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문화재단은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창립되어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공익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문화비전을 심어주는 것,
대산문화재단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21세기 문학의 窓
대산문화재단 www.daesan.org
● 창작문학 창달
대산문학상, 대산창작기금, 대산대학문학상
●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외국문학 번역지원, 국제문학교류
● 장학 및 청(소)년리더 육성 사업
대산청소년문학상
대학생동북아대장정
● 기획사업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서울국제문학포럼, 동아시아문학포럼
● 기타 문화창달사업
책사랑운동, 학술문화행사 지원
문학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홍보출판사업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Tel. 02-725-5417/8 Fax. 02-725-5419
E-mail : daesan@dae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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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문화재단은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출연으로 창립되어
국내 최대의 종합문학상인 대산문학상 시상을 비롯하여
대산창작기금, 대산대학문학상,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외국문학 번역지원, 국제문학교류, 대산청소년문학상, 대학생동북아대장정,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서울국제문학포럼, 동아시아문학포럼,
기획사업, 책사랑운동, 기타 문화창달사업 등의 공익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2011년 보고서 전반
보고서의 의의

The Daesan Found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Kyobo Life Insurance with

본 보고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
화,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the aim of fostering Korean culture and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adhering to the wishes
of its founder, Yong-Ho “Daesan” Shin. The Daesan Foundation is engaged in projects of

보고범위와 기간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Daesan Literary Awards; the Daesan Creative Writing Grants;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대산문화재단의 14개 사업별 현
황 및 주요 성과

the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the Daesan Literary

보고서 문의

Awards for Young Writers; the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East Asia;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Literary Symposium Celebr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the Seoul International

(전화 : 02-725-5417, 팩스 : 02-725-5419, 이메일 : jgm@daesan.or.kr)

Forum for Literature; East Asia Forum for Literature; Movement for Book-Lovers ;various

보고서 온라인 열람

planning activities; and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aesan.or.kr

2010년 보고서와 달라진 점
감사보고서 삽입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9층
907 Kyobo Bldg., 1, 1-ga Jongno, Jongno-gu, Seoul 110-714 Korea
Tel : (02) 725-5417

Fax : (02) 725-5419

http: //www.daesan.org

E-mail : daesan@daesan.or.kr

제20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단이 재무
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되게 운영되었음을 증명함.

각 사업별 집행액 삽입
사업 항목별 집행액 표를 삽입하여 1년간 사업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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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Chang-Jae Shin

지난해 5월에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이 교류하는 큰 행사인 서울국제문학포럼, 그 세 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붕 티베트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비상하라’ 를 주제로 티베트를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를 주제로 열린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지역과 국가간의 경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탐방한 2011 대학생동북아대장정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국제 질서에

있는 세계화 시대에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포럼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

대한 균형감각을 길러주고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습

에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다각도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포함한 14명의 해외작가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31명의 문인들

대산청소년문학상은 문예캠프를 통해 디지털 세대에서 자칫 결핍

이 세계적 문학담론을 펼쳤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포럼은 한국문학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 주는 자리가 되었고, 대

되기 쉬운 인문학적 감성을 길러주는 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래

산문화재단으로서도 새로운 시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재단은 지난 한 해, 서울국제문학포럼 이외에도 우리 문학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제19회 대산문학상을 통해 나타난 중진 문인들의 건재함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고, 이런 현상들은 지금 현역에서

의 청소년들이 문학을 매개로 공유하며 자유롭게 교감한 2박 3일간의 추억은 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
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문예창작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문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꾸준히 응원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문학을 이끌고 있는 과거 수상자들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수많은 후배 문인들의 분발을 촉

문학이 문인들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려는 재단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봄에

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첫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을 통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김애란 작가와 제12

는 정호승,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대중들에게 시 낭독의 색다른 재미를 소개하

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윤고은 작가의 활약 등은 대산대학문학상이 한국 문학의 젊은 피를 수혈하는 동맥으

였습니다. 매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미술작품으로 형상화해 온 문학그림전은 아동문학계

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의 두 거장 이원수, 윤석중의 동시, 동화를 주제로 한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展을 서울, 창원, 울산 등지에서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 온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국제문화교류 사업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시인』(이문열 作)이 독일 최고의 명문출판사 주어캄프에서 발간되었고 『엄마를 부탁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발간하는 문학교양지 《대산문화》 는 다채로운 필진, 차별화된 구
성과 기획으로 문학과 대중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신경숙 作)가 일본에서 번역되어 영어권 국가에서 시작된 신경숙 신드롬이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걸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산문학상 시부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作)이 파키스탄에서, 『한국대표민담집』이 몽골에서 각각 출판되는 등 우리문

수상자인 신달자 시인은 “시를 쓴 지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앞으로 더 잘 쓰겠다” 라며 겸손과 함께 식지 않는 열

학을 아시아 국가들에 보다 폭 넓게 소개하였습니다. 한국 작가와 해외 독자들의 만남은 우리 문학에 대한 해외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단 역시 “창립 20주년이 되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우리 문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욱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단의 후원으로 프랑스에서는 고은 시인 낭독회가, 일본에서는 이승우 소설

매진하겠다” 는 다짐을 드립니다. 재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계획과 로

가의 『생의 이면』 출판기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과 소설가의 행사에 많은 현지인들이 참가

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문학과 문화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좋은 평가를 아끼지 않은 것은 앞으로 우리 문학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또 하

분의 변함없는 기대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나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과 함께 호흡하는 재단의 행보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세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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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창립이념 Founding Vision

창작문화창달

민족문화진흥

국제문화교류증진

To foster cultural
creativity

To promote Korea’s
national culture

To furthe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창작문학 창달사업

대산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The Fostering of Literary
Creativity

대산창작기금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

창립목적 Founding Objectives

Principal Activities

of Korean Literary Work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외국문학 번역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국제문학교류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장학 및 청(소)년 리더
육성사업

대산청소년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대학생동북아대장정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

Scholarship and Youth
Leadership Training Projects

East Asia

대산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일으킨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창립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은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익 문화사업을 통하여 문화복지국가 건설에 이

기획사업

바지하고자 한다.

Planning Activities

특별기획사업

Special Planned Projects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Liter ar y Symposium Celebr 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서울국제문학포럼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책사랑운동

Book Lovers Campaign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The Literary Magazine Daesan Culture

학술·문화행사 지원

Support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홍보·출판사업

Publicity and Publication

The Daesan Found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Kyobo Life Insurance Co., Lt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Daesan, Yong-Ho Shin, to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education in
Korea and building up the nation's capital base.

기타 문화창달사업

By supporting public-interest projects intended to foster Korea's national culture and globalize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Korean literature, the Daesan Foundation aims to contribute a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opportunities for all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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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학의 창

대산문화재단 비전 21

Window for Korean Literature in the 21st Century

The Daesan Foundation's Vision 21
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핵심목적 Core Purpose

{

우리 문화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기업출연재단

The most reputable, corporate sponsored foundation in our cultural circle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

}

▲

By enhancing our cultural level and encouraging a more fertile cultural environment to
enable citizens to enjoy a worthwhile cultural life.

우리 문학의 창달과
문화가치 확산

● 핵심가치 Core Value

우리 문학의 수준향상을 통해
문화가치를 높인다.

문화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문화마인드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창의력 있는 아

창조정신
A Creative Spirit

To create a 'cultural mind'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lead us to an era of
culture, and to develop and carry out new ideas

정확한 세무·회계 관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익 문화사업을 수

투명성
Transparency

행하는 공익문화재단의 수범이 됨.

To run the foundation transparently, based on accurate taxation and accounting,
and to carry out public interest projects in a way that is fair and objective

문화지원사업 분야를 전문화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문화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출연자와 출

공익성
Public Inter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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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ing cultural value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Korean literature.

이디어를 개발, 실천함.

연기업의 정신을 구현함.

To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public good, as well as to
embody the spirit of individual donors and donor companies, by providing
specialized and intensive support in the cultural arena

한국문학의
세계화

청소년 육성 및
문화교육

세계인의 서가에 한국문학 작품이

미래의 주역들을 육성하고 문학교육을

자리잡게 한다.

통해 문화비전을 심어준다.

Bringing works of Korean
literature onto the world's
bookshelves.

Fostering a cultural vision
through literary education
in the minds of the nation'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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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산문화재단의 1년
중순

제9회 대산대학문학상 시상식(12일)

하순

제4회 설국문학기행(1차 : 19~22일/2차 : 26~29일)

A Look Back at the Daesan Foundation 2011

1

제9회 대산대학문학상 유럽문학기행(21~31일)

7

월

고은 낭독공감(25일)

월

상순

대학생동북아대장정 참가자 발표(8일)

중순

대산청소년문학상 응모작 예심결과 발표(11일)
황석영 낭독공감(14일)

하순

대산창작기금 수혜자 발표(28일)
대산청소년문학상 문예캠프 및 결과발표(26~28일)

하순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접수 시작(21일)

상순

절정문학회 오리엔테이션(25~26일)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1차 전시 개최(1일)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학생동북아대장정(4~11일)

2

8

월

월

중순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결과 발표(12일)
대산문학상 예심 종료(24일)

하순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증서수여식(25일)
외국문학번역지원 접수 마감(31일)

상순

대산청소년문학상 접수 시작(2일)

중순

《대산문화》 봄호 발간(2일)

3
월

하순

상순

상순

《대산문화》 가을호 발간(1일)

북콘서트 개최(18일)

9

대산문학상 본심 시작(1일)

탄생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기자간담회(29일)

월

영어영문학회 시민강좌 시작(7일)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6일)

중순

길 위의 인문학 - 옥천, 영동(17일)

하순

한강문학축전 기자간담회(27일)

상순

2011한강문학축전(8~9일)

탄생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개최(7~8일)
4

중순

대산-U.C.버클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작(5일)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2차 전시 개최(8~9일) : 한강 선유도공원
10

중순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3차 전시 개최(11일) : 광화문 교보빌딩

하순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4차 전시 개최(12~26일) :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대산문학상 본심 종료(21일)

서울국제문학포럼 기자간담회 개최(3일)

상순

대산문학상 수상작 발표(1일) / NAFC 10기 출범식(4~5일)

대학생동북아대장정 신청 접수 시작(11일)

중순

대산대학문학상 접수 마감(9일) / 전국독서토론대회 본선(12일) /

월

월

상순
5

중순

월

대산대학문학상 접수 시작(1일)

서울국제문학포럼 조직위원회 개최(12일)

11

길 위의 인문학 - 태안, 천리포(14일)

월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24~27일)
하순

대산청소년문학상, 대산창작기금,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접수 마감(31일)

상순

《대산문화》 여름호 발간(1일)

길 위의 인문학 - 합천(11~12일)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5차 전시 개최(17일) : 서울 더 베네치아
하순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6차 전시 개최(22~27일) :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대산문학상 시상식(25일) / 신경숙 낭독공감(29일) /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30일)

외국문학번역지원 접수 시작(1일)
6

중순

대산문학상 예심(17일)

12

월

하순

대학생동북아대장정 1차 추첨(20일)

월

상순

《대산문화》 겨울호 발간(1일)

중순

대산대학문학상 결과 발표(14일)

하순

절정문학회 송년회(27일)
신달자 낭독공감(28일)
외국문학 번역지원 증서수여식(29일)

12

The Daesan Foundation

2011 ANNUAL REPORT 13

언론에 비친 2011년의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학상

Media Coverage of the Daesan Foundation 2011

대산대학문학상

▲ 제19회 대산문학상 번역부문 수상자인 하이디 강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은
중앙일보(2011.11.02)

▲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김애란 작가의 첫 장편 『두근두근 내인
생』을 소개한 서울신문(2011.06.18)

▲ 제2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윤고은 작가의 이효석문학상 수상 소식
을 전달한 한국일보(2011.07.27)

▲ 조선일보에 소개된 제19회 대산문학상 수상자(2011.11.02)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대산창작기금

◀ 2011년 대산창작
기금 선정결과를
소개한 문화일보
(2011.07.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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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파키스탄, 몽골 등지에서 발간된
한국 문학작품들을 소개한 문화일보(2011.04.07)

대산문화

▲ <대산문화> 2010년 가을호에 소개된 「부메랑」으로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윤성희 작가와의 인터뷰를 실은 중앙일보(2011.08.09)

▲ 대산문화 가을호의 기획특집 ‘다시 비평의 자리를 묻
다’에 대해 보도한 세계일보(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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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학교류

대학생동북아대장정

외국문학번역지원

◀ ‘하늘과 맞닿은 세계
의 지붕 티베트에서 가
장 높이, 가장 멀리 비
상하라’를 주제로 7박
8일간 대장정을 펼친
대원들과 티베트의 모
습을 소개한 한국일보
(2011.06.13)

▲ 대산-U.C.버클리레지던스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신간을 펴낸 정영문 소설가와의 인터뷰를 실은
국민일보(2011.09.10)

▲ 2011 외국문학번역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소개한
문화일보(2011.12.27)

한강문학축전

책사랑운동

▲ 2011 한강 문학축전 행사를 소개한 한겨레신문(2011.10.03)

▲ 2011 대학생동북아대장정 발대식 모습을 전달한 한겨레신문(2011.08.05)

탄생100주년문학인 기념 문학제

▲ 오늘날 낭독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2006년부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낭독공감을 소개한 헤럴드경제신문
(2011.12.27)

◀ 문학과 여행이 만나 감동을 배가시키
는 설국문학기행을 소개한 경향신문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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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주제로 탄생 100년을 맞은 문인들을 이야기한 2011 탄생
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에 대해 소개한 국민일보(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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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서울국제문학포럼

창작문학 창달사업
The Fostering of Literary Creativity

▲ 2011서울국제문학포럼 행사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 문화일보(2011.05.24)

▲ 2011서울국제문학포럼의 개막을 알린 한국일보(2011.05.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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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서울국제문학포럼 참석차
방한한 르 클레지오와 이문열
작가의 특별 대담을 실은 조선
일보(2011.05.24)

20

대산문학상

26

대산창작기금

29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창작문학 창달

선정 경과
올해 심사대상작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되거나

대산문학상

공연된 모든 문학작품이었다. 대산문학상은 매년 한국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하
여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부문별 수상작을 단 1편 선정(공동수상이나 가작 없음)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은 항상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더러 곤혹

Daesan Literary Awards

스럽게 되기도 한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르거나(시, 소설 부문), 단심제로 몇
차례의 모임을 거쳐 좁혀진(희곡, 평론, 번역 부문) 수상후보작들은 심사위원들
에게 심한 선택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평론은 만장일치, 시는 심사위원 5명 중 4

사업 개요

명의 찬성으로 수상작을 정하였으나, 소설은 3대 1대 1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

대산문학상은 시·소설·희곡·평론·번역 등 문학의 주요 부문을 망라하는 종합문학상으로 최근 1년 여 동안 단행본으로 발표된 작품 가운데 문
학성이 가장 뛰어나고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에게 주어지는 작품상이다. 대산문학상은 “우리문학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는 종합문학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상을 지향” 하는 것을 상의 아이덴티티와 지향점으로 하여 “세계인이

● 소설 부문 본심 회의

며, 희곡과 번역은 치열한 논의 끝에 3대 2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
은 신진 문인의 활력, 중진 문인의 생명력, 그리고 한국문학의 풍요로운 결실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개성적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 “한국문학을 대표할 만한 성과물로 해외에 소개할 가치와 의의가 있는 작품”, “우
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을 심사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 시상한다. 대산문학상은 발전방안

시

희곡

본심

예심

이강백 : 극작가, 서울예대 교수

송현옥 : 연출가, 평론가, 세종대 교수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소설 부문 상금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08년부터 심사대상을 장편으로 한정하여 심사하고 있다. 또

신경림 : 시인, 동국대 석좌교수

고운기 : 시인, 한양대 교수

김윤철 : 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만희 : 극작가, 동국대 교수

한 수상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낭독회와 문학기행 개최 등 수상작의 홍보와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산문학상 고유의 상패

김승희 : 시인, 서강대 교수

유성호 : 평론가, 한양대 교수

박근형 : 극작가, 연출가

김인환 : 평론가, 고려대 명예교수

최정례 : 시인

와 문장을 사용한 브랜드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해 : 시인

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있는 종합문학상으로서 대산문학상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며, 이에 걸맞은 심사 및 시상 제도의 향상과 디지털

평론

정과리 : 평론가, 연세대 교수

환경에 맞는 수상작 보급에도 노력할 것이다.
소설

김치수 : 평론가, 이화여대 명예교수

성민엽 : 평론가, 서울대 교수

김현자 : 평론가,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원식 : 평론가, 인하대 교수

서경석 : 평론가, 한양대 교수

본심

예심

홍기삼 : 평론가, 전 동국대 총장

권성우 : 평론가, 숙명여대 교수

강석경 : 소설가

박성원 : 소설가, 동국대 교수

번역 (독어권)

박범신 : 소설가

심진경 : 평론가

안삼환 : 서울대 명예교수

최민숙 : 이화여대 교수

최인석 : 소설가

한 강 : 소설가, 서울예대 교수

김선희 : 번역가

카이 쾰러 : 번역가, 한국외대 교수

홍정선 : 평론가, 인하대 교수

이기식 : 고려대 교수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가나다순)

수상작
제19회 대산문학상에는 시부문 신달자 作 『종이』, 소설부문 임철우 作 『이별하는 골짜기』, 희곡
부문 최치언 作 「미친극」, 평론부문 염무웅 作 『문학과 시대현실』, 번역부문 하이디 강, 안소현 독
일어 공역 『Schwertgesang 칼의 노래』(김훈 作) 가 선정되었다.
소설부문 5천만원, 시 희곡 평론 번역부문 각 3천만원씩 5개 부문에 총 1억7천만원의 상금과 양
화선 조각가의 소나무 청동 조각 상패가 시상되었으며, 시와 소설, 희곡 부문 수상작은 2012년도
번역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당 어권의 출판사를 통해 출판, 소개된다.
시상식은 11월 25일(금) 오후 6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19회 대산문학상 수상자와 심사위원

● 대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우)과
소설 부문 수상자 임철우 작가(좌)

20

The Daesan Foundation

2011 ANNUAL REPORT 21

수상작 소개

시부문

『종이』 신달자 作, 민음사 刊   

평론부문

본심에서는 예심에서 선정된 11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며, 김정환의 『유년의 시놉시스』, 신달자의 『종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평론집은 김욱동의 『적색에서 녹색으로』, 문흥술의 『언어의 그늘』, 염무웅의 『문학과 시

이』, 조정권의 『고요로의 초대』, 최영철의 『찔러본다』 등 4권의 시집을 2차 심사에서 논의하였다.

