2011년 싱글앨범 <잘 알지도 못하면서>로 데뷔. 2012년 정규 1집 <욘욘슨>, 2016년 

정규 2집 <신의 놀이>를 발매했다. 제 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

상했다. 저서로는 『이랑 네컷 만화』 『내가 30代가 됐다』 『대체 뭐하자는 인간이지 싶었

다』 등이 있다.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감독으로도 일하고 있다. 이랑은 본명

이다. 

오은 : 시인. 2002년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

를 사랑해』 『유에서 유』 『왼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를 펴냈다. 도서 팟

캐스트 <책읽아웃>을 진행하며 현재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특임교수로 재

직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책을 매개로한 기존의 독서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SNS에 기반한 연재 등으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방식은 확장되고 있다. ‘매체가 변화할 때 창작자와 독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문보영의 ‘일기 딜리버리’와 

이랑의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를 통해 작가와 독자의 소통, 그리고 창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참여 관객 57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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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주제 도서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일시 9. 6(금) 19:3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김혜순(시인)

낭독 : 김상혁(시인), 김행숙(시인), 백은선(시인), 성다영(시인), 

        이제니(시인), 황인찬(시인)  

기획 : 유희경(시인)

연출 : 조인숙(극작가)

참여자 소개

김혜순(시인) : 계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했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

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음화』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 

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치약 거울크

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미당문학

상, 대산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 수상 시인 김혜순 작가의 시집 『죽음의 자서전』 낭독 무대.

• 김혜순 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6명의 후배 시인들이 김혜순 시인과 더불어 『죽음의 

자서전』 속 49편 시 전편을 낭독한다. 『죽음의 자서전』의 주제인 죽음을 통과해 그 이

후로 나아가는 고통의 여정을 반추하는 이번 무대는, 한국 시 독자들에게 기이하고 강

렬한 체험을 선사한다.

참여 관객 120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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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생명에 대한 상상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주제 도서 『고슴도치의 알』 『따뜻해』

일시 9.7(토) 13: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다카하시 노조미(작가), 김환영(작가), 박종진(통역)

사회 : 황진희(평론가)

참여자

소개

다카하시 노조미 : 그림책 작가. 1988년 일본에서 출생. 아키타 시립미술공예전문대학

에서 일러스트와 포장 디자인을 공부했다. 다양한 재료를 입체적으로 붙이는 콜라주 

방식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따뜻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작품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고슴도치의 알』 『내 친구 보푸리』 등을 쓰고 그렸다.

김환영 : 화가. 동시작가. 1959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홍익대

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졸업 후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만화와 애

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종이밥』과 어린이 시집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그림책 『나비를 잡는 아버지』 『강냉이』 『빼떼기』에 그림을 그리고 동시

집 『깜장 꽃』과 그림책 『따뜻해』를 쓰고 그렸다.

황진희 : 번역가. 그림책으로 세상을 읽고 소통하는 번역가다. 국내외 ‘그림책 미술관 

여행’을 기획하여 사람들과 그림책 세계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황진희그림책

테라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 ‘아기’와 ‘생명’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의 그림책 작가

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전하는 한국과 해외

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따라하고 이

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 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여 관객 19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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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작가 스테이지 - 공모형

* 2019년 총 82개 프로그램 응모, 12개 프로그램 선정 

** <네 멋대로 만드시집? - 북 아트 작가와 함께 시집 만들기>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시詩・냥・송song 낭독회> 프로그

램은 사전 예약에서 매진되었으나, 6개 프로그램이 태풍경보 당일 진행되어 총 참여 관객수는 예상보다 저조한 편임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 추진 절차

문학주간 2019

작가 스테이지 공모 

(7.16-7.29)

행사 준비

및 홍보, 

공간 답사

문학주간

2019 

행사 개최

결과

보고서 

제출

공모 심사회의(8.1)

  및 선정 프로그램 

발표(8.7)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
네이버
예약

예약
참여

현장
참여

참여
합계

공모형

12개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이상교, 김개미, 정유경, 김유진 147 54 2 56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정소정, 정민진, 노재원 104 29 10 39

야옹다옹 삼묘삼인(三猫三人) 낭독회
조은, 황인숙

사회 : 신미나  
62 18 7 25

첫 발을 뗀 당신에게 성해나, 버둥, 이가연 30 14 4 18

구월의 ㄱ은 허희정, 최영건 13 6 7 13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최지인, 양안다, 최백규, 이승윤, 조희원 29 19 1 20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임진평, 유현아, 유형진, 박시하, 신철규 39 17 6 23

『서찰을 전하는 아이』

- 세상에 나오다

작가/연출 : 한윤섭  

배우 : 전지혜, 이광현, 양소영, 김아현

조연출 : 김소윤

107 24 3 27

네 멋대로 만드시집? 

- 북  아트 작가와 함께 시집 만들기
배수연, 줄라이 20 6 4 10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윤지양, 조시현, 성다영 90 24 7 33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차경희(서점 고요서사 대표), 

유지현(책방 사춘기 운영자)

사회 : 김문경

65 22 2 24

시詩. 냥. 송song  낭독회
이민하, 장필순, 이경, 임원우

사회 : 민구
160 20 2 22

  참여 관객 총계 310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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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2019. 8. 1(목) 회의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심사위원 문학주간 기획위원회 총평 작성 유희경 시인

문자는 문학의 유일한 무기이다. 문학적 행위인 쓰기와 읽기는 문자에 의해 개인의 차원으로 고정되며 

내적인 것으로 한정 지어지게 된다. 한편 문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역시 문자이지 않은가. 쓰인 것은, ‘그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매개 삼아 쓰고 읽으며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상상

의 세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다. 문학의 한계는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은, 문학을 쓰고 읽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고민을 함께 선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작가 스테이지>는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학의 장점을 키우려는 노

력이다.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문학적 행위에 참여하여 감동을 공유하려는 동시에 문학을 통해 얻

는 내밀한 변화와 즐거움마저 획득하려는 시도를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다. 한두 차례의 이벤트성 행사

만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힘써본다는 것이 

아닐까. 문학 행위자가 문학적 행위의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이고 쌓여 문학의, 문학 행위자들의, 문학 향유자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작가 스테이지>가 열릴 2019년 문학주간의 화두는 ‘다음’이다. ‘다음’이라는 주제어 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문학에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한

다. 문학은 돌아보고 살펴보고 나아갈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걸맞은 기획을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기존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는 기획, 보다 다양함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기획, 

마지막으로 행위자와 참여자가 함께 완성해나갈 수 있는 기획이 그것이다. 우리는 먼저 82개 팀의 모든 

기획서를 정리 수령했다. 각각의 검토서를 각자 검토했고, 실행 가능성, 참신함의 정도, 기획의 튼튼함

(단단함) 수준을 항목화하여 점수를 매겼다. 네 명의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합계해, 모여 토의를 거

쳐 12개 팀을 선발했다. 나름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임했음에도 심사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거의 

빠짐없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화한 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웠기 때문이다. 그랬으므로 

어려운 와중에도 괴롭지 않았고, 때론 무척 즐겁기도 했다.

장르로는 시가 가장 많았다. 짧고도 강렬하며, 한편으로 모호해 어떤 형식에도 어울린다는 특성 때문이

라 짐작해본다. 그러나 워낙 압도적인 비율로 응모가 된 까닭에 조정이 필요할 정도였고, 그로인해 많은 

좋은 기획들에 기회를 줄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형식상으로는 낭독회가 많았다. 그중에서 행위

자와 향유자가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기획과 다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획에 더 높은 비중을 주었다. 이를 통해 문학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문학과 관련된 기획

들이었다. 응모의 수도 늘었고, 형식도 다양했으며 무엇보다 내용이 알찼다. 문학의 다음 독자는 당연히 

어린이이다. 문학주간 동안 많은 어린이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그들이 <작가 스테이지>

를 통해 쓰기와 읽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반려동물식물과 관련된 기획이 많아

진 것도 반갑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는 세계를 문학은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기획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아쉬움이 크다. 더 많은 팀에게 더 풍족한 여건으로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이 심사자를 포함한 관계자 모

두의 마음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축하와 기대를, 기회를 놓친 팀에게는 위로를 전한다. 심사를 마치면서 

보다 보완된 시스템으로 여러 팀에게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내년을 기

대한다. 한국문학의 다음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기꺼운 마음으로 응모해준 모든 팀을 비롯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 공모 프로그램 

     심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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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송형 (영상 상영)

문학 장르 동시

일시 9. 1(일) 13:0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이상교(시인) 김개미(시인) 정유경(시인) 

사회: 김유진(시인)

참여자

소개

이상교 : 1973년 어린이잡지 『소년』에 동시가 추천 완료되었고, 1974년 조선일보 신춘

문예 동시 부문에, 1977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입선 및 당선되었

다. 동시집으로는 『예쁘다고 말해 줘』 『고양이가 나 대신』 등이 있다. 세종아동문학상

과 한국출판문화상, 박홍근아동문학상 등을 받았고 『예쁘다고 말해 줘』가 IBBY 어너리

스트 도서로 선정되었다.

김개미 : 2005년 《시와 반시》에 시, 2010년 《창비 어린이》에 동시로 등단하였다. 시집

으로 『앵무새 재우기』 『자면서도 다 듣는 애인아』가 있고, 동시집으로 『어이없는 놈』 

『커다란 빵 생각』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싫어』 『레고 나라의 여왕』이 있다. 

정유경 :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 교사로 일하며 어린이문학을 공부한다. 2007년 『창비

어린이』 가을호에 「정신통일」 외 1편을 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동시집 『까불고 

싶은 날』 『까만 밤』 『파랑의 여행』을 냈다.

김유진 : 동시집 『뽀뽀의 힘』, 청소년시집 『그때부터 사랑』, 그림책 『오늘아, 안녕』 『이

불을 펴기 전에』 『밤 기차를 타고』 등을 냈다. 동화와 동시를 읽고 평론과 논문을 쓴다. 

프로그램 

내용

• 46년 간 동시를 썼고 최근 동시집 『찰방찰방 밤을 건너』를 낸 이상교 시인을 모시

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올해 만 70세를 맞이한 시인은 20대 초반 등

단 이후 많은 동시를 발표하며 어린이 독자와 만난 대표적인 동시인이다. 시인의 목소

리는 우리 동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시인의 육성으로 동시를 쓰는 

삶, 여성 예술가로서 느껴온 바에 대한 소회를 듣고 후배 여성 동시인과 이야기를 나

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네 사람의 동시인이 모여 이 시대의 동시, 

어린이의 목소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 이상교 시인의 동시 『빈집』을 읽고 신동일이 작곡한 음악과 동시 그림책 『빈집』의 

영상을 상영한다. 이어 이상교 시인이 신작 동시집 『찰방찰방 밤을 건너』 중 한 편을 

낭송하고, 김개미, 정유경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한다. 김유진 시인의 사회로 네 명

의 동시인이 ‘내가 쓰는 동시,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 관객 56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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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미디어아트, 연극)

문학 장르 시

일시 9. 1(일) 20:0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정소정(극작가), 정민진(미디어아티스트), 노재원(배우) 

참여자

소개

정소정 : 2012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모래섬」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다수의 작품을 쓰고 연출. 대표작으로는 「가을비」 「뿔」 「소리의 숲」 「초대」 「드림타임」

등이 있다. 

정민진 : 아트디렉터, 미디어아티스트. 연극 「인간실격」 무대디자이너, 단편영화 「체인」 

「지옥계단」 외 다수 미술감독을 맡았다.

노재원 : 배우. 연극 「밑바닥에서」 「시련」 「모래섬」, 단편영화 「인터뷰이」, 웹드라마 「연

애플레이리스트 시즌4」 외 다수 출연했다. 

프로그램

내용

• 21세기에도 여전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상의 시를 미디어아트와 공연 형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상의 시를 이해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느

끼게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이상의 시 몇 편과 그가 남긴 이야기 단상들을 연극적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시와 

작품에 대한 설명 대신 시를 이미지로 재해석해 미디어아트와 빛, 그리고 배우의 몸을 

통해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이해하기 보다는 체험하기를 권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상의 

시를 새롭게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여 관객 39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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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야옹다옹 삼묘삼인(三猫三人)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독형

문학 장르 시/ 웹툰

일시 9. 2(월) 19:3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조은(시인), 황인숙(시인) 

사회: 신미나(시인)  

참여자

소개

황인숙 : 1984년 경향신문에 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로 등단. 시집으로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외 다수

가 있다. 

조  은 : 1988년 《세계의 문학》에 시로 등단. 시집으로 『따뜻한 흙』 『생의 빛살』 『옆 발

자국』 등이 있다.

신미나 : 2007년 경향신문에 시 「부레옥잠」으로 등단. 시집 『싱고,라고 불렀다』, 웹툰 

에세이 『詩누이』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 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3명의 시인과 반려묘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인권을 넘어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생명권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해보는 자

리로 마련되었다. 

• 고양이에 관한 시집을 내는 등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시인의 삶과 시를 소개한 후, 

시 낭독과 생명권에 관한 토크로 이어진다. 

참여 관객 25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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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첫 발을 뗀 당신에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공연형

문학 장르 소설

일시 9. 2(월) 19:30

장소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참여자 성해나(소설가), 버둥(뮤지션), 이가연(일러스트레이터)   

참여자

소개

성해나 : 2019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버둥 : 2018년 EP <조용한 폭력 속에서>로 데뷔한 네오포크 뮤지션이다. 장지연, 조우

재, 김진규 3인조 그룹으로 2019년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며 루키로 주목받고 있다. 

이가연 : 2019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일러스트레이터다.

프로그램

내용

•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성해나 작가, 뮤지션 버둥, 일러스트레이터 이가연은 세상

에 자신의 작품을 내보인지 얼마 안 된 신인이다. 이들의 협업 무대로, 이들과 마찬가

지로 조바심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채 조심스럽게 첫 발을 뗄 동료(독자)들을 응원하

며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 무력하고, 상처 많은 인물이 세상에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성해나 작가의 소설 『오

즈』 낭독과 이 소설을 재해석한 이가연의 일러스트 그리고 20대의 삶을 그린 버둥의 

앨범 <독립>의 공연을 통해 창작을 꿈을 안고 있거나 막 시작한 이들을 위로한다. 

참여 관객 18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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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구월의 ㄱ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독형

문학 장르 소설(코스믹 호러)

일시 9. 3(화) 19:30

장소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참여자 허희정(소설가), 최영건(소설가)

참여자

소개

허희정 : 1989년 출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

학중이다. 2016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최영건 : 1990년 출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

학 중이다. 2014년 《문학의 오늘》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싱크홀」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공기도미노』, 소설집 『수초 수조』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 최근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등을 통해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코스믹 호

러 장르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근래의 한국 문학, 세계 문학에서 코스믹 호러 장르가 어

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참여자 전원이 함께하는 낭독을 통해 사람들

이 둘러앉아 괴담을 나누며 오싹하면서도 즐거운 공포 체험을 나누는 경험을 재현한다. 

• 코스믹 호러(cosmic horror)라는 장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진행자가 준비한 

텍스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낭독한다. 낭독글은 코스믹 호러와 유사한 특

성을 지닌 국내 문학 내지는 해외 문학이며, 낭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및 감상을 공유한다. 

참여 관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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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문학 장르 시

일시 9. 5(목) 19:30 

장소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참여자
최지인(시인), 양안다(시인), 최백규(시인), 이승윤(싱어송라이터), 

조희원(싱어송라이터)

참여자

소개

최지인 : 1990년 출생. 2013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가 있다.

양안다 : 1992년 출생. 2014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 시집 『작은 미래의 책』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가 있다.

최백규 : 1992년 출생. 2014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이승윤 : 1989년 출생. 2019년 수도권 청춘마이크 아티스트이다.

조희원 : 1992년 출생. 2019년 수도권 청춘마이크 아티스트이다.

프로그램

내용

• 근래에 시단과 음악계에서 각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창작 동인 ‘뿔’과 음악 듀오 ‘동

네친구’의 첫 합동 공연이다. 

• 이번 공연에서 이들은 정제된 언어를 통한 시낭송과 음악 공연으로 삶과 죽음, 개

인과 시대를 오가며 담담한 슬픔과 애틋한 기쁨을 표현해내며 동시대 청춘들에게 위

로를 전한다. 밝지만은 않은 청춘의 이야기들을 통해 오히려 마음 깊을 곳을 반추하며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여 관객 20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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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낭독형

문학 장르 시

일시 9. 6(금) 19:3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임진평(영화감독), 유현아(시인), 유형진(시인), 박시하(시인), 신철규(시인)

참여자

소개

임진평  :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각본・감독,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 감독이다. 

유현아 : 2006년 전태일문학상으로 등단.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이 있

다. 제4회 조영관문학창작기금을 수상했다.

유형진 : 2001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피터레빗저격사건』 『가벼운 마음의 소유자

들』 『우유는 슬픔 기쁨은 조각보』등이 있다.

박시하 : 2008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눈사람의 사회』 『우리의 대화

는 이런 것입니다』가 있다.

신철규 :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가 있다. 신동

엽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 2019년 8월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출품작인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 다

큐멘터리 영화에 시인 4명이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시를 썼다. 영화 속 장면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음악회, 시인의 시가 삽입된 영화 장면을 함

께 보고 참여했던 시인과 영화감독과 시낭독 및 토크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

해 생각해본다.

참여 관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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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서찰을 전하는 아이』 – 세상에 나오다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연극)

문학 장르 동화

일시 9. 7(토) 16: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한윤섭(작가, 연출), 김소연(조연출)

전지혜(배우), 이광현(배우), 양소영(배우), 김아현(배우) 

참여자 

소개

[ 스태프 ]

한윤섭(작가) : 1995년 희곡  『만적의 난』 으로 등단. 극작가와 동화작가로 활동. 작품으

로는  『봉주르 뚜르』 『서찰을 전하는 아이』 『찰스』 외 다수가 있고, 20편의 발표희곡이 

있다.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 거창국제연극제 희곡상, 전국창

작희곡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김소윤(조연출) : 「후궁박빈」 「전시조종사」 「로미오와 줄리엣」 외 다수의 작품에 조연출

로 참여했다.

[ 출연배우 ]

전지혜 : 연극 「하이옌」 「전시조종사」 「후궁박빈」 외 다수의 연극에 출연했다. 2016년 고

마나루 향토연극제 최우수연기상, 2019년 춘천연극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광현 : 연극 「하이옌」 「전시조종사」 「로미오와 줄리엣」 외 다수의 연극에 출현했다.

양소영 : 연극 「수상한 궁녀」 「전시조종사」 「시집가는 날」 외 다수의 연극에 출현했다.

김아현 : 연극 「까린남녀」 「유치찬란 첫사랑」 「시인 떠나다」 외 다수의 연극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내용

• 동화책 『서찰을 전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작가의 설명이나 글이 아니라, 

연극, 연기 등 다른 장르와 접목하여 전달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서찰의 전하

는 아이의 일대기’로 어른 독자와 어린이 독자들이 『서찰을 전하는 아이』라는 책의 역

사를 통해 실제 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을 오브제, 연기자들의 연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려낸다. 그 안에는 작가가 책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겪는 내적

(심리적) 과정까지 자세하게 보여주며, 마지막 부분에서 연기자들이 책 일부분을 드라

마화해 연기한다.  

참여 관객 27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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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네 멋대로 만드시집? - 북 아트 작가와 시집 만들기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워크숍)

문학 장르 시

일시 9. 7(토) 14:0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배수연(시인), 줄라이(편집자/아트북 작가)

참여자

소개

배수연 : 2013년 《시인수첩》에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조이와의 키스』가 있다. 

줄라이 : 매거진 《WAY》 편집장이자 북 아트 작가다.

