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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순  제16회 대산대학문학상 시상식(9일)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기획위원회(10일)

중순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전체 조직위원회(11일)

      제16기 아시아프론티어클럽(AFC) 신년회(12일)

상순  제16회 대산대학문학상 아일랜드·프랑스·영국 유럽문학기행(1~9일)

중순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접수 시작(19일)

      절정문학회 오리엔테이션(19일)

상순  교보인문학석강 <유현준 교수>(5, 12, 19일)

중순  교보인문학석강 <도미니크 카르동 외> 프랑스 석학 초청 대담(16일)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기자간담회(16일)

      수요낭독공감 시작(18일)

상순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3~4일)

중순  1차 길위의인문학 <숲에서 만나는 사람의 향기>(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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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순  외국문학 번역지원 접수 시작(1일)

      《대산문화》 여름호 발간(1일)

중순  교보인문학석강 <패트릭 블랑 외> 프랑스 석학 초청 대담(14일)

하순  황석영 작가 프랑스 에밀 기메 문학상 수상(25일)

      대학생아시아대장정 참가자 발표(25일) 

      『인생손님 -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어쓰기』 발간(30일)

상순  《대산문화》 봄호 발간(2일)

      대산청소년문학상 접수 시작(2일)

중순  교보인문학석강 <르 클레지오·황석영> 특별 공개대담(12일)

하순  절정문학회 공로장학금 전달식(26일)

상순  대산청소년문학상 응모작 예심결과 발표(4일)

중순  대학생아시아대장정(17~27일)

하순  대산창작기금 수혜자 발표(23일)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결과 발표(31일)

상순  대산청소년문학상 문예캠프 및 시상식(1~3일)

중순  러시아문학기행(16~22일) / 대산문학상 본심 시작(20일)

하순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증서수여식(24일)

 교보인문학석강 <이기호>(30일)

      나혜석 「경희」 발표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1차 전시(31~9월 30일)

      나혜석 「경희」 발표 100주년 기념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발간(30일)

상순  《대산문화》 가을호 발간(1일)

      대산대학문학상 접수 시작(1일)

      대산문학상 예심결과 발표(5일)

      교보인문학석강 <김애란, 권여선>(6, 13일)

중순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기자간담회(18일)

상순  제4회 교보손글쓰기대회 시상식(5일) 

중순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참가작가 작품집 『마음의 연대』발간(15일)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16~20일)

      나혜석 「경희」 발표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2차 전시(23~12월 20일)

      신창재 이사장 은관문화훈장 수훈식(24일)

상순  2차 길위의인문학 <김홍도와 떠나는 청풍명월 산수기행>(3일)

      대산문학상 기자간담회(5일)

      교보인문학석강 <크리스틴 데트레즈 외> 프랑스 석학 초청 대담(7일)

하순  대산문학상 시상식(27일)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집 『열아홉 레시피』발간(30일)

      제6회 한국·스페인어권 문학교류의 밤(30일)

상순  《대산문화》 겨울호 발간(1일)

      수요낭독공감 마감(5일)

중순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발표(13일)

 외국문학 번역지원 증서수여식(17일)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결과 정리모임(20일)

하순  제14호 절정문학회 동인지 『세계 일주』발간(31일)

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6월

5월

2월

4월

3월

대산문화재단의 1년
YEAR IN REVIEW : THE DAESAN FOUNDATION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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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들을 소개한 국민일보(2018.11.06)

▶  제7회 희곡 부문 
수상자 이오진 작
가를 소개한 한국
경제(2018.01.08)

◀  제2회 소설 부문 수
상자 윤고은 작가
를 소개한 서울경제
(2018.08.23)

언론에 비친 대산문화재단 
 MEDIA COVERAGE OF THE DAESAN FOUNDATION

대산문학상

대산창작기금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대산대학문학상

▲  여름호 기획특집 날래 이어쓰기를 소개한 한겨레(2018.06.15)

▲  겨울호 대산초대석에 실린 도종환 장관과의 인터뷰를 소개한 서울신문(2018.12.04)

▲  대산문화 기획특집 ‘소설 이어쓰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조선일보
(2018.07.11.)

◀  대산창작기금 수혜자 선
정소식을 알린 조선일보
(2018.07.24)

▶  수 혜 자  선 정 결 과
를  보 도 한  한 겨 레
(2018.07.27)

▶  제 2 6 회  대 산 문 학 상  수
상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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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알린 서울경제
(2018.08.07)

▲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 공모 소식을 보도한 뉴시스(2018.03.12)

▲  황석영 작가의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수상 소식을 알린 세계일보(2018.06.27)

▶  한국 문학의 현재 위상에 대해 
소개한 서울신문(2018.06.29)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외국문학 번역지원

국제문학교류

미지센터

대산청소년문학상

▶  2018 한국·스페인어
권 문학교류의 밤 개최
소식을 알린 연합뉴스
(2018.11.26)

▶  2018 미지 포토보이
스 프로젝트 '도시의 네
모난 이야기' 사업을 
소개한 내외뉴스통신
(2018.03.26)▲  2018 지원자 선정 소식을 담은 연합뉴스(2018.12.10)

◀  대산세계문학총서 150
번으로 출간된 페르난두 
페소아 시집을 소개한 
매일경제(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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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학생아시아대장정 발대식 소식을 
전한 한국경제(2018.07.20)

▲  대학생아시아대장정 개최 소식을 전한 헤럴
드경제(2018.07.23)

대학생아시아대장정

▲  2018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개최를 알린 문화일보(2018.04.24)

▲ 문학제를 자세히 소개한 서울신문(2018.04.24)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를 알린 중앙일보(2018.10.17)

▲  한국의 장강명 작가와 일본의 나카무라 후미노리 작가를 
인터뷰한 한겨레(2018.10.19)

▲  포럼 참가작가 히라노 게이치로를 
취재한 한국일보(18.10.22)

◀  포럼에 참가한 한일 여성
작가 최은영, 시마모토 리
오의 대담을 실은 경향신
문(2018.10.23.)

▲  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쑤퉁 소설가의 인터뷰를 담은 국민일보(18.10.19)

▲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를 알린 한국경제(2018.10.17)

동아시아문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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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대산창작기금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University Students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Literary Magazine The Daesan Culture 

창작문화 창달 사업
LITERARY CREATIVITY DEVELOPMENT 

▶  신창재 이사장의 은관문화
훈장 수훈 소식을 전한 한
국경제(2018.10.18.)

◀  신창재 이사장의 은관문화
훈장 수훈을 알린 한국일보
(2018.10.18)

기 타

◀  교보인문학석강 프랑스 석학 
초청 공개대담을 소개한 아시
아경제(2018.11.08)

▲  문학그림전을 다룬 서울신문(2018.08.30)

◀  교보인문학석강 황석영-르 클레
지오 특별 대담을 취재한 한겨레
(2018.03.14)

책사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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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산문학상은 매년 시·소설·희곡·평론·번역 등 5개 부문에서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종합 문학상이다. 시·소설 부문은 최근 1년여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희곡·평론 부문은 2년여 동안 단행

본 또는 공연으로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격년제 심사를 진행한다. 번역 부문은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된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심사한다. 대산문학상은 작품상으로서 “우리문학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그 뜻을 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적인 수준의 문학상을 지향”한다. 심사 기준은 “세계인이 공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개성적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 “한국문학을 

대표할 만한 성과물로 해외에 소개할 가치와 의의가 있는 작품”,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 소설, 희곡 

부문 수상작은 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소개된다.