대현실』, 오창은의 『모욕당한 자들의 사유』, 이숭원의 『시 속으로』, 정효구의 『일심의 시학 도심의 시학』, 최현식의 『시

『유년의 시놉시스』 는 시인의 전 생애를 역사의 격랑 속에 투영시키려는 의지가 한껏 발휘된 시집으로, 『고요로의 초

는 매일매일』 등 7권이었다.

대』 는 삶의 온갖 번잡스러움 뒤에서 문득 열린 적요한 명상의 장소로 독자를 초대하는 시집으로, 『찔러본다』 는 삶

2차 독회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최근 경향을 포괄하고 있느냐의 여부, 평론의 방법이나 발휘되는 안목이

에 풍자와 예지가 생기고 자연에 활력이 생기는 마술을 연출하는 시집으로 평가받았다.

섬세하면서도 엄밀한가의 여부, 문학비평이 문학 작품 자체 보다는 어느 특정 사상의 소재로 포섭되는 경우 발생하

결국 3차 심사에서 시인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욱’ 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차라리 ‘비약적으로’ 라고 말하는 게

게 되는 평론의 주관성 등을 문제로 삼아 집중 토론하였다.

나을 정도의 속도로 깊어지는 인식과 농밀해지는 감각이, 그 놀라운 진화의 에너지가 독자를 무척 감동시킨 신달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학의 ‘현장성’ 이 현재 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문제의식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

시인의 『종이』 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모두 염무웅의 『문학과 시대현실』 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하였다.

● 신달자 시인은 1972년 <현대문학>에 「발」 「처음 목소리」 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봉헌문자』 『겨울축제』 『아버지의

● 염무웅 평론가는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 「최인훈론」 으로 등단하였다. 평론집 『한국문학의 반성』

빛』 『오래 말하는 시인』 『열애』 등이 있다.

소설부문

『문학과 시대현실』 염무웅 作, 창비 刊   

『이별하는 골짜기』 임철우 作, 문학과지성사 刊   

『민중시대의 문학』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모래 위의 시간』 등을 발표 하였다.

번역부문(독어권)

『Schwertgesang 칼의 노래』 (김훈 作) 하이디 강, 안소현 共譯   

2008년부터 장편소설만을 대상으로 한 소설부문 본심에서는 예심에서 선정된 10편 중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최인

올해 번역 부문 심사는 『박희진 시선』 등 총 15권의 독어권 번역 작품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이 가운데 1차 심사에서

호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임철우의 『이별하는 골짜기』, 김이설의 『환영』 등 세 작품을 집중 논의하였다.

김선영/베르툴리스의 『시인』 (이문열 作), 하이디 강/안소현의 『칼의 노래』 (김훈 作), 양한주/하이너 펠트호프의 『검은

최인호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는 그가 오랫동안 몰두한 역사소설, 대하소설을 벗어나 우리를 경탄하게 만들었던

꽃』 (김영하 作), 자보로브스키의 『순간의 꽃』 (고은 作), 엘케 골헤르트-정/정형강의 『호질 外』 (박지원 作) 등 다섯 편

초기 소설의 세계로 돌아온 작품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또한 김이설의 『환영』 은 실존적 문제에 지나치

의 작품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게 매몰된 젊은 작가들의 한계를 벗어나 한 개인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굴레의 모습을 속도감 있는 문체로 신

2차와 3차 독회를 거치며 번역의 가독성, 원작의 문화적 가치 및 대표성, 도착어 현지의 반응 및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선하게 그렸다는 장점을 가져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었다.

감안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칼의 노래』 『검은 꽃』 『시인』 등 3편이 최종 논의 대상이 되었다. 『검은 꽃』 은 잘 읽

결국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작품이 보여주는 글쓰기의 진정성은 요즘처럼 소설이 양산되는 시절에 작가가 소중하

히는 번역이지만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과연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가 하는 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다

게 생각해야할 가치라는 점에 심사위원 모두가 생각을 같이하며 작가의 진정성과 특유의 서정적 서사성이 돋보인

소 엇갈렸으며, 『시인』 은 훌륭한 번역이긴 하지만 1차 번역에서 “달포 뒤” 가 “2주 뒤” 로 옮겨지는 등 ‘밑그림’ 이 잘못

임철우의 『이별하는 골짜기』 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그려진 경우가 여러 건 지적되었다.

● 임철우 소설가는 1981년 「개도둑」 으로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장편소설 『붉은 산 흰 새』 『봄날』 『백년여관』 등이 있다.

결국 원작이 비교적 잘 전달된 훌륭한 번역으로 하이디 강과 안소현이 공동 번역한 김훈 원작 『칼의 노래』 가 영예의
수상작으로 확정되었다.
● 하이디 강 번역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남녘사람, 북녁사람』 『현대단편소설선』 등을 번역하여 독일어권에
한국문학을 소개하였다.

희곡부문

「미친극」 최치언 作   
희곡은 1차 심사를 통해 7편의 작품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이시원의 「자라의 호흡법」, 최치언의 「미친극」, 고연

● 안소현 번역가는 『바람과 강』 『현대여성작가단편소설선』 등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몬탁씨의 특별한 월요일』
『바보들』 등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옥의 「주인이 오셨다」, 손기호의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등 네 작품을 가지고 2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자라의 호흡법」 은 동시대의 여러 문제점을 다루면서 무겁지 않게 극을 풀어가는 솜씨가 돋보였으나 구성이 단순하
고 인물들의 동선이 작위적인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는 3개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인이 오셨다」 는 한국사회의 잠재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바
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된 작품이나 후반부에서 극적 구성력과 대사의 리듬과 호흡이 단순해졌다는 평
가를 받았다.
결국 문학정신이 부족하다는 결점이 있지만 내용과 형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작품으로 메타연극의
특성을 잘 보여 주었으며 연극의 유희성을 과시하는 극작술이 돋보인 최치언의 「미친극」 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최치언 극작가는 1999년에 시 「흑백사진」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 2001년 소설 「석탄공장이 있는 시에 관한 농담」
으로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희곡 「코리아 환타지」 「연두식 사망사건」 「언니들」, 시집 『설탕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등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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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 대상작 및 최종 논의작
시

● 제19회 대산문학상 시상식

소설

I 본심 대상작 I

작품

저자

출판사

I 본심 대상작 I

작품

저자

출판사

유년의 시놉시스

김정환

삼인

독고준

고종석

새움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도종환

창비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박형준

문학과지성사

환영

김이설

자음과모음

종이

신달자

민음사

구경꾼들

윤성희

문학동네

터미널

이홍섭

문학동네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문학동네

뺨에 서쪽을 빛내다

장석남

창비

이별하는 골짜기

임철우

문학과지성사

사물들의 큰언니

정진규

책만드는집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고요로의 초대

조정권

민음사

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창비

얼음 얼굴

최동호

서정시학

생강

천운영

창비

찔러본다

최영철

문학과지성사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여백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허수경

문학동네

희곡

평론

I 최종 논의작 I

작품

저자

출판사

I 최종 논의작 I

작품

저자

출판사

주인이 오셨다

고연옥

백성희장민호극장

적색에서 녹색으로

김욱동

황금알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손기호

아르코예술극장

언어의 그늘

문흥술

서정시학

자라의 호흡법

이시원

대학로 마로니에극장

문학과 시대현실

염무웅

창비

미친극

최치언

설치극장 정미소 소극장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오창은

실천문학사

번역

시 속으로

이숭원

서정시학

일심의 시학 도심의 미학

정효구

푸른 사상

시는 매일매일

최현식

문학과지성사

● 대산문학상 집행액
시상금

심사비

운영비

행사비

총액

170,000,000원

50,989,500원

9,614,200원

19,002,840원

249,606,540원

68.1%

20.4%

3.9%

7.6%

Daesan Literary Awards

I 최종 논의작 I

원작

번역서

저자

역자

출판사

칼의 노래

Schwertgesang

김훈

하이디 강, 안소현

Endition Delta

연암소설

Die Schelte des Tigers

박지원

엘케 골세트, 정형강

Bouvier

검은 꽃

Schwarze Blume: historischer roman

김영하

양한주, 하이너 펠트호프

Konkursbush verlag

the final screening process, which transpired for two months beginning in September, the Foundation selected the

시인

Der Dichter

이문열

프리트헬름 베르툴리스, 김선영

Suhrkamp

winning works following review in each genre. The 2011 award winners exemplified the vitality of new writers and the

순간의 꽃

Blutendas augenblicks

고은

자보로브스키

Suhrkamp

staying power of established writers. Dal-Ja Shin won in the poetry category for Papers ; Chul-Woo Im won in the fiction

Candidates for the Daesan Literary Awards included literary works published or performed between August 2010
and July 2011. The initial screening process took place for three months, starting in the beginning of June, and during

category for Farewell Valley ; Chi-Eon Choi won in the drama category for Play of Insanity ; Mu-Woong Yeom won in the
criticism category for Literature and Reality of the Era; and in this year’s translation category, Heidi Kang and So-Hyun
Ahn won for Schwertgesang (Song of the Sword) by Hoon Kim.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winners were selected from
all five categories. The winners in each category received a plaque, and the prize winner in fiction was awarded 50
million KRW. The winners in the other categories were awarded 30 million KRW. The prize money totaled 170 million
KRW. Winning works from the poetry, fiction and drama category will be translated through the Translation Grants
2011, published into one of the major languages through a publishing company of the target language, and introduced
to readers. The awards ceremony was held at 6 p.m. on Friday, November 25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in the
Korea Pres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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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문학 창달

수혜작
한국문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신진 문인의 ‘발굴’ 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 2011년 대산창작기금 심사는 5개 부문에서 총 9명을 수혜자로 선정하였

대산창작기금

다. 이들에는 각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의 지원금과 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주어지며 1년 이내 해당 작품을 출판, 발표하게 된다.
수혜작들은 최종심 단계에서 탄탄한 구성과 문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그 위에 저마다의 개성을 조화롭게 펼쳐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 해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이들의 다음 활동을 기대케 했다.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수혜작에 대한 지원증서수여식은 8월 25일(목)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수혜작은 다음과 같다.
부문

성명

작품명

선정 사유

박성준

「샴」 등 총 64편

최근 시적 경향에 물줄기를 두고 있으면서도 휩쓸리지 않고 경험적 사유를 감각적으로 풀어냄.

임경묵

「과(果)를 새기다」 등 총 51편

높은 가독성과 시의 본원적인 것을 되새김 하는 태도가 돋보임.

한세정

「태양의 과녁」 등 총 50편

미적 모더니티를 포함하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함.

김유진

「여름」 등 총 7편

탄탄한 구성과 문장으로 안정감을 주며 이미지를 다루는 솜씨가 탁월함.

오성용

「기다려 데릴라」 등 총 8편

쓰고자 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재료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끌어냄.

희곡

최원종

「블루하츠 The Blue Hearts」 등 총 5편

희곡 텍스트와 실제 무대의 간극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보여줌.

평론

복도훈

「다른 세계로부터 배우기」 등 총 8편

SF문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를 사유를 보여줌.

강지인

「목욕탕에서」 등 총 50편

일정한 작품 수준이 기본이 튼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함.

오시은

『멍 지우기』

뛰어난 구성력과 치밀한 심리묘사가 힘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감.

사업 개요
대산창작기금은 신진 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역량 있는 문인들을 발굴하여 한국문학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매년 2월 말 ~ 5월 말까지 응모작을 신청 받으며 7월 말에 결과가 발표된다. 응모 부문은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부문으로 미등단 혹은 등단 10년 이하의 문인들만 지원 가능하다. 수혜자에게는 지원금 1천만원과 함께 작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주어진
다. 1993년 이윤택 극작가부터 2011년 오성용 소설가 까지 많은 문인을 지원, 발굴해 온 대산창작기금은 한국 문단의 새로운 얼굴들에게 보다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 출판사와의 협업 등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소설

아동문학

● 대산창작기금 집행액
지원금

심사비

운영비

행사비

총액

90,000,000원

13,343,500원

4,471,000원

1,140,200원

108,954,700원

82.6%

12.2%

4.1%

1.0%

● 수혜자와 심사위원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선정경과
2011년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3백56건이 신청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 부문에 167건, 소설부문에 76건, 희곡
부문에 16건, 평론부문에 12건, 아동문학 부문에 85건이 접수되었다. 전체 접수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시, 희곡, 평론 부문의 신청작이 소폭
증가하였다. 지원신청자들은 책 1권 분량의 발표되지 않은 작품과 지원신청서, 작품소개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였으며 심사는 부문별로 2~3인의 중
진 문인들이 참여하여 6월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진행하였다. 2011년도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시(시조)

박주택(시인, 경희대 교수), 이상국(시인), 조용미(시인)

소

설

성석제(소설가), 오정희(소설가), 최수철(소설가, 한신대 교수)

희

곡

장성희(극작가, 서울예대 교수), 홍원기(극작가, 연출가)

평

론

김종회(평론가, 경희대 교수), 전영태(평론가, 중앙대 교수)

아동문학

김용희(아동문학평론가), 박두순(아동문학가, 동시인), 원유순(동화작가)

Grants from the Daesan Creative Writing Fund are designed to help develop the wide range of creative writing genres
and to strengthen Korean literature by discovering and fostering talented new writers. Grants are given to writers who
have been active for less than ten years in each of the five categories of poetry, fiction, drama, criticism, and children’s
literature- their works are collected, the beneficiaries chosen. In 2011, 356 works were proposed and several prominent
writers evaluated each category. As a result, nine writers including Seong-Yong Oh and his book, Wait for Me Delilah,
received awards in five categories, representing award money totaling 90 million KRW; each winner was awarded 10
million KRW and gained all rights (including copyright) to their respective works. The winning authors are obligated
to use their award money to publish and present their award-winning works within a year. Certificates for the awardwinning works were presented in a ceremony in the Convention Hall on the 23th floor of the Kyobo Building on August
25. In order to broaden support for beneficiaries, the Foundation intends to increase funding gradually and to publish
award-winning works in a series format. In 2011, six books that had received funding including two poetry works, two
dramas, one literary criticism book, and one children’s book were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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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창작기금 지원을 받아 2011년 출간된 책들

시동라사
김은성 지음, 지안 펴냄

창작문학 창달

2010 대산창작기금에서 「연변엄마」를 통해 한

2004년 등단 후, 7년만에 대중에게 선보이는

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신인답지 않은

송진권 시인의 첫 시집이다. 향토적이고 서정적

극 창작 스타일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들은 김

인 분위기 이면에 생 자체의 질서와 리듬의 아

은성 작가의 첫 희곡집이 발간되었다.

름다움을 담아내는 시인만의 독특한 문법이 시

작가는 서른 살의 나이에 연극계에 데뷔 후 줄곧

집 곳곳에 드러난다. 「지탄」 「이으으으응」 과 같

서정적인 리얼리즘을 구현해 왔다. 한국사회가

은 시를 통해 독자는 웃음을 짓는 한편 슬픔

가진 역사적 모순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면서

역시 자명한 세계의 리듬이라는 진실을 발견하

도, 그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까지도

게 될 것이다. 목적도 면목도 보상도 없는 태연

따뜻이 보듬어 주는 작가의 시선은 1980~1990

한 삶의 리듬 중 하나로 슬픔을 관망하는 시인

년대 우리 문단을 사로잡은 리얼리즘 소설이 현

의 태도가 독자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어준다.

대극으로 부활한 듯한 느낌까지 안겨준다. 대산

삶의 구체성이 잘 숙성된, 농익은 서정적인 문

창작기금 수상작 「연변엄마」, 신춘문예 수상작
「시동라사」 와 더불어 「순우삼촌」 「죽도록 죽도록」
「찌질이신파극」 등 5개의 대표작이 수록됐다.

자라는 돌
송진권 지음, 창비 펴냄

법이 돋보이며 전통을 아우르는 현대적인 감각
이 참신했다는 평을 들으며 2009년 대산창작
기금을 수혜하였다.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사업 개요
재단은 대학생 특유의 패기 있고 실험정신 넘치는 문학 작품 발굴을 통해 우리 문학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교보생명의 후원을 받아 대산대학문학상을 실시하고 있다. 창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산대학문학상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동화 등 6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매년 9월초 ~ 11월 중순이며 12월 말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봄날은 간다
최창근 지음, 이매진 펴냄

2006년 계간 ‘문학동네’ 로 등단한 시인의 첫

작가 최창근의 첫 희곡집. 무대에 올린 자신의

시집. 기계와 첨단 문명 속에서 원시적인 본능

평론가 등 출신 작가 들이 현재 한국문단의 젊은 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윤고은 소설가는 제12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작품 중 직접 가려뽑은 작품들을 데뷔 10년만에

을 읽어내고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상상력이 범

되기도 하였다.

묶어 냈다. 무대 위의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들에

상치 않다는 평을 들으며 2009년 대산창작기

대한 아쉬움과 문학적 기능이 축소된 희곡에 대

금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집은 철가면, 오

한 안타까움을 매개로 출판된 이번 희곡집에는

함마, 불발탄, 우라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단

의 가장 확실한 문학 등용문으로

「봄날은 간다」 「서산에 해 지면은 달 떠온단다」

단한 시어들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자리 잡은 대산대학문학상은 디지

「13월의 길목」 등이 실려 있다. 본 작품 외에도 각

본인이 최종병기시인 훈련소에 소속된 훈련병

작품마다 곁들여져 있는 공연 사진, 공연 정보,

이라고 밝히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막강

작품 노트, 공연 리뷰를 읽는 재미가 적지 않다.