프로그램

내용

나에게 소중한 존재를 위한 각자의 고유한 시집을 만든다. 낱장의 시편들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직접 엮은이의 말을 쓰고 책 표지를 제작함으로써 감상활동이 적극적

인 창작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 읽기뿐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 한 권의 

시집을 엮는 의미를 나눈다. 시 읽기 및 의미와 경험 나누기는 배수연 시인이 안내하

고, 시편들을 콜라주하고 배치 및 순서를 고려하여 아코디언북을 제작하는 활동은 줄

라이 작가가 안내한다. 

참여 관객 10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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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명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문학 장르 시

일시 9. 7(토) 16:0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윤지양(시인), 조시현(시인, 소설가), 성다영(시인) 

참여자

소개

윤지양 : 2017년 한국일보에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조시현 : 2018년 《실천문학》에 소설, 2019년 《현대시》에 시로 등단했다.

성다영 : 2019년 경향신문에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프로그램

내용

• 참여 시인들의 연속성 있는 시 작업을 낭독으로 풀어내는 무대. 낭독 이후 다음 시

로 연결될 여지를 남기며, 이를 통해 ‘과정으로써의 문학’을 보여준다.  

• 세 명의 여성 시인이 참여하여, 한 명의 시인이 쓴 한 편의 시에, 다음 시인이 그 시

를 보고 또 다른 시를 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 명의 시인이 서로 연결된 시를 프로그

램을 위해 준비한다. 이러한 ‘연속된 시’를 퍼포먼스와 결합된 낭독의 형태로 보여준

다. 또한 낭독 퍼포먼스 과정에서 페미니즘 키워드로 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낭

독의 과정도 마련된다. 

참여 관객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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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문학 장르 소설, 동화

일시 9. 7(토) 13:0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차경희(서점 고요서사 대표), 유지현(책방 사춘기 운영자) 

사회 : 김문경(시인, 창작집단3355 디렉터)

참여자

소개

차경희 : 서점 고요서사 대표. 8년 동안 출판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서울 해방촌에

서 작은 문학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한국문학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유지현 : 어린이・청소년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운영자. 이야기를 짓는 일이 좋아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작지만 단단한 공간을 꿈꾸는 작은 서점에서, 그림책과 동화, 청

소년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다.

김문경 : 시인. 또 문학을 중심으로 영상설치, 다원예술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만들어 왔다. ‘21세기문학 시 부문 신인상’(2015)

으로 등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작가 부문’(2017)에 선정되었고 ‘서울국제여성영화

제 옥랑문화상’(2018)에 <외길식당의 박강아름>으로 프로듀서상과 ‘융복합공연예술축제 

PADAF 대상’(2019)에서 <모든 것은 테이블에 놓인다>로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오랫동안 한국문학은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것에 반해 실

제 한국문학의 새로운 독자를 가시화하는 데 한 역할을 해 온 동네책방 운영자들의 이

야기는 간과되어 왔다. 문학전문 독립서점 고요서사와 어린이 책 전문 독립서점 책방 

사춘기 운영자와 함께 문학 전문 독립서점이 어떻게 문학 독자들과 소통하며 취향을 

재생산하고 또한 독자들의 플랫폼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 들어본다. 

참여 관객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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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시詩・냥・송song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공연형

문학 장르 시

일시 9. 7(토) 16:0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이민하(시인), 장필순(가수), 이경(피아니스트), 임원우(음향감독)

사회 : 민구(시인)  

참여자

소개

이민하 : 2000년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 『환상수족』 『음악처럼 스캔들처럼』 『모조 

숲』 『세상의 모든 비밀』이 있다. 제13회 현대시작품상을 수상했다. 

장필순 : 1984년 <소리두울>로 데뷔 후 1989년 1집 앨범 <어느새>로 솔로 데뷔했다. <나

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soony eight : 소길花> 등 8장의 정규 앨범이 있다. 1990년대 

명반 1위(5집), 2000년대 명반 1위(6집) 선정, 2019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및 최

우수팝음반상을 수상했다.

민구 : 시인.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오늘은 달이 다 닳고」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배가 산으로 간다》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공저)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와 독자가 현실에서 공유하기 쉬운 음악이라는 장르와 반려

동물(혹은 길고양이와 유기견) 이야기를 통하여 폭넓은 공감과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나눈다. 문학과 독자 사이의 소통에 있어 기본축은 결국 ‘공존’과 ‘공감’의 문제로 축약

되는데, 실생활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고양이와 개)을 매개로 한 낭독회를 통해 독자

와의 거리를 더욱 좁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 시인 이민하와 뮤지션 장필순이 고양이나 개를 모티프로 한 작품을 포함한 낭독 

및 공연, 독자들과의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학과 일상의 접점과 삶의 감각을 돌

아본다. 

참여 관객 22명

● 작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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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오픈 포럼] 등단제도와 문학의 경계 

일시 9. 4(수) 19: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신철규(시인), 오빛나리(작가), 조해주(시인), 최진석(평론가)

사회 : 김대현(평론가)

참여자

소개

신철규 : 시인.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

다』가 있다. ‘2018 작가가 뽑은 올해의 시’에 선정되었고, 신동엽문학상을 받았다. 

오빛나리 : 작가. 1992년 출생.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 지지 연대 <탈선> 대표로 활동. 

공저로 2017년 발행한 페미니즘 에세이 『지극히 사적인 페미니즘』이 있고 문단 내 성

폭력 기록 단행본 『참고문헌없음』에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조해주 : 시인. 1993년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시집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가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

최진석 : 수유너머104 연구원. 문학평론가. 2015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감응의 정치학』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등을 썼고, 『누가 들뢰즈와 가타리

를 두려워하는가?』 『해체와 파괴』 등을 옮겼다. 

김대현 : 문학평론가. 2011년 <플랫폼> 문화비평상, 2012년 《실천문학》 문학평론 신인

상을 수상했다. 현재 《내일을 여는 작가》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지은 책으로 『당신의 

징표-이름의 존재론과 성의 정치학』 『불온한 제국』 『법정에서 만난 역사』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 문학주간의 오픈 포럼은 등단제도의 검토를 통해, 문학의 범주를 구축하며 작가를 

승인하는 형식으로의 등단제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문학의 생산 및 재생산을 담당하던 문학장의 형식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일어난 문학권력 논쟁, 표절 및 문단 내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

가 기존의 문학장이 가진 문제를 노출하였다. 문학장을 내파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공

통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문학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전

유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형식이 등단이라는 특유한 제도라

는 지적이었다. 문학주간의 오픈 포럼은 등단제도의 검토를 통해 오늘날 우리 문학장

을 이룬 물적 토대 및 체제의 형식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아가려 하는 행로를 함께 사유하고자 한다. 

토의 논제 

• 등단의 개념과 문학의 범주 

• 문학공동체로서의 문단과 위계질서 

• 문예지 편집기준과 문학권력 

• 문학의 공공성과 공적인 지원제도의 분배기준으로써 등단 

• 등단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가능한가?

참여 관객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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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전시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 타계 작가 회고전

일시
2019. 8. 31(토)-2019. 9. 7(토) 11:00-18:00 

* 월요일 휴관

장소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

기획 취지

근래 타계한 문학계의 거장인 김윤식, 박상륭, 박완서, 최인훈, 황현산(가나다 순) 

작가를 추모하는 전시관을 운영. 한국 문단의 거목들의 삶과 작업을 추모 영상 상영, 

대표 작품 전시를 통해 간략히 소개함으로 떠나간 작가를 기억하고자 한다. 

참여 관객 550명

● 전시 개요 

구분 내용

작가 소개
대형 사진 판넬

주요 연혁

주요 작품 소개
대표작 도서 전시 

작품 내용 일부 소개 

추모 영상 상영

주요 연혁

대표 작품 소개 및 내용 발췌

작가의 말 (인터뷰 등 발췌)

기타
전시 리플릿

대표 작품명 타이포그라피 

● 전시 구성

구분 내용

출판사 난다,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 수류산방, 현대문학

언론사 중앙일보, 신동아, 연합뉴스, 월간 중앙,  GQ

기타 서울대학교,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 전시 도움 : 

    자료 제공 및 
    도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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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열린문학도서관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열린문학도서관

일시 2019. 8. 31(토)-2019. 9. 6(금) 11:00-18: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내용
마로니에 공원에서 2천여 권의 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는 

야외 도서관 운영

참여 관객 1,190명

비고 *9. 3(화)-9. 6(금) 총 4일간 우천, 태풍으로 야외행사 취소, 축소 운영

● 개요 

일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8. 31(토)-9. 6(금)

11:00-18:00 

#문학주간 해쉬태그 

이벤트

문학주간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사진을 SNS에 #문

학주간 해쉬태그와 함께 올려주면 제주삼다수와 문학주간 

책갈피를 증정한다.

9. 1(일)-9. 6(금)

11:00-18:00  
필사 이벤트

열린문학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따라 써보는 

이벤트. 이벤트 참가자에겐 문학주간 포스트잇을 증정한다.  

9. 1(일)-9. 6(금)

11:00-18:00  
문학 자판기

일상 속에서 쉽고 즐겁게 문학을 즐기는 프로그램. 자판기

에 있는 ‘긴글’ ‘짧은글’ 버튼을 누르면 시, 수필, 소설이 적

힌 종이가 나온다.

9. 1(일)

14:00, 16:00

2회 진행 

북캐스터와 함께 하는 

동화 낭독회

TV에서 날씨를 알려주던 기상캐스터와 문학으로 만나는 

재미있는 하루. 수어통역사가 동석해 동화를 수어로 통역하

며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9. 2(월), 9. 3(화)

11:00-18:00  

수호천사 꼭두 인형 

만들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한국 전통인형 꼭두를 만들며, 서로

의 꿈과 소원도 이야기해 본다.

9. 4(수), 9. 5(목)

11:00-18:00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버려지는 동화책을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 팝업북을 

만들며 무한한 상상력과 이야기 구성력을 발현할 수 있다.

9. 6(금)

11:00-18:00  
한 땀 노트 만들기

원데이 북바인딩 워크숍을 진행한다. 직접 종이를 자르고 

실로 엮은 노트에 이름을 지어주고 표지를 장식한다.

●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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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학도서관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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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시 관람객

EBS
오디오 천국 공개방송 

- 문학주간 2019 ‘SNS 작가에게 묻다’

8. 31(토) 

16:00-17:10
9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비평, 길을 묻다
8. 31(토)-9. 1(일) 

14:00-18:00 
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예지발간지원사업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9. 3(화) 

16:00-20:00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아직 여기의 빛들> 

9. 4(수) 

19:00-21:00
18

한국시인협회 요절 시인의 시와 노래
9. 5(목) 

17:00-19:00
82

한국문인협회 문향의 뜨락
9. 6(금) 

14:00-15:30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예술나무 마음약국

9. 6(금) 

19:00-21:00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2019 아르코 파트너

이기쁨의 <산책하는 침략자> 8. 30(금)-9. 11(수) -

장우재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9. 1(일)-9. 11(수) -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한 평 시민 책시장
8. 31(토) 11:00-18:00

*열린문학도서관과 함께 진행
1,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9. 1(일) 11:00-18:00 

*열린문학도서관과 함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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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EBS] 오디오 천국 공개방송 - 문학주간 2019 ‘SNS 작가에게 묻다’

일시 8. 31(토) 16:00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참여자

하상욱(시인), 이슬아(작가)

사회 : 요조(가수) 

공연 : 이아립(가수)

참여자

소개

하상욱 : 시인. 시팔이. 시 잉여송라이터. 센스머신. 시POP 가수. 리디북스에서 기획자

로 일하면서 페북에 시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 시들을 ‘서울 시 1, 2’ 전자책으로 묶어 

무료로 배포, 2013년 1월 종이책으로 출간한다. 2015년에는 사랑 시들을 모아 『시 읽는 

밤 : 시밤』을 출간한다. 시집으로 『서울시1』 『서울시2』 『시로』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

가 결정해』가 있다. 2014년 첫 디지털 싱글 <회사는 가야지>. <축의금>을 발표 한 후, <

좋은 생각이 났어, 니 생각> <다 정한 이별>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슬아 : 작가. 누드모델. 잡지사 기자. 1992년 출생.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린다. 하루 

500원, 한 달 만 원에 매일매일 자신의 수필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셀프 연재 작업 ‘일

간 이슬아 프로젝트’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학자금 대출 이천오백만원을 갚아나

가기 위해 기획한 이 셀프 연재는 반년 간 지속된 뒤 그 글들을 모은 『일간 이슬아 수

필집』을 같은 해 10월에 독립출판 한다. 다른 지은 책으로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

이 된다』가 있다. 매일 달리기를 하고 물구나무를 선다.

요조 : 가수. 원조 ‘홍대 여신’으로 불리며 인디 감성을 이끌었던 가수이자 제주에서 서

점을 경영하는 책방 주인이다.

프로그램

내용

자기개발서에 나올 만한 입지적인 인물도, 문학사에 획을 그을 만큼 비범한 문장가도 

아니지만 온라인 소셜 미디어로 일상의 글을 연재,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 건네면

서 우리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작가들을 만난다.  

참여 관객 95명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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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비평, 길을 묻다

일시 8. 31(토)-9. 1(일) 14:00 / 총 2회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1일차] 비평, 어제와 내일 - 원로비평가와의 대화

원로비평가 : 유종호, 염무웅

대담자 : 최현식, 백지연

사회자 : 이재복 

정리자 : 최류빈, 최보금

[2일차] 비평, 오늘의 과제 - 중진 비평가의 발표 및 토론

발표자 : 이광호, 류보선, 오형엽, 이재복 

토론자 : 조연정, 신형철, 권희철, 박상수

사회자 : 김남혁  

참여자 소개

유종호 :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

염무웅 : 독문학자, 문학평론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최현식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인하대학교 교수.

백지연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창작과비평사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이재복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최류빈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최보금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이광호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류보선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군산대학교 교수.

오형엽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조연정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신형철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

권희철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상수 : 국문학자, 시인.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혁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고려대학교 강사．

프로그램 

내용

•  한국문학 비평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펴보는 행사로, 문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 

대중에서부터 문학 관련 분야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청중의 지적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2회차로 기획됐다. 

• [1일차] 비평, 어제와 내일 - 원로 비평가와의 대화 : 2명의 원로 비평가와 함께 각

각 대담자가 비평가의 비평 세계, 한국문학 비평에 대한 회고, 현재 문학 비평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한다.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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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 [2일차] 비평, 오늘의 과제 - 중진 비평가의 발표 및 토론 : 4명의 중진 비평가들을 

초대하여 현단계 한국문학 비평의 과제가 되는 주요 테마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모

색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참여 관객 58명



76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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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일시 9. 3(화) 16: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발표 : 이승하, 최강민 ,이현정, 이민우, 공병훈

토론 : 김영산, 전영규, 조동범, 문종필, 문창길

사회 : 이은선 작가

참여자

소개

이승하 : 시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영산 : 시인, 한예원 교수.

최강민 : 문학평론가, 우석대학교 교수.

전영규 : 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이현정 : 시인,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조동범 : 시인, 중앙대학교 교수.

이민우 : 뉴스페이퍼 대표.

문종필 : 문학평론가,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공병훈 : 문예창작학회 학회장, 협성대학교 교수.

문창길 : 시인, 창작21작가회 대표. 

프로그램

내용

문예지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문예지 역사를 점검해보고 문예지의 가치와 미래 방

향성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문예지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하는 자리를 통해 새로운 

문예지의 흐름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참여 관객 40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예지발간지원사업

구분 협회 발표내용

과거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 정치사에 발을 맞춘 한국 문예지 100년의 역사

• 발표자 및 토론자 : 이승하, 김영산

전후 66년 메이저 문예지의 공과 

• 발표자 및 토론자 : 최강민, 전영규

현재 픽션과논픽션학회
한국 문예지의 최근 변모양상과 미학적 구조연구

• 발표자 및 토론자 : 이현정, 조동범

미래
문예커뮤니케이션

학회

독립문예지 속성과 모델 그리고 변화에 관하여-2019년 

독립문예지를 중심으로

• 발표자 및 토론자 : 이민우, 문종필

‘문예지에게 바란다’ 창작자 및 구독자 설문조사 

• 발표자 및 토론자 : 공병훈, 문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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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아직 여기의 빛들>

일시 9. 4(수) 19:00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참여자
낭독 : 김아정, 박규민, 박선우, 오성은, 장수양, 정우신, 조원효, 최백규

사회 : 우다영 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아정 : 소설가. 1993년 출생. 201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앤솔로지 소설집 

『다행히 졸업』이 있다.

박규민 : 소설가. 1993년 출생.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 소설로 당선되었다.

박선우 : 소설가. 1986년 출생. 2018년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었다.

오성은 : 소설가. 1984년 출생. 2018년 진주가을문예 소설 당선. 에세이집 『바다 소년

의 포구 이야기』 『여행의 재료들』, EP앨범 <This is my>이 있다.

장수양 : 시인. 1991년 출생. 2017년 금호 문예중앙 신인상 당선되었다.

정우신 : 시인. 1984년 출생. 2016년 《현대문학》 신인추천. 시집 『비금속 소년』이 있다.

조원효 : 시인. 1998년 출생. 2017년 《현대시》로 등단하였다.

최백규 : 시인. 1992년 출생. 2014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 창작동인 ‘뿔’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 등단 5년 차 미만, 만 35세 이하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

학 분야 참여 작가(시인 4명, 소설가 4명) 8인의 첫 낭독회 무대. 

• 4명의 시인과 4명의 소설가는 각각 자신의 작품을 낭독한 후, 작가 개인의 삶과 작

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여 관객 18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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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요절 시인의 시와 노래

일시 9. 5(목) 17: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신재창, 유성운, 안영희, 양창삼, 장순금, 한우진, 우대식, 권달웅

사회 : 박수빈 

참여자

소개

신재창 : 가수 겸 작곡가. 신재창 1집 음반 <길>과 한국 대표 시인들의 시에 노래를 붙

여서 만든 <눈 온 아침>, 시 동요 음반 <행복>, 나태주 시가집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

어도>, 삶의 시 삶의 노래 1집 <김포행 막차> 등의 음반을 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시인을 초청하여 문학세계와 시인의 삶을 조명하고 작곡한 시를 발표하는 일상

의 인문학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인들과 함께 시와 노래의 만남을 이어가는 모임 

‘시노래마을’의 대표이다.

유성운 : 시노래 유성운 음반 1집 <막걸리블루스>, 유성운 2집 <하늘나그네>, 유성운 3

집 <전라도 길>, 유성운 4집 <걷다 돌아보면>, 노스탤지어 1집 <노스탤지어>, 노스탤지

어 2집 <향수리>, 국악재즈그룹 놉 <신의 춤>, 개인콘서트 300회, 전북민예총 음악감독 

역임, 전국 소극장 투어 38회 진행중이다.

안영희 : 시인. 광주 출생. 1990년 시집 『멀어지는 것은 아름답다』로 등단. 시집으로 『내 

마음의 습지』 『가끔은 문밖에서 바라볼 일이다』 『물빛 창』 『그늘을 사는 법』이 있다.

양창삼 : 시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목사다. 

장순금 : 시인. 1985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골방은 하늘과 가깝다』 『햇빛 비타민』 

등이 있다. 동국문학상,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했다.

한우진 : 시인. 2005년 《시인세계》 등단. 시집으로 『까마귀의 껍질』 『지상제면소』가 있다.

우대식 : 시인. 1999년 《현대시학》 등단. 시집 『늙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다』 『단검』 

『설산국경』 산문집 『죽은 시인들의 사회』가 있다.

권달웅 : 시인. 1975년 《심상》 등단.  시집 『염소 똥은 고요하다』 『공손한 귀』 『광야의 

별』 외 다수가 있다.