재단은 대산문학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운영을 통해 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상의 브

랜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정 경과

올해 심사 대상작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평론은 지난 2년, 번역은 지난 4년)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모든 문학작품이었다. 한국

문학의 성과를 수확하고 축하하는 대산문학상은 많은 작품 중에서 부문별로 단 1편만을 수상작으로 선정(공동수상이나 가작 없음)해야 

하기에 예심과 본심의 심사위원들은 여러 차례의 독회를 통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심 기간을 확대하고, 본

심의 심사대상작 수를 반영하여 부문별로 본심 기간을 달리 하는 등 더욱 충실한 심사를 위해 제도의 변화를 꾀했다. 더불어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격년제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는 평론 부문을 심사하였다.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어권별로 시행하는 번역 부

문은 올해 불어권 번역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가나다순)■ 2018년도 심사위원  

소설 

본심 예심 

은희경(소설가) 김경수(평론가, 서강대 교수)

조남현(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용(소설가, 서울예대 교수)

최수철(소설가, 한신대 교수) 서영인(평론가)

한수산(소설가, 세종대 명예교수) 조경란(소설가)

황종연(평론가, 동국대 교수)

시 

본심 예심

김명인(평론가, 인하대 교수) 이장욱(시인, 동국대 교수) 

김승희(시인, 서강대 명예교수) 진은영(시인, 한국상담대학원대 교수)

정과리(평론가, 연세대 교수) 최현식(평론가, 인하대 교수) 

정희성(시인)

최승호(시인, 숭실대 교수) 

평론 

고형진(평론가, 고려대 교수)

김미현(평론가, 이화여대 교수)

유성호(평론가, 한양대 교수)

최원식(평론가, 인하대 명예교수)

홍정선(평론가, 인하대 명예교수)

번역(불어권)

고광단(홍익대 명예교수)

김경희(한양대 교수) 

최미경(이화여대 교수)

최권행(서울대 교수)

카린 드비용(서울여대 교수)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1993년~현재 국내 문인 예심 : 6~8월 
본심 : 9~10월
시상식 : 11월 27일

예심 : 6~8월 
본심 : 9~10월
시상식 : 11월 말

대산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창작문화 창달 사업

수상작

제26회 대산문학상의 부문별 수상작과 작가로는 ▲시 부문에 『Lo-fi』(강성은 作) ▲소설 부문에 『아홉번째 파도』(최은미 作) ▲평

론 부문에 『애도의 심연』(우찬제 作) ▲번역 부문에 불역 『La Remontrance du tigre 호질 : 박지원단편선』(조은라, 스테판 브와 共譯)

가 선정되었다. 수상작에 상금 각 5천만 원씩 4개 부문에 총 2억 원의 상금과 함께 양화선 조각가의 소나무 청동 조각 상패가 시상되었으

며, 시, 소설 수상작은 2019년도 번역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당 어권의 출판사를 통해 출판, 소개된다. 시상식은 11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번역 부문 심사▲ 소설 부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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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출판사

Lo-fi 강성은 문학과지성사

한 문장 김언 문학과지성사

표류하는 흑발 김이듬 민음사

개인의 거울 김정환 창비

가슴에서 사슴까지 김중일 창비

웃는 연습 박성우 창비

물류창고 이수명 문학과지성사

끝없는 사람 이영광 문학과지성사

사랑은 탄생하라 이원 문학과지성사

언어 이전의 별빛 허만하 솔

제목 저자 출판사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민음사

경애의 마음 김금희 창비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검은 개가 온다 송시우 시공사

여기에 없도록 하자 염승숙 문학동네

프롬 토니오 정용준 문학동네

아홉번째 파도 최은미 문학동네

죽은 자로 하여금 편혜영 현대문학

제목 저자 출판사

후르비네크의 혀 김형중 문학과지성사

올빼미의 숲 소영현 문학과지성사

애도의 심연 우찬제 문학과지성사

이후의 시 이경수 파란

재현의 현재 이경재 창비

몰입의 잔상 이숭원 역락

공감의 시학 이형권 천년의시작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 함돈균 창비

제목 원작 원작자 번역자 출판사

J’etends ta voix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김영하 김영숙, ArnauldLe Brusq 필립피키에

Ma très chère grande soeur 봉순이 언니 공지영 임영희, Stéphanie Follebouckt 필립피키에

Les Planificateurs 설계자들 김언수 최경란, Pierre Bisiou 드로브

La Remontrance du tigre 호질 박지원 조은라, Stéphane Bois 드크레센조

Le chant des cordes 현의 노래 김훈 한유미, Hervé Péjaudier 갈리마르

2018년도 수상작 소개

『Lo-fi』 (문학과지성사 펴냄) ■ 강성은 

예심에서 선정된 10권의 시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심에서는 1, 2차 심사를 통해 강성은의 『Lo-fi』, 김

정환의 『개인의 거울』, 이영광의 『끝없는 사람』, 허만하의 『언어 이전의 별빛』이 최종심 대상작에 올랐다. 

유령의 심상세계와 좀비의 상상력으로 암울하고 불안한 세계를 경쾌하게 횡단하며 끔찍한 세계를 투명

한 언어로 번역해 낸 『Lo-fi』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홉번째 파도』 (문학동네 펴냄) ■ 최은미 

본심에 올라 온 8편의 장편소설 중 김금희의 『경애의 마음』,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 정용준의 『프롬 토

니오』, 최은미의 『아홉번째 파도』가 최종심 대상작에 올랐다. 감각적이면서도 치밀한 묘사, 사회의 병리

적 현상들에 대한 정밀한 접근, 인간 심리에 대한 심층적 진단 등 강력한 리얼리티를 구축하며 문학적 성

취를 이룬 최은미의 『아홉번째 파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애도의 심연』 (문학과지성사 펴냄) ■ 우찬제 

김형중의 『후르비네크의 혀』, 우찬제의 『애도의 심연』, 이경수의 『이후의 시』, 이경재의 『재현의 현재』가 

최종심 대상작에 올랐다. 우찬제는 텍스트의 심미성과 상상력에 대한 정치한 독해를 펼쳐감으로써, 현

장 비평이 텍스트에 최대한 근접하고 그것의 맥락과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임을 명징하게 보여줌. 가장 

안정된 비평 능력과 성취를 보인 우찬제의 비평집 『애도의 심연』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La Remontrance du tigre 『호질 : 박지원단편선』 
(Decrescenzo éditeurs 刊, 박지원 作) ■ 조은라, 스테판 브와 佛譯

J'etends ta voix(김영하 『너의 목소리가 들려』), Les Planificateurs(김언수 『설계자들』), Ma très chère 

grande soeur(공지영 『봉순이 언니』), Le chant de scordes(김훈 『현의 노래』), La Remontrance du 

tigre(『호질 : 박지원단편선』)가 최종심 대상작에 올랐다. 원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주석들

이 돋보이며 완성도 높은 번역으로 원작 특유의 은유와 풍자를 잘 전달하고 있는 La Remontrance du 

tigre(『호질: 박지원단편선』)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 부문

 소설 부문

 평론 부문

 번역 부문  (불어)

본심 대상작 및 최종 논의작

┃ 시  ┃ 

┃ 소설  ┃ 

┃ 평론  ┃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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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89,520원대산문학상 집행액

사업 개요

대산창작기금은 국내 문학계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역량 있는 문인들을 발굴하여 한국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미등단 혹은 등단 10년 이하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

한다. 수혜자에게는 지원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모든 권리는 수혜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재단은 대산창작기금이 지원제도 이상의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신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검토

하고 있다.