한 무언가가 우리 시단에 등장한 적이 있었나

고 대중들에게 수상자와 수상작들

행간의 여분이 주는 상상력과 수사의 아름다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남북분단, 군복무, 실업

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등 현대 한국사회의 모습에서 태어난 또 하나

SNS 홍보, 수상작 E-BOOK 출간

이 돋보이고 무엇보다 다른 작품들과 ‘다르다’ 는
이유로 2008년 대산창작기금 수혜작으로 선정
되었다.

수런거리는 시,
분기하는 비평들
김문주 지음, 서정시학 펴냄

대산대학문학상 1회 수상자 김애란 소설가, 2회 수상자 윤고은 소설가, 4회 수상자 김지훈 극작가, 4회 수상자 정한아 소설가, 5회 수상자 강동호

생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을 지닌 극

방독면
조인호 지음, 문학동네 펴냄

의 아방가르드 작품이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학생들

털세대인 대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6회 김달진문학상 젊은평론가상을 수상한 김

2010년 동시 「긴 말 짧은 말」 로 제8회 푸른문

문주 평론가의 두 번째 문학평론집. 지난 4~5년

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한 아동문학가 이정

간 발표해온 문학평론을 총 4부로 나누어 엮었

인의 첫 번째 동시집.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다. 저자에게 사유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시와

수록된 「남자들의 약속」 을 비롯한 45편의 동

시인, 그리고 비평들에 대해 차분히 성찰하고 있

시가 실려져 있다. 어른만큼이나 각박한 아이들

다. 어떤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한국시

의 일상과 갈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

단에 일고 있는 미학적 변화의 의미를 원론적으

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답답하고 지

로 추적하면서 비평계의 양상을 정리하고, 균형

루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가족 간의 사랑을 은근

제10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작 선정을 위해 9월 1일(수)부터 11월 9일(수)까지 공모한 결과 총 793명의 응모작을 접수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 부

감 있게 분석을 밀고 나간다는 평을 들으며 2010

하게 일깨우고 있다. 생활세계에서 포착한 동심

문에 258명, 소설 부문에 361명, 희곡 부문에 74명, 시나리오 부문에 46명, 평론 부문에 24명, 동화 부문에 30명이 응모하였다. 재단은 부문별 심사위원

년에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되었고 시적 상상력을 통

남자들의 약속
이정인 지음, 푸른책들 펴냄   

해 사실성을 참신하게 구현하여 2010년 대산창
작기금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 시상식 모습

선정 경과

을 1~3명씩 위촉하여 작품성, 문장력, 참신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부문별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시

고형렬(시인), 김소연(시인), 이윤학(시인)

시나리오

이정향(영화감독)

소설

김숨(소설가), 김종광(소설가), 조경란(소설가)

평론

진정석(평론가), 최원식(평론가, 인하대 교수)

희곡

최진아(극작가, 연출가), 최창근(극작가)

동화

김이구(동화작가), 선안나(동화작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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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예심 및 본심 수상자에게는 상금 5백만원과 해외문학기행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2012년 1월 10일(화) 광화문 교보빌딩 교보컨벤션홀에서 시상식
이 개최되었다. 1월 24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진행된 해외문학기행에서 수상자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를 방문하여 각종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재단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마련된 독일 작가 페터 슈나이더와의 인터뷰, 프랑스 프로방스대학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교
류는 수상자들의 문학적 안목을 세계로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10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문

성명

소설

조우리

희곡

김경민

평론

윤재민

시나리오

강서현

동화

이진하

학교 및 학년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4학년

작품명
「개 다섯 마리의 밤」

안정적인 문장, 구조, 내용을 바탕으로 어딘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주는

압축과 상징을 통해 암담한 현실의 공간을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섬」

환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킨 상상력이 일품임.

「힙스터의 정치학

‘88만원 세대’ 와 ‘강남 좌파’ 사이의 빈 공간을 포착하는 예민한 시대 감각과

4학년

-그녀에게 쇼파르를 허(許)하라」

이를 자기식으로 개념화하려는 패기를 높이 살 만함.

영미문학 4학년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4학년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독특함이 오랜 여운을 남김.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

선정 사유

「블랙아웃」

「우유도둑」외 1편

지문의 문장력이 좋고 세밀하여 읽는 내내 상황과 공간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며
끝까지 호기심과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함.
평범하고 사소한 소재이지만 문체의 힘과 구성의 묘미를 맞물려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작가의 재능이 두드러짐.

● 대산대학문학상 집행액
시상금

심사비

홍보비

운영비

문학기행비

총액

30,000,000원

10,921,000원

20,845,000원

1,360,570원

23,456,375원

86,582,945원

34.6%

12.6%

24.1%

1.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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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39

외국문학 번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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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학 교류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The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jointly sponsored by the Changbi Publishing Company— was
initiated to stimulate literary activities across college campuses and to uncover promising new writers. Works written
by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Korea or abroad were collected in six categories: poetry, fiction, drama, screenplay,
criticism, and children’s literature, yielding a total of 258 writers in poetry, 361 in fiction, 74 in drama, 46 in screenplay, 24

Grants for the Translation·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in criticism, and 30 in children's literature. A total of 793 students submitted works. Committee members were selected
in each category and conducted a screening process. Winners included the following: Woo-Ri Jo (senior at Chungang
University) in the fiction category, Kyung-Min Kim (senior at Chungang University) in the drama category, Jae-Min Yun
(senior at Dongguk University) in the criticism category, Seo-Hyeon Kang (seni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screenplay category and Jin-Ha Lee (senior at Chungang University) in the children’s literature category. Winners
received 5 million KRW and the possibility of going on a literary tour overseas. The awards ceremony was held in Kyobo
Building’s Convention Hall on January 10, 2012 (Tuesday); the literary tour took place between January 24 (Tuesday) and
February 3 (Friday), winners expanding their literary horizons by participating in group-literary programs prepared in
Germany, France,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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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tional Literary Exchanges

한국문학의 세계화

국문학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중국어

방민호(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영어

김성곤(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서태부(Steve Capener, 서울여대 교수)

불어

한대균(청주대 불문학과 교수)

러시아어

독어

김재혁(고려대 독문학과 교수)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송병선(울산대 스페인중남미어학과 교수)

일어

김춘미(고려대 일본연구센터일본번역원장)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손지봉 (이화여대 통번역대 교수)
박상진(부산외대 이탈리아어과 교수)
김진영(연세대 노문과 교수)
김원회(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전혜경(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지원대상작
심사 결과 영어 7건, 불어 2건, 스페인어 1건, 일어 2건, 중국어 4건, 베트남어 4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 우르드어 각 1건 등 총 23건의 지원
대상작이 선정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번역(출판)지원에 19건, 연구(출판)지원에 2건, 출판 지원 2건이다. 이들 작품에는 지원 부문에 따라 5백만

사업 개요

~ 1천5백만원씩 총 2억6천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번역지원 부문에는 김광규, 김사인, 신경숙, 이승우, 임철우, 정복근 등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선양을 위해 우리 창작물의 번역과 연구, 출판 등을 활성화하고 해외에 널리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자장을 넓히
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으로 통합된 이후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어권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한국 문화에 관한 연구,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관련 서적 출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매년 2월 말 ~ 5월 말까
지 응모작을 접수 받으며 지원 사업별로 500만 ~ 1,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2011년도에는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作), 『생의 이면』 (이승우
作)이 일본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해독』 이 중국에서, 『한국대표 민담집』 이 몽골에서 각각 번역·출판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되어 결과를 주목케 하였다. 또한 연구(출판)지원 부문에는 『머나먼 쏭바강』 내 베트남 전쟁 연구 등이 선정되어 해외에 우리
문학과 역사를 더욱 깊게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에 대한 증서수여식은 8월 25일(목) 광화문 교보빌딩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지원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번역·출판 부문
부문

어권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번역 지원 작품 관리, 해외 출판사와의 협력,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의 장치 마련 등 재단이 펼치는 노력을 통해 우수한 한국문학
이 점차적으로 세계 독자들을 향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영어
(6건)

지원대상자

번역작품

자넷 홍(Janet Hong, 번역가)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하성란 作)

김소라(이대통번역대학원 전임교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신경숙 作)

박윤진(번역가), 크레이그 버트(Craig Bott, 번역가)

몽실언니(권정생 作)

전승희(하버드대 한국학연구원)
케이 더핀(K.E. Duffin,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상임 교열위원)
마은지(번역가), 제프리 카보넨(Jeffrey Karvonon, 번역가)

나는 유령작가입니다(김연수 作)

안선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단국대 석좌교수)

가만히 좋아하는(김사인 作)

이민숙(리옹3대학교 한국어강사)
불어

장-자끄 살공(Jean-Jacques Salgon, 전 라로셀공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2건)

박정열(유럽 언어 연구소 ELRA/ELDA 테크니컬 디렉터)
로익 듀가스(Loic Dugast, 프랑스 Systra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번역
·
출판
(19건)

김동리의 단편소설(김동리 作)
짐(정복근 作)

스페인어

구광렬(울산대 스페인어학과 교수)

(1건)

몬로이 로블레스 클라우디아(Monroy Robles Claudia, 울산대 교수)

일본어

김순희(이대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

한 낮의 시선(이승우 作)

(2건)

한성례(세종사이버대 겸임교수)

태아의 잠(김기택 作)

이연(한국문학번역원번역아틀리에)

오세암(정채봉 作)

박명애(번역가)

아버지의 땅(임철우 作)

주하(연변대학 한어문화학원 교수)

세한도 가는 길(유안진 作)

중국어
(3건)
이탈리아어

윤병언(번역가)

(1건)

마리아 피치니(Maria Piccini, Centro Italiano Firenze 이탈리아어 강사)

슬픈 게이(채호기 作)

식물들의 사생활(이승우 作)

이춘중(베트남사회과학원동북아연구소 소장)

● 수혜자 및 심사위원

응웬티탐, 판티와잉, 르엉홍 하잉, 응웬티응언(THAM THI NGUYEN, PHAN THI OAHN,

선정 경과

랍스터를 먹는 시간(방현석 作)

베트남어

LUONG HONG HANH, NGUYEN THI NGAN,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3건)

레당환(LE DANG HOAN, 번역가,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과 강사)

2011년 번역지원 선정을 위해 2월 21일(월)부터 5월 30일(월)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결과 영어 14건, 불어 3건, 독어 1건, 스페인어 2건, 일어 5건,

훈 호아 튀 띠엔(HUYNH HOA THUY TIEN,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서동훈(대구대 영상게임과 교수)

중국어 7건, 기타 9건 등 총 41건이 접수되었다. 재단은 지원신청자들로부터 일정량의 번역 원고와 지원신청서, 번역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

삼국유사
누군가를 위하여(김광규 作)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이상권 作)

김세원, 이리나 베셀리노바 우주노바, 아네타 루메노바 디리트로바, 파블리나 토도로바 플

였다. 심사는 어권별로 1~2인의 중진 번역가 및 외국문학자들이 참여하여 역자의 번역능력, 원작의 우수성, 번역계획의 완성도, 현지출판 가능성

불가리아어

라츠코바, 랄리짜 젤리아스코바 마놀로바(Irina Veselinova Uzunova, Aneta Rumenova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6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하였다. 2011년도 번역지원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1건)

Dimitrova, Pavlina Todorova Plachkova, Ralitsa Zhelyazkova Manolova, 불가리아 소피아

한국전래동화

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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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출판, 출판 부문
부문
연구·출판(2건)

출판(2건)

영어권

어권

지원대상자

대상작품

영어(1건)

양윤선

한국근대소설의 발생(1906-1917)

베트남어(1건)

부티투안(Vu Thi Thuan)

『머나먼 쏭바강』 번역 및 연구

중국어(1건)

박명애

몽타주(최수철 作)

우르드어(1건)

Mashal Books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作)

Blue Stallion 청마 유치환 시선집
유치환 作, 이성일 譯, 美 Homa&Sekey BOOKS 刊   
20세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유치환 시인의 대표 작품들이 번역되어 미국 Homa&Sekey BOOKS 출판사에서 소개되었다. 유치환은 정
지용, 김영랑 등이 중심이 된 인간의 정신적, 생명적 요소를 중시하는 생명파 시인으로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통해 그 안에 뜨겁게
꿈틀거리는 생명의 소용돌이를 간직하는 시들로 주목을 받았다. 이성일 연세대 명예교수가 작품 번역을 맡았으며, 미국 Homa&Sekey
BOOKS 출판사는 『정현종시선집』 『성찬경시선집』 등 한국문학을 미국에 꾸준히 소개하고 있어 유치환 작품에 대한 현지 독자들의 반응
을 기대케 한다.

All the Garbage of the World, Unite! 당신의 첫
김혜순 作, 최돈미 譯, 美 Action Books 刊
언어적 실험, 격렬한 이미지를 통해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드러내는 김혜순 시인의 작품이 『All the Garbage of the World, Unite!』 로 번역
되어 출간되었다. 이 번역서에는 작가의 2008년 작 『당신의 첫』 시집의 시들과 대표작 「맨홀 인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Action Books
출판사는 김혜순 작가와 시들을 언론사와 인터넷 블로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서 좋은 호응을 기대해본다.

● 1차 심사회의

● 2차 심사회의

불어권
Va, Ne te Retourne Pas 돌아서서 떠나라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을 받아 2011년 출간된 책들
어권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기타

작품명

원작자

번역자(연구자)

출판사

이만희의 대표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 「피고지고 피고지고」 「불 좀 꺼주세요」 가 프랑스 Imago 출판사에서 소개되었다. 이만희는 1991년

『Blue Stallion 청마 유치환 시선집』

유치환

이성일

美 Homa&Sekey BOOKS

동아일보에 희곡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1998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민까지 조명하

『All the Garbage of the World, Unite! 당신의 첫』

김혜순

최돈미

美 Action Books

는 이만희의 작품은 대사의 리듬과 힘으로 관객을 매료시켜 왔다. 특히 대표작 「돌아서서 떠나라」 는 영화와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

『Va, Ne te Retourne Pas 돌아서 떠나라』

이만희

김정희·에르베 케르날레겐(Hervé Kernaléguen)

佛 IMAGO

『Der Dichter 시인』

이문열

프리트헬름 베르툴리스(Fridhelm Bertulies)·김선영

獨 Suhrkamp Verlag

『Die Brucke uber den Song Zon Gang 통로』

안수길

안인길, 알리자 발저(Alissa Walser)

獨 konkursbuch Verlag

『La otra cara de la vida 생의 이면』

이승우

윤선미·이강국

西 Ediciones Barataria

『Viaje a Muyin, ciudad de la niebla 무진기행』

김승옥

이혜경

西 Verbum

『On Bin Can 만인보』

고은

오은경

터키 Ürün yayinlari

『生の裏面 생의 이면』

이승우

김순희

日 藤原書店

Der Dichter 시인

『動く城 움직이는 성』

황순원

세리카와 데스요(芹川正樹)

日 日本キリスト 団出版局

이문열 作, Fridhelm Bertulies·김선영共譯, 獨 Suhrkamp Verlag 刊

『母をお願い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안우식

日 集英社文庫

김학철

中 北京大學出版社

계 10여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천재 시인 김병연에 대한 다양한 전설과 설화를 그대로 다루지 않고, 작가

마수드 아샤르(Masood Ashar)

파키스탄 MASHAL BOOKS

나름의 해석과 문체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시 문학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 속 김삿갓의 모습은 예술가로서 고뇌가 담긴

에르덴 수렝 다와삼보(Erdensuren Davaasanbuu)

몽골 Admon

『韓國現/當代經解典解讀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독』
『Bona Aadami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Солонгос ץндэстний ץлгэр домог
한국대표 민담집』

34

이만희 作, 김정희·Hervé Kernaléguen 共譯, 佛 Imago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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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희

다. 프랑스 연극계에서 이만희표 희곡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독어권

전설적인 시인 김삿갓의 생애를 재구성한 이문열의 장편소설이 독일 Suhrkamp에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1991년 초판된 이후에 전세

작가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 90년대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의 대표적인 출
판사 Suhrkamp에서 출판되는 이 소설이 독일에서도 적지 않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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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rucke uber den Song Zon Gang 통로

生の裏面 생의 이면

안수길 作, 안인길·Alissa Walser 共譯, 獨 konkursbuch Verlag 刊

이승우 作, 김순희 譯, 日 藤原書店 刊

안수길의 소설 『통로』 는 1900년대 초의 한 가족사를 리얼리즘 기법을 통해 기술하며 당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제 1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이승우의 『생의 이면』 이 2011년도 스페인 출판에 이어 일본 후지와라 쇼텐 출판사에서 소개되었다. 일본 후

다. 이 작품에는 자전적 요소도 나타나며, 주인공이 세계를 보며 느끼는 심리적인 성장을 그려 독일문학의 성장소설에 속한다. 독일

지와라 쇼텐(藤原書店) 출판사는 현실 세계와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은 시 선집』 『윤동주 평전』 등 한

konkursbuch 출판사는 안수길의 단편소설집 「어떤연애」 외 9편도 출판했던 문학 전문 출판사이다. 번역자 안인길은 안수길의 사촌동생

국 문학 번역서를 출판하고 있다. 2000년부터 서양 구미에서 번역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승우 작품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

으로 안수길의 작품들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공역자 Alissa Walser는 1990년 잉에보르크 바흐 문학대상을 받아 등

을 이끌어낼지 그 결과를 주목할만하다.

단한 독일의 저명한 작가이다.

動く城 움직이는 성
황순원 作, 芹川 正樹 譯, 日本キリスト 団出版局 刊

스페인어권

외래 종교인 기독교와 한국 전통 무속 등을 매개로 인간의 근원적 심성과 의식 세계를 탐구한 이 작품은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인간관계

La otra cara de la vida 생의 이면

의 의미를 잘 살려내어 황순원 문학이 도달한 하나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970년대 한국사회가 안

이승우 作, 윤선미 · 이강국 共譯, 西 Ediciones Barataria 刊

다. 『움직이는 성』 은 황순원의 여러 단편들의 장점들이 잘 녹아있어 일본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 크리스

1991년 처음 출간되어 한 사람의 글에 내포되어 있는 삶의 어두운 면모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감춰지는 지를 섬세하게 그려낸 이승우의

고 있던 샤머니즘 대 기독교 사이의 이율배반 그리고 이러한 이율배반 속에서 앞으로 지식인들이 펼쳐나가야 할 삶의 자세 등을 보여준

트교단출판부는 일본의 건실한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이기에 현지에서의 반응을 더욱 기대해볼만하다.