박수빈 : 시인. 2004년 《달콤한 독》으로 작품활동, 아주대 국문과 박사, 시집 『청동울

음』 『비록 구름의 시간』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김용직(30세), 임홍재(37세), 이경록(29세), 송유하(39세)는 모두 안타깝게 요절한 시인

이다. 가난, 질병, 고독은 그들의 문학적 재능을 더 펼치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의 작품 

세계는 그동안 세간에 묻혀 있었다. 이에 이들 요절한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시와 노래의 만남을 통해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시 

낭송과 토크로 요절한 시인의 시세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참여 관객 82명

● 한국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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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문향의 뜨락

일시 9. 6(금) 14:00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참여자

문효치, 김홍신, 이가을, 서희진, 손혜숙, 최희선, 고현자, 김동수, 이가원, 

이경서, 홍동식, 이선재

사회 : 장충열

참여자 소개

문효치 : 시인, 한국문협 명예회장.

김홍신 : 소설가, 한국문협 자문위원.

이가을 : 시인, 시낭송가, 한국문협 낭송문화위원.

서희진 : 시낭송가.

손혜숙 : 수필가, 시낭송가.

최희선 : 시조시인, 시낭송가, 한국문협 낭송문화위원.

고현자 : 시인, 시낭송가, 한국문협 국제문학교류위원.

김동수 : 시인, 시낭송가.

이가원 : 시인, 시낭송가, 한국문협 대외협력위원.

이경서 : 시낭송가.

홍동식 : 시낭송가.

이선재 : 시낭송가, 풀피리 연주가.

장충열 : 시인, 시낭송가, 한국문협 낭송문화원장.

프로그램 내용

문학강연 및 시낭송 등을 통해 일반대중 및 문인들과 문학향유의 기회를 갖는 행사로

써, 문효치, 김홍신 작가의 문학 강연 후 시낭송가가 시, 수필, 소설 작품을 낭송(독)하

여 문향을 드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관객 64명

●  한국문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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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예술나무 마음약국

일시 9. 6(금) 19:00

장소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참여자 오은, 윤남주 

참여자 소개

오은 : 시인. 2002년 현대시 등단. 2019년 제 20회 현대시작품상, 2018년 제1회 구상시

문학상 등 다수 수상. 시집 『나는 이름이 있었다』 『왼손은 마음이 아파』외 다수가 있다. 

윤남주 : (현)EAP전문기업 다올 심리상담사. 원예연구소(부설) 연구소장. 원예교육지도

사1급. 하훼장식기능사. Benz School of Floral Design을 수료했다.

프로그램 내용

• ‘예술나무 마음약국’은 문학과 가드닝 프로그램을 결합한 테라피 프로그램으로써 

오은 시인의 강연을 듣고, 개인별 시 처방을 받은 뒤 이를 테라티움에 담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 문학과 삶을 주제로 오은 시인의 강연과 1:1 미니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시 처방이 이

뤄진다. 이후 시 처방전과 함께 테라리움 식재하기를 통해 가드닝 테라피 워크숍으로 

마무리한다.

참여 관객 20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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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2019 아르코 파트너]

장우재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일시 9. 1(일)-9. 11(수) 19:30 / 주말 15:00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참여자

연출 : 장우재 

원작 : 아모스 오즈 『친구 사이』

각색 : 김연재

출연 : 극단 이와삼(권지숙, 박지아, 김충근, 신안진, 마두영, 고윤희, 조연희, 김신록, 

이동혁, 김희선, 라소영, 안준호, 이진홍, 신정연 배우)

프로그램

내용

장우재 연출의 신작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는 

현대 히브리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아모스 오즈의 소설 『친구 사이』를 무대화 한 작

품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가 들

려주는 인간의 내외적 갈등과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무대에 옮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2019 아르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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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2019 아르코 파트너] 이기쁨 <산책하는 침략자>

일시 8. 30(금)-9. 11(수) 20:00 / 주말 15:00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연출 : 이기쁨

원작 : 마에카와 토모히로

출연 : 창작집단 LAS(윤성원, 한송희, 권동호, 김대웅, 김희연, 고영민, 임현국, 

장세환, 한수림, 김연우 배우)

프로그램

내용

• <산책하는 침략자>는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원작 희곡을 국내 무대로 옮긴 연극이

다. 일본에서 연극과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졌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영화로 만든 

<산책하는 침략자>는 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시체스영화제에 초청됐다. 

• <산책하는 침략자>는 지구에 침략한 외계인의 이야기를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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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서울 (대학로 행사장) 

프로그램명 한 평 시민 책시장 

일시 8. 31(토) 11:00-18: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열린문학도서관과 함께 진행 

참여자 시민참여 14팀, 중고서적팀 5팀 참여

프로그램

내용

2013년부터 6년째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유일한 정기 헌책장터로 헌책방과 시민이 

함께 참가하여 헌 책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책 나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여관객 1,500명

● 서울특별시 

    - 서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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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일시 9. 1(일) 11:00-18:00 

장소
마로니에 공원

*열린문학도서관과 함께 진행 

프로그램 내용

•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도서를 선정, 보급함으로써 국

민의 문학 향후, 체험 기회 확대 및 문학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의 일환으로 2019년 선정도서 100권(소설 30권, 아동/청소년 도서 53권, 시 46권, 수

필 30권)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 북트럭 이벤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올해는 <데일리문학>을 주제로 인증샷 이벤트로 진행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문 학 , 다 음 으 로 가 는 길

1. 한국소설가협회 

    :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2. 한국문학관협회 

    : 문학주간 2019 연계

3. 한국작가회의 

    :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신나는예술여행 - 문학순회

Ⅲ. 프로그램 - 전국

문학주간 2019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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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전국 프로그램

● 구성 사업명 진행 프로그램 관람객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 4개 도서관 프로그램

• 3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270 

한국문학관협회

<문학주간 2019 연계>
• 17개 문학관 참여, 25개 프로그램 3,250  

한국작가회의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33개 작은 서점 프로그램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문학순회>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12개 프로그램

• 기타 문화예술공간에서 28개 프로그램
1,996  

전국 프로그램 관람객 총계 5,930

주최_ 후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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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설가협회 -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 작가 진행 일정

은평구립도서관

(서울 은평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김지연 9. 1(일) 14:00-15:30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서울 은평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정연희 9. 7(토) 16:30-18:00

일산 동중학교 

(경기도 고양시)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정수남 9. 11(수) 13:40-15:00

광영고등학교

(서울 양천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김정례 9. 17(화) 14:00-16:00

동대문도서관

(서울 동대문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김성달 9. 19(목) 19:00-21:00

화곡중학교 도서관

(서울 강서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이월성 9. 20(금) 13:30-15:00

남산도서관

(서울 중구)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김호운 9. 28(토) 12:00-13:30

● 프로그램 일정

일자 9. 1(일)-9. 28(토), 총 7회 장소 4개 도서관, 3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명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주요 내용

• 도서관 4개소, 중고등학교 3개소에 작가 파견하여 소설의 사회적 기능과 독서의 중요

성을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 각 학교에서 선발한 학생들 및 도서관에서 모집한 일반인(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소

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강연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시킨다. 강의 내용은 강사로 

참여한 작가의 작품, 또는 유명 작품과 작가의 사례를 들어 강연함으로써 소설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참여자
김지연 소설가, 정연희 소설가, 정수남 소설가, 김정례 소설가, 김성달 소설가, 

이월성 소설가, 김호운 소설가

참여 

관객 수
270 명

주요관람

대상층

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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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관협회 - 문학주간 2019 연계 

전국 프로그램

문학관명 프로그램명 진행일정 관람객

기형도문학관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시(詩)길 산책 “기형도와 나” 토크 콘서트 8. 31(토) 15:00-17:00 30

농민문학기념관 농민문학 작가와의 만남 8. 30(금) 14:00-17:00 64

당진문학관 당진시인학교 주간행사 - 상록수 시낭송회 8. 31(토) 14:00-16:00 45

대구문학관 낭독공연, 근대소설 연극을 만나다 9. 1(일) 15:00 87

만해기념관 2019년 만해문학 청소년 백일장 9. 5(목) 10:00-14:00 70

목포문학관 문학아카데미 8. 31(토) 14:00 53

보훈문학관 나라사랑 문학콘서트 9. 7(토) 13:00-16:00 35

산사현대시100년관
인문학 강연회-백 년의 함성, 불멸로 두근거리다

: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
9. 5(목) 15:00 57

석정문학관

석정문학제 8. 31(토) 10:00-18:00

1,000

문학과 함께하는 들차회 9. 5(목) 14:00

석정촛불청소년문학제 9. 7(토) 13:00-18:00

석정시화전
8. 31(토)-9. 7(토) 

09:00-18:00

석정문학관 소장자료 희귀도서전
8. 31(토)-9. 7(토)

09:00-18:00

이원수문학관 박홍근 탄생 100주년 특별 기획전 ‘두고온 나뭇잎배’ 8. 31(토)-10. 19(토) 500

이육사문학관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9. 7(토) 14:00 100

이주홍문학관 이주홍 문학의 밤 북콘서트 8. 31(토) 17:00-20:30 250

최명희문학관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회 대회 8. 31(토) 10:00-12:00 100

2019 혼불만민낭독회

-소리꾼과 함께하는 소설 『혼불』

-연극인과 함께하는 소설 『혼불』

9. 4(수) 16:00-18:00 100

소설 『혼불』 필사 ‘사각사각 디딤돌’ 9. 5(목) 10:00-12:00 20

2019 혼불만민낭독회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최명희의 콩트  「완산동물원」1
8. 30(금) 9:00-11:00

70
2019 혼불만민낭독회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최명희의 콩트 「완산동물원」2
8. 30(금) 13:00-15:00

충남문학관 문학콘서트, <문학이 익어가는 계절> 9. 7(토) 11:00-15:00 94

한무숙문학관 한무숙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정한아와 함께하는 소설 읽는 시간 9. 7(토) 18:30-20:30 25

한국시조문학관(진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조시화전 개최 8. 31(토)-9. 7(토) 500

홍성문학관 BOOK콘서트 9. 6(금) 16:00-18:00 50

●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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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 8. 31(토) 문학관명 기형도문학관

프로그램명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시(詩)길 산책 “기형도와 나” 토크 콘서트

주요 내용

• 2019 문학주간에 맞춰 젊은 시인들이 추억하는 “청춘 시인 기형도”의 이야기와 공

연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공연’이 결

합된 토크 콘서트의 형태로 시를 쓰는 시인, 독자, 동시대 예술인들이 기형도 시인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시인 기형도를 추억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문단의 젊은 시인 김건영, 민구, 안주철이 추억하는 기형도와 나의 이야기와 더불어 

뮤지션 오재영, 임채선의 연주가 접목된다.

참여자
김건영 시인, 민구 시인, 안주철 시인

오재영 더블 베이스 연주가,  임채선 피아니스트

참여 

관객 수
30명

주요관람 

대상층
광명시민(성인)

일자 2019. 9. 5(목) 문학관명 산사현대시100년관

프로그램명 인문학 강연회 - 백년의 함성, 불멸로 두근거리다 :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주요 내용

• 국내외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 <대륙의 여성독립투사들 2부 : 태평양을 넘은 독립의 꿈> <대한이 살았다> <인사동 

아리랑> 등의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후, 충청도 독립운동가 “이애라”의 생애, 이화학당 

독립운동단체, 대한여자애국단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학생여 성독립운동가들의 활약,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자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참여 

관객 수
57명

주요관람

대상층
학생 및 지역주민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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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관협회 - 문학주간 2019 연계 

전국 프로그램

일자 2019. 8. 31(토) 문학관명 이주홍문학관

프로그램명 이주홍 문학의 밤 북콘서트 

주요 내용

• 이주홍 문학의 밤 북콘서트 프로그램. 

• 축하공연과 함께 이주홍 작가의 문학 강연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홍 그림자

극’ ‘이주홍을 스토리텔링하다’ ‘나도 문학퀴즈왕’, 퓨전 국악 공연, 시낭송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이주홍 문학거리 개소식, 이주홍 문학의 거리 탐방, 이주

홍 문학 아카데미 작품 발표회, 포토존 운영, 맛있는 책다방 등도 진행된다. 

참여자
김나월 동화작가, 박영진 (주)해와달 대표, 문수원 세종문화예술연구소 대표 

박미정 대금연주자, 이주연 전자키보드 연주자, 정영혜 시낭송가  등

참여

관객 수
250명

주요관람 

대상층
남녀노소 모두

일자 2019. 8. 31(토)-9. 7(토) 문학관명 한국시조문학관(진주)

프로그램명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조시화전 개최

주요 내용

• 우리의 전통문학인 시조를 널리 알리고, 시조문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남

문화예술회관 앞 대숲길에서 문학주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시조시화전.

• 한국시조문학관 이사 및 진주 시조시인협회 회원들 20여 명이 작품을 전시하고, 부

대 행사로 찾아가는 시조시화전 행사를 진행한다. 시조시화전 행사에선 한국시조 문학

관의 리플릿을 나눠주고, 리플릿에 있는 시조나 시화전의 작품을 낭송한다. 

참여자
한국시조문학관 이사 및 진주 지역 시조시인

김정희 관장, 이희규 상주작가, 이동배 진주시조시인협회 회장 등 20명

참여

관객 수
500명

주요관람 

대상층
진주시민 및 학생 등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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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

장소 프로그램명 진행 일정 관람객

L의 서재 남자에겐  보이지 않아 8. 24(토) 17:00-19:00  22 

검은 책방/흰 책방 처음만나는 글쓰기 워크샵, 글쓰기의 실제 - ‘짧은 글’ 8. 27(화), 9. 3(화), 9. 10(화) 10:00 13

공수표 동시상영 워크숍 9. 9(월) 19:00-20:30  5 

그림책NORi 동동 시가 떠내려가 8. 27(화), 9. 3(화), 9. 10(화) 16:00  22 

근근넝넝 김태호 작가와 그림책 더미 만들기 9. 4(수) 11:00  6 

꿈틀책방 고정순 작가와의 만남 8. 27(화) 10:30  23 

더숲 문학상담실 8. 27(화) 13:00-18:00 7 

도도봉봉 임솔아 작가와 소설 나누기 9. 6(금) 19:00 10 

미하북스 『문학, 나와 우리 이웃을 말하다』 8. 26(월), 9. 2(월) 20:00 3 

발전소책방.5 글쓰는 일상 9. 5(목) 19:30-21:30 22 

북스곁애 101상교 展’ 작품 셋 8. 28(수) 18:30-20:00 4 

북스피리언스 이달의작가(1) 이현호 시인 8. 30(금) 19:30 10 

생각을 담는 집 내 생에 시 한 편 쓰기 8. 31(토) 10:30 12 

아무책방 아무렇게나, 시 8. 24(토), 8. 31(토) 19:00-21:00 20 

열린문고 우리아이 북컨설팅, 격공동화 키라의 감정학교 시리즈 읽기 9. 2(월) 9:30-22:00 5 

인생책방 젊은 시인과의 만남2 8. 30(금) 20:00 7 

잘 익은 언어들 김헌수 시인과 시 읽기 8. 29(목) 19:00 7 

제주살롱 윤고은 작가와의 만남 8. 30(금) 19:00 10 

차방책방 시:작하는 사람들, 동시 나누기 동시 8. 26(월), 9.2(월) 19:30 7 

책과아이들 벽돌책 쌓기 - 아로와 완전한 세계시리즈
8. 28(수), 9. 4(수) 10:00-12:00, 
17:30-19:30, 20:00-21:00

22

책방 비북스 조해진 소설가와의 만남 8. 28(수) 19:00 15 

책방 허송세월 장르스테이지#1 8. 25(일) 14:00-16:00 6 

책방비엥 이야기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8. 27(화) 19:30-21:00 11 

책방숲 글쓰기의 깊이 8. 31(토) 18:00 8 

책방한탸 페미니즘 소설 읽기 9. 2(월) 19:00-21:00 13 

책이있는글터 즐거운 책놀이, 충주 어린이 작가교실 8. 24(토), 8.31(토) 11:00 25 

천안 곰곰이서점 책읽기에도 안내가 필요해!, 동화창작교실(성인반), 책읽는 수요일 8. 27(화), 9. 3(화), 9. 4(수) 10:30(성인반) 15 

청맥살롱 청맥중독 문학라이브:읽고만납시다 9. 5(목) 19:00 16 

청색종이 독서클럽 <시로 읽는 우리> 8. 26(월) 18:00  4 

커피는 책이랑 작은 그림책 만들기 8. 28(수), 8. 30(금), 9. 4(수), 9. 6(금) 19:30 25 

평화를 품은 책방 책보따리와 아르메니아 여행 이야기 8. 26(월) 10:00 15 

한길문고 에세이쓰기 3기, 북클럽 8. 27(화) 20:30 17 

행복한 책방 행복한 이야기 터전 8. 30(금) 16:30 7 

●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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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한국작가회의-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

전국 프로그램

일자 2019. 8. 27(화) 서점명 더숲

프로그램명 문학상담실 

주요 내용

• 상주작가 박소란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상담 프로그램. 

• 책, 문학, 글쓰기에 관한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것

까지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작가와 대면하여 고민을 이야기하고 바로 해법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여자 박소란 작가

참여 
관객 수

7명
주요관람
대상층

20-40대

일자 2019. 8. 31(토) 서점명 생각을 담는 집

프로그램명 내 생애 시 한 편 쓰기

주요 내용

• 동네서점에 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동네서점이 작가와 함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학 프로그램. 

• 동시작가 박혜선 작가와 함께 마을회관에 찾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를 짓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지은 시를 함께 읽고 감상한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그걸 글(시)의 형

태로 만들고, 또 같은 또래의 이야기(시)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과 동세대 어르신들에 대

해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자 박혜선 동시작가

참여 
관객 수

12명
주요관람
대상층

마을회관 어르신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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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 8. 27(화) 서점명 책방비엥

프로그램명 이야기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_문제아들의 멋진 신세계    

주요 내용

• 김성중 소설가와 함께 소설을 읽는 방법을 나누는 프로그램. 매 주 한 권의 소설 책

을 정해 한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하며 읽는다. 

• ‘문제아들의 멋진 신세계’ 프로그램은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다. 소설은 문제적 인물이 등장해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파열을 가하는 이야기일 때가 

많다. 현실에서는 가장자리에 있지만 소설에서는 복판에 있는 문제적 인물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눈다. 

참여자 김성중 소설가

참여 
관객 수

11명
주요관람
대상층

20-40대

일자 2019. 8. 31(토) 서점명 책방숲

프로그램명 글쓰기의 깊이_감정을 쓰는 법

주요 내용

•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출판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 “책만들기_글쓰기, 출판하기, 디자인하기”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으

로 소설가 김비 작가와 함께 하는 글쓰기 워크숍이다. 

• ‘감정을 쓰는 법’ 시간에는 감정이 담긴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내 안에 담긴 감정의 크기와 종류, 또한 그 표현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숨겨진 감정의 결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에 관해 

고민해본다.