선정 경과

2018년 2월 19일(월)부터 5월 31일(목)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3백5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 부문에 1백

66건, 소설부문에 68건, 희곡부문에 13건, 평론부문에 8건, 아동문학 부문에 95건 등이었다. 지원신청자들은 책 1권 분량의 발표되지 않

은 작품과 지원신청서, 작품소개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였으며 심사는 부문별로 2~3인의 중진 문인들이 참여하여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1993년~현재 신진 문인 접수 : 2월 19일~5월 31일
심사 : 6~7월
증서수여식 : 8월 24일

접수 : 2월 18일~5월 31일
심사 : 6~7월
증서수여식 : 8월 말

대산창작기금
Daesan Creative Writing Funds

창작문화 창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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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작

역량있는 신진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한 2018년 대산창작기금 수혜자는 5개 부문에서 9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에

게는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지원금과 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주어지며 수혜자는 1년 이내 해당 작품을 출판, 발표하게 된다. 

수혜자에 대한 지원증서수여식은 8월 24일(금)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수혜자와 지원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심사위원  

■ 2018년도 수혜자 및 지원대상작

(가나다순)

시(시조) 고형렬(시인), 장석남(시인, 한양여대 교수), 최정례(시인) 

소 설 권지예(소설가), 성석제(소설가), 전성태(소설가)

희 곡 장우재(극작가, 연출가, 대진대 교수), 최진아(극작가, 연출가)

평 론 오형엽(평론가, 고려대 교수), 우찬제(평론가, 서강대 교수)

아동문학 김개미(시인, 동시작가), 박상률(동화작가, 숭의여대 교수), 조태봉(아동문학평론가)

부문 성명 작품명

시

김복희 「아름다운 베개」 외 49편

신진련 「창밖」 외 49편

오성인 「푸른 눈의 목격자」 외 52편

소설
박사랑 『우주를 담아줘』(장편)

장성욱 「화해의 몸짓」 외 6편

희곡 진용석 「폭력시대」 외 2편

평론 노대원 「소설보다 낯선」 외 23편

아동문학
김경진 동시 「별의 별」 외 54편

이은용 동화 『맹준열 외 8인』(장편)

▲ 시 부문 심사 ▲ 희곡 부문 심사

나뭇잎 물음표  ■  백점례 지음, 고요아침 펴냄

201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후 천강문학상 대상, 한국시조시인협회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백점례 시인의 두 번째 시조집. 「경칩 무렵」 「빗살무늬 토기」 「포석정 삽화」 등의 작품이 수록된 이번 

시조집은 정제된 구조에 안착한 간소하고 단아한 특성과 시인 특유의 겸허한 조율과 문양을 시편마다 가지런히 

담아내고 있다. “전통시조 정격의 격률을 안정감 있게 계승함으로써 현대시조의 품격과 서정을 펼쳐보였다”는 평을 

받으며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로라와 로라  ■   심지아 지음, 민음사 펴냄

2010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심지아 시인이 등단 후 8년 만에 내는 첫 번째 시집. 『로라와 

로라』는 시적 질료를 기억의 바깥에서 찾아 최대한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시적화자는 “비인칭”이 되어 꿈속의 꿈으로 

이야기를 뻗어 간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독자는 “충분한 어둠”과 충분한 밝기”를 응시한다. 재기발랄하고 다채로운 시의 

감각과 화법, 불안정해보이는 반복과 수다와 비약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시적 가능성으로서의 실험성과 

에너지, 새로운 감각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산창작기금 지원을 받아 2018년 출간된 책들

소피아 로렌의 시간  ■  기혁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2010년 『시인세계』 신인상 시 부문,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으로 등단한 기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이 

시대의 진실, 황량한 세상에 켜켜이 누적된 희미한 삶과 슬픔의 내력이 65편의 시들에 담겨 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견고한 시적 사유와 응집력 있는 시의 밀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편들 전체가 질서정연한 구조를 이루면서 시간과 

인간, 세계와 역사를 향해 일사분란하게 항진하고 있었다. 시편들 전체가 장편서사시 혹은 연작시를 읽는 듯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견지해내는 깊이가 있었다. 예각화된 언어운용과 감각 또한 믿음직했다. 우리 시단의 듬직한 

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을 받으며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체 게바라 치킨 집  ■   임경묵 지음, 문학수첩 펴냄

2008년 하반기 《문학사상》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임경묵 시인의 첫 시집. 시인은 “골목에 소속”된 자로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들을 사려 깊게 바라보고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골목의 풍경들을 그려낸다. 

표제작인 「체 게바라 치킨 집」을 포함하여 도시 변두리 골목을 하나하나 스케치하듯 그리며 ‘골목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낸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서사를 감각적으로 그려내되, 가독성과 시의 본원적인 것을 되새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1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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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2,770원대산창작기금 집행액

편협의 완성  ■   이갑수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2011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이갑수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 과학의 방법과 합리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작가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낸 단편소설 일곱 편과 중편소설 한 편이 담겨 있다. 작품 속 개성 넘치는 

인물들과 독특한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과 일그러짐을 가차 없이 투영해 보여준다. “어떤 

소재를 주어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어낼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라는 평을 받으며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한 북어  ■  강지인 지음, 문학동네 펴냄

2004년 『아동문예』 신인상으로 등단한 강지인 시인의 새 동시집.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북어 한 마리 현관문 위에 

매달고 가신 할머니. 두 다리 뻗고 주무신대요. 귀신 걱정 도둑 걱정 안 하신대요." 표제작 「수상한 북어」에 나타나듯, 

따뜻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린 전작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아이들이 이따금씩 마주치게 되는 매우 “수상쩍은" 세상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일상에 의문을 품게 된 아이들이 보게 될, 보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가능성이 내포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고른 작품 수준과 튼실한 기본기로 믿음을 준다는 평을 받으며 2011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푸른 눈의 목격자  ■  오성인 지음, 문학수첩 펴냄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으로 등단한 오성인 시인의 첫 시집.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세대이면서도 오월의 광주를 

작품과 생활의 온몸으로 짊어지며 광주의 역사성을 현대사로 이으려는 시인의 노력이 담겨 있다. 우직한 정통적 

시법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슬픔의 언저리를 맴돌거나 서성이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한다. “요즘 

시로서는 드물게 ‘역사성’을 담보하려 고투한 흔적이 건강하다. 세대를 달리한 ‘80년 광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신선했다. 쇄말화된 내면의 중얼거림이 마치 세련된 무엇인 양 행세하는 세태에서 그 외로움은 값지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터널  ■  이귤희 지음, 국민서관 펴냄

2017년 대산창작기금으로 등단한 이귤희 소설가의 첫 번째 동화. 일제 강점기,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터널을 폭파해 마을 사람 전부를 죽인 역사의 현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떨까? 『터널』은 잘못된 과거와 뒤틀린 현재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가는 주인공 선우의 여정을 그린다. “주인공이 왜곡된 현재를 바로잡고자 1945년 8월 15일로 

돌아가서 과거 사건을 경험하고 할아버지의 비밀을 깨닫는 구성력, 빤하지 않은 인물 설정으로 흡입력을 놓치지 않은 

것을 이 작가의 뛰어난 점으로 보았다”는 평을 받으며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맹준열 외 8인  ■  이은영 지음, 창비 펴냄

제12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을 수상한 이은용 소설가의 장편소설. 아홉 식구 대가족의 유쾌한 여행기를 그린 