『생의 이면』 이 스페인어로 번역·출간되었다. 제1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2000년에 프랑스의 Zulma(줄마) 출판사에서 출판되
어 프랑스 최고의 일간지 <르몽드>에도 소개 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번역을 맡은 윤선미는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 도 번역하였던 실
력자이기에, 이번 출판이 프랑스에 이어 유럽 전역에 이승우의 작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母をお願い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作, 안우식 譯, 日 集英社文庫 刊
신경숙의 대표소설 『엄마를 부탁해』 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슈에이사(集英社文庫)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일본 최대 종합출판사 중 하
나인 슈에이사 출판사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한국 대표 문학작품을 계속해서 출간하고 있다. 번역자 안우식
씨는 한국문학 작품 170여편을 번역하여 일본에 알린 한국문학 번역가였다. 그가 지난 12월에 타계하여, 『엄마를 부탁해』 는 그의 마지막

Viaje a Muyin, ciudad de la niebla 무진기행
김승옥 作, 이혜경 譯, 西 Verbum 刊

유작이 되었다. 한국문학의 대표적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 소설이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얻은 호응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1964년 발표한 김승옥의 대표작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Verbum 출판사에서 소개되었다. 『무진기행』 은 섬세하고 치밀한 문체로 한국 현
대 문명사회에서의 한 인물이 일상과 탈일상의 공간에서 겪는 갈등과 억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09년도에 독일어로 번
역되어 출판되었으며, 김승옥의 다른 작품들도 계속해서 미국, 중국, 홍콩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번 출판을 맡은 Verbum 출판사는 한
국문학과 한국 관련 이론서를 많이 출판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더불어 중남미 일부 국가에도 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韓國現/當代文學經典解讀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독
김학철 譯, 中 北京大學 출판사 刊
중국 북경대학교(北京大學) 출판사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을 번역, 해석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이 연구서에는 정지용, 한용운, 김소월,
이상, 박목월, 윤동주, 신석정 등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서는 중국 최고 권위의 북경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한국 대표 문학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

기타어권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n Bin Can 만인보
고은 作, 오은경 譯, 터키 Ürün yayinlari 刊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의 연작시편 『만인보』 가 터키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만인보』 는 고은 시인이 86년부터 역사와 현실
에서 만난 인물 3천여명을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번역을 맡은 오은경 번역가가 그 중 대표 작품 80여편을 번역하였다. 출판사
인 Urun yayinlari는 앙카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통력이 좋아 고은 시인의 작품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Солонгос УндэстнийУлгэр Домог 한국대표 민담집
에르덴수렝 다와삼보(Erdensuren Davaasanbuu) 譯, 몽골 애드몬 출판사 刊
한국문학의 뿌리이자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한국 민담 55편이 『Солонгос УндэстнийУлгэр Домог』 이라는
이름으로 몽골에서 출판되었다. 그 동안 몽골에는 한국의 현대소설이 주로 소개되었던 터라 이번 『한국대표민담집』 은 한국 고대의 문화,
종교, 사상, 문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교육 및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교한 토끼, 우직한 거북이, 신비
한 약초 산삼, 인간과 친근한 귀신 도깨비 등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민담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되어줄 뿐 아니라 한국
을 재인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민담집은 몽골 유명 출판사인 애드몬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으며 이상, 이문열 등을 몽골에 소개하
여 한국 현대문학을 알려온 에르덴 수렝이 번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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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세계화

Bona AADAMI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조세희 作, Masood Ashar 譯, 파키스탄 Mashal Books 출판사 刊
지난 1978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1970년 산업화에서 밀려난 도시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의 양태를 상징적인 언어로 묘
사하고 있다. 이 책은 출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적 필독서로 대접받고 있으며, 우리 문단에서 가장 오래도록 팔린 스테디 베스
트셀러로 꼽힌다. 파키스탄 Mashal Books 출판사는 『한국 현대중단편선』 『당신들의 천국』 『박완서 중단편선』 등 지속적으로 한국현대문
학을 소개하며, 서남아시아권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외국문학 번역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집행액
지원금

심사비

운영비

행사비

총액

288,316,808원

21,795,000원

4,612,000원

5,580,650원

320,304,458원

90.0%

6.8%

1.4%

1.7%

사업 개요
가치 있는 외국의 고전 및 현대문학 등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올바로 수용하여 한국문학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고 번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세
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초역, 해당 언어에서의 직접 번역, 정본의 완역을 기본 원칙으
로 대산세계문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새롭게 개편되는 어권별 우선 번역대상 목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번역대상 목록은 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독자들의 요구
와 시대적 감각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지역·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에 따라 발간되는 대산세계문학총서는 영미권은
물론이고 동유럽, 아랍,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가치 있는 고전 및 현대 작품들을 변화하는 한국어에 맞게 번역 출간함으로써 차별화된

Grants for the Translation·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세계문학전집’ 으로서 자리 잡으며 독서 시장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자문, 운영 및 심사 등에 참여한 올해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Setting its sights 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enrichment of Korean culture, the Foundation
intends to stimulate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our cre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these works

- 권오룡(위원장, 한국교원대 교수, 불문학)

- 정진배(연세대 교수, 중문학)

abroad. After newly unifying the grants into one collective grant called the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 김태환(서울대 교수, 독문학)

- 조규형(고려대 교수, 영문학)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the Foundation awards grants to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 including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Japanese, and Chinese to name a few. The Foundation receives applicant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ranslation (Publication) grant, Research (Publication) grant, and the Publication grant. Selected
works receive between 5 million KRW and 15 million KRW in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funds according
to category. In 2011, 41 projects were submitted, translators and foreign literary specialists conducting the screening

선정경과

process in each language. As a result, nineteen projects were selected in the Translation (Publication) category: six

재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원 요강과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등에 걸쳐 작성한 ‘우선 번역대

translation projects in English including Bluebeard’s First Wife , two in French including the Collective Short Stories

상 목록’ 을 함께 배포했다. 외국문학 번역지원 안내 광고를 주요 문예지 및 학회지 등에 게재하고 6월 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모든 언어권에

of Dong-Ri Kim , one in Spanish titled the Sad Gay, two in Japanese including Perspective at Noon, three in Chinese
including Oseam , and seven other works in other languages. In the Research (Publication) category, the study project
written in English titled “The Rise of Early Modern Korean Fiction (1906-1917): from the Woman inside the Family to the

걸쳐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지원신청 서류는 해당 작품을 일정량 번역한 원고를 비롯한 번역계획서, 번역대상 원작, 참고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였고
접수 결과 영어 20건, 불어 7건, 독어 4건, 러시아어 3건, 중국어 8건, 일본어 11건, 이탈리아어 2건, 힌디어 1건 등 총 56건이 접수됐다. 1차 심사는

Sentimental Man” and two other works were selected. In the Publication category, two works were selected, one work

한국어 구사능력을, 2차 심사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는 운영위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2차 심사

being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Urdu language. The total prize money amounted

는 운영위원과 함께 어권별 전문가가 맡아 수고했다.

to 260 million KRW. A grant-awarding ceremony was held in the Convention Hall of the Gwanghwamun Kyobo Building
on August 25. In 2011, fourteen books that had received translation grants from the Foundation were published abroad:

일본어권

two English books including Blue Stallion, French book Va, Ne te Retourne Pas, two German books including Der

이탈리아어권

윤상인(한양대 교수)
한성철(한국외대 교수)

러시아어권
힌디어권

이상룡(연세대 교수)
이정호(한국외대 교수)

Dichter, two Spanish books including La otra cara de la vida, and seven other books in other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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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세계문학총서
<대산세계문학총서>는 유명 작품들이 무분별하게 중간되거나 상업주의적인 작품만 출간되는 현실에서 숨겨진 명작을 발굴한다는 취지 아래 기
획된 시리즈다. 2001년 제1권 『트리스트럼 샌디』를 시작으로 재단과 문학과지성사가 의욕적으로 기획·출간해온 대산총서는 독자들에게 폭넓은 문
학체험을 선사하고 번역 출판물의 토대 또한 질적·양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재단과 문학과지성사는 이러한 기획 의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의 조화를 지향하되 상업성이 없거나 난해함을 이유로
번역되지 못한 고전 작품들을 발굴, 번역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2010년 하반기에 100권을 돌파한 총서는 올 한해 동안 8종 9권이 출판되어 총 89종 109권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발간된 101권부터
는 기존의 장정을 개선하여 총서의 통일감을 갖춘 더욱 산뜻한 표지 디자인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 2011 외국문학 번역지원 선정자 간담회

2011년에 발간된 <대산세계문학총서>
101 따니아오 호수 이야기
왕정치 지음, 박정원 옮김   

수혜작

중국 신시기 소설 문학의 방향을 제시한 면에서 “중국 현대 문학의 진정한 개척자” 라 불리는 왕정치의 단편집이다. 왕정치를 수식하는

심사결과 영어권에 이윤재 번역의 『번역자』 (레일라 아부렐라 作) 등 영어권 2건, 불어·이탈리아어·중국어·일본어 권에 각 1건 등 총 5개 어권 6
건이 선정됐다. 6건 모두가 국내 초역 작품으로 각 언어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선정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지정번역
제를 통해 우선 번역대상 작품 중 적절한 신청자가 없는 불어권의 『열병』 (르 클레지오 作)에 대해서는 번역자를 물색해 번역을 의뢰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증서와 함께 5백만~8백만원의 번역지원금이 지급됐으며, 번역이 완료된 작품은 사후 심의를 거친 후 문학과지성사에서

이 칭호에는, 문학이 정치의 도구로 강요받던 시기, 문학 아닌 것들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문학의 본류’ 를 견지해온 한 작가에 대한 후
학들의 존경의 마음이 녹아 있기도 하다. 가장 평이한 듯 보이면서도 고도의 섬세함으로 직조돼 있어 번역이 쉽지 않았던 왕정치의 대표
단편 여덟 편이 엄선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심근문학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왕정치는 자기 고향의 짐꾼, 주석 세공인, 가게 주인, 점원, 화
가와 같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평범한 인물들을 둘러싼 풍물과 풍속을 발굴해
중국 민족문화를 새롭게 조명했으며, 삶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인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했다.

<대산세계문학총서>로 출판된다. 지원증서수여식은 12월 29일(목)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2011년 지원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어권

지원자명

작품명

장르

이윤재

The Translator 번역자

(번역가)

Leila Aboulela 레일라 아부렐라

장재영

The Famished Road 굶주린 길

소설

불어권

✽임미경
(서울대 강사)

이탈리아어권

중국어권

『송사삼백수』 는 청대(淸代)의 사학자(詞學者) 주조모가 송대의 대표적인 사작가의 작품을 골라 모은 사선집이다. 『송사삼백수』 의 초간

용과 형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작품을 빼고 283수만을 선정하여 중편본(重編本)을 내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30여

소설
Ben Okri 벤 오크리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이동향 명예교수가 증편본에 실린 283수를 옮기고 주석 및 해석을 덧붙였다. 주조모는 『송사삼백수』 를 편찬할
때, 예술적 형식과 사상 내용을 모두 중시하여 송사의 중요 작가를 고루 선정하고 대표작을 수록했다. 송사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뿐만

La fievre 열병

아니라 기타 송대의 사단에서 활약한 작가들의 작품도 수록하여, 송사의 전반적인 풍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소설
J.M.G. Le Clezio J.M.G. 르 클레지오

윤병언

L'innocente 인노첸테

(번역가)

Gabriele D'Annunzio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차현경

憩園 휴식이 있는 정원

(통번역가)

주조모 지음, 이동향 옮김   

본은 1924년에 간행되었는데, 수록된 작품 수는 서명과 같은 300수이고, 부록으로 13수가 더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후에 주조모는 내

영어권
(문화일보 차장)

102 송사삼백수

소설

103 문턱 너머 저편
소설

에이드리언 리치 지음, 한지희 옮김   

巴金 바진
20세기 이후 미국 현대시단을 대표하는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선집이다. 에이드리언 리치는 가능성의 세계를 꿈꾸며, 변화를 향한

일본어권

박은정
(건국대 강사)

ひかりごけ 반짝 이끼
소설
武田泰淳 다케다 다이준

의지와 연대를 항한 소망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페미니스트 시인으로서 여성의 아픔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제시
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적 본질을 드러낸 리치는, ‘여성’ 의 이름과 위치를 점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부장적 사회의
침묵 속에서 구해내고자 한다. 단정하고 서정적인 정서가 돋보이는 정형시로부터 자유분방한 실험 정신이 엿보이는 자유시, 그리고 서사

✽ 표시된 건은 신청자 중 적절한 지원대상이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번역가를 지정하여 의뢰하였음.

시인의 혜안과 예지가 돋보이는 장시에 이르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무변한 시의 형식도 리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층성을 반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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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충효공원

107 화산 아래서

천잉전 지음, 주재희 옮김  

맬컴 라우리 지음, 권수미 옮김  

역사적 전환기 타이완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타이완의 국민작가 천잉전의 작품 3개를 엮었다. 한국

20세기적 가치들에 질문을 던지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세계와 화해할 접점을 찾을 수 없

나이로 76세가 된 노령의 작가 천잉전이 그의 문학적 신념을 응축해 육화한 소설이다. ‘국가’ 와 ‘이념’ 이라는 외부 기제가 개인의 삶과

었던 작가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술과 함께했으며 그런 자신의 의식과 내면을 표현할 탈출구로 10여 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 작품은

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통일의 본질과 명분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과연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작가는 마치 타이완 현대사의

1938년 11월 2일, 멕시코 축일의 하나인 ‘죽은 자의 날’ 12시간 동안의 기록이지만, 주인공인 전(前) 멕시코 주재 영국 영사 제프리 퍼민의

질곡을 몸에 그대로 새기고 있는 듯한 세 편의 주인공들을 통해, 이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천잉전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

의식을 통해 그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비극적 상황과 스페인 내전의 영향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유럽 사회까지 그리고

과 분단, 전후 힘의 논리와 정치적 억압의 시대, 경제성장과 그 이면, 공동의 가치가 사라진 1990년대의 방황, 타이완의 독립을 바라는 세

있다. 주요 인물들의 황폐한 삶과 이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중독과 파괴에 대한 우울한 초상을 ‘환상에 의한 환상의 방식’ 으로 구성한

력이 점차 주류가 되어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간 타이완이 겪었던 변화가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다.

초현실적인 여정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얼마나 처절히 대항했는지 느낄 수 있다.

105 유디트 / 헤롯과 마리암네
프리드리히 헤벨 지음, 김영목 옮김
성서와 역사, 신화 속 이야기를 특유의 작가적 재능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프리드리히 헤벨의 대표작으로 헤벨의
문학적 역량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수작으로 꼽힌다.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해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 대표적 ‘여전사’ 유디트.
헤벨은 고혹적이면서 위험하고 영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 유디트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했다. 두번째 희곡 「헤롯과 마리암네」

● 외국문학 번역지원 집행액

역시 잘 알려진 성경 속 인물들을 호출하여 서사 속에 감춰졌던 인간 내면의 움직임을 새롭게 드러낸다. 헤벨은 「유디트」 의 서문에서 드라
마란 그 생성의 시기, 즉 가장 진실한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징화될 수 있을 때만 살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긴밀한 극의 구성, 시적인
언어, 세련된 문학적 장치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먼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 독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지원금

심사비

운영비

행사비

총액

72,000,000원

12,568,500원

4,510,000원

314,280원

89,392,780원

80.5%

14.1%

5.0%

0.4%

106 이스탄불을 듣는다
오르한 웰리 카늑 지음, 술탄 훼라 아크프나르 여, 이현석 옮김
구습에 젖은 정형시의 타파를 주장하고, 민중의 비루한 생과 사라지지 않을 정신을 시 속에 담아낸 시전집이다. 그간 발표된 시를 비롯
해 발표되지 않은 시, 시적 혁명이라 불리우는 『이방인』 의 서문까지 174편의 작품이 고루 실려 있으며 특히 ‘한국-터키의 근대 문학 수
용 100년’ 의 해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요한다. 터키 근현대 시문학사의 최첨단에서 이를 수행해낸 시인인 작품은 한국의
이상이나 김수영의 시들과 비견될 수 있으며 그의 시들은 터키의 기존 문학이 시행했던 것들의 무효를 주장하고 입증한다. 대중들의 언
어와 삶을 시에 담고, 범상한 언어로 이루진 일상의 경험과 감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전집은 그간,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터키 시문학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was established to encourage better reception to outstanding works
of foreign literature by introducing superior quality classics and modern works from other countries. The goal of the
grants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terary works translated into Korean, expanding the exchange between Korean

108-109 경화연1, 2

and world literature. Every year the Foundation puts out a new list of superior foreign works targeted for translation.
The targeted works for translation must, of course, exhibit intrinsic literary value, and the Foundation took into

이여진 지음, 문현선 옮김  

ample consideration readers’ demands, as well as the work’s relevance. The screening process selected a total of six

강렬한 사회의식,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면모, 통렬한 사회 비판적 풍자로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이여진

works from five different languages: two English works including Yun-Jae Lee’s translation of The Translator by Leila

(李汝珍, ?~1830)의 대표작이다.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칠 기회가 없었던 당시 사회에 품고 있던 불만, 그리고 꿈꾸던 이상 사회의 모습

Aboulela, one French work, one Italian work, one Chinese work, and one Japanese work. Grant winners were awarded

을 그대로 투영시킨 『경화연』 은 한편으로 저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선계(仙界)와 인간계를 씨실로 삼고 신화와

between 5 and 8 million KRW and a certificate of funding. The completed translations will be published by the Moonji

역사를 날실로 삼아 하늘과 바다, 과거와 현재, 경서와 속담, 시부(詩賦)와 민간놀이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중국 문학의 대작이며 혁신적

Publishing Company under the name the Daesan World Literature Series and offered to the general public. In 2011,

사고와 뛰어난 상상력, 방대한 작품 구성으로 단연 청조 문학의 으뜸이라고 일컬어진다. 열린 마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장면 하나하나

eight books (nine books when including books divided into two parts) that received funding were published by the Moonji

를 떠올린다면, 2백여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ing Company under the name the Daesan World Literature Series . Moonji has published 89 books (109 total
books when considering some books were divided into parts) in all. Starting from the 101st book, Moonji revamped the
series, changing the binding and creating a new sleek cover design that better articulates the spirit of th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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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세계화

고은 시인 프랑스 작품 낭독회 후원
재단의 2010년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을 받아 불어로 번역된

국제 문학 교류

고은 시인의 시집 『속삭임Chuchotements 』 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
원을 받은 『만인보 Dix Mille Vies 』 가 프랑스에서 출판됨에 따라 현
지에서 개최한 작품 낭독회를 후원하였다. 고은 시인 내외와 번역자인

Interational Literary Exchanges

노미숙, 알랭 제네티오가 함께 참가한 가운데 베를랭 출판사 주최로 10
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파리와 남프랑스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
사는 파리7대학 고은 문학 심포지엄, 프로방스대학 고은 문학의 밤, 아

● 프랑스 작품 낭독회에 참석한 고은 시인(좌)

비뇽 시립도서관 고은 시낭송회, 파리 한국문화원 고은 시의 밤 등으로

사업소개

진행되었다.