참여자 김비 소설가

참여 
관객 수

8명
주요관람 
대상층

20-40대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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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간 2019 백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 문학순회>

전국 프로그램

예술단체 프로그램명 순회처 진행 일정 관람객

검은책방/흰책방 2019 찾아가는 책방낭독회

물결서사 9. 1(일)15:00 20

메이드인아날로그 9. 2(월)19:00 6

삼삼한 책방 9. 6(금)19:00 20

그림책협회
그림책달(picturebookmoon)-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한 달의 문학기행’

근근넝넝 8. 28(수)11:00 15

예지책방 8. 31(토)14:00 32

근근넝넝 9. 7(토)11:00 32

사단법인 대구작가콜로퀴엄 시,(노래)를품다-Part3시, (랩rab)을품다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대명홀 8. 28(수)19:30 80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찾아가는 문학콘서트_미지의 언어탐구行
아소재 8. 30(금)17:00 100

객주문학관 8. 31(토)17:00 58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희곡 애(愛) 빠지다!_신나게 놀아보자 연천군 아이파크 작은도서관 8. 27(화)16:00 45

희곡 애(愛) 빠지다!_우리들의 자화상 위례신도시 푸른도서관 8. 30(금)19:00 45

희곡 애(愛) 빠지다!_보물찾기 놀이 연천군 아이파크 작은도서관 9. 3(화)16:00 45

희곡 애(愛) 빠지다!_

연극 <청소년극>은 무엇인가, 연극의 대본 ‘희곡’은 무엇인가
신명중학교 9. 4(수)14:00 30

희곡 애(愛) 빠지다!_이상한 그림 위례신도시 푸른도서관 9. 6(금)19:00 45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평화를 꿈꾸는 문학여행-꿈을찍는 문학여행
29연대 2대대(3,본중대) 8. 28(수)10:00 35

문산동중학교 8. 30(금)14:00 35

(사)한국작가회의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육군 사단급 제73 보병사단 8. 29(목)14:00 30

해군 사단급 2함대사령부 9. 4(수)09:30 30

육군 대대급 3사단 9. 4(수)10:00 25

육군 사단급 제60 보병사단 9. 4(수)14:00 22

육군 대대급 201특공여단 2대대 9. 5(목)13:30 100

공군 사령부급 공군 교육사령부 9. 5(목)13:30 50

육군 연대급 제52 동원지원단 9. 6(금)14:00 30

공군 단급 공군 항공안전단 9. 6(금)14:30 12

육군 대대급 3보급단 9. 6(금)15:00 42

해군 여단급 특수전전단 9. 9(월)9:30 40

육군 대대급 6사단 수색대대 9. 9(월)14:00 50

육군 대대급 31사단 96-2대대 9. 9(월)14:00 80

상상편집소 피플 마을을 노래하는 문학콘서트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9. 2(월)15:00 33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어린이청소년문학순회 ‘잇다’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책이 있는 글터 8. 31(토)14:00 43

우리,봄 다시,詩-場:문학이 건네는 맛있는 인생 레시피 서울대명여울빛거리시장 9. 1(일)15:00 150

창원시김달진문학관 찾아가고 찾아오는 시낭송 시노래음 악콘서트 진해석동중학교 9. 6(금)10:50 298

청소년문화연대킥킥 문학 성큼성큼 

경희여중다솜누리도서관(시청각실) 8. 27(화)13:20 50

봄내중학교 9. 3(화)14:00 50

신화중학교/꿈터도서관 9. 6(금)15:30 43

책친구협동조합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
두촌초등학교 9. 5(목)10:30 40

수백초등학교 9. 6(금)10:00 41

프로젝트컴퍼니 청소년문학살롱 <요즘,어때?> 박경리문학공원 8. 24(토)10:00 30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과학소설을 이야기하자 그리고서점 9. 8(일)15:00 40

한국청소년어문진흥회 청소년 오디오 문학극장 월봉초등학교(6학년1반) 9. 3(화)10:50 24

●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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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 9. 5(목) 순회처(장소)
육군 201특공여단 2대대

(경상북도 경산시)

프로그램명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문확행”

예술단체명 (사)한국작가회의

주요 내용

• 장병들과 소설과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1부는 황형진 작가와 함께 소

설과 이를 모티프로 삼은 대중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안지은 작가와 함께 작가

의 시세계 및 현대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1부] 소설 ‘데미안’ 함께 읽기

소설 ‘데미안’을 함께 읽고, 자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데미안을 모티프로 삼은 방

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시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2부] 토크콘서트-시를 읽는 방법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연으로, 안지은 작가가 신춘문예 당선작을 쓰게 된 이야기를 풀

어놓은 뒤, 현대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하다. 4편의 시를 낭독 후 장병들의 감상을 서로 

나눈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여자 황현진 작가, 안지은 작가

참여 

관객 수
100명

주요관람

대상층
부대 내 장병

일자 2019. 9. 2(월) 순회처(장소) 부산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명 마을을 노래하는 문학콘서트

예술단체명 상상편집소 피플

주요 내용

• 농어촌 지역의 문화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농부시인의 진행으로 삶

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시를 통해 풀어내고 참가자들 역시 체화된 일상 속, 삶의 이야기

를 시와 산문을 통해 문학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직접 노래가사로 엮어 뮤지션들과 함

께 음악으로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마을 축제 형 문학콘서트’ 프로그램이다. 

• 문학 강연을 시작으로 강연 후 참여자 각자의 인생과 이야기를 닮은 작품(시, 산문 

등) 창작활동을 한다. 이후 낭독 및 가사로 뮤지션과 함께 공연을 만들며 마무리 한다.

참여자 서정홍 농부시인, 이내 가수 

참여 

관객 수
33명

주요관람

대상층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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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 문학순회>

전국 프로그램

일자 2019. 9. 5(목) 순회처(장소)
두촌초등학교

(강원도 홍천군)

프로그램명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

예술단체명 책친구협동조합

주요 내용

•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쓰는 과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소풍놀이를 도입한 프

로그램. 작가와 10명의 어린이들로 이뤄진 소그룹별로 텐트 안에서 글을 읽고 쓰는 놀

이를 한다.

 
• [1부] 소곤소곤 이야기 텐트 

아이들과 작가들이 4개의 텐트에 나누어 들어가서 책도시락(작가의 책과 간단한 간식

으로 구성)을 받는다. 텐트에서 아이들은 작가와 함께 책을 읽으며 책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쓴다.

 
 • [2부] 낭랑한 낭독회

텐트별로 무대로 나와 텐트에서 읽은 책을 낭독한다.

  
•[3부] 나도 작가

텐트에서 쓴 글 가운데 잘 된 작품을 발표하고, 작가가 작품평을 해 준다. 

참여자 강무홍 작가, 김은의 작가, 박채란 작가, 정란희 작가

참여 
관객 수

40명
주요관람
대상층

어린이

일자 2019. 9. 3(화) 순회처(장소) 봄내중학교(강원도 춘천시)

프로그램명 문학 성큼성큼

예술단체명 청소년문화연대킥킥

주요 내용

•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만드는 문학콘서트. 평소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따분하게만 여겨지던 문학을 보다 더 깊고, 새롭고, 재밌게 접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 『오늘의 민수』를 쓴 김혜정 작가와 소설에 대해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한 후, 김진

복, 김유민, 조민기 배우와 윤성희 피아니스트의 피아노가 어우러진 낭독 공연으로 이

어진다. 이 외에 전독자감상단활동, 독자참여 꼭지, 이미지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

소년 대상 특별 문학행사다. 

참여자 김혜정 작가, 피아니스트 윤성희, 김유민 배우, 조민기 배우

참여 
관객 수

50명
주요관람
대상층

청소년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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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결과 및 제언

조사대상 문학주간 2019 관람객

표본규모 413명 (작가 스테이지 312명 + 기타 프로그램 10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기간 2019년 8월 31일-9월 7일

[ 조사 내용 ]

구분 내용

문학주간 정보 취득 및 

방문 관련

• 사전 인지 여부

• 정보 습득 경로

• 참여 계기

• 문학주간 행사 참여 경험

•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평가

• 문학주간 2019 주제의 적절성

•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운영

• 행사 홍보의 우수성

•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개별 프로그램 

평가

• 행사 주제의 적절성

• 문학 활성화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 (작)참석한 패널의 적합성/ (기)선정,참여 작가 적절성

• (작)프로그램 내용의 질적인 우수성/ (기) 프로그램 내용이 풍부하고 알참

•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성

문학주간 

전반적 평가

•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

• 문학에 대한 관심

•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기여

• 한국 문학에 대한 자부심

• 향후 축제 참여 의향

전반적인 만족도 • 문학주간 2019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 문학주간 2019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

●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07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 응답자 특성 ]

•  전체 응답자 비율에서 성별로는 여성(82.3%)이 남성(17.7)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별 참여

는 20대(48.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21.5%), 50대 이상(51.3%)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33.7%)과 직장인 및 자영업(33.4%) 순으로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작가 스테이지와 기타 프로그램의 응답자 분포는 전 영역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특징

적인 차이는 참여 연령대로, 작가 스테이지는 20대(51.9%)의 참여가 압도적이었던 반면, 기타 

프로그램은 20대(37.6%)와 50대 이상(33.7%)의 두 연령대가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분
전체 작가 스테이지 기타 프로그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13 100.0 312 100.0 101 100.0

프로그램별
작가 312 75.5 312 100.0 - -

기타 101 24.5 - - 101 100.0

성별
남성 73 17.7 43 13.8 30 29.7

여성 340 82.3 269 86.2 71 70.3

연령별

10대 11 2.7 7 2.2 4 4.0

20대 200 48.4 162 51.9 38 37.6

30대 89 21.5 71 22.8 18 17.8

40대 50 12.1 43 13.8 7 6.9

50대 이상 63 15.3 29 9.3 34 33.7

직업별

초중고생 8 1.9 5 1.6 3 3.0

대학생 139 33.7 113 36.2 26 25.7

직장인 및 자영업 138 33.4 103 33.0 35 34.7

주부 25 6.1 15 4.8 10 9.9

무직 24 5.8 19 6.1 5 5.0

기타 79 19.1 57 18.3 22 21.8

거주지별
서울 282 68.3 213 68.3 69 69.0

서울 이외 131 31.7 99 31.7 3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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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인지 및 정보 습득 경로 ]

•  방문하기 전에 축제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방문’이라는 응답이 

88.9%로 나타난다. 축제에 대한 정보는 ‘SNS’를 통해서 얻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고, 이

어서 ‘지인’(31.7%), ‘네이버 블로그’(12.6%) 등의 순이었다. 

• 다만, 작가 스테이지는 SNS(47.8%), 기타 프로그램은 지인(33.7%)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장 많다.

[ 참여 계기 및 문학주간 행사 참여 경험 ]

•  축제에 참여한 중요한 계기는 ‘패널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다. 작가 스

테이지는 패널 선호가 51.3%로 가장 높고, 기타 프로그램은 주제 관심이 52.5%로 가장 높아 차

이를 보인다.

•   이전 참여 경험에 대해  ‘올해 처음 참석’이라는 응답이 81.6%이며, 이전 참여 경험율은 18% 수

준으로 연속 참여 경험이 높지 않다.

참여 계기 문학주간 행사 참여 경험

프로그램
주제 관심 

1-2번 참석 
(올해 제외)

축제 관심 16년부터
모두 참석

(단위 : %) (단위 : %)

패널 선호 올해 처음 
참석

전체
(413)

전체
(413)

작가 스테이지
(312)

작가 스테이지
(312)

기타 프로그램
(101)

기타 프로그램
(101)

47.5

81.6

43.8

15.0

51.3

83.7

41.0

14.1

35.6

75.2

52.5

17.8             

7.7 3.110.9
5.96.7 2.2

결과 및 제언

● 조사 결과 

사전 인지 여부 정보 습득 경로

사전 인지 방문

비인지 방문 

(단위 : %)

전체
(413)

작가 스테이지
(312)

기타 프로그램
(101)

88.7 89.7 86.1

11.1 10.3 13.9

전체
프로그램별

작가
스테이지

기타
프로그램

(Base)         (413) (312) (101)

SNS                43.3 47.8 29.7

지인            31.7 31.1 33.7

네이 버블로그     12.6 13.5 9.9

홈페이지  5.1 3.5 9.9

기타  2.4 1.9 4.0

언론보도 1.0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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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프로그램 (중복응답) ]

•  프로그램 중에서는 작가 스테이지에 대한 관심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럼, 문학

단체 프로그램 순이다. 기타 프로그램 참석자의 경우에는 ‘문학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 운영 및 전반적 측면 ]

•  운영 관련 평가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문학주간 2019 주제의 적절성’(87.7%), ‘행사 진행 및 운

영요원 운영’(85.5%),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81.6%)이 높은 긍정률을 보

였다. 단, 홍보 측면에서는 다른 항목 대비 부정 평가가 높다.

          

관심 프로그램

전체 (N=413) 작가 스테이지 (N=312) 기타프로그램 (N=10)79.9
84.6

65.3

33.2 31.7

37.6 

25.9

19.6

45.5 

         24.0 21.8

30.7 

24.0 21.8

30.7 

6.3 5.1
9.9

3.1 2.6
5.0

(단위 : %, 중복응답)

작가
스테이지

포럼-등단제도와
문학의 경계

문학단체
프로그램

열린문학
도서관 

전시-타계작가
회고전

개막식             기타

운영 측면 전반적 측면

긍정 보통 부정 [(Base : 전체 (N=413) 단위 : %]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운영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전체 장소 및 공간
구성 적절성

행사 홍보

전체 주제 적절성 87.7

85.5

51.1

81.6

78.0

11.1

9.7

29.1

11.1

18.2

4.8

19.9

7.3

3.9

1.2

문학에 대한
관심 고취

향후 참여 의향

한국 문학의
자부심 고취

시민 문화수준
향상 기여

취지에 맞게 운영 90.1

90.1

90.6

79.4

89.8

8.7

8.5

8.0

16.0

8.5

4.6

긍정 보통 부정 [(Base : 전체 (N=413) 단위 : %]

1.7

1.4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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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프로그램 평가 ]

•  개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참석한 패널의 프로그램 적합성’(96.2%), ‘문학 활성화

에 어울리는 프로그램’(92.6%),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우수성’(92.3%)이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작가 스테이지 - 개별 프로그램 평가

개별 프로그램 평가는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포럼, 전시, 열린문학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평가

6.12 점

점수(7점 만점)

6.11 점

6.39 점

6.20 점

5.70 점

문학 활성화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우수성

참석한 패널의 프로그램 적합성

행사 주제의 적절성 91.3

92.6

96.2

92.3

79.2

7.7

5.8

3.5

7.7

13.5

1.0

1.6

0.3

7.4

긍정 보통 부정

작가 스테이지 - 기획형 vs 공모형 긍정평가율

•  작가 스테이지 중 기획형 프로그램들이 내용, 패널, 취지 등의 측면에서 공모형 프로그램보다 긍

정평가율이 높은데 반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모형 프로그램의 평가가 기획형 대비 높은 평가

를 받았다. 기획형과 공모형 작가 스테이지의 주요 진행 장소에 차이가 있는데, 기획형 작가 스

테이지가 주로 진행된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체 기획형 (N=181) 공모형 (N=131) (단위 : %)

프로그램 행사 주제의 
적절성

문학활성화에
어울림

참석 패널의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우수성

프로그램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성

92.8
95.0

97.8
94.5

72.9

89.3 89.3

93.9

89.3 87.8

결과 및 제언

●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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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선정된/참여한 작가의 프로그램 적합성’(95.0%), ‘문

학 활성화에 어울리는 프로그램’(91.1%),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성’(90.1%)이 높은 긍정률

을 보였다. 

기타 프로그램 - 개별 프로그램 평가

5.86 점

점수(7점 만점)

5.91 점

6.11 점

5.83 점

5.96 점

문학 활성화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의 풍부함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절성

선정성/참여한 작가의 프로그램 적합성

행사 주제의 적절성

긍정 보통 부정

89.1

91.1

95.0

87.1

90.1

9.9

7.9

2.0

9.9

7.9

1.0

1.0

3.0

3.0

2.0

[ 종합만족도 ]

•  문학주간 2019는 관객들의 92.5%(만족하는 편이다 : 20.1% + 만족한다 : 41.6% + 매우 만족한다 

: 30.8%)가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한다”는 평가가 41.6%로 가장 많다. 대부분의 연령대 및 집단

에서 90% 이상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매우
만족

만족하는편

만족

30.8

41.6

20.1

전체
(413)

5.8

92.5

전반적 만족도 긍정평가율

작가
스테이지

(312)

기타
프로그램

(101)

남성

(73)

여성

(340)

20대

(200)

30대

(89)

40대

(50)

50대
이상
(63)

대학생

(139)

직장인
/자영업

기타
직업

(138) (79)

서울
거주
(282)

서울이외
거주
(131)

자체
기획형
(181)

공모형

(131)

프로그램별 거주지별성별 직업별
작가 스테이지

유형별
연령별

91.7 93.2 94.0 94.0 92.1 91.5 91.7
95.0 92.4

86.5
93.7 94.2

86.1
94.7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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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개별 항목별 평가와 전반적 만족간의 영향력 분석을 통해 중요도 산출. 산출된 중요도를 개별 

항목에 가중치 반영하여 CSI 산출.

•  문학주간 2019 관람객 만족도 조사의 종합 만족도는 79.9점으로 나타난다. 작가 스테이지의 종

합 만족도는 79.9점, 기타 프로그램의 종합 만족도는 80.0점으로 나타난다.

긍정 평가 내용

세부 항목별 중요도

부정 및 건의 사항

종합 만족도

•  긍정 평가 내용은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작가들이 우수했다‘ 등의 프로그램이 우수했다는 내용

이 많았다. 반면에, 부정 및 건의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 공간 개선, 프로그램 관련 시간 및 시설

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이 제시되었다. 

[ 기타 평가 및 건의사항 ]

주제 적절성 0.080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운영 0.048

행사 홍보 0.039

장소 및 공간 구성 적절성 0.034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0.088

행사 주제의 적절성 0.074

문학활성화에 어울림 0.010

참석 패널의 적합성 0.026

내용의 질적 우수성 0.053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 0.020

취지에 맞게 운영 0.266

문학에 대한 관심 고취 0.044

시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0.059

한국 문학의 자부심 고취 0.159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6.1 

작가들이 우수했다 3.4 

패널들이 마음에 든다 2.9 

MC가 진행을 잘한다 2.2 

재미있다 1.9 

작고한 시인들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다 1.7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1.0 

공간의 구성이 우수하다 1.0 

홍보가 많았으면 4.8 

행사시간이 길었으면 4.1 

패널과 관객 간의 공간단차 있었으면 3.1 

공간이 넓었으면 2.7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다 2.4 

잘못된 장소 공지에 대해 공지사항 올렸으면 2.2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1.7 

음향 및 마이크 성능 향상했으면 1.7 

홍보가 적극적이었으면 1.5 

PPT가 낭독에 맞춰 넘어갔으면 1.2 

시와 시인들에 대한 조명 어둡다 1.2 

온도조절이 적당했으면 1.0 

관객참여를 확대했으면 1.0 

중복되는 문인 없이 참여진 다양했으면 1.0 

[Base : 전체(N=413), 단위 : %, 1% 이상 응답 내용만 ]

( 100점 만점 / 단위 : 점 )

가중치 반영

결과 및 제언

● 종합 만족도

    _CSI 산출 

종합만족도

(413)

작가 스테이지

(312)

기타 프로그램

(101)

79.9 79.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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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의 전반적 평가

• 문학주간 2019 전반에 대한 관람객의 평가는 긍정율 92.5%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종합만족도(CSI 산출)도 79.9점으로 긍정적이다. 작가 스테이지(79.9점)와 기타 프로그램(80.0점) 모

두 비슷한 CS 수준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 관람객의 89.9%가 내년에도 참석 의향을 보여, 높은 재참석 의향을 보였다.

▢ 관람객의 특성 

•  문학주간 2019 관객의 대부분(86.2%)은 SNS나 지인, 블로그를 통해 행사 정보를 접했고, 행사를 사

전에 인지(88.9%)한 상태에서 방문하였으며 올해 처음 방문했다는 응답이 86%를 차지했다. 