시끌벅적한 소동극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핵가족 시대에 어딜 가든 시선을 끄는 대가족의 셋째 아들 맹준열로, 가족과 

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열일곱 살 준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아 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서사 전개가 흡인력을 높이고 인물의 성격이 잘 살아 있어 생동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 대가족을 건사하느라 

여행 한 번 해보지 못한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나섰다가 말썽 많은 여행길에서 겪는 이야기는 읽는 이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울림이 있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딴생각하기 좋은 시간  ■  김정수 지음, 문이당어린이 펴냄

201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정수 시인의 첫 동시집. 가족, 친구, 이웃,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 등을 

소재로 다양한 어린이들을 생동감 넘치게 등장시킨다. 예리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낸 아이들의 이야기는 친구 

얘기처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적 완성도를 높인다. "전편의 수준이 고르고 잔잔한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동시다웠다. 더욱이 아이의 눈으로 일상의 의미를 가볍게 되짚어보는 시적 묘미와 함께 삶에 대한 

긍정적 사유의 건강함이 느껴지기도 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7년 수혜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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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와 심사위원 및 내빈

■ 2018년도 심사위원
선정 경과

2018년 대산대학문학상은 9월 1일(토)부터 11월 9일(금)까지 공모

가 진행되어 시 부문에 296명, 소설 부문에 363명, 희곡 부문에 54

명, 평론 부문에 16명, 동화 부문에 52명 등 총 781명이 응모하였다. 

심사는 부문별 1~3명씩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작품성, 문장력, 참

신성 등을 기준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진행하였다. 

수상자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된 심사를 통해 총 네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19년 1월 9일(수) 광화문 교보빌딩 23층에서 개최하

였으며 수상자들에게 상금 7백만 원과 해외문학기행의 기회를 수여했다. 

수상자들의 해외문학기행은 2월 8일(금)~17일(일)까지 영국 런던과 옥스퍼드에서 진행되었다. 수상자들은 런던에서 소설가 줄리언 반

스(Jurlian Barnes)와 만남을 가졌고 옥스퍼드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류하였다. 또한 문화 유적과 문학 

배경지를 탐방하여 세계 문화 및 문학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

2018년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수상자 및 수상작  

사업 개요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대학생 특유의 패기 있고 실험정신 넘치는 작품을 발굴하는 대산대학문학상은 교보생명의 후

원을 받아 창비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상금을 7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문학을 향한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였다.

2002년 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사업의 성격으로 실시된 대산대학문학상은 이후 소설가 김애란, 윤고은, 정한아, 평론가 강동

호, 동화작가 김해등 등 한국 문단의 차세대 주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국내 대표 대학문학상이자 신인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재단

과 창비는 대산대학문학상이 문학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가나다순)

▲ 영국 줄리언 반스 소설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수상자들

부문 성명 학교 및 학년 작품명 선정 사유

시 김연덕 한예종 서사창작 2 「재와 사랑의 미래」외 4편
적당한 거리감과 명료한 이미지, 교차하는 감정의 순간을 
세밀하게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간직함.

소설 수상자 없음

희곡 이다은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4 「돼지의 딸」
돼지를 치는 집이라는 독특하면서도 간결한 설정으로 무심한 듯 
툭툭 던져지는 대사들이 힘 있는 자장을 만들어냄.

평론 박소연 연세대 국어국문 4
「오래된 비디오테이프의 
동력,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공동체적 연대의 윤리를 섬세한 감성으로 발신하는 최은영의 
소설이 문학의 윤리와 의미를 현재적으로 묻는 의미 있는 
텍스트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함. 

동화 장은서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2 「타조관찰일지」외 1편
도식적인 주제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확장적인 
상상력에 깃댄 젊은 작가의 패기가 돋보임.

시 김이듬(시인), 신용목(시인), 유희경(시인)

소설 김숨(소설가), 손홍규(소설가), 윤해서(소설가)

희곡 김수미(극작가), 성기웅(극작가, 연출가, 극동대 교수)

평론 백지연(평론가), 한기욱(평론가, 인제대 교수)

동화 김해등(동화작가), 이금이(동화작가)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2002년~현재 대학생 접수 : 9월 1일~11월 9일
심사 : 11~12월
시상식 : 2019년 1월 9일
해외문학기행 : 2019년 2월 8~17일

접수 : 9월 1일~11월 8일
심사 : 11~12월
시상식 : 2020년 1월 초
해외문학기행 : 2020년 1~2월

대산대학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University Students

창작문화 창달 사업

76,588,045원대산대학문학상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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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재단은 우리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의견을 제공하고 재단 사업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문예교양지 《대산문화》를 계간

으로 발간하고 있다. 《대산문화》는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기획특집’, ‘인문에세이’ 및 문학콘텐츠인 시·단편

소설·동화·에세이, 문화 교양 콘텐츠인 ‘다시 읽는 우리 문집’, ‘근대 예술의 풍경’ 등의 코너들로 독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더불어 ‘나의 아버지’, ‘나의 데뷔작’, ‘내 문학의 공간’ 등 작가들의 인간적이고 진솔한 콘텐츠들로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작

가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콘텐츠 및 코너 기획, 필자 선정 등에 김경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소설가, 정끝별(이화여대 교수) 시

인, 조강석(연세대 교수) 평론가가 편집자문위원으로 수고하였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발행 시기

1999년~현재 일반 대중 연4회(3월, 6월, 9월, 12월)

봄

호
가
을
호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The Literary Magazine The Daesan Culture

창작문화 창달 사업

≪딴지일보≫와 ‘강남스타

일’과 같이 B급과 비주류를 

자처하며 싼티, 촌티, 날티에 

열광하는 하위문화, 자본주

의 문화, 속물주의 문화, 흥행

주의 문화. B급 예술로 폄하

되었던 대중친화적인 장르 예

술은 A급과 엘리트주의에 저항하는 ‘대세의 문화코드’로 우리 문화 영역에 이미 자

리 잡았다. 봄호 ‘기획특집’ 「B급, 非급, 秘급」에서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생생한 현

장을 들여다보고자 ‘대세의 문화코드’의 생산현장 중심에 있는 문화계 네 사람의 목

소리를 들어보았다. 한편 두 건의 대담기사가 실렸다. 먼저 ‘대산초대석’은 그동안 한

국 문단의 중진 작가들을 인터뷰하던 것에서 그 대상을 넓혀 우리 시대가 주목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찾아갔다. 첫 순서로 1972년 최연소로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

탁되고 1978년 유럽으로 건너가 ‘차붐’이라 불리며 축구계를 휩쓸었던 차범근 전 감

독을 서형욱 MBC 축구 해설위원이 만났다. 더불어 2005년 『바다』로 맨부커상을 

수상하고, 카프카 문학상, 오스트리아 유럽문학상 등 각종 상을 휩쓴 아일랜드 소

설가 존 밴빌을 제16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들이 만나 나눈 대화를 ‘특별대담’으

로 소개하였다. 또한 작가에게 문학적으로 의미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내 문학의 

공간’ 코너를 신설, 최민석 소설가의 에세이(「일출과 일몰처럼」)를 선보였다.