우리의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가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사업을 자체 기획하여 시행하거나 국내외 대학, 기관, 학회, 출판사 및
언론사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대산-UC 버클리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김기택 시인, 김연수 소
설가, 조경란 소설가 등이 참가하였고 1997년 멕시코 한국문학 심포지엄, 2004,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가 및 작품낭독회, 이동
하 소설가 『Toy City 장난감 도시』 출간 기념 미국 낭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도 장대송 시인이 대산-UC 버클리 한국작가 레
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이승우 소설가 출판 기념회, 고은 시인 프랑스 작품 낭독회 등의 국제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승우 소설가 일본 출판 기념회 후원
제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재단의 2008년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을 받아 일어로 번역된
이승우 소설가의 『생의 이면 生の裏面』 이 일본
후지와라 출판사에서 출판됨에 따라 현지에서 개

대산-UC버클리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역량 있는 신진작가에게 의미 있는 창작 체험의 기회

최한 출판기념회를 후원하였다. 이승우 소설가와

를 제공하고 한미 간의 문학 및 문화교류를 촉진하며

번역자인 김순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가

한국문학의 불모지인 미국에 한국문학을 소개하기 위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도

해 미국 UC버클리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국작가 레

쿄와 교토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출판기념

지던스 프로그램은 올 해 여섯 번째 작가를 파견하였다.

회, 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 호세대 교수와의 대

본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유, 지성, 진보의 산

담, 언론인터뷰(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실로 손꼽히는 UC버클리대에서 한국작가들이 체류하

신문, 교토신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면서 세계 문학계의 생생한 흐름을 몸소 접하고 세계적

대담 내용이 문예지 <간(環)> 2012년 1월호에 수

인 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창작 체험을 갖는

록되고 인터뷰 내용이 해당 언론에 크게 보도되

특별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등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 『생의 이면』 일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승우 소설가(아랫줄 좌측에서 네번째)

참가작가 선정을 위해 재단은 시, 소설, 희곡 등 순수
창작 분야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하의 문인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두 달간 신청을 받았다. 서지문 고려대 교수,
서경석 한양대 교수, 곽효환 재단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 대산-UC버클리 레지던스에 참가한 장대송 시인

선정위원회에서 문학적 업적, 영어 구사 능력, 체류 계획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시인 장대송 씨가 참가작가로 선정되었다.
4월 초부터 3개월간 시행된 프로그램은 영어 교습, UC버클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와 워크숍, 작품발표회, 언론기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거주하는 미국 저명작가들과의 교류, 특별 문화행사 기획, 미국 내 여행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장대송 시인은 미국 체류 및 프
로그램과 관련한 소감을 적은 에세이를 《대산문화》 2011년 가을호 <버클리 통신>란에 기고하였다.
재단은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와 보다 체계적인 참가 작가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

● 2011.11.15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소개된 이승우 소설가

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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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학교류 집행액 : 33,168,652원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The Foundation’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for 2011 are as follows:

장학 및 청(소)년 리더 육성사업

Daesan-Berkeley Writer in Residence Program
The Foundation and U.C. Berkeley, a prestigious university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Scholarship and Youth Leadership Training Projects

collectively ran the sixth Daesan-Berkeley Writer in Residence Program, enacted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provide talented, rising authors with a meaningful writing
experience. The Foundation received applications from literary talent less than fifty years old, who pursue purely
creative fields like poetry, fiction, and drama among others; the Foundation selected poet Dae-Song Jang after
a screening process. The residency lasted for three months, beginning in April 2011. The important parts of the
program included English training, classes in translating Korean, lectures about Korean literature, participating in
literary events off and on campus, engaging in cultural exchange with prominent writers in America, planning special
cultural events, and touring America.

Sponsoring Poet, Ko Un’s Reading in France
The Foundation sponsored a reading of Ko Un’s poetical works Chuchotements and Dix Mille Vies, which were
published in France. Chuchotements was translated through Daesan’s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in 2010, and Dix Mille Vies was translated through a grant provided by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Poet Ko Un and his wife, along with translators Mi-Sug No and Alain Genetiot,
attended the reading hosted by Editions Belin. A symposium, “A Night of Literature,” and a poetry reading among
other activities were held in Paris and other places in southern France- the events started on Thursday, October 20
and continued until Friday, October 28.

Sponsoring the Reception to Mark Seung-U Lee’s Book Launching in Japan
The Foundation sponsored a reception held in Japan to celebrate novelist Seung-U Lee’s The Reverse Side of Life
(生の裏面), which was published by Fujiwara Shoten Press. This book won the 1st Daesan Literary Awards, and it was
translated into Japanese after being awarded the “Grants for Korean Literature Studies Overseas” in 2008. Novelist
Seung-U Lee and translator Sun-Hee Kim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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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Ewha Womans University) attended the reception, and book launching events, question and answer periods, and
media interviews among other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Tokyo and Kyoto starting on Monday, October 17 and
continued until Friday, Octob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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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청(소)년 리더 육성사업

문예캠프
청소년들이 문학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문예캠프는 수상여부를 떠나 문청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학

대산청소년문학상

축제다. 2박3일의 문예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유명 문인들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래 친구들과 문학을 매개로 교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문학수업, 작가와의 대화, 선배 대학생과의 대화, 백일장 등 문예자질계발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최고의 시설과 안전함
을 자랑하는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진행되었다. 문예캠프에 함께하며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조언을 많이 들려준 제19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심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시
소설

이승하(시인, 중앙대 문창과 교수), 이원(시인), 전기철(시인, 숭의여대 문창과 교수)
서하진(소설가, 경희대 국문과 교수), 오수연(소설가), 이순원(소설가), 이승우(소설가, 조선대 문창과 교수)

사업 개요
재단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장차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문예장학사업인 대산청소년문학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산청소년문학상은 전국의 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부문 작품을 공모하여 수상후보자 8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간 문예캠프를 진행한다. 문예캠프에서 개최되는 백일장을 통해 최종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작은 대산청소년
문학상 수상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문예캠프 참가자는 이후 동인 모임인 절정문학회를 통해 문학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며 향후 주요일간지 신춘문
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였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문예창작장학금을 받게 된다. 2012년부터 절정문학회 지원 강화, 문예캠프 프로그램 개
● 이순원 소설가와 함께하는 문학수업

편 등을 통해 대산청소년문학상이 더욱 즐거운 청소년 문화교류의 장으로 새 단장될 계획이다.

● 시상식

● 시 부문 심사

수상자 및 장기장학생
제19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시가 무엇인지 소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만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갖춘 작
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응모작과 문예캠프 기간 동안 치러진 백일장 작품의 접수를 합산하여 결정된 수상자는 시 부문에 이연서(광주 동
신여고 3년), 이연지(경기 운천고 3년), 소설 부문에 권용재(경기 유신고 3년), 김효은(경북 구미여고 1년)이 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19회 대산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들은 『5층 아프리카』(민음사 刊)라는 제목의 작품집으로 묶여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문예캠프 참가자들의 문학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재단이 지원하는 절정청소년문학회는 오리엔테이션, 송년모임 등의 행사를 통해 선
후배간의 결속을 다졌고 매월 실시한 합평회를 통해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였다.
2011년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문예캠프 참가학생들과 심사위원들

금상 ● 6명 / 장학금 1백만원

선정 경과

시부문

중등부 : 장성준(서울 대청중 3)
고등부 : 이연서(광주 동신여고 3) 이연지(경기 운천고 3)

소설부문

중등부 : 정수경(강원 삼척여중 3)
고등부 : 권용재(경기 유신고 3) 김효은(경북 구미여고 1)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시행된 제19회 대산청소년문학상은 2011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중·
고교생(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가운데 문예자질이 뛰어나 소속 학교장(비재학생 청소년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은상 ● 10명 / 장학금 70만원

와 소설 2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시 부문에 648명, 소설 부문에 609명 등 총 1,257명이 응모하였으며 이를 중·고등부로 분류

중등부 : 김다슬(전남 혜인여중 3)

하면 중등부 177명(시 80명, 소설 97명), 고등부 1,080명(시 568명, 소설 512명)이다. 재단은 작품 심사와 문예캠프 진행을 위해 7명의 중진 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시 부문 38명(중학생 9명, 고등학생 29명), 소설 부문 40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78명의 수상 후보를 선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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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 고유정(경북 구미여중 2)

김태현(대전 대전중 2)
시 부문

고등부 : 박채연(경기 고양예고2)

이유진(부산 국제중 3)
소설 부문

고등부 : 김서정(강원 홍천여고 3)

오지은(경기 안양예고 3)

우마루내(인천 인일여고 3)

이현구(대구 경신고 3)

한희정(서울 등촌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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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 23명 / 장학금 50만원
중등부 : 정다은(성남 장안중 2)

중등부 : 김민정(경북 이동중 3)

최정인(경기 하탑중 3)

김선우(서울 청운중 3)
고등부 : 남상영(서울 상명대사대부속여고 2)

조예림(충남 공주금성여고 2)

유성호(경기 계원예고 3)

서아라(광주 전남여고 3)

장희원(경기 고양예고 3)

정하연(경기 안양예고 2)
시부문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박규단(대전 문지중 3)

고등부 : 김정진(전남 광양제철고 3)

소설부문

신혁(경기 경기외고 3)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East Asia

정태영(서울 대광고2)

주영주(서울 대진여고 3)

최재완(전남 목포고 3)

장보연(광주 양업고 3)

이리예(경기 고양예고 2)

김수완(광주 전남대 사대부고 2)

김우혁(전북 전주신흥고 3)
박한솔(경기 고양예고 3)

사업 개요

채다혜(대전 성모여고 2)

대학생들이 동북아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미래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장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

권영심(경북 안동여고 1)

인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행사를 통해 창의성, 협동심, 리더십을 갖춘 사회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대산청소년문학상 작품집

80여 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중 동북아지역에서 실시하는 문화기행 행사와 귀국 후 결성되는 동북아프론티어클럽(NAFC)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 봉
사 활동 및 교류 행사가 있다.

5층 아프리카

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생 인재 육성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동북아 대장

이연서·권용재 외 지음, 민음사 펴냄
지난 여름 “제19회 대산청소년문학상”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5층 아프리카』 라는 이름으로 묶여 나왔다. 「키리바시를 살려

정 뿐 아니라 NAFC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어 동북아 리더 육성에 앞장 설 것이다.

주세요」 를 비롯한 시 21편과 「제네시스」 를 포함한 소설 24편이 담겨져 있는 이 책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문학을 매개로 서로 교
감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45편의 글을 읽는 동안 창작의 고통보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재미에 푹 빠진 청소년들의 모
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의 이야기, 내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보다 더 깊고 넓은 세계의 이야기까지 전해주는 이들의 글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만든다.

● 대산청소년문학상 집행액
장학금

심사비

홍보비

출판비

운영비

문예캠프비

총액

54,666,100원

7,325,000원

2,216,500원

8,000,000원

5,062,588원

31,348,660원

108,618,848원

50.3%

6.7%

2.0%

7.4%

4.7%

28.9%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The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aims to improve the emotional state of young people by contributing to the
● 티베트 포탈라궁 앞에 선 2011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대원들

formation of a well-rounded education, serving as a literary scholarship to uncover and train literary talents tha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of Korean literature. The Foundation accepts submissions from across the country in the categories
of poetry (traditional Korean poetry) and fiction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young people in the applicable
ages; superior works are selected, and the Foundation conducts a writing camp attended by selected students and reputable
writers. A final winner is chosen. Prize-winning works are published in a widely-distributed anthology; award-winners

선정 경과
5월 11일(수)부터 6월 19일(일)까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만9천2백48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추첨
전형, 2차 서류전형, 3차 필기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78명(남 39명, 여 39명)을 선발하였다.

benefit from grants that support the meeting of young writers and the publishing of a literary magazine, all done in an effort to
nurture and foster literary skills and friendly relations. In 2011, 1,257 people submitted their works. A committee composed
of seven prominent writers was entrusted with evaluating the submitted works and organizing the camp, and the committee
selected 78 candidates. A literary competition was organized during the camp, and 39 award winners were chosen. The awardwinning works were published in a collection titled Fifth Floor Africa . In particular, the Foundation created a Creative Writing
Scholarship in 2011, which awarded a 2 million KRW scholarship to students who attended the Creative Writing Camp and went
on to win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s in major newspapers or made their debut in literary magazines.

● (좌) 난주 소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
●● (우) 티베트에서 트래킹 중인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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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행 및 동북아프론티어 클럽 발대식
10주년을 맞은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은 ‘하늘과 맞닿은 세계의 지붕 티베트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비상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히말라야
만년설을 품은 하늘과 맞닿은 세계의 지붕 티베트 탐방을 통해 대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도전정신을 체험하고,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의 정신인 창
의성, 리더십,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갈 높은 기상과 먼 안목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
먼저 대원들은 약 한 달간 온라인 준비 교육을 받았으며, 8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1박 2일간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
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도교수로 참가한 박근칠 교수(한성대 역사문화학부)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8개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룹별 탐방 과제를

기획사업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이어 8월 4일(목)부터 11일(목)까지 7박 8일간 히말라야의 대자연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티베트 문명을 탐방하였다. 또한 동
북아시대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현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중국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Planning Activities

제10기 동북아프론티어클럽(NAFC) 출범식은 11월 4일(금)~5일(토) 양일간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열렸다. 역대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참가
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회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윤고은을 초청하여 특별 리더십 강연과 자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10기 임원
진을 선출하고 가을음악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참가자들로 구성된 동북아프론티어클럽은 회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과 리더십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동북아 현지 프로그램
일차

날짜

내용

스토리텔링

1

8/4 목

인천공항 > 북경공항 > 북경

2

8/5 금

북경공항 > 난주공항 > 홍고구

‘세계의 지붕을 향해 대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다’

식수 자원봉사(홍고구소학교) > 홍고구 > 서녕 > 서녕역 출발(청장철도)

-사막화 방지 식수 활동, 세계 최고도에 건설된 철도여행

3

8/6 토

라싸역 도착

4

8/7 일

포탈라궁, 조캉사, 노브린카, 라싸 야시장 조별 자유탐방

‘하늘과 맞닿은 땅을 만나다’

5

8/8 월

암드록초호수 탐방, 얄룽창포강, 융부라캉(체탕)

- 세계 최고도 지역에 꽃피운 역사와 문화탐방, 히말라야 대자연 탐방

6

8/9 화

장왕묘, 체탕 지역 트래킹

7

8/10 수

드래풍사원 > 라싸공항 > 성도공항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만찬) > 성도공항 출발

8

8/11 목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비상하다’
-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기 트래킹,
새로운 출발을 향한 각오를 다짐

인천공항 도착

●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집행액 : 456,782,882원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East Asia
The Foundation established this project to provide university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tour and participate in
educational activities designed to help them understand properly North-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the project also

54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59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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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강 문학축전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Literary Symposium Celebr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aims to instill students with a sensible vision of the region, hopefully molding them into members of society endowed
with cooperative skills, originality, and leadership skills.
In 2011, 39,248 students from Korea and abroad applied to the program, and after a triple screening, 78 students were
selected (39 male students, 39 female students). The journey lasted for ten days and nine nights, running from August
2 (Tuesday) to August 11 (Thursday) under the theme, “Soar as High and as Far as You Can from Tibet, the Roof of the
World that Touches the Sky.” Visiting Tibet, the roof of the world that touches the sky and embraces the ice caps of the
Himalayas, this program aimed to expose students to the greatness of Mother Nature, to have students experience
firsthand the indomitable human spirit. Grounded in originality, cooperative skills, and leadership skills—qualities that
sum up the spirit of the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East Asia—students developed insight into the
future, cultivating an “elevated spirit” to forge their way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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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재단은 본 포럼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재단 사무국과 함께 계획수립과 진행, 참가자 섭외, 행사 운영 등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을 종합적으로 주관하였다.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김우창

조직위원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성곤

부조직위원장 겸 집행위원장, 서울대 영문과 교수

곽효환

재단 사무국장

박재우

한국외대 중어과 교수

윤상인

한양대 일문과 교수

은희경

소설가

전영애

서울대 독문과 교수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가나다순)

사업 개요
재단은 서울문화재단과 주관하여 서울국제문학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가 후원하는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을 개최
하였다.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 를 주제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열린
이 포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 르클레지오를 비롯해 앤드류 모션, 벤 오크리, 잉고 슐체, 앙트완 콩파뇽, 류짜이푸, 다와다 요코, 아나
마리아 슈아 등 세계적인 작가와 석학 14명이 참가하였다. 국내에서도 박범신, 이문열, 이인성, 정현종, 최재천 등 30여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
이 참여하였다.
지난 2000년, 2005년에 이어 3회째 열린 포럼은 세계적 저명 문인들과 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작가들의 역할에 대
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문학 및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대규모 국제문학포럼이었다.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은 24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
께 막이 올라 사흘 동안 ‘문학과 세계화’ , ‘다문화시대의 자아와 타자’ , ‘이데올로기와 문학’ 등 5개 주제에 대해 국내외 작가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으며, 사흘동안 포럼장을 찾은 청중은 2천여명에 이르렀다.
메인포럼 이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가오싱젠, 르 클레지오, 시마다 마사히코, 구효서, 박범신 등 국내외 작가 7명은 교보문고에
서 사인회를 가졌으며, 다른 많은 참가작가들도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강연과 신문, 방송 인터뷰, 좌담 등에 참석해 한국
독자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났다. 그 밖에 문학의 밤, 수원 화성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졌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서울에서 세계적인 문인들과 함께 문학과 문화를 교류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적
으로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려 문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것이다.