•  91.3%의 관객이 프로그램의 주제나 패널에 대한 선호로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중 작가 스테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세부 항목별 평가

•  문학주간 2019는 “취지에 맞는 운영/ 문학 관심 고취/ 시민 문화 수준 향상 기여” 등 취지에 맞게 행

사가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  운영 측면에서도 대부분 80% 대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홍보 측면만 51.1%로 다소 만

족도가 낮다. 

•  개별 프로그램에서도 작가 스테이지 및 기타 프로그램 모두 전체 주제와 잘 맞고, 문학 활성화에 어

울리며, 선정 작가, 패널도 적합하고, 내용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작가 스테이지의 경우 기획형이 공모형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으나, 장소 및 공간 

측면에서는 기획형의 만족도가 낮았다. 

▢ 문학주간 2019의 아쉬운 점

•  공간(패널과 관객 공간 단차, 조명, 온도 등)과 현장 진행(과도한 사진 촬영, 음향 개선, PPT 매칭 등) 

등에서 세심한 개선 요구 사항들이 많았다.

• 또한, 홍보 부족 , 프로그램 시간 부족 등이 개선 사항으로 많이 지적되었다.

▢ 향후 개선 방향 제언

•  문학주간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올해 참석자 대부분이 내년에도 참석을 희망

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주는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 참석자 90%가 대부분 신규 참석자들인 것으로 

볼 때, 올해 의향이 내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운영 면에서 홍보에 대한 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며, 관람객 대부분이 정보를 SNS나 지인, 

블로그를 통해 습득했다고 답했다. 블로그, SNS 외에 더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는 홍보 방식 및 채널

의 보강이 필요하다. 

•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항목의 만족도는 78%로 긍정적이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으며, 또

한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 관람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어필할 수있는 특

징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현장 운영 측면에서 다소 세심한 진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합한 행사 진행 장소 확보 및 

사전 리허설들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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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제언 

▢ 전년도 대비 성과 : 문학주간 관람객 만족도 상승 및 작가 스테이지의 관객 참여 확대 

•  전년도 대비 문학주간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및 홍보와 장소 관련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관람객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적 부분을 묻는 프로그램 질적 우수

성’, ‘문학에 대한 관심 고취’, ‘문화수준 향상 기여’ 등의 항목에서는 10%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올

해 문학주간 행사는 전년도 보다 더욱 높은 참여 관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 스테이지의 경우 관객 참여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 대비 평균 관객수가 29명에서 39명으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작가 스테이지 20개 프로그램 중 6

개 프로그램이 태풍경보가 내려진 날 운행되었으며, 12개 프로그램이 공모형인 것을 감안하면 작가 

스테이지 관객 참여 측면에서 지난해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 및 제언

● 주요 성과

만족도 조사 공통 항목 2018년 2019년

행사 주제  적절성 79.8% 87.3% 

행사 진행 및 운영 요원 80.5%  85.5%  

홍보 효과 51.5%  51.1% 

장소 적절성 83.1%  81.6%

타 책 축제와 차별성 73.1%  78%  

프로그램 질적 우수성 78.9% 91%  

문학에 대한 관심 고취 80.3% 90.1%  

문화수준 향상 기여 78.1%  90.6%  

한국 문학 자부심 76.1% 79.4%  

향후 축제 참여 의향 80.7% 89.8%  

전반적 만족도 81%  92.5%

프로그램 수 관람객 수 관람객수(평균) 비고

2018년 7 204 29

2019년
20 

(기획 8 + 공모 12)
777 39 

* 20개 프로그램 중 6개 
프로그램 태풍경보 당일 운영

      
2018년 2019년

행사 주
제 적

절성

행사 진
행 및

 운
영 요

원

홍보 효
과

장소 적
절성

타 책
 축

제와 차
별성

프로그램 질
적 우

수성

문학에 대
한 관

심 고
취

문화수준 향
상 기

여

한국 문
학 자

부심

향후 축
제 참

여 의
향

전반적 만
족도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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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스테이지 전체 프로그램 주제별 분류

주제 및 
주제도서 장르

프로
그램수

프로그램 명
네이버

사전예약 

1 아동 5개

•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매진

•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나의  아동청소년문학 이야기 *매진

• 생명에 대한 상상

•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 『서찰을 전하는 아이』 -세상에 나오다

2
장르 문학
(SF, 공포)

2개
•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매진

• 구월의 ㄱ은

3

소수자
(성소수자, 

장애, 페미니즘, 
인권 등)

3개

•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매진

• 첫 발을 뗀 당신에게

•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매진

4
동시대

사회문제
2개

•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매진

•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 - 『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매진

5 동물권 3개

• 야옹다옹 삼묘삼인(三猫三人) 낭독회

•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 시詩・냥・송song  낭독회 *매진

6 온라인 플랫폼 1개 •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매진

7 기타 4개

•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 네 멋대로 만드시집? - 북 아트 작가와 함께 시집 만들기 *매진

•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합계 20개 10개

▢ 문학 활성화에 부합하는 기획(작가 스테이지)을 통한 높은 관객 참여 및 호응

•  작가 스테이지 기획형 8개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 공모형 12개 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에서 매진되었으며, 실제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9년 작가 스테이지는 문학의 새로운 화

두와 적합한 패널의 선정을 통해 문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학, 다음으

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 문학의 새로운 화두인 성소수자, 페미니즘, 장애, 아동 문학, 동물

권 등 다양성과 소수성을 전면에 드러냈다. 동시에 한국 문학의 다양성 화두를 담아내면서도 변화의 

주역이 되는 문학계의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장을 만듦으로써 프로그램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

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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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스테이지는 참여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주제, 패널의 적합

성, 질적 우수성 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 결과를 보였다. 만족도 조사 외에 모니

터링 요원 후기, 인터넷 후기 등을 포함한 참여 관객 후기 역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문학 활성화에 부합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강연, 토크, 낭독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문학 프로그램 제시

•  강연, 토크, 낭독을 넘어 다양한 형식의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뮤지션들과 함께 한 북콘서트뿐 

아니라 연극, 일러스트, 미디어아트, 북 아트, 심리치료 등과 결합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문학 

프로그램의 대중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  토크, 낭독 등의 전형적인 문학 프로그램 안에서도 새로운 형식이 시도되었다. 참여형 북토크, 참여형 

낭독회, 시집 전 권 낭독회 등의 새로운 형식의 토크나 낭독회가 좋은 관객 반응을 끌어내며, 기존 문

학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시도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 신인 등 다양한 문학인의 참여 기획 확대

•  작가 스테이지 총 20개 프로그램 중 12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다. 작가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신인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인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이

를 통해 신인 작가나 원로 문인 등 문학계의 다양한 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유명작가의 편중을 

해소하였다. 또한 공모형 작가 스테이지는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예술

가들의 참여도 확대하였다. 

▢ 주관 기관, 기획위원, 주최사, 운영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  문학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행사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다. 문학주간 행사 주

제 및 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주관 기관)와 기획위원, 주최사 그리고 운영사가 참여하여 협의를 거쳐 

구성되었다. 문학단체 소속 원로 문인 중심의 조직위원회와 젊은 문인, 평론가 중심의 기획위원 그리

고 문학기획 전문의 운영사와 주최사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세대와 문학계의 다양한 이슈

를 아우르는 문학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  젊은 문인 중심으로 구성된 기획위원과 운영사의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작가 네트워크는, 한국 문학

의 새로운 화두의 제시와 이를 통한 작가진의 섭외를 가능하게 하였고 작가들의 개인 SNS를 통한 홍

보 협조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작가 스테이지(기획형)의 경우 젊은 층 중심의 이례적으로 높은 관

객 참여를 이룰 수 있었다. 동시에 조직위원회의 문학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은 50대 이상 관객의 높

은 참여를 이끌어 내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이루어냈다. 

결과 및 제언

● 주요 성과

작가 스테이지 참여 관객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항목

프로그램 행사 

주제의 적절성

문학활성화에 

어울림

참석 패널의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우수성

만족도 91.3% 92.6% 96.2%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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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규모의 행사를 통해 문학 소외 지역에 문학 활성화 지속 

•  여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학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문학주간’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문학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업명 진행 프로그램 관람객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4개 도서관 프로그램

3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270 

한국문학관협회

<문학주간 2019 연계>
17개 문학관 참여, 25개 프로그램 3,250  

한국작가회의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33개 작은 서점 프로그램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문학순회>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12개 프로그램

기타 문화예술공간에서 28개 프로그램
1,996 

전국 프로그램 관람객 총계 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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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설 등 홍보 방안의 개선 및 다양화

•  문학주간은 올해로 4회의 행사를 이어왔지만, 대표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와 네이버 예약 등을 이용

하여 홍보 및 예매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 및 예약 사항 파악, 이용 편의성 등에서 한계

점을 드러냈다. 또 과거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아카이빙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대

표 홈페이지의 개설을 통해 홍보 채널의 대표성 및 일원화 작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2018년에 이어 2019년 문학주간 만족도 조사에서도 운영부분에서 홍보 항목의 만족도가 유독 낮게 

나왔다. 홍보 채널 중 SNS를 통한 인지가 가장 높은 편인데, 이 외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채

널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 방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 문학주간 참여 관람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유지

•  문학주간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참석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동시에 내년에도 참석을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참석자 90%가 대부분 신규 참석자들인 것으로 볼 때, 참

여 관객들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종

료 후 참여 관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매체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기획 및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의 확대  

•  행사 추진 일정을 앞당겨 사전 준비 기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두 달 여의 시간에 주

제선정부터 기획, 섭외, 운영 준비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일정이다. 이에 상반기 중 운영사 선

정 및 조직위원회, 기획위원의 구성을 통해 행사 전체 주제와 기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

쳐 하반기에는 행사 운영 준비를 위한 실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 기획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구성을 앞당겨 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 일정에 앞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전국 행사 역시 현재보다 선행된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 전국 행사는 특히 행사 규모의 결정 및 전국 

지자체 및 문학관 등과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안정적인 준비 기간 확보가 꼭 필요한 상

황이다.  

▢ 기획과 공모 프로그램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구별된 운영  

•  올해 문학주간 행사에서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은 내부 기획형과 외부 공모형으로 나누어 기획하였

지만, 실제 행사에서는 구분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 작가 스

테이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된 점이 있는 반면, 행사 전체 주제에 맞춰 기획된 기획형과 자유 주

제로 선정된 공모형이 혼재되어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 스테이지에 문학주간의 주제가 집중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향후 문학주간 행사에서 기획형과 공모형을 동시에 운영하되 별도의 프로그

램으로 분리하여, 기획형 작가 스테이지를 통해서는 행사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공모형 작가 스테

이지를 통해서는 기획형에서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담아내도록 한다. 즉, 기획과 공모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장점을 살리되, 각각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 구별된 운영이 필요하다.   

▢ 강연 및 포럼에 적합한 공간의 추가적 확보   

•  문학주간 행사의 특성상 단 기간에 여러 강연 및 토크가 동시 진행되어, 마로니에 공원 인근의 여러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올해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의 일부 공간은 좌석, 음향, 단차 등에서 

중대형 강연 등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에 보다 다양한 공간의 확보를 통

해 여러 형식의 프로그램 및 다수의 관객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결과 및 제언

● 개선 사항



   1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참여 후기

● 기획위원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에 비견할 것이 있을까. 우리는 아낌없이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서

로의 생각을 존중했으며, 거리낌 없이 양보를 주고받았다. 덕분에 회의는 늘 길어졌고 그럼에도 피곤한 

줄 몰랐던 것은,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기꺼이 받아들여져 실현되었던 덕분이다. 그러하다 보니, 각각의 

행사에 갖게 되는 애정도, 행사에 참여하는 기쁨도 깊었다. 그랬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보다 참여 독자

들의 호응도 좋았고, 참여율도 높았으며 ‘문학주간’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컸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획하는 이들 그리고 실행하는 이들의 팀워크이다.

아쉬움도 담아본다. 기획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 기획위원들이 첫 모임을 가졌을 때는 이미, 행사 

계획 대부분이 완성되어 있었다. 기획위원 구성이 사전에 이뤄지고, 틀거리부터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학주간’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쉽다. ‘문학주간’은, 그 이름답게 모두를 위한 한 주가 되어야 한다.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겠다 싶다. 독자들

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기꺼이 무대를 내어주는 일에 인색해서

는 안 된다.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갈 때, 취지도 의의도 더 빛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19년 ‘문학주간’ 마지막 날의 섭섭함을 잊지 못한다. 그게 참 이상하면서도 좋았다. 고작 몇 달 참여해 

마음 쓴 것뿐인데, 끝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다니. 아마 그건 개인의 소회가 아닐 거였다.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동시에 문학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며 느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는 데에서 찾아온 감정

이었겠지. 그러한 멋진 일에 일조했다니 영광이었다. 그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슬프지만, 내년에도 문학

주간은 돌아올 것이고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니 그에 일조했다면그것으로 충분하다. 함께 수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2019 문학주간 기획위원을 대표해 유희경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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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작가 
프로그램명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작성자명 김유진 작가

문학주간 2019 작가 스테이지 공모에 지원한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지난 46년

간 동시를 창작한 이상교 동시인의 시 세계를 독자들이 시인께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행사장

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무대에서 느낀 현장의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아

서 이상교 시인, 동시, 아동문학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오늘날 문학은 더 이상 텍스트에 갇혀 있지 않으며,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새롭게 해석, 수

용, 수행된다. 독자가 작가를 만나는 시간은 단지 작가에 대한 호기심과 ‘팬심’을 충족시키는 기회만이 아

니라 독자와 작가가 함께 문학을 수행하는 순간이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 시대에 문학이 나아가고 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현대문학 형성 이전 문학 예술이 지닌 원래 모습일지 

모른다. 특히 시 장르는 더욱 그러한 근원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독자와 작가가 만나는 자리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일부 작가에게 편중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아동문학 작가들은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작가 강연에서 어린이, 청소년 독자와 

만난다. 하지만 작가 스테이지 행사처럼 어른 독자 대중의 참여가 열려있는 행사는 흔치 않다. 또한 아동

문학 전문 인력이 없는 학교와 도서관의 작가 섭외는 작품보다는 작가의 대중적 인지도에 따라 이루어지

는 아쉬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주간 행사의 작가 스테이지 공모는 자신의 작품으로 독자와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지녔음에도 지금껏 기회를 얻지 못한 작가들에게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단 한 명의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여러 작가가 함께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성을 창

조해내는 다양한 형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문화 예술현장에 아이디어와 열의가 부족

할 리 없고 실현 가능 여부는 결국 경비일 듯한데 여러 작가를 한 행사에 섭외할 정도의 경비를 정부 지

원이 아니고서야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은 모든 일정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현재 한국문학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아우르는 알찬 기획으로 보였다. 그중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와 ‘한 권의 시-『죽음

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두 가지 프로그램에 청중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또다시 느낀 점은 작가와의 

만남 자리가 작가 얼굴을 구경하고 목소리를 듣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눈과 마

음으로 읽은 작품이 뼈를 관통하고 피로 흐르고, 지표면에 있던 작품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일이다. 

독자에게는 물론 작가에게도 오랜 기간 문학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 문학이 수행되는 현장이 더욱 많아지

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김유진(아동문학평론가, 동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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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요원
프로그램명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

『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작성자명 손예린

“『죽음의 자서전』은 실제로 죽어본 사람이 쓴 것 같다”는 감상을 트위터에서 읽고는 홀린 기분으로 시집

을 샀다. 서른 중반이 되어서는 생(生)보다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게 수많은 화두를 던

져준 책이다. 작품은 사후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밖에 볼 수 없

는 수많은 죽음들까지 환기한다. 결국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다시 삶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금요일 저녁, 무거운 습기를 안은 비가 푸슬푸슬 내리는 와중에도 대학로 이

음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죽음의 자서전』을  읽기에 어울리는 날씨였던 

것 같다. 홀 입구에는 미리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자리가 날까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다. 소극장 규모의 홀은 시집을 한 권 혹은 여러 권 옆구리에 낀 독자들로 금세 가득 찼다. 커다란 

스크린에 『죽음의 자서전』의 영문판 표지만이 띄워져 있는 어두운 무대. 김혜순 시인, 김상혁 시인, 김행

숙 시인, 백은선 시인, 성다영 시인, 이제니 시인, 황인찬 시인이 입장했다. 일곱 명의 시인들이 죽은 후 

마흔아흐레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마흔아홉편으로 그려내는 연작시를 나누어 낭독해주었다.  

한 시간 반이 순간처럼, 영원처럼 지나갔다. 낭독이 끝나고 홀의 불이 밝혀지자 49일 동안 바르도를 정

처없이 헤매다 갑자기 낯선 곳으로 떨구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먹먹한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핸드폰에 속삭이는 옆자리 사람, 비어가는 관객석에서 “아님을 아

니하고 아니하여 아니하대”라고 계속해서 읊는 커플까지. 서울, 2019년 가을. 이 시간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서울, 사자의 서’를 읽으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손을 잡고 림보를 여행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너는 네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너라고 너를 그리워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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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요원
프로그램명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작성자명 김보나

심장이 있든 없든, SF는 움직인다

―한 시간 반의 SF 탐험기

SF 세계를 탐험하는 예술가와 독자

이것은 모니터링 요원이, 세 명의 소설가와 함께 SF 소설 세계를 탐험한 기록이다. 예술가의집 1층 카페

에서는 자리가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 출입구에 서서 듣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의 탐

험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쓰기

PPT와 함께 대담이 시작되었다. “1940년대 아시모프의 소설 같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한 정소연 

작가의 평가가 나를 놀라게 했다. 4D로 무장한 최신 영화더라도,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60년 넘게 뒤처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김초엽 작가는 자신의 신간을 소개하며 “심장을 가진 SF”라는 

리뷰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핏 적절하지만, SF는 심장을 가지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가능하다는 말이었

다. 그 말은 나의 뇌에 ‘SF 회로’를 새기는 듯했다.

“보통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첫 번째 역할은 군인 혹은 과학자”라고 배명훈 작가는 말했다. 정보의 세

례를 받고 나니 ‘탐사’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렸다. 과학소설 작가에게 탐사란, ‘작가가 바라본 아름다운 

행성을, 독자도 관찰할 수 있도록 글로 쓰는 일’이라고도 의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SF를 고민하다

한 시간 반이 부족할 만큼 SF 소설, 인공지능들에 대한 정보와 견해가 풍성하게 지나갔다. 질의응답 시

간, “세 분의 글 너무너무 사랑해요.” 출입구 근처에 선 독자의 말에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작

가들의 글을 다 알지 못하는 나에게까지 독자의 애정이 느껴져 웃음이 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 명의 작가는 다르게 대답했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 분들은 다 앞으로 나의 동료가 될 분들”이라는 말이다. “이 작가 때문에 이 장르를 읽게 된

다는 감상을 볼 때 기쁘다”는 말과 함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그런 애정들을 보며 이것이 한국 SF

의 현주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SF가 갖게 된 새로운 독자들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잠시 회장 안에 머물렀다. 나가지 않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가슴에 책을 품은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작가에게 갔고, 작가들의 눈길은 독자에게 머물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모

습을 찍었다. 세 명의 작가들은 독자를 만날 때 가장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혜화의 한복판에서 무언

가 시작되고 있다, 일요일 오후 SF 세계를 탐험하며 느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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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SNS

네이버 

예약

프로그램

후기

- 행사 너무 좋았어요! 다소 아쉬운 점이라면 공간이 작고 의자가 불편했다는 점이지만, 만

족스러웠습니다.

- 최고의 동화 작가들에게 어린이 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듣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 규정지어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올해 문학주간은 가장 핫한 이슈와 필진으로 채워졌다. 작가 스테이지 ‘함부로 규정 불가

능’의 이랑, 문보영, 오은 세 작가의 합이 무척 좋았다.