전위적이고 해체적인 글쓰기로 한국 모더니즘 문학사를 개척한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1910~1937)의 대표작 「날개」는 현대인의 도착되고 분열된 내면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로 우리 문학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획특집 

「이상 소설 「날개」 이어쓰기」에서 이승우 강영숙 최제훈 김태용 임현 박솔뫼 

등 여섯 작가가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초상을 새롭게 되살

렸다. 더불어 매년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한국 문인들을 재조명해 온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기념하여 ‘나의 아버지’ 특집을 선보였다. 《대산문화》에서

는 이들의 자연인으로서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기 위해 자녀들로부터 ‘나의 아버지’

를 주제로 회고한 글을 받았다. 시인 김경린의 딸·소설가 조흔파의 딸 ·시인 황금찬

의 아들이 각각 기고하였다. 한편 ‘특별대담’으로 2017년 말 서울을 무대로 한 장편

소설 『빛나-서울 하늘 아래』를 펴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 클레지오가 황석영 

소설가와 만나 교보인문학석강에서 진행한 특별 공개 대담의 전문을 소개하였다. 

‘대산초대석’에서는 전 세계적 관심 속에 치러진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박민정 소설가가 만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문학자

이자 문학평론가, 번역가인 

황현산 선생이 타계하여 큰 

슬픔이 되었다. 선생이 타계

하기 전 송승환 시인이 경기

도 포천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선생을 ‘대산초대석’으로 만

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황현산 선생은 ‘있는 그대로’의 번역을 강조하며 번

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나타냈고, 그의 비평과 산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완

곡어법과 알레고리, 언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 극

작가, 남성작가, 여성문인, 신진, 중견, 원로 등 작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때로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장르, 형식, 소재 등에 제한을 가하는 억압 기제가 되기

도 한다. 동시에 독자에게는 작품 내용을 예상하게 하는 소위 ‘스포일러’가 되기도 

한다. 이에 ‘기획특집’에서 필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여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창

작과 감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령작가 X」를 기획하여 네 작가의 산문을 실었

다. 필자 정보는 작가의 희망 여부에 따라 겨울호에 밝혔다. ‘문학현장’에는 제26회 

대산문학상 시와 소설 부분의 본심 대상작과 예심 심사평, 2018년 대산창작기금 수

혜자 선정 결과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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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외국문학 번역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국제문학교류 
International Literary Exchanges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79,172,690원문예교양지 《대산문화》 발간 집행액

<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이 10월 17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겨울호에

서는 기획특집 「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 21세기 동아시아 문학, 마음의 

연대 - 전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를 ▲주요 발제문 다시 읽기 ▲이소윤 평론가

의 이틀간의 포럼 참관기 「쓰는 사람을 쓰게 만드는 마음에 대한 고백」 ▲한중일 

조직위원회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를 기록한 「문학이 없다면 인류의 미래도 없

다」 등으로 구성하여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와 평화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삼국의 

작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눈 흔적을 전했다. 여름호부터 작가의 여행과 문

학적 사색을 소개하기 위해 ‘노트 위 패스포트’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겨울호에는 권

지예 소설가의 쿠바 체류기 「아바나, 영혼은 탈탈 털리고 심장은 도취하다」를 실

었다. 더불어 ‘대산초대석’에는 시인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강석 평론가가 만나 나눈 대담을 소개하였으며, ‘인문에

세이’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2018년 늦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국민청원제도’, 유발 하라리, 빅데이터 등 굵직한 이슈들을 조명하며 2018

년 늦가을의 대한민국을 살핀 칼럼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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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리 문학의 번역과 연구, 출판 등을 지원, 해외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세계 속 한국문학의 자장을 넓히고 민족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이

다.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어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 한국 문화에 관한 연구,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관련 서적 출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500만~1천500만 원의 지원금이 어권 별, 장르별로 주어진다. 

재단은 역량 있는 번역가들이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결과물을 출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해외 유수의 출판

사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작

심사 결과 영어 4건, 불어 1건, 독일어 3건, 일본어 2건, 중국어 2건, 러시아어 1건, 이탈리아어 1건, 베트남어 2건, 페르시아어 1건 등 총 17

건의 지원대상작이 선정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번역(출판)지원에 16건, 연구지원에 1건이다. 이들 작품에는 지원 부문에 따라 600만~1

천500만 원씩 총 2억5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번역지원 대상작으로 박완서, 은희경, 김중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주요 작

품과 더불어 김이정, 서효인, 손보미, 정영문, 황정은 등 대산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이 대거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영어권에서

는 윤고은, 일본어권에서는 심윤경 등 해당 어권의 특성을 고려한 실력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영어, 독일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등 총 4개 어권에 걸쳐 2017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수상작인 손보미 작가의 소설 『디어 랄프 로렌』이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들을 번역하는 지원대상자는 영어권의 이창수, 불어권의 이화원·정예영·이혜경·프랑수와즈 최·나탈리 아자르, 베트남어권의 이

춘중·르엉홍하잉·웬목마이·판티와잉 등 중견 번역가를 비롯하여 영어권의 정예원, 독일어권의 얀 헨릭 디륵스, 김남희·토어스텐 이스라엘, 

일어권의 오영아, 러시아어권의 리 그리고리 등 각 어권에서 활발하게 번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실력있는 젊은 번역가들이 선정되었다. 

더불어 영어권의 리지 뷸러, 중국어권의 엽뢰뢰, 이탈리아어권의 스테파노 버지아, 페르시아어권의 파터네 누리 베트남어권의 쩐 하이 즈

엉 등 신진 번역가들이 선정되어 균형을 이루었다.

이들에 대한 증서수여식은 8월 24일(금) 광화문 교보빌딩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지원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심사위원 

국문학 서경석(한양대 교수) 

영어 윤혜준(연세대 교수), 스티브 캐프너(서울여대 교수)

불어 유석호(연세대 교수)

독어 김태환(서울대 교수), 프리트헬름 베르툴리스(대구대 교수)

스페인어 김창민(서울대 교수)

일어 이한정(상명대 교수), 사와다 노부에(동덕여대 교수)

중국어 김진공(인하대 교수), 강영매(이화여대 교수)

러시아어 박종소(서울대 교수)

이탈리아어 박상진(부산외대 교수) 

베트남어 전혜경(한국외대 교수)

페르시아어 곽새라(한국외대 교수) 

몽골어 이안나(전 울란바토르대 교수)

인도네시아어 고영훈(한국외대 교수)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1993년~현재 번역가,
해외 한국학
연구자 및 해외 출판사

접수 : 2월 19일~5월 31일
심사 : 6~7월
증서수여식 : 8월 24일

접수 : 2월 18일~5월 31일
심사 : 6~7월
증서수여식 : 8월 말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

선정 경과

2018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2월 19일(월)부터 5월 31일(목)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결과 영어 25건, 불어 2건, 독어 6건, 스페인어 2건, 일

어 6건, 중국어 20건, 기타 12건 등 총 73건이 접수되었다. 재단은 지원신청자들로부터 일정량의 번역 원고와 지원신청서, 번역계획서 등

을 제출받아 심사하였다. 심사는 어권 별로 1~2인의 중진 번역가 및 외국문학자들이 참여하여 역자의 번역능력, 원작의 우수성, 번역계획

의 완성도, 현지출판 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6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하였다. 2018년도 번역지원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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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Paper  종이

신달자 지음, 조영실 번역, 미국 퍼시티아 출판사 펴냄

한국문학의 여성 시를 대표하는 신달자 시인의 『종이』가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종이』는 종이 시집을 내는 것이 오랜 꿈

이었던 시인이 7년 동안 종이가 걸어온 길을 묵상하고 삶과 글이 하나였던 보르헤스의 삶을 시로 풀어내는 등 종이와 삶

의 길과 결을 다듬는다는 평을 받는다. 김광규, 김후란, 정현종 등 한국의 시인을 미국에 소개해온 조영실 번역가가 번역

을 맡았으며, 미국 코드힐 출판사의 임프린트인 퍼시티아를 통해 출간되었다. 