취지문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관습적인 경계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역과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흐름은 지
역경제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문화와 테크놀로지와 해외이주민들은 오늘날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국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정보도 글로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정부가 부과하는 제한은 줄어들고 노동과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에는 여러 문제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문화의 동질화와 가치의 물화, 그리
고 비인간화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쇠퇴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제도적 지지의 후퇴 등도 우려되는 부작용의 하나입니
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삶의 총체성 그리고 작가의 창의적 자원과 영감의 배경을 형성하는 사회적/물질적 조건을 이루는 구체적 총체성이
사라져간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경계를 넘어 글쓰기’ 와 ‘평화를 위한 글쓰기’ 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서울국제문학포럼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그동안 광의적으로는 세계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어왔습니다. 2011년 5월에 개최되는 제3회 서울
국제문학포럼은 다시 한 번, 여러 나라의 작가들을 초청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
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해가는 삶의 조건 속에 부각되는 새 시대의 감수성과 새로운 문학양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라는 대주제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나누어 토의될 것입니다.

대주제 :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 소주제 : 1. 문학과 세계화
2. 다문화시대의 자아와 타자
3. 이데올로기와 문학
4. 다매체, 세계시장, 글쓰기
5. 지구 환경과 인간

주제가 위와 같다고는 해도, 참여하는 작가들이 정해진 소주제에 얽매여 글쓰기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작가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접하는 것이고 작가 상호간의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럼이 희망하는 것은 동서작가들의 토의가 시대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뜻 깊은 행사가 즐거운
문학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발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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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
We now live in a rapidly globalizing world where conventional borders are breaking down in every sphere of our

lives. Trad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capital flows incorporate regional economies in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Cultures, technologies, and people flow trans-nationally. Every day we encounter new information on different
cultures, politics and economics through a global network of communication.

Globalization has many consequenc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barriers between national boundaries are lowered

and government—imposed restrictions reduced, facilitating the flow of labor, capital, and cultur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increasing danger of dehumanization, with homogenization of cultures and commoditization of values in an
ever expanding global market economy. One grave consequence is the eros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and its
institutional supports -- the community as a concrete totality of social and material conditions shaping life,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a writer's creative resources and inspirations.

The Daesan Foundation, with many distinguished writers participating from all over the world, hosted in 2000 and

2005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with the themes, "Writing Across Boundaries" (2000) and "Writing

for Peace" (2005), which may be said to fall, broadly speaking, within the category of the problems of globalization. We

would like to believe that our forums have contributed to not only illuminating the issues related to our themes, but also
in providing a rare opportunity for convivial exchange among writer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 May 2011, The Daesan Foundation will host the Third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where we hope to

explore further the various problems of living in a globalizing world, focusing on the erosion of communal networks of
human life and new developments in response to the human need for communality.

Our plan is to divide the main thematic thrust of the forum into subsections under such titles as:

“Writing in the Globalizing World”

“The Self and the Other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Literature in the Age of Post-Ideology”

“Writing for the World Market and the Multimedia Environment”
“Literature and Eco-Criticism”

However, we understand that writers cannot be confined to an agenda set in advance, and may choose to address any

issues they consider relevant. The forum does not intend to arrive at unified answers to our problems, but will serve as
an agora bringing together multiple voices engaged in serious, but friendly, exchange.

기타 행사
· 환영리셉션
해외 작가들의 방한과 포럼 개최를 환영하는 리셉션이 5월23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김
성곤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신창재 재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우창 조직위원장과 아
미야 데브의 축사로 이어졌다. 국내외 참가자 문인, 학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포럼의 시작을
● 환영리셉션

함께 축하했다.

· 문학의 밤
소설가 해이수의 사회로 25일 오후 7시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열렸다. 역동적인 마임과 판소리,
밴드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가오싱젠, 앤드루 모션, 벤 오크리, 요코 다와다, 성석제, 정현

● 문학의 밤

종 등 참가 작가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을 낭독하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되었다. 특히 행사 마지
막을 장식한 신달자 시인의 작품 낭송은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참가자들은 오
픈 마이크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환송만찬

· 환송만찬
포럼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7시 조선호텔에서 은희경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은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가 되었다. 참가 작가들은 돌아가면
서 4박 5일 간의 서울 일정과 이번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 수원화성 방문

· 수원화성 방문
국내외 참가자들은 포럼의 마지막 일정으로 27일 수원 화성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하였다. 참가 작가들은 화장한 날씨에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와 유산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일반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점심식사로 갈비를 준
비하여 한국의 맛 체험도 함께 즐겼다.

논문집 발간
재단은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문을 묶어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논문집은 국내외에 포럼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판 『세계화 속의 삶
과 글쓰기』 (민음사刊) 와 외국어판 『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 (서울컬렉션刊)으로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및 주제별 참가자
개회식
5월24일 오전 10시 광화문 교보컨벤션홀에서 열린 개회식은 3백 여명의 참가자와 청중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김우창 조직위원장의 개회사, 박범

2011년 5월 24일(화)
10:00-10:30

기조강연 : 르 클레지오(Le Clézio)

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포럼의 공식언어인 한국어, 영어, 불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다.
10:30 - 12:00

메인포럼

Session1 다문화 시대의 자아와 타자 The Self and the Other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13:30 - 18:00

참가자 : 앤드루 모션(Andrew Motion), 류짜이푸(Liu Zaifu), 테리 잰치(Terry Jaensch), 박범신, 김성곤, 김인숙
좌 장 : 홍정선

인간’ 5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
다. 주제 발표와 토론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전 세션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질의자 : 한강
좌 장 : 김치수

메인 포럼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화문 교보컨벤션홀과 세미나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흘간 각각 르 클레지오, 가오싱젠, 김우창
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작가들은 ‘문학과 세계화’, ‘다문화시대의 자아와 타자’, ‘이데올로기와 문학’, ‘다매체, 세계시장, 글쓰기’, ‘지구환경과

개막식 Opening Ceremony

Session2 문학과 세계화 Writing in the Globalizing World
13:30 - 18:00

참가자 : 아미야 데브(Amiya Dev), 잭 로고(Zack Rogow), 유종호, 이인성, 최윤, 이승우
좌 장 : 곽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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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5일(수)

기획사업

기조강연 : 가오싱젠(Gao Xingjian)
10:30 - 12:00

질의자 : 도정일, 류짜이푸(Liu Zaifu)
좌 장 : 박재우
Session3 이데올로기와 문학 Literature in the Age of Post-Ideology

13:30 - 18:00

참가자 : 벤 오크리(Ben Okri), 잉고 슐체(Ingo Schulze), 구효서, 이문열, 정과리, 정지아
좌 장 : 전영애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Literary Symposium Celebr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Session4 다매체, 세계시장, 글쓰기 Writing for the World Market and the Multimedia Environment
13:30 - 18:00

참가자 : 시마다 마사히코(Shimada Masahiko), 아나 마리아 슈아(Ana María Shua), 김연수, 복거일, 정이현, 조경란
좌 장 : 송병선

2011년 5월 26일(목)
기조강연 : 김우창
10:30 - 12:00

질의자 : 시마다 마사히코(Shimada Masahiko), 은희경
좌 장 : 최원식
Session5 지구환경과 인간 Literature and Eco-Criticism

13:30 - 18:00

참가자 : 앙트완 콩파뇽(Antoine Compagon), 한사오궁(Han Shaogong), 요코 다와다(Yoko Tawada), 김경욱, 성석제, 정현종, 최재천

사업 개요
격동적인 시대 상황에서 우리문학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오늘의 한국문학이 있게 한 근대 문인을 기리며 그들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를 조명하
는 사업이다. 우리문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문학계의 큰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1년에 11번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매년 봄에 학술 심포지엄과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연중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연말에 학술 심포지엄의 발제, 토론문과 대상작가 연보 및 서지를 묶어 논문서지집을 출판한다.

좌 장 : 윤상인

● 서울국제문학포럼 집행액 : 473,375,839원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The Foundation along with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organized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and the SIFL Organizing Committee hosted the event; the Art Council Korea provided support for the
● 심포지엄 발제 및 토론 모습

event. The event was held at the Kyobo Convention Hall in Gwanghwamun for three days, starting on May 24 and running
until May 26 under the theme, “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 Fourteen world-renowned writers and
scholars including Nobel Prize winners Gao Xingjian and Jean-Marie Gustave Le Clézio attended the event. Around thirty
poets, novelists, and literary critics from Korea, including Bum-Shin Park and Mun-Yol Yi, attended the event.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s opening ceremony kicked off on May 24 at 10 a.m. Korean and foreign writers
made presentations and participated in discussions regarding five major themes including “Writing in the Globalizing
World,” “The Self and the Other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and “Literature in the Age of Post-Ideology.” Around

주요 사업
2011년에는 김남천, 노천명, 박영준, 안수길, 윤곤강, 윤석중, 이원수, 정비석 등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모두 10대의 문턱 언저리에서
기미 독립 만세를 목도하고 20~30대에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이한 전쟁에 휘말렸으며 조국의 광복과 함께 민족분단이라는 자기 분열의 비
극을 체험해야 했다. 이들 작가들의 글쓰기에서 이러한 시대의 고통과 비극에 대한 성찰이 자주 ‘고향’ 이라는 주제로 나타난다. 1911년생 작가들은

2,000 people attended the three-day forum. Other official and social events took place outside of the main forum. Writers

어떻게 삶의 터전을 확보하거나 공고하게 할 것인지, 어떤 삶이 옳은가 또는 가능한가를 묻는 절박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현실 탐구의 한 가늠자를

participated in a book signing event at Kyobo Book Centre and conducted lectures at major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고향’ 에서 발견하였다.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they also held interviews with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재단과 한국작가회의는 국내 유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이산과 귀향, 한국문학의 새영토’ 를 열고 부대행사로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as well as engaging in roundtable discussions. It was an opportunity for Korean

유가족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문학의 밤’ 을 개최하였다. 또한 심포지엄에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작가들의 연보와 연구서지

readers to meet writers directly and indirectly. In addition, the forum offered a wide variety of other programs like “A
Night of Literature” and “Visiting the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will be
held regularly, and the forum held in Seoul will play a vital role in exchanging culture and literature with world-renowned
writers; it will also elevate the image of a culturally rich Korea by consistently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가 실린 논문집을 발간하여 이후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재단은 이번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가 문학계의 행사를 넘어 보다 많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
근대문학회, 한국어린이청소년문학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원수·윤석중의 문학 작품을 주제로 한 문학그림전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을 전국 각지에서 열어 문학과 대중이 한결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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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여름학술대회 - 윤석중·이원수론

일시 : 2011년 4월 7일(목) 오전 10시 ~ 오후 6시 20분

일시 : 2011년 8월 27일(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동 주최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주제 및 참가자

내용 : 한국아동문학계의 두 거장 윤석중·이원수의 업적을 기리고 앞으로 한국아동문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 개최

시간

주제

발제

토론

10:30~11:00

총론

황현산(고려대)

11:00~11:50

노천명

김진희(이화여대)

최두석(한신대)

11:50~12:40

김남천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서영인(경북대)

14:00~14:50

윤석중

김제곤(인하대)

김종헌(대구대)

14:50~15:40

이원수

김상욱(춘천교대)

장영미(성신여대)

15:50~16:40

정비석

강상희(경기대)

강진호(성신여대)

16:40~17:30

안수길

채호석(한국외대)

조성면(인하대)

17:30~18:20

박영준

신형기(연세대)

김경수(서강대)

사회

논문서지집 연구 출판
유성호(한양대)

제 목 : 이산과 귀향, 한국문학의 새영토
출판사 : 민음사

원종찬(인하대)

김재용(원광대)

수록 내용 :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 토론문과 탄생 100년을 맞은 문인 9명의 생애, 작품 연보, 연구 서지 수록

이원수·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주제 :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일시 및 장소 : 2011년 8월 1일(월) ~ 9월 25일(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월 8일(토) ~ 9일(일), 한강 선유도공원

문학의 밤

10월 11일(화), 교보생명빌딩 23층 세미나실

일시 : 2011년 4월 8일(금) 오후 7시 ~ 8시 30분

10월 12일(수) ~ 26일(수),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장소 :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11월 17일(월), 서울 더 베네치아

내용 :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유가족과의 만남, 작품 낭독회, 마임 및 연극 공연 등을 진행

11월 22일(화) ~ 27일(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공동 주최 : 고향의봄기념사업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후원 : 교보문고, 문학사랑
내용 :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거목 이원수·윤석중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석남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이 두 아동문학가의 동시, 동화를 미술로 형상화한 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문학그림전 개최

● 특별기획사업 집행액 : 59,907,350원

Literary Symposium Celebr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 문학의 밤 공연 - 안수길 소설 마임극

● 문학의 밤 공연 - 윤석중 동요 부르기

This project organizes the achievements accrued in the last hundred years by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it
highlights the writers who pioneered our literature through an intense writing spirit while living through tumultuous
times in our history, events like the Japanese occupation and liberation.

한국근대문학회 전국학술대회 - 탄생 100주년 근대문인들의 문학세계

Starting in 2001, this symposium was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WAK), and in
2011 these writers included Nam-Cheon Kim, Cheon-Myeong No, Yeong-Jun Park, Su-Gil Ahn, Seok-Jung Yun, Won-

일시 : 2011년 6월 18일(토) 오후 1시 ~ 8시

Su Lee, and Bi-Seok Jeong to name a few. A symposium titled “Separation and Returning Home: a New Territory of

장소 : 고려대학교

Korean Literature” and another subsidiary event titled “A Night of Literature” were held with the writers' families and

공동 주최 : 한국근대문학회

the general public present. A chronological record, research bibliographies, and papers from the symposium were

내용 :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인들의 문학세계와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

collected and published as a book of theses. In particular, celebrating th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births of two
literary giants in the children’s book genre, Won-Su Lee and Seok-Jung Yun,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onyudo Hangang Park, and Sungsan Arts Hall in Changwon among other places around the country
displayed around thirty pieces of art that expressed their luminous careers. It was well-received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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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초등학생, 청소년, 가족이 함께하는 한강문학상 공모 프로그램이다.

기획사업

2011 한강 문학축전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고교생 백일장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어 고교생 대상 백일장 개최 및 시상

초등학생 가족문학대회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문학을 주제로 자유로운 이야기만들기와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및 시상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동시 동요 공연

한강문학상 심사시간 동안 메인무대에서 동시 동요 콘서트

세 번째는 배움이 있는 문학의 섬 선유도를 꾸며나가기 위한 상설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원수, 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탄생 100주년을 맞은 아동문학가 이원수, 윤석중의 문학을 그림으로 전시

프로그램

사업 개요
물의 시대를 맞아 한강을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삶의 공간이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

10월 8일(토)

환이다. 정수장 재활용을 특성으로 한 선유도 공원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이야기를 정제하고 담아 두는 동시에 흐르게 하여 예술과 놀이가 다양하

구분

항목

시간

장소

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학축제의 장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공동주최하고 있다.