- 늘 동시집으로만 만나던 이상교 선생님 만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붉은 셔츠

와 파란 운동화 그리고 백발머리의 시인님...잊지 못할 거예요!

- 이상의 시를 아트와 공연으로 본다는게 참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좋은 책 써주셔서 참 감사하고 자주 뵙고 싶네요! 훌륭한 공간에서 따뜻한 작가님의 낭

독속에 멋진 공연과 채색을 더해준 일러스트까지 너무나 조화로운 자리였습니다~

- 비 오는 날 들은 시와 음악 모두 좋았습니다. 시가 혼자 쓰는 일이 아니란 걸 요즘 더 실

감한다는 최백규 시인님의 진심 어린 마지막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

-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폭풍을 뚫고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스윗하신 강사 선

생님 두 분,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행사 진행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가길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낭독회였어요. 시도 노래도 이야기도 너무 따뜻

했고 공감갔어요. 또 이민하시인님과 장필순가수님 조합 보고 싶네요.

기타 

SNS

후기

- 오늘은 문학주간 행사에 다녀왔다. 젊은 작가들 얘기도 듣고 개막식도 참석하고. 가을 저

녁 날씨가 좋아 잠깐 센치해지기도 했었지. 행사를 보며 미루고 또 미뤄놨던 번역을 진짜 

시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 선채로 한 권을 한 번에 전부 읽고, 잠시 암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곧장, 일동 퇴장. 헤

어진 것처럼 눈물이 났다.

- 상상도 못한 조합. 규정과 작가와 작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

- 오늘 강연 너무 좋았다. ....(중략)... 다만.. 어떤 이야기를 써야하는가. 나만의 이야기는 무

엇인가.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여러 가

지로 더 생각해보게 된 강연이었다.

- 다들 즐겁게, 집중해서, 예쁘게 잘 만들더라는... 내멋대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아트북 시집!

-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회고전은 꼭 들러보았으면 한다. 나무같고 꽃같고 풀같은 

다섯 명의 어른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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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작가, 예술인 현황

부록

구분 참여 작가

개막식 권여선, 윤소라, 이한철, 정민아, 정홍수 

작가 스테이지

_기획형 

강지희, 곽재식, 김상혁, 김세희, 김지은, 김초엽, 김행숙, 김혜순, 김환영, 

김환희, 다카하시 노조미, 문보영, 박민정, 박상영, 박혜진, 배명훈, 

백은선, 성다영, 오은, 이랑, 이반디, 이제니, 이현, 임솔아, 전혜정, 

정소연, 최나미, 황인찬, 황진희

작가 스테이지

_공모형

김개미, 김문경, 김소윤, 김아현, 김유진, 김진규, 노재원, 민구, 박시하, 배수

연, 성다영, 성해나, 신미나, 신철규, 양소영, 양안다, 유지현, 유현아, 유형진, 

윤지양, 이가연, 이광현, 이민하, 이상교, 이승윤, 임진평, 장지연, 장필순, 

전지혜, 정민진, 정소정, 정유경, 조시현, 조우재, 조은, 조희원, 줄라이, 차경

희, 최백규, 최영건, 최지인, 한윤섭, 허희정, 황인숙

포럼 김대현, 신철규, 오빛나리, 조해주, 최진석

열린 문학도서관 및 

야외 프로그램
김지효, 김홍남, 꼭두꼭두, 배혜지, 정혜진, 팝업놀이터

협력

프로그램

고윤희, 고현자, 공병훈, 권달웅, 권지숙, 권희철, 김남혁, 김동수, 김신록, 

김아정, 김연재, 김영산, 김충근, 김홍신, 김희선, 라소영, 류보선, 마두영, 

문종필, 문창길, 박규민, 박상수, 박선우, 박수빈, 박지아, 백지연, 서희진, 

손혜숙, 신안진, 신재창, 신정연, 신형철, 안영희, 안준호, 양창삼, 염무웅, 

오성은, 오은, 오형엽, 요조, 우다영, 우대식, 유성운, 유종호, 윤남주, 

이가원, 이가을, 이경서, 이광호, 이동혁, 이민우, 이선재, 이슬아, 이승하, 

이아립, 이은선, 이재복, 이진홍, 이현정, 장수양, 장순금, 장우재, 장충열, 

전영규, 정우신, 조동범, 조연정, 조연희, 조원효, 최강민, 최류빈, 최백규, 

최보금, 최현식, 하상욱, 한우진, 홍동식

● 서울 프로그램

    (대학로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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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참여 작가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김성달, 김정례, 김지연, 김호운, 이월성, 정수남, 정연희

한국문학관협회

<문학주간 2019 연계>

강창준, 고형숙, 공광규, 권순악, 김건영, 김광석, 김나월, 김도수, 김민선, 

김용범, 김은환, 김일웅, 김정희, 나민애, 문수원, 민구, 박미정, 박영진, 

박재학, 박종민, 박화배, 서수옥, 서현진, 석효진, 소담소리, 송민숙, 송준영, 

신달자, 신현득, 심옥주, 안주철, 양상민, 오재영, 우명환, 유희경, 은금성, 

이동배, 이명건, 이상옥, 이생진, 이재인, 이정민, 이주연, 이춘호, 이혜정, 

이희규, 임채선, 전선구, 전우강, 정군수, 정삼일, 정영혜, 정한아, 조한풍, 

진주, 천승현, 현승엽 외 다수

한국작가회의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기광재, 김개미, 김경진, 김비, 김성중, 김소연, 김연필, 김초엽, 김태호, 김헌

수, 김혜진, 박소란, 박인성, 박혜선, 신은숙, 양선형, 윤고은, 이상교, 이여니, 

이주란, 이현호, 임솔아, 정소연, 조찬연, 조해진, 채인선, 최형미 외 다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순회>      

강무홍, 강지해, 곽효환, 권희정, 김건영, 김경주, 김계남, 김남숙, 김대중,

김도경, 김서경, 김선재, 김성규, 김성진, 김소연, 김송순, 김유민, 김은의,

김주대, 김지숙, 김진복, 김학중, 김한규, 김해자, 김혜연, 김혜정, 나여경,

나희덕, 박구경, 박동억, 박소란, 박연옥, 박주하, 박채란, 배수연, 백가흠,

백석현, 백승문, 백하룡, 설유진, 성선경, 소윤경, 신미나, 신철규, 안지은,

양수근, 오성인, 유수연, 유하정, 윤성희, 윤해서, 이계윤, 이덕규, 이묘신,

이민구, 이서린, 이수연, 이억배, 이영주, 이정록, 이지영, 이향, 임성용, 

임승훈, 장은진, 정란희, 정소연, 정재은, 조민기, 조윤진, 주선화, 진연주, 

천수호, 최세아, 최영희, 최준호, 한민규, 한영순, 한유주, 홍명진, 황수대, 

황현진 외 다수

● 전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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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주요 보도 1. 

문학 작가와 독자의 만남…‘2019 문학주간’ 31일 개막

한국문학 작가 100여 명이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문학주간 2019 행사가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국제 펜(PEN) 한국본부와 한국문인협회 등 7개 문학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문학주간은 올해 4회째를 

맞아 ‘다음’을 화두로 삼아 13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참여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행사는 31일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인 ‘작가 스테이지’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

기’와 ‘한국교육방송 라디오(EBS FM) 북카페’ 공개방송으로 시작됩니다.

문학주간 행사의 모든 강연은 무료이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블로그(blog.naver.com/arkomunha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총 73건) ]

<KBS NEWS> 2019년 8월 26일 보도

부록

●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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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 2. 

100여명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31일부터 ‘문학주간’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문학주간 2019’

가 서울 마로니에공원 및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학주간’은 한국작

가회의,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등 7개 문학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100여명의 

작가·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31일 열리는 개막식엔 정홍수 평론가와 권여선 작가가 지난해 10월 숨진 고 

김윤식 문학평론가를 추모하는 낭독을 한다. 9월6일 열리는 ‘작가 스테이지’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적 권위의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이 6명의 시인과 함께 수상작 <죽음의 자서전>

에 수록된 시 49편을 전편 낭독한다.

젊은 작가들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장도 마련됐다. 9월1일엔 <항구의 사랑> 등을 펴낸 소설가 김세희와 <

미스 플라이트>를 펴낸 박민정 소설가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독자들을 만나고, 한국

의 대표적 SF 작가 배명훈, 정소연, 김초엽이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4

일엔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 소설가와 <눈과 사람과 눈사람>의 작가 임솔아가 ‘함부로 규정 불가능

한’이란 주제로 독자들을 만난다. ‘등단 제도와 문학의 경계’를 주제로 한 포럼도 4일 열린다. 문단 권력, 

표절, 문단 내 성폭력 등 기존 문학장이 가진 문제들을 짚어본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9년 8월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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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주요 보도 3.

100여명의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문학주간 2019’ 개막

오는 31일부터 서울 마로니에 공원 일대와 전국 문학 행사장 등에서 13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100여 명이 넘는 한국문학 작가들이 독자와 직접 만나는 ‘문학주간 2019’ 행사가 9월 7일까지 

열린다.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 외에도 전국 지역문학관 16개관, 서점 34개소, 학교 6곳, 

군부대 병영도서관 11개관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학주간 행사의 모든 강연은 무료

이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문학주간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학주간 블로그(blog.naver.com/arkomunha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록

● 언론 홍보

<오마이뉴스> 2019년 8월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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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은 문학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학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학의 생활화를 통해 한국문학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 문학주관 행사의 화두는 ‘문학-다음으로 가는 길’ 이다. 오

늘의 문학을 아우르며 한국문학의 다음을 조망한다는 취지이다.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

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7개 문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후원하고, 한국교육방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예술위

원회와 문학단체는 문학주간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올해 행사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문학축제

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첫째 날인 8월 31일 오후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작가 스테이지>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옛이

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와 ‘한국교육방송 라디오(EBS FM) 북카페’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주제는 ‘문

학의 르네상스시대 누리소통망(SNS) 작가를 만나다’ 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는 <비평, 길을 묻다>

라는 내용으로 학회를 진행한다.

8월 31일 저녁 7시에는 ‘문학주간 2019’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열

린다. 개막식에서는 정흥수 평론가와 권여선 작가가 고(故) 김윤식 선생 추모 낭독을 하고, 성우 윤소라와 

가야금 연주자(모던가야그머) 정민아가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소재로 한 미디

어예술을 배경으로 낭독 공연을 이어진다.

문체부는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인 <작가 스테이지>는 공모를 통해 한국문학 작가들이 직접 기

획하고 출연한 문학 프로그램 20개로 꾸며진다”면서 “다양한 무대가 모든 독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월 6일에 열리는 <작가 스테이지>에서는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이 후배 시인 6명

과 그의 저서 <죽음의 자서전> 속 시 49편, 전편을 낭독한다. ‘등단 제도와 문학의 경계’를 주제로 한국 문학

계의 등단이라는 특유한 제도를 다루는 ‘포럼’도 열린다. 최근 몇 년간 문학권력논쟁, 표절 및 문단 내 성폭

력 등 기존 문학장이 가진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등단의 개념과 문학의 범주, 문예지 편집 

기준과 문학권력 등을 논의하며 등단제도의 현재에 대해 살펴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 행사가 국민들에게 문학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학주간 행사가 한국문학의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 행사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디오 특집 방송 지원] 

매체 일시

EBS 라디오 오디오 천국 2019년 9월 7일(금)/ 9월 8일(토) 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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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21 뉴스페이퍼
2019 문학주간 모니터링 요원 모집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8

2 8.21 뉴스페이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2019 문학주간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1

3 8.25 전북포스트
최명희문학관, 9월 1일·15일 혼불문장나눔 진행

http://www.j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0

4 8.26 이로운넷
작가-독자 만나는 ‘문학주간 2019’ 31일 개막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11

5 8.26 오마이뉴스

100여명의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문학주간 2019’ 개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5651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

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6 8.26 뉴스핌
'문학주간 2019' 31일 개막…한국문학의 다음 조망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6000193

7 8.26 KBS NEWS
문학 작가와 독자의 만남…‘2019 문학주간’ 31일 개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0092

8 8.26 이데일리

31일부터 마로니에 공원서 ‘문학주간 20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1926622591256&media

CodeNo=257

9 8.26 연합뉴스
문학 작가와 독자의 만남…31일 ‘문학주간’ 개막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068400005

10 8.26 경향신문

100여명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31일부터 ‘문학주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

id=201908262128005

11 8.26 정책브리핑

‘문학주간 2019-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347057&call_from=naver_news

12 8.26 미디어펜
31일 9월 ‘문학주간’ 개막...작가와 독자의 만남 ‘풍성’

http://www.mediapen.com/news/view/457359

●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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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 기사제목/링크

13 8.26 머니투데이
작가와 독자의 직접 대면…‘문학의 생활화’ 모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473497033

14 8.26 아시아투데이
문학작가·독자 직접 소통하는 ‘문학주간’ 개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6010014167

15 8.26 뉴스페이퍼

8월 31일 개막하는 문학주간 20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100여 명이

넘는 한국문학 작가, 평론가, 예술가들이 참여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68

16 8.26 뉴스페이퍼
2019 문학주간, 한국문학평론가협회의 비평 심포지엄 ‘비평, 길을 묻다’ 열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31

17 8.26 뉴스1
“한국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찾는다”…문학주간 2019 개최

http://news1.kr/articles/?3703729

18 8.26 내외신문
‘문학주간 2019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18

19 8.26 매일경제
문학 작가와 독자의 만남…31일 ‘문학주간’ 개막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8/662869/

20 8.26 뉴스트러스트
‘문학주간 2019-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newstrust.tv/news/articleView.html?idxno=12582

21 8.26 서울신문
한국 문학의 내일을 묻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7023003

22 8.26 엔케이엔 뉴스
문체부, ‘문학주간 2019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nknews.kr/ab-1665-5522

23 8.26 아주경제
31일 ‘문학주간 2019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m.news.zum.com/articles/54589750

24 8.26 자유방송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jybtv.kr/news/articleView.html?idxno=46482

25 8.26 웹툰가이드

문학주간 20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오는 31일 부터

https://www.webtoonguide.com/board/news04_

generalnews/10312?page=8

26 8.27 내일신문
‘문학주간 2019’ 함께 즐겨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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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번 일자 매체 기사제목/링크

27 8.27 시니어 타임스
‘문학주간 2019-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www.senio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40

28 8.27 한국강사신문
한국문학 작가, 평론가, 예술가 독자와의 만나 ‘문학주간 2019’ 개막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09

29 8.27 전국안전신문
안동시,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m.kbsecuritynews.com/72300

30 8.27
글로벌뉴스

통신사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개최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5

31 8.27 금요저널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thesejong.tv/news/articleView.html?idxno=370037

32 8.27 포커스데일리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내달 7일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0059

33 8.27 문화관광뉴스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ctjournal.kr/?p=20288

34 8.27 GBN경북방송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http://www.egb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

idx=250&idx=120569

35 8.27 낙동뉴스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nakdong.net/coding/news.aspx/1/1/3353

36 8.27 투데이 안동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ugn.kr/coding/view.asp?seq=108835

37 8.27 불교공뉴스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895

38 8.27 월간 queen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진행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44

39 8.27 브레이크 뉴스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진행

http://www.breaknews.com/675906

40 8.26 조선일보

31일부터 ‘문학주간 20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08/28/2019082800084.html

● 언론 홍보



   135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연번 일자 매체 기사제목/링크

41 8.28 문화저널
문예지 100년外 독서의 가을 맞아 ‘문학행사’ 풍년

http://www.mhj21.com/123853

42 8.28 녹색경제신문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2019 문학주간,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개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5

43 8.28 싱글리스트
독서의 계절 ‘가을’… 남녀노소 즐길 秋 문화행사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99906#09Pr

44 8.28 뉴스페이퍼

2019 문학주간, 문학의 미래를 향하여...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진행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33

45 8.28 뉴스페이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학주간, 한국 문예지 역사 100주년 맞아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개최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34

46 8.28 뉴스페이퍼
풍성한 가을이 되어줄 문학 행사 9월 10월 11월 줄줄이 이어져...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20

47 8.28 뉴스페이퍼
문학나눔 선정도서 활용 향유 활성화 캠페인!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1

48 8.28 한국정경신문
‘문학의 미래를 향해’..2019문학주간,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http://kpenews.com/View.aspx?No=88388

49 8.28 여성신문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3일 개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692

50 8.28
그린포스트

코리아

문예지의 지나간 100년과 미래를 논한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65 

51 8.28 시인뉴스 포엠
2019년 문학주간 9월6일 문효치 특강

http://www.poetnews.kr/6942

52 8.28 트레블뉴스

2019 문학주간, 문학의 미래를 향하여…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진행

http://thetravelnews.co.kr/08/174110/

53 8.28 한라일보

8월 31-9월 7일 문학주간 제주서도 즐겨볼까요_작은 서점 제주살롱 등 참

여 작가와의 만남 등 진행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69798156395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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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 기사제목/링크

54 8.28 뉴스핌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31일 파주·9월 1일 마로니에공원서 만나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8001086

55 8.28 브릿지경제
경북 안동시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828010008662

56 8.29 한겨레
문학주간 2019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개최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0

57 8.29 문학뉴스
‘창조’ 발간 100주년…문예지 심포지엄 열려

http://munhaknews.com/?p=25542

58 8.29 영남일보

이육사문학관 다음달 7일 시 음악회 개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

skey=201`90829.990011854325002

59 8.30 뉴데일리
문학도서 향유 위해 달린다…예술위 ‘북릉북릉’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9/2019082900025.html

60 8.30 한겨레
소설 <혼불>을 전라도 사투리 등으로 듣는다

http://www.hani.co.kr/arti/PRINT/907808.html

61 8.31 뉴스페이퍼

올가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학주간 20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식 개최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95

62 9.1 아트인사이트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_아르코 2019 문학주간 EBS 공개라디오 

“SNS 작가에게 묻다”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3598

63 9.1 전북도민일보
최명희문학관 소리꾼, 배우, 가수, 문학인들이 읽는 혼불만민낭독회 마련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743

64 9.2 전라일보
최명희문학관 혼불만민낭독회 4일 개최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236

65 9.3 서울문화투데이
‘문학주간 2019’ 오는 6일까지…한국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은?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7

66 9.3 강원도민일보
문학주간 행사, 전국 99개 중 도내 4개 ‘불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85516

●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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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 기사제목/링크

67 9.3 영남일보

이육사문학관, 시 음악회 개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

skey=20190903.010090730190001

68 9.3 전북일보

“소설 혼불의 문장에 운율 담아 읽어요”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508&replyAll=&rep

ly_sc_order_by=I

69 9.6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2019 첫 행사! 곽재식, 김환희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구비문학의 새로운 면모 살펴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52

70 9.7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2019 작가 스테이지,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와 

“눈과 사람과 눈사람” 임솔아 작가의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4

71 9.9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문예지 100주년 ‘문예지에 바란다’ 공병훈 교수 PPT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3

72 9.9 웹진 <문화 다>

문학주간 문예지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문예지 독자 대부분은 

창작자, 문예지 웹진 출간과 소통 요구 확인돼

http://www.munhwada.net/home/m_view.php?ps_db=inte_news&ps_

boid=269

73 9.18 뉴스페이퍼
이메일 구독 시스템 운영중인 문보영 시인과 이랑 작가 문학주간에 만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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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온라인 홍보 채널 ]

부록

구분 주소 게재 공유(리트릿)

블로그 

*(리스트 별첨)