I'LL GO ON 계속해보겠습니다

황정은 지음, 정예원 번역, 영국 틸티드 액시스 출판사 펴냄

2015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황정은 소설가의 『계속해보겠습니다』가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같은 시간, 한 공간에 존재

하는 소라, 나나, 나기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계속해보겠습니다』는 서정의 결을 이어가면서도 

잔잔하게 흘러가 폭발적으로 파급되는 황정은식 서정의 마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평을 받는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

의자』 번역으로 널리 알려진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설립한 영국의 틸티드 액시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스페인어권

Con la sed ardiente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지음, 나송주 · 피오 세라노 번역, 멕시코 보노보스 출판사 펴냄

다양한 수사법, 거친 말투, 당시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꿈꾼 김지하 시인의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가 멕시코 보노보스 출판사를 통해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이번 『타는 목마름으로』의 출간은 

한국의 현대시를 중남미와 스페인어권에 소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은 김기택·정호승 등 다양한 

한국 시선집을 멕시코에 소개해온 보노보스 출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어권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을 받아 2018년 출간된 책들

■ 2018년도 수혜자 및 지원대상작 

부문 어권 지원대상자 번역작품

번역

영어

정예원 여수(서효인 作)

이창수 디어 랄프 로렌(손보미 作)

리지 뷸러 1인용 식탁(윤고은 作)

불어 이화원, 정예영, 이혜경, 프랑수와즈 최, 니콜라스 아자르 윤기훈 희곡집(윤기훈 作)

독일어

얀 헨릭 디륵스 목신의 어떤 오후(정영문 作)

이정인 디어 랄프 로렌(손보미 作)

김남희, 토어스텐 이스라엘 백의 그림자(황정은 作)

일본어
강방화 달의 제단(심윤경 作)

오영아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은희경 作)

중국어
장위 디어 랄프 로렌(손보미 作) 

엽뢰뢰 유령의 시간(김이정 作)

러시아어 리 그리고리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김중혁 作)

이탈리아어 스테파노 버지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作)

베트남어
쩐 하이 즈엉 유령의 시간(김이정 作)

이춘중, 르엉홍하잉, 웬목마이, 판티와잉 사씨남정기(김만중 作)

페르시아어 파터네 누리 디어 랄프 로렌(손보미 作)

연구 영어 이재연
매체를 통한 작가 네트워크의 형성, 1919-1927 
Social Authorship in Periodicals: Writers, Texts, Networks in Korea, 1919-1927

불가리아어권

터키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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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정과리(위원장, 불문학, 연세대 교수) 운영위원 송상기(서문학, 고려대 교수), 이정훈(중문학, 서울대 교수), 조선정(영문학, 서울대 교수) 

(가나다순)

사업 개요

가치 있는 외국의 고전 및 현대문학 등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한국문학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고 번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초역, 해당 언어에서의 

직접 번역, 정본의 완역을 기본 원칙으로 <대산세계문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새롭게 개편되는 어권 별 우선 번역대상 목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산세계문학총서 최초의 발간 취지인 ‘문학성

과 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재 세계문학 시장의 흐름과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외국문학 번역지원 우선번역대상 목록’

을 확정하였다. 목록은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등에 걸쳐 작성되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자문, 운영 및 심사 등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1999년~현재 번역가 접수 : 6월 1일~8월 31일
심사 : 9~11월
증서수여식 : 12월 17일

접수 : 6월 1일~8월 31일
심사 : 9~11월
증서수여식 : 12월 중순

외국문학 번역지원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World Classics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

▲ 본심회의

300,702,283원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집행액



44  45

■ 2018년 수혜자 및 지원대상작

대산세계문학총서

재단은 외국문학 번역지원을 통해 국내 번역 출간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중역을 철저히 배제하며, 작품성과 문학적 가치

를 중시하여 상업성이 없거나 난해함을 이유로 번역되지 못한 작품들을 적극 발굴, 번역해나가고 있다. 재단의 번역과 출판 지원을 통해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된 <대산세계문학총서>는 현재까지 128종 151권이다.

어권 지원자
작품명 

장르
작 가

영어 

서영승
Out of the Dust 황사를 벗어나서

소설
Karen Hesse 캐런 헤스

이미경
Main Street 메인 스트리트

소설
Sinclair Lewis 싱클레어 루이스

불어 권수연
Les Chiens et les loups 개와 늑대

소설
Irène Némirovsky 이렌 네미롭스키

독어 박상화
Lucinde 루친데

소설
Friedrich Schlegel 프리드리히 슐레겔

스페인어 심은희
El Conde Lucanor 루카노르 백작

소설
Juan Manuel 후안 마누엘

일어 이종은
死の棘 죽음의 가시 

소설
島尾敏雄 시마오 도시오

중국어 임도현
唐诗三百首 당시삼백수

시
孫洙(衡塘退士) 손수(형당퇴사)

러시아어 이항재
Дым 연기

소설
И.С. Тургенев I.S. 투르게네프

헝가리어 정방규
Pilatus 필라투시

소설
Szabo, Magda 서보, 머그더

선정 경과

재단은 2018년도 외국문학 번역지원 안내 광고를 주요 문예지 및 학회지 등에 게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원 요강과 ‘우선번역

대상 목록’을 함께 배포하였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어권에 걸쳐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영어 25건, 불어 10건, 독어 5건, 스페

인어 5건, 러시아어 4건, 중국어 19건, 일본어 14건, 이탈리아어 1건, 헝가리어 2건 등 총 85건이 접수되었다. 1차 심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을, 2차 심사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는 운영위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2차 심사는 운

영위원과 함께 어권별 전문가가 맡아 수고하였다.

2차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작

올해 지원대상으로 영어권 2건과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헝가리어권 각 1건을 선정하였다.

2018년 지원대상작은 다음과 같다.

▲영어권에는 대공황과 가뭄, 기근이 덮친 1930년대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의 곡창지대에서 한 농부 가정이 점차 붕괴되는 비극의 과정

을 14세 소녀의 눈으로 그려낸 소설 『황사를 벗어나서』와 미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싱클레어 루이스의 대표작으로서, 자신들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믿음으로 틀에 박힌 삶을 사는 미국인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풍자하여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설 『메인 스

트리트』 ▲불어권에는 『스윗 프랑세즈』의 저자로서 1942년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이렌 네미로프스키가 양차세계대전 

시기 유대인의 격변의 역사를 담아낸 소설 『개와 늑대』 ▲독어권에는 유럽 문예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낭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남긴 유일한 소설로서, 18세기 말에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서술 방식을 선취했다고 평가받는 소설 『루친

데』 ▲일본어권에는 미시마 유키오와 함께 대표적인 전후(戰後) 작가로 평가되는 시마오 도시오의 대표작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특공

대에 속해 ‘자살기계화’ 훈련을 반복하며 인간성을 상실한 작가의 내면의 풍경을 응시한 소설 『죽음의 가시』 ▲헝가리어권에는 헝가리

에서 가장 사랑받는 현대문학 작가 중 한 사람인 서보 머그더가 출세한 딸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실족사를 가장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하는 노인의 일생을 그린 소설 『필라투시』가 선정되었다. 이상의 작품 가운데 영어권 『황사를 벗어나서』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에 처음

으로 번역, 소개되는 작품들이다.