개막 행사

개막식

11:00~11:40

메인무대

행사

시노래콘서트

11:50~13:30

문학청년들의비상

14:30~18:00

메인무대

작가카페

11:00~18:00

선유마당

문학마임

14:00~18:00

선유마당

문학, 영화보러가다

15:00~18:00

재단과 서울시는 한강 문학축전을 국내를 대표하는 문학 축제이자 일반 시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본행사

이원수, 윤석중
상설전시

탄생 100주년 기념

10:00~18:00

문학그림전

디자인서울갤러리
강연홀
디자인
서울갤러리

10월 9일(일)
구분

본행사

항목

시간

장소

초등학생가족문학대회

10:00~14:00

선유마당

고교생백일장

10:00~14:00

선유마당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동시 동요 공연

14:30~17:00

메인무대

● 문학청년들의 비상

주요 사업
‘선유도, 문학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10월 8일(토), 9일(일) 양일간 한강 선유도 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시민과 문인이 하나되는 축제의 마당으로 다음과 같다.
개막행사

개막식과 시노래 콘서트

작가카페

수도권 문학 애호 단체를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를 초청하여 작품 세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눔

문학청년들의 비상

한국문예창작학회와 공동으로 문예창작과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학교별 대항전으로 펼치는 문학경연대회

문학 마임

선유도 산책로 곳곳에서 문학 작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마임을 공연

문학, 영화보러 가다

유현목 문예영화 특선으로 ‘오발탄’ ‘김약국의 딸들’ ‘장마’ ‘사람의 아들’ 등 총 4편의 문예영화 상영
● 동요콘서트 -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62

The Daesan Foundation

● 시노래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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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창달사업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 한강문학축전 집행액 : 169,751,920원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2011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2011 is one part of the Hangang Renaissance Project, which aims to transform the
Hangang into a living space, as well as a cultural arts area comfortable to citizens, all in celebration of the “World of

66

책사랑 운동

71

문학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74

학술·문화행사 지원

Book Lovers Campaign

The Literary Magazine Daesan Culture

Water.” This event was held to create a literary festival scene where art and recreation could hold hands, where new
powers of imagination and stories could be refined, stored, and flow at Seonyudo Park, a park that was originally a
filtration plant but recycled into a park. The Found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Hangang Project
Headquarters co-hosted this festival, and the festival opened for two days on October 8 and October 9 at Seonyudo
Park embracing the theme, “Seonyudo, Singing for Literature.” The main programs included the opening ceremony, a
“Poetry-Music Concert,” a “Playing Movies based on Literature”, a “Literary Walk with Writers,” “The Hangang Literary
Awards,” and a “Literary art Exhibition”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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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기타 문화창달사업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공감
작가와 독자가 눈높이를 맞춰 격의없이 소통하는 문화이벤트인 낭독공감은 정통 유럽식 낭독회를 지향한다. 2011년에는 고은, 황석영, 신경숙,

책사랑 운동

신달자 등 국내 정상급 문인들을 초청하여 독자와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배한성, 박일, 강희선 등 유명 성우들이 낭독자로 참가하
여 낭독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재단과 교보문고가 2006년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 낭독행사를 대표하는 문화 트랜드로 자리 잡은 낭독공감은
앞으로도 북콘서트, 낭독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독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Book Lovers Campaign

일 시

작 가

사회 및 낭독자

장 소

1월 25일

고은

김수이 박일

광화문 교보컨벤션홀

3월 14일

김용택 정호승

최백호 안치환

광화문 교보컨벤션홀

7월 14일

황석영

김지은 배한성

광화문 교보컨벤션홀

11월 29일

신경숙

홍순철 강희선

광화문 교보컨벤션홀

12월 28일

신달자

박형준 송도영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아카데미

사업 개요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은 일반 독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학 프로그램과 ‘즐거움’ 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문
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독서문화운동이다.
2011년에는 ‘이원수·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 ‘김용택·정호승과 함께하는 시낭송 낭만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와 ‘한국영어영
문학회 시민강좌’ 등의 소규모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더 많은 대중이 구미에 맞게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문학의 새로운 재미를 일깨워주는 책사랑 운동은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문학과 대중 사이의 문턱을 없앨 수 있도록
● 황석영 낭독공감

노력할 것이다. 주요사업으로 낭독공감, 길 위의 인문학, 문학기행, 문학그림전, 전국독서토론대회 등이 있다.

● 신경숙 낭독공감

길 위의 인문학
디지털화, 도시화, 세계화의 그늘에 가려져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인문학이 점차 소외되는 현실을 각성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사
회 곳곳에 스며 있는 인문학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하는 사회문화운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조선일보·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재단이 후
원하는 본 사업은 총 1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회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김용택 정호승 시낭송 낭만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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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제

초빙 인사

장소

3월 26일

정조대왕의 마음을 따라가다

신병주, 안대회

경기 수원, 화성

4월 9일

마애불의 미소를 배우다

이태호, 이정록

충남 서산, 태안

4월 22일

실학과 미당의 시심을 찾아가다

최영성, 문태준

전북 부안, 고창

5월 14일

시나무 따라, 행복한 인문학 따라

고규홍, 손택수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

5월 27일

기업 정신의 뿌리 보부상의 길을 걷다

이헌창, 김주영

강원 삼척, 경북 울진

6월 24일

남도 예술의 혼

허진

전남 진도

7월 9일

선비의 거처, 사상의 거처

신창호

경북 영주

8월 26일

이야기 창고 삼국유사

이종문, 고운기

경북 군위, 경주

9월 17일

시 따라 음악따라

정호승, 차복순

충북 영동, 옥천

9월 24일

온달과 평강의 연가

정민, 이도학

충북 단양

10월 8일

양명학의 정신을 따라 가다

이희목, 구효서

인천 강화

10월 20~22일

신화의 섬, 상상력의 섬 제주를 읽다

정재석, 김인숙

제주도

11월 11~12일

천년의 지혜 고려 대장경을 만나다

박종기, 한형조, 윤후명

경남 합천

11월 26일

남한강 따라 , 옛 절터 따라

이인재, 곽효환

강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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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행

문학그림전

문학과 여행을 결합시켜 감동을 배가시키고 독자가 문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여행은 올해 설국문학기행을 중

문학그림전은 대표적인 기초예술인 ‘문학’ 과 ‘미술’ 이

점적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첫 설국문학기행단이 출발한 이래 회를 거듭할 수록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설국문학기행은 올해는 두 차례에

상호 소통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독자

나누어 진행될 만큼 대중의 호응이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의 배경지인 일본 니가타

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

현을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철도원』 의 작가 아사다 지로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의 작가 가타야마 교이치와 만나 의

사이다. 한국 아동문학계의 두 거장 이원수, 윤석중의 탄

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1년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
념 문학그림전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은 국립어린이청

일시

관련작가

여행지

<1차>1월 19~22일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사다 지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배경지인 니가타현 유자와 및 다카한 료칸 방문.

<2차>1월 26~29일

가타야마 교이치

도쿄에서 ‘작가와의 만남’ 개최

소년도서관, 한강선유도공원,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울
주문화예술회관, 광화문 교보빌딩, 창원 성산아트홀 등
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적으로 개최된 만큼 언론과 대중들
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았다. 전시작품의 이미지는

전국독서토론대회

‘교보인터넷문학미술관(www.kyobogallery.co.kr)’

전국독서토론대회는 바람직한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를 통한 토론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시 개막식

에 업로드 되어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청을 받아 시행하며 2011년에는 240팀(고등부 107팀, 대학부 133팀)이 접수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바람직
전시회명

일시

장소

- 주최 : 교보문고,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8월 1일 ~ 9월 25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후원 : 대산문화재단

10월 8일 ~ 10월 9일

한강선유도공원

이원수·윤석중 탄생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10월 12일 ~ 10월 17일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10월 22일 ~ 10월 28일

울주문화예술회관

11월 16일 ~ 11월 17일

광화문 교보빌딩/송파 베네치아 웨딩홀

11월 22일 ~ 11월 27일

창원 성산아트홀

한 토론 자세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제 : 인간의 자연 vs 자연의 인간,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 대상작품 : E
 .F.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게리 스나이더 『지구, 우주의 한 마을』 (이상 고등부) 					
제임스 러브록 『가이아의 복수』, 안드레아스 베버 『자연이 경제다』 (이상 대학부)
- 참가대상 : 전국의 고교 1~2학년생 및 대학생(2인 1팀)

전시규모

34점 순회전시

※참여화가 : 김덕기, 남경민, 류준화, 윤석남, 이인, 정일, 최석운, 한생곤, 홍범, 황주리
일시

방법

진행사항

장소

예선

9월 1일(목)~30일(금)

교보문고 READ 시험 및 서평

고등부, 대학부 각 32팀 선발

본선

11월 5일(토), 12일(토)

독서토론

32강, 16강, 4강, 결승전 시행

숙명여대

재단은 교보문고, 한국영어영문학회와 함께 시민들이

심사 결과
상명

부문

수상자

고등부

중용

서울시장상

상금 및 부상

대학부

사랑의대화

고등부

사과나무
붕어빵

고등부

2팀

대학부

2팀

고등부

4팀

은상

동상

팀별 50만원, 상장, 소정 도서

대학부

4팀

고등부

8팀

대학부

8팀

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 미국과 미국

우수교사상

-

4강 진출팀 지도교사

기념패, 기념품

우수고교상

고등부본선진출 최다학교

대원외고, 대전성모여고, 전일고, 현대고

기념패, 기념품

추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청교도 시대부터 오늘
에 이르는 미국문화에 대한 역사적 조망은 물론 대중음

팀별 10만원, 상장, 소정 도서

The Daesan Foundation

아카데미 너머로 확장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미국’ 에 대

정신, 미국사회와 문화 전반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
팀별 30만원, 상장, 소정 도서

장려상

미국정신 연속 10강좌」를 개최하였다. 총 10강좌로 개최
되었던 이번 시민강좌는 미국문화에 대해 비평적 담론을

80만원, 상장, 소정 도서
대학부

미국과 미국문화를 새롭게 통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미국을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 미국문화와

150만원, 상장, 소정 도서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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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어영문학회 시민강좌 - 미국을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강연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2012년 이후에도 ‘영국과 영연방 문화’ 등 21세기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시민 강좌를 지속해 나

● 한국영어영문학회 시민강좌 - 미국을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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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일시

강연 주제

연사

사회

1

9/7(수)

신이 만든 허구 : 청교도주의와 ‘아메리카’

강우성 교수(서울대)

성경준 교수(한국외대)

2

9/14(수)

자연과 미국의 정체성, 그리고 문학의 역할

신두호 교수(강원대)

유경훈 교수(숙명여대)

3

9/21(수)

마크 트웨인의 모험: 어른을 위한 아동소설

김봉은 교수(고신대)

손정희 교수(중앙대)

4

9/28(수)

인종을 바라보는 13가지 방식

김준년 교수(홍익대)

김석 교수(경희대)

5

10/5(수)

“나 또한 미국을 노래하노라” : 한국계 미국문학이 현대적으로

부경숙 교수(서강대)

김영민 교수(동국대)

장소

기타 문화창달사업

문학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The Literary Magazine Daesan Culture
교보문고
광화문점

편곡하는 왈트 윗트먼의 미국정신

배움 아카데미
6

10/12(수)

“누구나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다” : 앤디 워홀과 팝아트

이택광 교수(경희대)

이원주 교수(방송통신대 )

7

10/19(수)

『다크 나이트』 에 나타난 수퍼 히어로 담론의 양면적 가치

최영진 교수(중앙대)

윤성호 교수(한양대)

8

10/26(수)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

노재호 교수(서강대)

유정완 교수(경희대)

9

11/2(수)

『트와일라잇』 의 금지된 욕망

박형지 교수(연세대)

윤조원 교수(고려대)

10

11/9(수)

미국, 어떻게 볼 것인가

정상준 교수(서울대)

전수용 교수(이화여대)

사업 개요
재단은 우리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의견을 제공하고 재단 사업의 결과들을 보다 널리 공유하기 위해 문학교양지 《대산문화》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대산문화》는 시의성 있는 특집기사와 우수한 필진의 다양한 연재기사,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준높은 시, 소설, 동화 등의
문학콘텐츠 및 재단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구성된다.
재단은 《대산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편집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편집자문위원
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문위원

김기택(시인), 유성호(평론가, 한양대 교수), 이기호(소설가, 광주대 교수)

봄호
‘기획특집’에서는 「우리 안의 세계문학을 보다」 를 통

● 책사랑운동 집행액 : 173,198,495원

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금 출판시장의 황금알로 주
목받으며 여러 메이저 출판사들이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는 세계문학시리즈를 집중 탐색해 보았다. 우리에게
세계문학 수용이 갖는 의미(김욱동),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주요 세계문학총서의 현황과 특징(이현우), 전혀

Book Lovers Campaign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문학과 교류의 틀을 쌓아가고 있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Kyobo Book Centre, this reading movement is designed to encourage Korea’s

는 대산세계문학총서 100권 발간의 의의(권오룡) 등의

ten million active book-readers and to enhance the cultural level of the population as a whole. In 2011, top Korean
writers like Ko Un, Sok-Yong Hwang, Kyung-Sook Shin, and Dal-Ja Shin among others attended the event, “Relating
to Each Other through Readings.” Readers met with the authors and walked away from the event with a meaningful
experience. Furthermore, the Foundation conducted a “Snow Country Literary Journey” where readers visited
important locations from Nobel Prize winner Yasnari Kawabata’s novel Snow Country . The event was well received by

분석은 지금의 시점에서 세계문학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더해서 현재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인(김연수, 김도언, 김사과)의 ‘내가 읽은 세계문학’ 또한 우리 안의 세계문학을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재단이 주최하는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을 앞두고 포럼의 집행위원장이자 부위원장인 김성곤 서울대 교수의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급변하는
시대정신과 세계상황 속의 삶을 논하다 -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를 실어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readers. The Foundation also hosted the “Exhibition of Paintings Celebrating the Works of Won-Su Lee and Seok-Jung

‘대산초대석’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겨울을 온 몸으로 견딘 소설가 현기영 선생을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신예 평론가 강동호가 만났으며 대산

Yun to Mark the 100th Anniversaries of Their Births- Boy Missing Spring in His Hometown” at the Kyobo Bookstore

대학문학상 수상자들은 일본에서 『철도원』 의 작가 아사다 지로와 만남을 가지고 그 후기와 대담내용을 실었다. 봄호부터 신규 코너 ‘TV와 나의 근

in Gwanghwamun. It exposed everyday citizens to new cultural experiences where literature and art coalesce. The
major programs included “The Author and Reader Relating to Each Other through Readings” (held on five occasions),
“Humanities on the Road,” “Cultural Journeys” (conducted two Snow Country Literary Journeys), a “National Reading
Debate Competition," a "Literary Art Exhibition,” and classes held for citizens.

대’를 통해 60~70년대생 작가들의 기억 언저리에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절의 TV프로그램에 대한 추억을 선보였다. 성기완 시인이 늦은 밤 몰래 훔
쳐보며 묘한 동경 속에 빠져들었던 AFKN에 대해 추억하며 첫 글을 열었다.
이 밖에 고은 시인의 ‘대작에세이 2’, 송찬호와 임철우의 시와 단편소설, 시인 나희덕의 ‘나의 아버지’, 소설가 이상국의 ‘나의 삶 나의 문학’ 등이 봄
호를 풍요롭게 장식했다.

70

The Daesan Foundation

2011 ANNUAL REPORT 71

여름호

겨울호
‘기획특집’에서는 지난 5월 24~27일에 열린 2011 서울

겨울호에 마련된 ‘기획특집’ 「청소년문학의 ‘오늘, 여기’

국제문학포럼의 기조강연자인 김우창, 가오싱젠, 르 클레

를 말하다」에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오의 글을 실었다.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를 대주제

지고 있는 청소년문학에 대한 해명과 소통에 대해 다루었

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세 사람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세

다. 청소년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평가 혹은

계화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싸움을 극복하고 화목하

작가인 박상률, 김이구, 김경연, 이옥수 씨가 청소년문학

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지혜를 모았다. ‘소특집’ 「탄

의 역사와 현황, 청소년문학이 유통되는 시장의 빛과 그

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나의 아버지’」 에서는 올해 탄생

늘, 외국 청소년문학의 사례, 창작자로서 느끼는 청소년문

100주년을 맞이한 이원수 윤석중 안수길의 자제들로부

학 이야기 등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다.

터 아버지에 관한 추억담을 들어보았다.
한편 일본 기타큐슈에서 제2회 일중한 동아시아문학포럼이 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동북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큰 재해가 일었다. 이에 일본작가들의 안부를 묻고 일본의 대지진 참사를 위로하는 뜻에서 ‘일본 대진재 위로의 글’(최원식, 이승우, 김연
수의 글과 도종환의 시)들을 실었다.

‘대작에세이’ 는 겨울호부터 한국 비평문학의 2세대로 불리며 우리 문학 비평의 지평을 넓히고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평론가 김병익 선생이 연재를 시작했다. 첫 글 「노벨상과 카뮈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학상」 에서 그는 노벨문학상의 국가 및 언어 편중 현상
을 구체적 수치로 지적하며 노벨문학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대산초대석’ 에서는 1965년에 등단하여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시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천양희

‘대산초대석’에서는 한국 현대 연극계의 1세대 평론가인 여석기 선생을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이자 극자가인 홍창수가 만났다. ‘가상인터뷰’

선생을 후배 시인 이근화 씨가 만났다. 그 밖에 지난 5월 열린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의 발제문 다시 읽기’로 일본 태생으로 독일과 일본에서 활발

에서는 연극학교 교정에 앉아 어둠에 잠기는 드라마센터극장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연출가 한태숙이 극장 상수위 쪽에 자주 등장하던 한

히 활동하고 있는 경계의 작가 요코 다와다의 「차를 마신다는 것」 을 수록했으며 유홍준 시인의 마음이 아련해지는 나의 아버지 이야기, 문정희 시

노인(유치진 선생)을 추억하였고 ‘주인공의 여로를 찾아서’ 에서는 소설가 엄창석이 김동리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쌍계사 벚꽃터널부터 시작해 화개

인의 시 3편, 김중혁 소설가의 단편 「크랴샤」 등이 실렸다. 겨울 문학현장에서는 제19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선정 결과 및 작품별 리뷰가 실려 풍부

장터에 이르기까지 섬진강 주변의 자연물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 주인공의 일대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가을호
가을호에는 특별한 대담이 마련되었다. 2011 서울국

● 대산문화발간 집행액 : 82,315,374원

제문학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와 대
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2008
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르 클레지오는 2001년과 2005

The Literary Magazine Daesan Culture

년 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이후 대표적인 지한파 작가

The magazine Daesan Culture is published quarterly to provide information on a wide variety of literary topics and

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학과 영화 등 한국문화에

to inform the public of the Foundation’s various activities. The magazine offers special issues on timely topics and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작가는 포럼을 마친 6월 본 재단
이사장이자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인 신창재 이사장

publishes various serials written by outstanding authors. It also provides literary contents such as quality poems,
novels, and children stories worthy enough to satisfy readers; the magazine also has a corner introducing readers to
the Foundation’s main activities.

과 세계화 과정 속에 놓인 기업과 문화에 대해 「세계화는 균형적 사고, 정의로운 표현,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어야」라는

The Daesan Culture highlighted issues arising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through special features and mini

대담을 나누었다. 르 클레지오와 신 이사장은 이번 대담을 통해 인문학과 문화, 문학의 중요성과 역할에 동감하며 서로의 가치관이 문화적 소통으

features. The magazine strengthened its literary contents by “session-editing” literary creations like short stories, a

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담에 이어 ‘리뷰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을 통해 지난 5월 24일에서 27일까지

water spring of poetry, children stories, contes, and essays.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를 주제로 펼쳐진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작가들의 후기 및 다시 읽는 발제문 등을 실었다.
‘기획특집’ 「다시 비평의 자리를 묻다」 에서는 우리 문학의 위상 저하 현상과 관련하여 비평이 문학의 위기 담론을 막아내면서 문학의 장을 활성
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담론을 키우며 문학의 역동성을 가로막은 게 아니냐는 반성적 목소리와 비평의 근원적 역할에 질문을 제기했다. ‘대산
초대석’ 에서는 1957년 등단하여 최근까지도 왕성하고 정치한 집필활동을 보이고 있는 평론가 유종호 선생을 평론가 유성호 교수가 만났다.
‘나의 아버지’ 에서는 국민일보 문화생활부의 정철훈 기자가 아버지 동요작곡가 정근 시인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 밖에 고은 시인의 ‘대작에세
이 4’, 김용택의 시와 정길연의 단편소설, 신동문 시인과의 ‘가상인터뷰’, 제19회 대산문학상 예심 결과 및 2011 대산창작기금 수혜자 선정 결과 등이
수록되었다.