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

arkomunhak
포스팅 46건

18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blog.naver.com/jump_

arko
포스팅 14건 

예약 채널 네이버 예약 https://booking.naver.com
23개 프로그램 

예약 진행
―

네이버 네이버 판 www.naver.com 2회 노출

페이스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facebook.com/

ARKO1004
16회 게재

141건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facebook.com/

mcstkorea
8회 게재

운영사
https://twitter.com/wowbookce

nter
30회 게재

트위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twitter.com/ARKOARKO 5회 게재

1,033건
운영사

https://twitter.com/

wowbookcenter
30회 게재 

인스타

그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instagram.com/

arkokorea
25회 게재

178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instagram.com/

mcstkorea
2회 게재

(사)와우책문화

예술센터

https://www.instagram.com/

wowbookcenter
30회 게재

문학주간 콘테스트
https://www.instagram.com/mun

hakweek/
40회 게재

카카오

스토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pf.kakao.com/_BxiXaC 2회 게재 ―

You Tube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youtube.com/user/

mcstkorea
4회 게재 ―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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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홍보 리스트 - 문학주간 블로그 포스팅 ]

연번 포스팅 제목/링크

1
문학주간 전체 프로그램을 한눈에~!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06432786

2
[작가 스테이지01-20] 전체 프로그램 소개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5098397

3
[작가 스테이지]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07384357

4
[작가 스테이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6027570

5
[작가 스테이지] 미래의 예술을 상상하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5074552

6
[작가 스테이지] 찰방찰방, 동시랑 걷는 길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8414452

7
[작가 스테이지] 이상, 빛으로 돌아오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8474613

8
[작가 스테이지] 야옹다옹 삼묘삼인(三猫三人) 낭독회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8501196

9
[작가 스테이지] 첫 발을 뗀 당신에게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16098

10
[작가 스테이지] 다음 사람을 위한 어린이 문학 - 나의 아동청소년문학 이야기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6048888

11
[작가 스테이지] 구월의 ㄱ은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23761

12
[작가 스테이지]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5152398

13
[작가 스테이지]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5160413

14
[작가 스테이지]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36756

15
[작가 스테이지] 개와 고양이를 위한 詩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8533945

16
[작가 스테이지] 김혜순 낭독회 <한 권의 시-『죽음의 자서전』을 완독하는 시간>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66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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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블로그 홍보 리스트 - 문학주간 블로그 포스팅 ]

부록

연번 포스팅 제목/링크

17
[작가 스테이지] 생명에 대한 상상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5300187

18
[작가 스테이지] 『서찰을 전하는 아이』 – 세상에 나오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8576578

19
[작가 스테이지] 네 멋대로 만드시집?-시인, 북아트 작가와 시집 만들기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45629

20
[작가 스테이지] 세 개의 점 : 그 시를 멈추지 마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54082

21
[작가 스테이지] 독립서점의 발명 : 젠더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의 등장과 취향의 공동체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63854

22
[작가 스테이지] 시詩・냥・송song 낭독회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277313

23
[오픈 포럼] 등단 제도와 문학의 경계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11105898

24
[전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_타계 작가 회고展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32001363

25
EBS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문학주간 2019]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3995009

26
[문화예술후원센터] 예술나무 마음약국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894006

27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문학 낭독회 <아직 여기의 빛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5653183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5936252

29

[문예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문예창작학회, 픽션과논픽션학회]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5947182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비평, 길을 묻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5953889

31
[한국시인협회] 노래로 듣는 요절시인의 시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5963496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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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홍보 리스트 - 문학주간 블로그 포스팅 ]

연번 포스팅 제목/링크

32
[한국문인협회] 문향의 뜨락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6002085

33
[한국소설가협회] 독자를 찾아가는 소설 강연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6094877

34
[2019 아르코 파트너] 이기쁨 <산책하는 침략자>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33270853

35

[2019 아르코 파트너] 장우재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33322903

36
[개막식]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30167856

37
[열린문학도서관]과 체험 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30207710

38
전국 문학 프로그램 - 일자별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0438608

39
전국 문학 프로그램 - 서울·경기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089331

40
전국 문학 프로그램 - 강원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083961

41
전국 문학 프로그램 - 경상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094559

42
전국 문학 프로그램 - 전라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097379

43
전국 문학 프로그램 - 충청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103750

44
전국 문학 프로그램 - 제주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4100627

45
[작가 스테이지] 예약 안내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21128958

46
<문학주간 2019>이 9월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arkomunhak/2216419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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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홍보 리스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포스팅 ]

부록

연번 포스팅 제목/링크

1

[2019문학주간×예술나무운동] 그대를 위로하는 한 그루의 예술나무, 
예술나무 마음약국 후기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44455130

2
[2019문학주간] 일상 속에서의 문학 가까이 하기, 문학주간을 직접 체험하다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38532918

3
[2019문학주간] 개막식과 SNS 작가 하상욱, 이슬아에게 묻다!!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36415357

4
[문학나눔] 달리는 문학트럭 ‘북릉북릉’ 파주, 마로니에공원에서 만나요~!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33260083

5
[2019문학주간] 작가가 독자와 직접 만나는 페스티벌!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26987196

6
[2019문학주간]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작가 스테이지>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23469110

7
[2019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8.31)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22453422

8
[2019문학주간] 대학로에서 무료로 즐기는 문학페스티벌 전체일정!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22446408

9
[문학주간] 콘테스트 이벤트 <해볼 마음은 있나요?>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02417041

10
[문학주간] 콘테스트 이벤트 <써볼 마음은 있나요?>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602415233

11
[문학주간] 콘테스트 이벤트 <읽을 마음은 있어요>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595210778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주인공을 찾습니다~!(~7.29)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593103841

13
[문학주간] ‘문학주간 2019 작가 스테이지’ 주인공을 모집합니다(7.23~까지)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589816546

14
[문학주간] 콘테스트 이벤트 <읽을 마음은 있나요?>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582929415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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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홍보 리스트 - 기타 블로그 포스팅 ]

연번 일자 블로그명 포스팅 제목/링크

1 8.21
BORN TO
LEARN

2019 문학 주간

https://luiscorea.blog.me/221623441305

2 8.26
소식을 전하는 
나만의 공간

“문학주간2019”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서 열린다.

https://blog.naver.com/wotmdsh/221628955605

3 8.26 유월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2019 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iq623/221629026518

4 8.26
유로라텍스

알리미

‘문학주간 2019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

https://blog.naver.com/melo7942/221629024020

5 8.26
The Issue 
Collector

100여명의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문학주간2019’ 개막

https://blog.naver.com/czerny2k/221628642717

6 8.27 영남이코노믹
문학주간 2019 이육사문학관 詩음악회,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진행

https://blog.naver.com/yneconomic/221630046055

7 8.29 단혜
<2019 문학주간> 문학,다음으로 가는 길 

https://blog.naver.com/vipapple/221631681276

8 8.29 비디티
[190829] 100여명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 31일부터 ‘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doctorta/221631696089

9 8.30 히읗~책~
[2019 문학주간] 대학로에서 무료로 즐기는 문학 페스티벌 전체일정

https://blog.naver.com/hi_ssujin/221633841550

10 8.31 하이거
문학주간 20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http://blog.daum.net/htiger31/18407228

11 9.1 김정례
2019년 문학주간 행사-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https://blog.naver.com/kjrpeace/221635402721

12 9.1 迷わない
문학나눔 선정도서 서평단 붘어 2기 활동 후기/수기 (2) 발대식

https://reureu0.blog.me/221635426348

13 9.5
한국문화예술

지식정보시스템

2019문학주간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탐방기!

https://blog.naver.com/policydb/221639543660

14 9.5 그리고서점
정소연 SF작가 강연회 (2019 문학주간 행사) / 일정 변경

https://blog.naver.com/andbookshop/2216395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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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블로그 홍보 리스트 - 기타 블로그 포스팅 ]

부록

연번 일자 블로그명 포스팅 제목/링크

15 9.6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2019 첫 행사! 곽재식, 김환희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구비문학의 새로운 면모 살펴

https://blog.naver.com/newspaper3859/221640258459

16 9.6 뉴스페이퍼

2019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와 “눈과 

사람과 눈사람” 임솔아 작가의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https://blog.naver.com/newspaper3859/221641134437

17 9.6 난, 꿈꾸는 아이
[2019문학 주간:작가 스테이지] 생명에 대한 상상

https://blog.naver.com/songru/221643005454

18 9.9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2019, 변화하는 콘텐츠 생태계 속 독립문예지와 

1인구독시스템에 대해 논의해

https://blog.naver.com/newspaper3859/221643427551

19 9.10
마음원예치료
*마음수업

2019문학다음으로 가는길문학주간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나무마음약국

시처방 대학로예술가의집 작가와의만남 테라리움꽃이야나무야원예연구소

윤남주대표 원예치료수업 원예치료사 공감 소통 힐링수업

https://blog.naver.com/y9851111/221644334037

20 9.18 anecdote
2019 문학주간 <독자와 만나는 새로운 방식> 후기

https://blog.naver.com/just_onelife

21 9.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2019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mcstkorea/221656680753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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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이미지 - 블로그 ]

[ 온라인 홍보 이미지 - 네이버 예약 ]

문학주간 블로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네이버 예약 페이지

모바일 예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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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온라인 홍보 이미지 - 네이버(판) ]

네이버 공연전시

네이버 책문화

부록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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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이미지 - 페이스북 ]

[ 온라인  홍보 이미지 - 인스타그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타그램 운영사 인스타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운영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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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온라인 홍보 이미지 - 트위터 ]

[ 온라인 홍보 이미지 - 카카오 스토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트위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카카오 스토리

운영사 트위터 

부록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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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이미지 - 유튜브 ]

[ 기타 유튜브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 행사 홍보 및 참여 작가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4ddzWlnEhLw

•[2019 주간문화예보] 9월 첫째 주_문화 편(0904)

•https://www.youtube.com/watch?v=Sy4kFp6nUGw

•[2019 주간문화예보] 9월 첫째 주_문화 여행 스포츠 통합 편(0906)

•https://www.youtube.com/watch?v=mfbvanwmwfU

•[세로 인터뷰]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요(임솔아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4ddzWlnE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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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사전 이벤트 ]

[ 작가 퀴즈 이벤트 1차 ]

이벤트 내용

1차 (8. 21-8. 26)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부록

● SNS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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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퀴즈 이벤트 2차 ]

[ 작가 퀴즈 이벤트 3차 ]

[ 프로그램 사전 시청 이벤트 ]

[ 작가 퀴즈 이벤트 1차 ]

2차 (8. 27-9. 2)

3차 (9. 3-9. 9)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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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인쇄물 - 포스터 ]

이벤트 내용 당첨자 발표

부록

● 홍보물 디자인 

    결과물 



   153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 인쇄물 -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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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인쇄물 - 초대장, 봉투 ]

부록

● 홍보물 디자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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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 야외 홍보물  ]

열린문학도서관

문학 스카시



156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문학주간 2019 백서

홍보

[ 인쇄물 - 야외 홍보물 ]

열린문학도서관 문학월 총 10종

부록

● 홍보물 디자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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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 기념품  ]

책갈피 4종

원고지 포스트잇 4종 실리콘 빨대 - 사전 신청 이벤트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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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인쇄물 - 야외 현수막/베너 ]

야외 현수막

야외 이벤트 배너

부록

● 홍보물 디자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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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 실내 공간 현수막/배너 ]

실내 공간 현수막 

실내 공간 배너 총 24종 실내 강연용 마이크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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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인쇄물 - 전시 홍보물 ]

전시 현수막

전시 리플릿

전시 베너

부록

● 홍보물 디자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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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 전시판넬 총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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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웹용 홍보물 ]

SNS 이벤트 

웹 플라이어 총 25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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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



164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문학주간 2019 백서

텍스트 자료

개막식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문학주간2019 개막식 사회를 맡은 가수 이한철입니다. (인사) 올해 4회를 맞이한 문학주간

의 개막식을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문학주간은 우리 문학을 국민들과 즐기고자 전국 곳곳에서 열

리는 행사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문학관, 도서관, 문화공간, 서점, 학교 등에서 문학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질 문학주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

원하고 국제 펜 한국본부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

의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문학주간은 2016년부터 매해 다른 슬로건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의 슬로건은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학의 다음을 화두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문학

을 아우르며 한국문학의 다음을 조망하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문학의 확장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을 

필두로 편혜영 작가의 셜리 잭슨상 수상, 김혜순 시인의 그리핀 시 문학상 수상, 『82년생 김지영』의 일본 

서점가 열풍를 넘은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문학의 확장은 국가라는 물리적 경계축을 넘어 진행되고 있

습니다. 또 수많은 문학 작품을 책이 아닌 스크린, 영상 콘텐츠로 만나는 일은 이제 일상입니다. 영화, 무

용, 연극, 음악, 게임 등의 영역에서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영하는 문학은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콘텐츠를 향

유하는 동시에 소수자성이 각각의 주체로 자기 이야기를 써나가는 지금. 이야기의 원천으로서 문학을 말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릴 문학주간2019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의 인사와 문학주간2019의 개막선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수)

(환영사 언급하며 다음 순서 진행) 문학주간이 열리는 동안 마로니에 공원 지하 다목적홀에서 ‘석양을 등

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 타계 작가 회고전’이 진행됩니다. 근래 타계한 문학계의 거장인 김윤식, 박상

륭, 박완서, 최인훈, 황현산 선생님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추모 영상과 대표 작품 전시를 통

해 한국 문단의 거목들의 삶과 작업을 돌아보며 떠나간 작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중 한 분인 김윤

식 선생님의 글을 개막식에서 제자분들의 목소리로 낭독하고자 합니다. 권여선 작가님은 故김윤식 선

생님께서 1988년 5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쓰신 에세이 「삶으로는 견디지 못했던 어떤 기록 - 박혜정

 

- 박종관 위원장 무대 등장 (bgm)

- 환영사 (bgm)

“2019년 8월 31일, ‘문학주간 2019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개막을 선언합니다.” (bgm)  

- 박종관 위원장 무대 퇴장

부록

● 개막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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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에 부쳐」를, 이어서 정홍수 평론가님께서 故김윤식 선생님의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서문을 낭독하

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국문학의 오늘과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문인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다음 순서는 개막식의 피날레입니다. 故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모티

프로 한 미디어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윤소라 성우님과 모던가야금 연주가 정민아님을 무대로 모

시겠습니다. (박수)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과 낭독이 어우러져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속으로 푹 빠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

다. 이로써 문학주간2019 개막식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문학주간 행사에는 ‘문학, 다음으

로 가는 길’ 이란 주제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이 가는 길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으로 빛나는 밤. 여러분과 함께 해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문학주간 

2019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모두감사드립니다. (인사) (박수)

(박수 받고) 무대 위에서 개막식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외빈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

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예술가의집 1층에서 VIP 다과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외빈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권여선, 정홍수 무대 등장 (bgm)

- 김윤식 추모 낭독1 (bgm) - 권여선

  「삶으로는 견디지 못했던 어떤 기록 - 박혜정 2주기에 부쳐」 

   (이하 생략)

- 김윤식 추모 낭독2 (bgm) - 정홍수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서문 「출발의 의미와 회귀의 의미」 

  (이하 생략)

- 권여선, 정홍수 무대 퇴장

- 윤소라, 정민아 무대 등장 (bgm)

- 낭독과 가야금 퍼포먼스

  윤소라 낭독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 

(이하 생략)

- 정민아 가야금 퍼포먼스

- 윤소라, 정민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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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추모 낭독 1

「삶으로는 견디지 못했던 어떤 기록 – 박혜정 2주기에 부쳐」 

산기슭이나 길가 바위 밑에 종이를 태운 재를 본다든가 벽에 아무렇게 씌어진 낙서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흔적 속에는 저마다의 뜻이 숨어 있는 법이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기도 슬픔이기

도 하고 또한 분노이기도 하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1986년 5월 24일(土) 나는 작가 K씨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돌연 학교에서 조교의 다급한 전화가 걸

려왔다. 내가 지도하는 4학년 학생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 상에 난 한강에 투신자살

한 여학생의 추측기사가 궁금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다. 경찰로부터 인수된 시체는 중앙대학

부속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고 4학년 급우들 20여 명이 영안실을 지키고 있었다. 딸을 잃고 망연자

실해 있던 아버지가 내게 울먹이며 보여준 것은 대학노트에 적힌 유서였다. 죽던 날 밤에 적은 이 유서는 

1986년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은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마가 나오고 

눈이 유달리 크고 몸이 작은 한 여학생의 고민의 근원이 무엇이었던가를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상 지도교수라고는 하나 한갓 명목 상의 경우도 없지 않았고, 또 학생 수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도 있어

서,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겨웠는데, 박혜정군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2학년때 그는 

운동권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3학년 진학 때 나를 찾아와 휴학하겠다는 것이었다. 휴학하는 것

은 여러 모로 좋지 않으니 계속하라고 종용하였으나 그는 고집하였고 나는 무슨 도리가 없었다. 한 학기 

의 휴학 뒤 복학한 그는 강의에 매우 충실하였고 학문에 몰두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의 돌연한 자살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급우들의 증언에 기대면, 그해 5월 중순에

벌어진 대학생 시위운동은 종래와는 다른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

다고 한다. 박군이 죽기 전날 학생회관 옥상에서 한 남학생의 분신자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만큼 충

격적인 것은 많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와 그의 급우들은 많은 토론을 하고, 괴로워한 것이라 

한다. 나는 그들이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깊이로, 또 어떤 순수함의 정도로 괴로워했는지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박군 유서의 한 구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도 짐작하기 어렵다.

‘숱한 언어들 속에 나의 보잘것없는 한 마디가 보태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러나 다른 숱한 언

어가 그 각각의 인간의 것이듯, 나의 언어는 나의 것으로, 나는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지.’ 박군의 유서

는 그의 언어에 틀림없고, 그는 다음 두 가지 사실 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살이 도피의

일종일지 모른다는 점.

‘자살할 이유가 뚜렷한데 않는 건 비겁하지만, 자살은 뭔가 파렴치하다. 함께 괴로워하다가 함께 절망하

다가 혼자 빠져버리다니. 혼자 자살로 도피해버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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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토록 섬세하게 마음을 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가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한 이보다

뚜렷한 증거가 따로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결국은 이것이 그의 죽음의 순수함이겠지만, ‘부끄러움’과 ‘죄지음’에 대한 자기성찰이다.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죄지음이란 무엇인가. 이 땅의 없는 자, 억눌린 자의 부당한 빼앗김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한 

방관적 삶이란, 함께 빼앗음의 일종이 아니었던가. 박군은 이 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빚갚음

이 그의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박군의 죽음을 두고 내가 이렇게 헤아려보는 것은 한갓 안타까움의 드러냄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박군

의 자살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당국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게 그 경위의 해명을 요청했으며, 일간지들

에서 제자의 죽음에 관한 소감을 쓸 수 없느냐는 요청도 받았으나, 나는 침묵하였다. 아무 할 말이 없

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심정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

상의 달라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내가 늙어간다는 것, 그만큼 정신력이 해이해진 탓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2년 전 박군의 장례식

이 있던 그 바로 다음 주, 강의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문득 회상되었다. 나는 지금이나 그제나 매우 무기

력한 선생일 뿐 아니라 시간마다 출석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 수를 헤아리고 하는 괴벽조차 갖

고 있다. 그날도 나는 출석부를 불러나갔다. ‘박혜정!’하고,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출석부대로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다. 다시 ‘박혜정!’하고 불렀다.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출석부에 있는 박혜정은 단 한 

번도 결석이 없었다. 나는 그 빈칸에 결석 표시를 그었다. 그 순간 교실 이곳저곳에서 흐느낌소리가 들

려왔다.

이 세상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었다.