▲스페인어권에는 스페인 산문 문학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안데르센 동화들의 원형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스페인어권의 대표적인 우화집 『루카노르 백작』(돈 후안 마누엘 지음)을 선정,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품 전체를 소개하게 되

었다. 또한 ▲중국어권에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한시 중에서도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이, 한유 등 걸출한 시인을 배출하며 예술적·문학적

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당나라 한시의 정수를 모은 시선집 『당시삼백수』(손수 엮음) ▲러시아어권에는 톨스토이, 도스토옙

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문학의 황금세기를 주도한 투르게네프의 6대 장편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혁명적 사건들을 예술적으로 주석했

다고 평가받는 소설 『연기』가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증서와 함께 500만~900만 원의 번역지원금이 지급됐으며, 번역이 완료된 작품은 사후 심의를 거친 후 문학과지

성사에서 <대산세계문학총서>로 출판한다. 지원증서수여식은 12월 17일(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영어 조선정(서울대 교수) 

불어 정과리(연세대 교수)

독어 이경진(서울대 교수)

스페인어 송상기(고려대 교수) 

■ 2018년도 심사위원 

중국어 이정훈(서울대 교수) 

일어 윤상인(서울대 교수) 

러시아어 조주관(연세대 교수) 

헝가리어 유진일(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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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페르난두 페소아 시가집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50

페르난두 페소아 지음, 김한민 옮김

70여 개를 웃도는 이명(異名)으로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원고를 남기고 떠난 포르투갈 최고의 천재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 한국에서는 산문집 『불안의 책』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페소아는 일곱 살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이었다. 그중 페소아가 본명으로 쓴 시 81편을 엮은 시선집 이 출간되었

다. 본명으로 남긴 작품들에서도 페소아는 그답게, 어느 한 분야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정

처 없이 부유했다. 이 책의 작품들은 존재와 부재,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회의 등 그가 줄기차게 천착해온 주

제들 외에도, 민족과 역사, 유년의 기억, 사랑과 성(性),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와 대안적 종교에 대한 관심, 새

로운 문체와 형식 실험 등을 보여준다. 페소아의 화두들이 망라되어 있는 이 시선집은 페소아 시 세계의 분화

와 동화 추이를 그려보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파노라마섬 기담/인간 의자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51

에도가와 란포 지음, 김단비 옮김

서양 추리소설의 수동적 수용에서 벗어나 일본인에 의한 독자적인 추리소설 창작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일본 추리소설의 초석을 다진 거장 에도가와 란포(江戶川亂步). 그의 걸작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는 1927년 

작 「파노라마섬 기담」과 발표 후 독자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한 1925년 작 「인간 의자」를 엮었다. 두 작품의 주

인공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욕망이 억눌린 사람들이다. 이들의 욕망은 결국 기이하게 표

출되는데, 날것 그대로의 원시적 욕망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스럽다. 란포의 장기인 그로테스크한 분위

기 묘사와 에로티시즘, 기발한 트릭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짜인 이 작품들은 엄청난 흡인력으로 단숨에 결말

까지 내달리게 만든다. 

132,625,090원외국문학 번역지원 집행액

무고한 존재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46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지음, 윤벙언 옮김

이탈리아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자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장편소설. 육체의 쾌감을 추구하면서 항시 불안에 

괴로워하는 향락주의자의 심리를 시와 같이 응축된 문체로 묘사하여 극적이면서도 혹독한 심리적 긴장감을 

표현해냈다. 운명을 거부하며 목표를 위해 무고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를 통해 숙명을 

거부하면서 가장 치명적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인간적 가치의 몰락과 위기에 대항

하는 극단적 낭만주의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고야, 혹은 인식의 혹독한 길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47

리온 포이히트방거 지음, 문광훈 옮김

엄정한 현실 인식과 복합적인 인간 이해에 입각한 새로운 묘사로 회화사에 근대를 연 스페인 화가 프란스시

코 고야(1746~1828). 궁정화가로서 권력에 기대고 또 그것을 추구하던 고야가 예술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

를 직시하고 각성하는 시기를 그린 소설이다.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예술적 열망, 육체적 열정이 가득한 고

야는 예술적 명성을 거침없이 성취했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낸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어

리석음과 광기, 탐욕을 증언하는 놀라운 시대사적 기록물이 되었다. 포이히트방거는 화가 고야를 소환하여, 

욕망과 충동에 충실하던 한 인간이 예술적 발현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변모해가는 모습

을 생생하게 그렸다.

두보 오칠언절구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48

두보 지음, 강민호 옮김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절구 138수를 엮었다. 한시(漢詩)에서 가

장 짧은 양식인 4구로 이루어진 절구(絶句)는 그윽한 멋과 운치가 느껴지는 시체(詩體)이다. 그러나 중국 최

고의 시인인 두보(杜甫)의 절구를 감상할 때에는 이런 기대를 버리는 것이 좋다. 두보의 절구는 대체적으로 

떫고 거칠다. 굳이 그윽한 운치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마구 울부짖으며 자신의 감정과 사회 현실을 노래했다. 

굳어진 유형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해 당대의 인기는 얻지 못했으나 송대의 시가

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시의 세계를 확장한 두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병사 이반 촌킨의 삶과 이상한 모험  ㅣ 대산세계문학총서 149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보이노비치 지음, 양장선 옮김

러시아 문학사에서 고골, 살티코프-셰드린을 잇는 대표적 풍자작가이자 자먀틴을 잇는 반유토피아 작가로 

평가받는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보이노비치의 대표작. 사상이 개인의 삶을 옥죄던 냉전 시대는 소련의 

예술가들에게 가혹한 시기였다. 보이노비치는 소련 문단의 유망주로 승승장구하다가 1960년대 중반 문화

예술계의 자유주의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경험 위에서 러시아 우화에 

등장하는 ‘바보 이반’을 차용해 스탈린 지배하 소련의 부조리한 체제와 그 체제가 낳은 개인들의 위선에 끊임

없이 성내고 대들며, 한 편의 부조리극 같은 현실을 코믹하지만 신랄하게 풍자한다.

2018년에 발간된 <대산세계문학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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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060원국제문학교류 집행액 

대산청소년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Adults

대학생아시아대장정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Asia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위탁 운영 
Seoul Youth Center for Cultural Exchanges(MIZY Center)

장학 및 청(소)년 육성 사업
YOUTH TRAINING AND SCHOLARSHIP PROJECTS 

2018 한국-스페인어권 문학교류의 밤 

한국문학과 스페인어권 문학을 서로의 문화권에 소개하고자 2013년부터 단국대 아시아아메리카연구소와 공동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11월 30일(금),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김춘수의 시 「소냐에게」,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상

자」 등 스페인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을 김승기 한국외대 교수, 심상완 단국대 교수, 은희경 소설가가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

서는 멕시코의 후안 호세 아레올라의 소설 「경이로운 밀리그램」,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 년간의 고독」 

등 한국어로 번역된 스페인어권 문학을 브로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낭독하였다. 

그 외에도 스페인어권 국가 대사들과 한국문학, 스페인어권 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함께하여 겨울밤에 색다른 낭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사업 기간

1993년~현재 문인 및 일반 대중 연중

국제문학교류
Interational Literary Exchanges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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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문학을 이끌어나갈 문학영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예

장학사업이다.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부문 작품을 공모하여 수상 후보자 80명을 선발한다. 