The “special edition” featured in-depth illumination of the pending issues of our time, publishing stories like “Looking
at the World Literature Inside of Us”,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 “Posing the Question about the Role of Criticism,” and “Talking about the Present State of Teen
Literature.” For the “My Father” section, well-timed articles were planned and included the children of Won-Su Lee,
Seok-Jung Yun, Su-Gil Ahn— authors that celebrated their 100th birthdays— reminiscing about their fathers. In the
“Daesan Reserved Seating,” the Daesan Culture caught up prominent writ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novelist GiYeong Hyeon, play writer Seok-Gi Yeo, critic Jong-Ho Yoo, and poet Yang-Hee Cheon.
Furthermore, the magazine covered the state of our literary world, providing up-to-date news through articles like
“Comforting the Victims of the Japanese Earthquake,” “Review of the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and “Result and Review of the Daesan Literary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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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창달사업

재단 재무현황 및 수지현황

학술·문화행사 지원

Depiction of Financial Statement and Sources and Use of Funds

Supports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재무현황 I Depiction of Financial Statement and Sources

사업 개요
한국문학 및 문화발전을 위해 기획된 행사들을 후원하여 외부단체나 개인의 활발한 문학적교류를 격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
어 지원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2011년(당)기
과

목

2010년(전)기

증감액

7.42%

920

400

16,468

92.58%

17,131

△663

17,788

100.00%

18,050

△263

Ⅰ. 유 동 부 채

146

0.82%

124

22

Ⅱ. 비유동부채

865

4.86%

885

△20

부 채 총 계

1,011

5.68%

1,009

2

16,777

94.32%

17,042

△265

17,788

100.00%

18,051

△263

금 액

점유율(%)

Ⅰ. 유 동 자 산

1,320

Ⅱ. 비유동자산

-국
 제비교한국학회 창립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 4월

자 산 총 계

21일(목)~22일(금) / 남가주대학 한국학 연구소 / 주최: 한국비

상반기 지원

교한국학회, 남가주대학(USC) 한국학연구소
-학
 술대회 <시와 이미지> / 5월 21일(토) / 출판문화회관 / 주최:

Ⅲ. 자

한국영상문화학회

본

부채와자본 총계

-공
 동학술대회 <프랑스 문학과 예술, 그 환상성> / 6월 11일(토) /

(단위 : 백만원)

이화여자대학교 / 주최: 한국프랑스학회 외
● 국제비교학회 창립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하반기 지원
-국
 제학술대회 <21세기에서 문화연구 다시 보기> / 11월 17일(목)~19일(토) / 온양관

수지현황 I Depiction of Uses of Funds

(단위 : 백만원)

광호텔 / 주최: 한국영어영문학회
-문
 학 강좌 <중고생 문학 강좌> / 7월 9일(토)~11월 26일(토) / 남산도서관2층 시청각

2011년(당)기
과

실 / 주최: 한국소설가협회

● 중고생 문학강좌 - 작가와 함께하는 남산길 걷기

● 홍보 출판 기타 집행액 : 25,911,320원

Supports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목

2010년(전)기

증감액

100.00%

2,995

140

1,852

55.03%

1,648

204

2. 수 익 사 업

1,283

44.97%

1,347

△64

Ⅱ. 비 용 총 계

3,429

100.00%

3,261

168

1. 목 적 사 업

2,968

81.29%

2,651

317

2. 수 익 사 업

461

18.71%

610

△149

금 액

점유율(%)

Ⅰ. 수 입 총 계

3,135

1. 목 적 사 업

Ⅲ. 영업 외 수입

722

1,004

△282

The Foundation promotes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through individual support or outside group support so that

Ⅳ. 영업 외 비용

677

669

8

various and meaningful literary and cultural events can open actively. The Foundation supported five projects including

Ⅴ. 법 인 세 비 용

16

8

8

three in the beginning of 2011 and two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year.

Ⅵ. 당 기 순 손 익

△265

6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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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본 사업현황(1993~2011)

감사보고서

Statement of Activities with Statistical Charts

Audit Report

역대 총사업비 구성비율 (단위 : 원) I Distribution Ratio of Total Expenditure

대산창작기금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사업비 2,055,502,531

대산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사업비 4,002,430,096

11.1%

23.4%

관리비
Management & Personal Expenses
사업비 8,392,161,490
기타사업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사업비 2,676,580,157

<계 : 35,853,372,008원>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사업비 812,542,999

5.7%
2.3%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사업비 5,100,653,993

14.2%

7.5%

3.7%
국제문학교류 및 기획사업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
Planning Activities
사업비 7,584,211,863

21.2%

5.4%

외국문학 번역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사업비 1,323,255,002

5.5%

전국청소년연극제
National Youth Drama Festival
사업비 1,967,524,135

대산청소년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Writers
사업비 1,938,509,742

연도별 사업비 및 관리비 I Yearly Activities Expenditure

<계 : 35,853,372,0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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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1,658,874,813

1,569,615,390

1,505,366,133

1,773,287,738

1,447,847,080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967,904,350

2,876,127,232
2008

2,651,355,729

1995

2,638,827,496

1994

1,366,411,381

1993

1,033,756,844

단위(원)

855,436,665

600,000,000

635,244,789

1,000,000,000

1,197,538,527

1,400,000,000

1,697,976,455

1,800,000,000

2,026,145,432

2,200,000,000

2,690,309,298

2,729,934,644

2,600,000,000

2,531,432,012

3,000,000,00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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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자문위원

연혁

Structure of the Foundation

※2012년 3월 현재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주) 회장

Chairman

이

사

김인철 前 교보문고(주) 상무이사

이

사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이
이
감
감

사
사
사
사

유종호 평론가, 前 연세대 특임교수
최동호 평론가, 고려대 국문과 교수
박용수 제원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장지인 중앙대 부총장

1992

Chang-Jae Shin
Chairman & CEO, Kyobo Life Insurance Co., Ltd.
Former Prof. of Seoul National Univ., College of Medicine

Director

In-Chul Kim

1993

Former Managing Director, Kyobo Book Centre Co., Ltd.

Director

Man-Gi Paik
Attorney, KIM & CHANG Intellectual Property

Director

1994

Jong-Ho Yu
Critic, Former Prof. Emeritus of Yonsei Univ.

Director
Auditor

Dong-Ho Choi
Young-Soo Park

Critic, Prof. of Korea Univ.

Representativ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Jewon Accounting Corporation

Auditor

1995
1996

Vice President of Chung-Ang Univ.

Jee-In Jang

1997

자문위원회

THE CONSULTATIVE COMMITTEE

박범신 소설가

Bum-Sin Park 	Novelist

신달자 시인

Dal-Ja Shin

오태석 연출가, 극작가, 극단 <목화> 대표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
장경렬 평론가, 번역가, 서울대 영문과 교수
정과리 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최 윤 번역가, 소설가,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교수
최재천 행동생태학자, 이화여대 생물학 석좌교수

Chief Editor, Hankook Ilbo

Gwa-Ri Jeong
Yun Choe

곽효환

사업팀

이정화·전성우·장근명·이현지

관리팀

최종원·김성진

	Critic, Translator,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ritic,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Daesan Foundation

12월

재단법인 대산재단 출범 / 초대 이사장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취임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8억7천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55억원) / 대산문학상, 한국문학 번역지원 등 6개 부문 사업 확정 및 시행

8월

국제문학교류 첫 사업으로 스웨덴 스톡홀름대 스타판 로센 교수 초청 강연

11월

2대 이사장 신창재 박사 취임

12월

제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4억3천4백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79억3천4백만원)

8월

제1회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으로 이탈리아 나폴리대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의 ‘한국문학통사 연구’ 등 선정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3억5천2백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1백2억8천6백만원)

9월

해방 50주년 기념 한국 현대문학 50년 심포지엄 개최

6월

문학의 해 기념 문인 모습 및 작고 문인 육필 전시회

10월

고은 시인 베를린 등 독일 주요 도시 순회 문학 강연회

11월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의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1월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

9월

독일 함부르크와 뒤셀도르프에서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10월

프랑스 문호 알랭 로브-그리예 초청 강연 및 영화제

2월

전국청소년연극제 창설 공로로 제 34회 동아연극상 특별상 수상

6월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33개 출판사 34종의 양서발간 지원

9월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00년을 여는 젊은 작가 포럼 주최

1월

외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행

3월

민족문학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신동엽 문학제 개최

5월

작가 이청준 프랑스, 오스트리아 문학강연

9월

현대 한국문학 100년 심포지엄 개최

10월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프랑스 시인 클로드 무샤르 초청 한불시낭송회 개최

	Novelist,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of French Culture

Jae-Cheon Choi 	Behavior Ecologist, Endowed-Chair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of Life Sciences

General Manager
Department of Cultural Projects Staff

Department of Business Affairs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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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한영문학포럼 개최
2000

EXECUTIVE OFFICE

직 원
사무국장

Director of the Mokwha Repertory Company

Gyung-Ryul Jang

교보생명에서 기금 1억5천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26억3천만원)

기본재산에 11억1천4백만원 편입(기본재산 1백14억원)

Tae-Suk Oh 	Director, Playwriter,
Chul-Soon Yim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재단법인 대산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교보생명에서 기금 24억8천만원 출연

5월

한국연극협회,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전국청소년연극제(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 창설

1998

Poet

2월

Hyo-Hwan Kwak
Jung-Hwa Lee
Sung-Woo Jeon
Gun-Myung Jang
Hyun-Gee Lee
Jong-Won Choi
Sung-Jin Kim

12월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창간

3월

함부르크 문학의 집 및 베르텔스만 클럽과 공동으로 현지에서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개최

4월

파리에서 이승우 장편소설 『생의 이면』 불어판 출판기념행사

7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억원 추가출연(기본재산 1백16억원)

9월

‘경계를 넘어 글쓰기 - 다문화 세계 속에서의 문학’을 주제로 제1회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 등 세계적인 문인, 석학 19명과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학자 56명 참가)

2001

10월

민족문학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채만식 문학제 개최

6월

한국·멕시코, 한국·쿠바 문학교류 행사로 현지에서 작품낭독회 / 대산세계문학총서 발간

9월

제1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개최

10월

프랑스 문호 르 클레지오 초청 강연회

11월

대산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사업 등으로 ‘제2회 메세나대상’ 대통령상 수상(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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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002

2003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17억2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31억원)

9월

대산대학문학상 시행 / 미국순회 한국작가작품낭독회 개최

11월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12억2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40억원)

5월

재미 소설가 이창래 초청강연회

6월

한국·멕시코 작가교류 / 모스크바 한국문학제

2005

2006

2007

2008

Kyobo Life Insurance Company donates an initial endowment of 2.48 billion won.
December

199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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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Yong-ho SHIN is named the first Chairman of the Foundation.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2.87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5.5 billion won.
Six principal activities including "Daesan Literary Awards" are established.

한영 판타지문학포럼 / 한민족문학포럼

Lecture and Discussion by Prof. Staffan Rosen for the first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10월

오정희 리베라투르상 수상 및 작품낭독회

November

Chang-jae SHIN is named the second Chairman of the Foundation.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8억7천5백만원 출연(기본재산 149억6천만원)

December

The first Daesan Literary Awards

6월

멕시코·쿠바 한국문학 행사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2.434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가 및 작품낭독회

3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9억7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54억6천만원)

5월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9월

교보재단빌딩(서울 신설동 소재) 매입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가 및 프랑크푸르트 문학의집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개최

5월

오에 겐자부로-김우창 공개좌담회 개최

8월

대학생동북아대장정 개최

9월

대산-U.C.버클리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11월

전국청소년연극제 10주년 행사 개최

2월

‘폰도 데 쿨트라 에코노미카’와 한국문학 시리즈 출판약정 체결

3월

프랑스 문호 르 클레지오 공개강연회 개최

10월

한중문학인대회 한국 행사 개최

12월

한중문학인대회 중국 행사 개최

June

Supports works with 33 publishers, putting out 34 valuable books.

5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무크 초청 공개좌담 및 낭독회 개최

September

Young writers forum, titled: "What is the 21st Century Literature"

10월

제1회 한일중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January

Starts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March

"Dong-Yeup SHIN Literary Festival" co-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

May

Novelist Chong-Jun YI's lecture in Austria and France

September

Symposium "One Hundred Year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October

"Korea-France Poetry Reading" co-organized by the French Embassy, Seoul

11월

대산대학문학상 희곡수상작 특별연극제 개최

12월

《대산문화》 발간 10주년

5월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 특별 낭독회 개최

10월

구보 박태원 문학그림전 및 낭독회 개최 - 청계천 광장, 부남미술관
2009 한강 문학축전 개최

2010

The Daesan Foundation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Kyobo Life Insuranc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Daesan, Yong-ho SHIN.

1994

total endowments to 7.934 billion won.
1995

August

"Grants for Korean Studies Overseas" established; selects 8 projects for the grant.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2.352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10.286 billion won.

1996

1997

1998

September

Symposium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titled: "Fifty Year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June

"Exhibition of Pictures of Literary Figures and Their Manuscripts"

October

"Lectures and Readings by Poet Ko Un" in 5 German cities

November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January

Launches "National Youth Drama Festival" co-organized by the Korean Theater Association and Seoul Arts Center.

September

"Korean Literature Reading" in Hamburg and Dusseldorf

October

Lecture and Discussion with French writer Alain Robbe-Grillet

February

The Foundation wins Special Award in the 34th Dong-A Drama Festival.
The Foundation adds another 1.114 billion won, raising the total endowments to 11.4 billion won.

1999

이윤기 『Kurve und Gerade 직선과 곡선』 출간기념 독일 6개 도시 낭독회 개최

2009

Foundation preparatory committee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Daesan Yong-ho SHIN

August

9월
2004

March

"UK-Korea Literature Forum" co-organized by the British Council
2000

December

The literary magazine, Daesan Culture, is first issued.

March

"Korean Literature Reading" in Hamburg and Leipzig

April

Seung-U LEE's Reading, celebrating publication of L'Envers de la vie in France September

5월

신창재 이사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

8월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타 뮐러 초청 낭독회 개최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00", titled;

10월

2010 한강 문학축전 개최

"Writing Across Boundaries : Literature in the Multicultural World"

12월

제2회 일중한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5월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8월

October

"Man-Shik CHAE Literary Festival" co-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

June

"Korea-Mexico-Cuba Literary Exchanges" / Daesan World Classics are first issued.

이원수·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개최

September

"Symposium Celebrating Centennial Anniversary Writers" co-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

10월

2011 한강 문학축전 개최

October

Lecture and Discussion by French writer Le Clézio

12월

대산문학상 수상자 신달자 시인 낭독공감 개최

November

Kyobo Life Insurance Company (The Daesan Foundation) wins Presidential Prize in the 2nd MécénatAwards

The Daesan Found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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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1.72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13.1 billion won.

September

Starts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Korean Writers' Reading Series in America"

2003

November

"The 10th Anniversary Ceremony and Exhibition"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1.22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14.0 billion won.

May

Special Guest Lecture by Chang-Rae LEE

June

Korea-Mexico Literary Exchanges / Moscow Korean Literature Festival

September

"UK-Korea Fantasy Literature Forum" co-organized by the British Council
"Korean Literature Forum" co-organized b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ctober

Jung-Hee OH receives Liberaturpreis in Germany.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0.875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14.96

June

Literary Exchanges in Mexico and Cuba

October

Frankfurt Book Fair and Book Readings in Germany

March

Kyobo Life donates another 0.97 billion won in endowments, bringing the Foundation's total endowments to 15.46

May

The 2nd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September

Purchase of the Kyobo Foundation Building

October

Participation in the Frankfurt Book Fair and book readings in Germany

May

Joint lecture by Oe Kenzaburo and U-chang KIM

August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North-East Asia

September

Daesan-U.C. Berkeley Korean Writer-in-Residence Program

November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Youth Drama Festival

February

Publishing contract with Mexico’s Fondo de Cultura Economica for Korean Literature Series

March

Lecture with French novelist Le Clézio

October

Korea-China Literature Convention in Korea

December

Korea-China Literature Convention in China

May

Joint Lecture Held by Nobel Prize Winner Orhan Pamuk and Book Reading

October

The 1st Biennial Korea-Japan-China East Asia Literature Forum

October

German Book Tour through Six Cities Celebrating the Publishing of Kurve und Gerade by Yun-gi YI

November

A special drama festival held with the Daesan Literary Awards for College Students winners’ dramas

December

The tenth year anniversary of the quarterly publication of Daesan Culture

May

A Public Reading by Le Clézio,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October

Exhibition of Paintings Celebrating the work of Taewon ‘Gubo’ Park at the Cheonggyecheon Plaza and Bunam Gallery.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2009

2010

2011

May

Chairman of the Daesan Foundation, Changjae Shin receives the Montblanc de la Culture Arts Patronage Award

August

Public Reading by Herta Müller,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October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2010

December

The 2nd Biennial Japan-China-Korea East Asia Literature Forum

May

Seoul International Forum for Literature 2011

August

Exhibition of Paintings Celebrating the Works of Won-Su Lee and Seok-Jung Yun to Mark the 100th Anniversaries of
Their Births

82

October

The Hangang Literary Festival 2011

December

“Relating to Each Other through Readings” with Daesan Literary Award Winner, poet Dal-Ja Shin

The Daesan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