88. 5. 21.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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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추모 낭독 2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서문 「출발의 의미와 회귀의 의미」

K군, 군과 나와의 이러한 기호적 지평내에서의 만남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문자로서의 이러한 기호란 너의 것도 아니지만 더구나 나의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신념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두기로 하였다.

첫째 번 이야기는 출발에 관한 것이다. 출발이란 무릎이다. 무릎의 메타포가 출발인 것이다. K군, 군은 상

처 없는 무릎을 보았는가. 우리가 미지를 향할 때, 우리가 보다 멀리 손을 뻗치려 할때, 그리고 우리가 일

어서려 할 때, 피를 흘려야 하는 곳은 바로 이 무릎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뜀박질을 할 수 있게 되었

을 때, 산과 대지와 강의 흐름과 칸트의 성공은 사정없이 우리를 막아선다. 그것은 가정이고, 네 이웃이고 

친구이며 사회이다. 너를 에워싸는 이 감옥에서 너는 탈출해 나와야 한다. 이미 날 때부터 너는 그 탈출

의 욕망의 씨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구름 때문에 네가 넋을 잃고 시무룩해 있을때 아마도 어머

니는 너의 건강을 근심할 것이고 심지어 강아지도 네 표정을 살필 것이다. 이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인연의 

끈에서 군은 질식해 본 적이 없는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번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너의 무

릎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탈출은 보다 아픈 것이다. 그것은 미지를 향한 

너의 이성적 본능이다. 내가 목마른 너에게 물을 떠 준다면 너는 그 물을 마셔서는 안된다. 그것은 네 갈

증의 욕망을 무화시키기 때문이다. 너의 몸을 눕힐 자리를 내가 만들어 준다면 너는 거기서 잘 수가 없으

리라, 너는 저 새벽의 광야, 청청한 호수, 태풍 속의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헛된 소유가 아니라 욕망 

자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소유도 너를 죽이는 것이다. 안일한 나날보다도 비통한 나날을, 죽음 이외

의 휴식은 없는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못다한 욕망이 죽음 후에도 남지나 않을까에 있을 뿐이다.

K군, 이 욕망이 바로 사랑의 의미이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다. 설사 내가 [아홉 개의 교향곡]을 

짓고, [최후의 만찬]을 그렸고 중성자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히 나를 비웃을 권리가 있다. 그것

은 오직 너만이 가진 순수욕망 때문인 것이다.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기도 전에 행위 하는 것, 그것이 바

로 열정이며 아픔인 것이다. 그 아픔이 본능적 욕망의 순수라면 무엇을 주저할 것이다. K군, 보이지 않

는 무릎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너는 모든 책을 버리고 떠나야한다. 너의 골방에서, 거리에서, 도시에서 

탈출해 가라.

K군, 여기까지가 너에 있어서의 문학이다. 그것은 영혼의 충격이고 모랄이다. 실상 여기까지는 구약성서

에 나오는 [탕아의 귀가]와 R.M.릴케의 [말테의 수기]와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뢰거]와 A. 지드의 [지상의 

양식]을 읽었을 때 가능한 너의 언어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어째서 우리는 서서히 배신하게 

되고 말았는가. 어째서 너는 주름살이 늘 때마다 비굴한 몰골과 발맞추어 평범한 사나이가 되고 말았는

가. 어쩌자고 행위의 판단 이전에 행위하던 네가 살얼음판을 걷듯 그렇게 움츠리고 말았는가. 폭풍우 속

에 놓였던 그 네가 어째서 선량한 아저씨가 되고 복덕방에서 장기나 두면서 백발과 함께 주저앉게 되었

는가. 그 감수성과 본능과 감각의 비수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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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물음에 해답을 찾는 것은 이미 너에게는 문학이 아니다. K군, 이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문학은 그

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적어도 군은 말해야 한다. [아홉 개의 교향곡]과 [최후의 만찬]과 중성자의 발견

에 대해서도 네가 영원히 비웃을 권리를 가졌을 때까지가 문학이라면 그 이상 최고는 없다. 대체 그것은 

무었이었던가. 바로 너의 젊음인 것이다. 그 아픔인 것이다. 현실의 대치물로서 예술이 놓인다면, 그러한 

것이 예술이고, 문학이라면, 너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평범한 속물로 주름살을 늘이며 사

라져야 한다. 베토벤과 미켈란 젤로와 오펜하이머를 수용하고 절을 할 때 너의 의미는 없다.

K군,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귀의 의미가 시작된다. 살아있는 정신이 사라질 때 닥치는 추악함을 견디기 위

해 우리가 돌아갈 길에는 파우스트적인 악마의 시련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지옥이 놓여있다. 그것은 본능

적 욕망의 댓가로 지급되는 보편적 아픔이다. 이러한 자기회로를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이른

바 문화라는 장치이다. 물을 것도 없이 문학도 바로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이다.

K군, 이러한 어리석음과 확실함의 승인 위에서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썼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

한 입문서가 아니다. 그 이하이면서 그 이상이다. 물론 군은 아직도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수가 

어떤 비참의 경지에 이를지라도 군은 우리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선상에 머물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군이 순수했다는 과거적인 사실 자체에서 마침내 달성되리라.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녔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여세라.

촉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조차 부동터라.

- 시조집 『가곡원류』 중

1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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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퍼포먼스 낭독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

교실에 들어와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어디서 왔나? 산에 왔네, 들에도 왔

네.” 하는 일본말이었다. 교과서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노래로도 배웠다. 사직공원에선 이미 벚꽃이 

지고 있었고, 나는 매일 산을 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진짜 산과 진짜 봄에 갈증을 느꼈다.

내가 넘어다니는 인왕산 자락엔 쑥 하나 돋아나지 않았고, 바위가 부스러진 것처럼 메마른 흙에선 겨우 

아카시아가 악착같이 자라고 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 시골에선 한번도 못 보던 새로운 수종이어서 도무

지 정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나무 그늘에선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아 뻔한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산의 독특한 향기도 없었고 새의 지저귐도 없었다. 문둥이도 만나지 못했다. 몰

래 나무를 해 가다 들킨 여자들은 틀림없이 현저동 여자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느꼈다.

통학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귈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때마다 동무보다는 시

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도 이상했다.

나는 산도 들과 마찬가지로 무진장한 먹을 것을 생산한다고 믿었고, 아이들하고 친한 먹을 것은 역시 나

무 위보다는 그 그늘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 우리 시골 동산엔 소나무도 있었지만, 밤나무, 오리나무, 도토

리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갈잎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가을이면 집집마다 겨울 땔감으로 마당에다 

집채만한 갈잎가리를 몇 동씩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 많은 잎들을 박박 긁어내지는 못하는

지 해마다 쌓여 썩은 흙은 부드럽고 습기 차 온갖 풀과 나물과 버섯과 들꽃을 키웠다. 물론 다 쓸 만한 풀

만 자라는 건 아니었다.

뒷간 모퉁이에서 뒷동산으로 난 길엔 달개비가 쫙 깔려 있었다. 청아한 아침이슬을 머금은 남빛 달개비

꽃을 무참히 짓밟노라면 발은 저절로 씻겨지고 상쾌한 환희가 수액처럼 땅에서 몸으로 옮아오게 돼 있

다. 충동적인 기쁨에 겨워 달개비잎으로 피리를 만들면 여리고도 떨리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동산으로 진입하기 전 등성이의 풀숲은 아이들 머리통이 겨우 남실댈 만큼 극성스럽게 자랐다. 

그런 풀숲에서 벗어 놓은 뱀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허물도 있었지만, 혹시 

산 속의 신선이 내려왔다가 뒤가 마려워 끌러 놓은 허리띠가 아닐까 싶게 새하얀 바탕에 무늬가 섬세한 

허물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처를 두릿두릿 인적을 찾을 적도 있었다. 실상 신선이 살 만큼 거하거나 

수려한 산도 아니건만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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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허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걷어 가야 했다. 뱀 허물을 옷장 속에 간직하면 재수가 좋다는 미신이 우

리 마을엔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산나물이나 버섯보다 더 환영을 받았다. 잘 자란 풀밭엔 으레 날

카롭게 날이 선 고약한 풀이 숨어 있게 마련이어서 뱀 허물을 얻는 대신 종아리를 난도질당하는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뒷동산은 아기처럼 부드럽고 만만하면서도 신비와 생명력이 넘치

고 있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걸.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 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

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너무 큰 가장귀를 꺾으면 산림 감독이 뛰어나와 아이들 손목을 비틀어 비명을 내지르게 했다. 그런 애들

도 주로 못 사는 현저동 아이들이었다. 세 끼 밥만으로는 온종일 입이 궁금할 나이이기도 했지만 감독에

게 들켜서 도망다니고 야단맞는 재미에 더 그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꽃들이 

넝마처럼 시든 아카시아 가장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

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

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

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 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 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

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초가을부터 엄마가 다시 집에서 삯바느질을 하기 시작한 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방에 있

겠거니 생각만 해도 산을 넘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 엄마한테 들어오는 바느질거리는 거의가 노랑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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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분홍 자주 초록 남색 등 곱고 진한 비단이어서 우중충한 방 안을 딴 세상처럼 화려하게 만들었다. 겨

울 방학이 지나고 음력 설이 임박해지자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바느질거리가 밀렸다. 그럴 때 엄마는 자

신의 시름도 달랠 겸 잠도 쫓을 겸 옛날 얘기 하나 해 줄까 하고 나에게 말을 시켰다.

엄마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혹 팔아먹은 얘기, 단 방

귀장수 얘기, 콩쥐 팥쥐, 장화 홍련 등은 할머니한테도 여러 번 들은 거였지만 엄마한테 들으면 새 맛이 

났다. 엄마는 그 밖에도 모르는 이야기가 없었다. 박씨부인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수호지, 삼국지 등 내 

나이엔 어려운 이야기까지 엄마는 내 수준에 맞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도 박씨 부인전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몇 번씩 졸라서 또 듣곤 했다. 처음엔 심심풀이삼아 자

진해서 해 주던 이야기에 내가 흠뻑 빠지자 엄마는 “이야기를 바치면 가난하다는데.”하고 걱정을 하면서

도 못 이기는 척 다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했다. 

세상에 우리 엄마만큼 삼국지를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엄마가 “옜다 조조야, 칼 

받아라.” 하면서 그 동작까지 흉내내느라 바느질하던 손을 높이 쳐들었을 때 엄마의 손 끝에서 번쩍이는 

바늘 빛은 칼빛 못지않게 섬뜩하고도 찬란했고, 나는 장검을 휘둘러도 시원치 않을 우리 엄마가 겨우 바

느질 품밖에 못 파는 게 안타까워 가슴 속에 짜릿하니 전율이 일곤했다.

가장 궁핍했던 시절 엄마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 것은 사실이나 나쁜 영향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학교 다니는 동안 동무 없이도 심각한 불행감 없이 그 외톨이 상태를 거의 즐기다

시피 했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그런 건방진 능력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훗날 돌이켜보며 해 본 공 없는 생각이다. 육 년 동안 서울에서는 드물게 산을 넘어 통학을 하면서도 무

섭다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고 어쩌다 길동무가 생기는 경우도 서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귀찮아서 혼자 다니는 걸 그중 편하고 자유롭게 여겼다.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었다

는 것도 이야기에서 촉발된 공상하는 재미 때문이었는데 그 또한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텍스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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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스테이지>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

작성자/사회자 박혜진 문학평론가

참여자 박상영 작가, 임솔아 작가

(1) 사회자 인사

안녕하세요. 2019 문학주간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학평

론가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서 Z세대에 대한 분석과 그들이 만들어 가는 문

화적 변화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걸 느낍니다. Z세대를 특정하는 요소들로 여러 가지가 꼽

히는데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넘어서는 ‘마이사이더’ 개념이라든지, 의미 없음을 지향하는 ‘무민

(無·mean)세대’라든지, 소비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행사하는 Z세대에 갖가지 규정들이 앞 다투어 등

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구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또는 Y세대

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속한 세대를 설명하는 규정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워라벨, 

N포세대, 혼밥 혼술을 좋아하는 횰로족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의 출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규정

하고 또 규정받습니다. 규정은 언어화, 개념화되지 않은 현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집단 공통의 화두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한편 이런 ‘규정’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거기 속

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소외와 배제라는 폭력의 기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오늘 저희

가 나눌 이야기도 이러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인종/장애/퀴어 등 외부의 ‘규정’으로 인해 발생

하는 제약과 불합리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 소설 2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편의 소설은 각각, 올 6-7월에 소설을 발표한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임솔아 작가의 『눈과 

사람과 눈사람』입니다. 

• 임솔아 작가님 소개 : 임솔아 작가님은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이후 

2015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에 장편소설 『최선의 삶』이 당선되었습니다. 시집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

람들』이 있고, 이 시집으로 2017년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해 시와 소설 두 부분에서 모두 성취를 보이고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박상영 작가님 소개 : 박상영 작가님은 2016년 문학동네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 이어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까지 등단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권의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2019년 「우럭한 점 우주의 맛」으로 젊은작가상 대

상을 받았습니다.

(2) 두 분 소설가 인사

두 분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 상황에 설렘을 느끼는 게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출판사

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다 보니 두 분과 각각 업무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두 분 작가님에 

대한 첫인상은 무척 달랐고 언뜻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 작가 스테이지
    - 기획형
    사전 질문지 예시



174 ●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문학주간 2019 백서

하지만 오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두 분 소설을 함께 읽어 보니, 달라 보이는 표면 아래 심연에서 만

나는 지점이 분명이 있더라고요. 작가님들에게도 이 조합이 주는 의외성, 그러면서도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이하게 된 소감을 포함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통)

(3) 소설가 두 분과 인트로 대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대화의 주제가 ‘함부로 규정 불가능한’입니다. 모종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는 문학의 공통적인 혹은 근원적인 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모

든 소설은 함부로 규정되지 않기 위한 분투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동시대에 가해지는 

‘폭력으로서의 규정’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눈과 사람과 눈사람』의 경우 인물의 상태를 규정하려는 사람들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인물들

의 반동이 눈에 띄는 작품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역시 관계에 대한 세간의 규정들로

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관계들을 드러낸 작품이었고요. 소설을 쓰실 때 ‘규정’이라

는 문제, 혹은 화두를 염두에 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정 불가능’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이 주제가 내 작품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평소 이 주제에 대해 갖고 있던 질문이나 문제

의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통)

(박상영) 작가는 판단하고 규정하는 동시에 판단되고 그 자신 역시 판단되고 규정당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작가에게 규정이란 뗄 수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강력하게 묶여 있으며 때로는 의

무이자 권력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굴레가 되기도 할 텐데요. 이를테면 박상영 작가님의 경우, 인터넷

에서 작가님을 검색하면 등단이나 출생, 학력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퀴어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

는 ‘규정’이 전면에 나옵니다. ‘내가 쓰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상황을 문학적 방법으로 삼았던 작가는 

많지만-이상이 대표적이겠지요-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야기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감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고 

싶어요.

(임솔아) 임솔아 작가님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시집 출간 이후 한 인터뷰에서 (경향신문 

인터뷰) 24살에 시를 처음 읽어 보기 전까지 글을 장르별로 나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어떤 형태에 어울릴지 몰라 시로도, 소설로도 써 봤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무엇도 시가 될 수 있고, 무엇도 소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더 

공감하며 기사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장르적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작가님의 글쓰기에, 혹은 

시 쓰기와 소설 쓰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규정과 작가님의 관계가 여전히 느슨한지 

그렇지 않은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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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자 질문과 소설가 두 분의 대화 시간

대화_소설에 대하여

(임솔아) 먼저 각각의 작품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솔아 작가님의 『눈과 사람과 눈사람』

은 8편의 단편을 묶은 소설집입니다. 8편 중에서 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했던 작품은 표제작이기도 

한 「모래로 만든 눈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연대자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는

데요, 최근에 피해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피해자성’에 대한 규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주목받

았지만 연대자들을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아주 중요

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에는 모두 4편의 소설이 연작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소설을 열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것이 「재희」인데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재희와 나의 

관계는 그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는 명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성애자인 재희와 동성애자인 나의 

동거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느 남녀 연인의 동거처럼 보이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극중 “나”의 표

현을 빌리면 “전적으로 우리 둘만의” 관계인데요. 작가님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

적 지향성은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상식적 규정’들을 전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처럼 보이기도 합니

다. 이렇듯 동성애라는 조건을 네 번에 걸쳐 변주하고자 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 소설을 읽고 

‘동성애’에 대해 먼저 질문하는 것부터가 규정에 갇혀 있는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임솔아) 「딸에 대하여」를 읽고 나면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던 광장과, 딸 커플과 엄마, 그리고 엄마가 

돌볼 작정으로 요양원에서 데리고 온 할머니가 함께 살던 집이라는 공간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눈과 사람과 눈사람」을 읽고 나면 병원이라는 공간이 잔상에 남습니다. 수록된 작품 중 「병원」의 마지

막 장면은, 실제로 윤동주의 시 「병원」을 변용해 쓴 것임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소설집 

전체가 「병원」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윤동주 시 「병원」의 마지막 

문장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은 

모른다”라는 문구에서서 드러나는 절망과 고립을 편편의 소설에서 느꼈기 때문인데요, 정상에서 벗어

난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번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을까요?

(박상영) 앞서 병원이란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도 방콕이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주인공처럼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도시는 인간 욕망의 반사물이고, 욕망

을 추동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랑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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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공간이 작가님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무엇을 자극하고 또 어떤 것을 반영하게끔 하는

지 궁금합니다.

(임솔아) 「추앙」이라는 작품은 ‘시적 허용’이라는 명명이 묵인하고 방조한 폭력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이

었습니다. 「추앙」은 2011년 작가가 습작생이던 시절 경험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2016년 ‘#문단 내 성

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을 때 작가님께서 잡지에 이 소설을 발표하며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

놨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문화예술계 전체의 미투 운동으로 옮겨갔고 성 감수성과 인식

체계를 변화시키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말미에도 쓰신 것처럼 ‘논픽

션’ 형태의 글로 쓰려던 고민을 접고 애초 발표한 그대로 수록하셨는데요, 이 고민에 대해 조금 더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임솔아) 「추앙」은 성폭행 피해 당사자로서 처음으로 쓴 글이라 하셨습니다. 피해자로서의 목소리가 글

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 역시 공감하는데요, 이와 같은 글쓰기가 작가님

에게 진실을 침묵하고 있던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또 작가로서 어떤 의미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상영) 박상영 작가의 소설은 울고 웃으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게 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종류의 글쓰기로 바뀌어 종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한해 말하자면, 그 전환의 핵심에는 글쓰기, 그중에서도 ‘소설쓰기’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쓴 소설들이 재희와 내가 보냈던 밤들과 썩 닮아 있단 생각을 했다.”(「재희」)라는 말처럼 규정될 

수 없는 재희와의 관계는 규정할 수 없는 나의 글쓰기, 즉 소설로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영’이자 모든 

다른 ‘영’에게 소설이라는 글쓰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현대의 ‘소설’ 개념

이 작가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대화_ 소설 이외

(공통) 두 분 모두 확고한 개성으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들은 어떤

지, 반응들이 작품을 쓰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통) 출간 이후에 작품과 자신을 향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단의 규정이나 

독자들의 규정들에 대해 작가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공통) 두 분 모두 소설로서는 두 번째 책입니다. 데뷔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작품입니

다. 이번 작품을 통해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스스로

의 평가도 같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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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객과의 대화

대화_소설에 대하여

두 작가님들과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역시 두 분 작가님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준비해 온 질문, 오늘 대화를 들으며 생겨난 질

문, 혹은 이야기해 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작가들 마무리 인사

두 작가님들, 오늘 여기 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7) 사회자 엔딩

박상영, 임솔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나누어주신 두 작가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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