최종 수상자 선정에 앞서 수상 후보자들은 2박 3일간의 문예캠프를 진행하며 이 기간에 실시되는 백일장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

다. 수상작은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집’으로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1993년~현재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접수 : 3월 2일~5월 31일
문예캠프 : 8월 1~3일

접수 : 3월 2일~5월 31일
문예캠프 : 7월 말

수상작 작품집 발간

응모작과 백일장 작품의 접수를 합산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는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은 기교보다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화된 작품들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위작, 모작, 대필, 중복 투고 등에 주의하며 심사를 진행하였다. 시 부문에는 이주현(경기 안양

예고 3) 소설 부문에는 석예원(경기 안양예고 2), 노송희(경기 안양예고 3) 등 총 2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작품들은 소설 부문 

대상 수상작품의 제목인 『열아홉 레시피』로 묶여 민음사에서 발간되었다. 

2018년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선정 경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은 전국의 중·고교생(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가운데 문예 자

질이 뛰어나 소속 학교장(비재학생 청소년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 2일(금)부터 5월 31일(목)까지 시(시

조)와 소설 두 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시 부문에 385명, 소설 부문에 434명 등 총 819명이 응모하였으며 이를 중고등부

로 분류하면 중등부 135명(시 76명, 소설 59명), 고등부 684명(시 309명, 소설 375명)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 심사와 문예캠프 내 

문학수업을 맡아줄 7명의 중진 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시 부문 39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9명), 소설 부문 40명(중학생 10

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79명의 수상 후보를 선발하였다. 

2018년도 대산청소년문학상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예캠프

작품 공모와 시상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참가 학생의 문예 자질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학워크숍인 문예캠

프는 다른 청소년문학상과 차별되는 대산청소년문학상의 특징이자 청소년들의 문학축제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79명의 수상후보들은 

문학수업, 작가와의 대화, 선배 대학생과의 대화, 백일장,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2박 3일간 진

행된 문예캠프에 참가하여 문학을 매개로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 2018년도 심사위원 (가나다순)

시 김병호(시인, 협성대 문창과 교수), 김소연(시인), 최두석(시인, 한신대 문창과 교수)

소설 김인숙(소설가), 박덕규(소설가, 단국대 문창과 교수), 박민정(소설가), 임현(소설가)

대산청소년문학상
Daesan Literary Awards for Young Adults 

장학 및 청(소)년 육성 사업

▲ 시상식▲ 문학수업



52  53

열아홉 레시피
이주현 ·노송희 외 지음, 민음사 펴냄

제26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집 『열아홉 레시피』가 발간되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대산청소년문학상

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청소년문학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앞선 

작품집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집에는 열셋에서 열아홉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들으며 경험한 세계를 이해

하고 소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레시피’가 담겨 있다. 시 부문 대상을 

받은 이주현의 「종이 파쇄기 설명서」와 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노송희의 「쌍립(雙立)」을 비롯하여 수상작 시 15편, 

소설 16편이 실려 있다. 

■ 2018년도 수상자

시상부문 시 부문(총 13명) 소설 부문(총 13명)

고등부

금상 이주현(경기 안양예고 3) 석예원(경기 안양예고 2), 노송희(경기 안양예고 3)

은상
김예은(부산 부산서여고 3), 성승환(광주 서강고 3), 
신동준(경기 안양예고 3), 정윤희(전남 목포혜인여고 3)

최근영(대구 한림연예예고 1), 장동비(경기 안양예고 3), 
최유진(경기 동화고 3)

동상
김수연(서울 용화여고 2), 김덕은(경기 안양예고 3), 
이아현(광주 수피아여고 3), 이예린(경기 고양예고 3), 
정명민(경기 안양예고 3)

박채윤(부산 영도여고 1), 이정온(경기 안양예고 2), 
김용현(광주 광주동성고 3), 이유림(전북 서영여고 3), 
장태희(서울 상명대사대부속여고 3)

중등부

금상 유수원(경기 한수중 3) 고은요(경기 분당우리교회)

은상 송수원(전북 전주서중 2) 박시연(서울 중앙중 3)

동상 유지원(서울 동국대사대부중 2) 허준혁(서울 월촌중 1)

수상 작품집

◆ 사업 개요

재단은 대산청소년문학상 문예캠프 참가자들이 지속적인 문학활동과 상호교류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산청소년문학상 문예캠프 출신 문학

동인모임 ‘절정문학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1995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24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절정문학회’는 자발적으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여 연초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예캠프 진행요원 활동, 하계 MT, 송년회, 절정문집 발간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재단에서는 재단이 주최하는 교보인문학석강, 길위의인문학, 낭독공감 등 다양한 문화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절정문학회원에게는 ‘문예창작장학금’을 지원하여 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활동 소개

• 문예창작장학금 및 공로장학금 증서수여식

     3월 26일(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꾸준한 활동을 보인 절정문학회원으로서 현대시 신인추천작품상을 통해 등단한 조원효 시

인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문예창작장학금 2백만 원이 수여되었다. 절정문학회 회장·부회장으로서 1년 동안 활동한 류연웅, 김산에게는 장학증서

와 함께 50만원의 공로장학금이 지급되었다.

• 정기 합평회

      정기 합평회는 3, 4, 5, 6, 9, 11월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절정문학회 23기, 24기 회원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시·소설·희

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 격의없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열네 번째 동인지 발간

『세계 일주』 이정화, 이아영 외 지음, 절정문학회 펴냄 

대산청소년문학상 출신 문청들의 모임 ‘절정문학회’가 열네 번째 동인지를 발간하였다. 이번 동인지는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고 모아 이전과 또 다른 모습으로 꾸며졌다. “지도에 없거나 있는” 각자의 나라에서 텍스트를 써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

고 그 세계를 일주한다는 주제는 사뭇 신선하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문학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절정

인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절정문학회 Juljung Literary Society

63,828,118원대산청소년문학상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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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재단은 더 넓은 무대에서 다양한 주제 및 스토리텔링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대학생동북아대장정을 2018년부터 

대학생아시아대장정으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교보생명과 공동 주최하는 대학생아시아대장정은 우리 대학생들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

어갈 수 있도록 현장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리더-팔로워 육성 사업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여름방학 중 아시아 지역에서 문

화 탐방을 체험하고 이후 ‘아시아프론티어클럽(AFC)’을 결성하여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리더십-팔로워십 교육을 진행한다. 재

단은 우리 대학생들이 창의성, 협동심, 리더십-팔로워십을 갖춘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유지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대학생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의성 있는 주제와 매력적인 

탐방지를 발굴하고 봉사활동, 현지 학생 교류 활동,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탐방 일정 중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18년도 주요 일정 2019년도 주요 일정

2006년~현재 대학생 접수 : 5월 9일~6월 3일
오리엔테이션 : 7월 17~19일
기행 : 7월 20~28일

접수 : 4월 8일~5월 7일
오리엔테이션 : 7월 중순
기행 : 7월 말

대학생아시아대장정
University Students' Long March through Asia

장학 및 청(소)년 육성 사업

선정 경과

참가자 선발을 위해 5월 9일(수)부터 6월 3일(일)까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12,375명이 신청하였다. 이들

을 대상으로 1차 추첨전형,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78명(남 37명, 여 41명)을 선발하였다. 

문화 탐방 및 리더십 캠프 

17번째 대장정이자 대학생아시아대장정 개편 후 첫 번째인 이번 탐방은 베트남에서 펼쳐졌다. ‘청춘혁명! 꿈틀거리는 베트남에서 미래

로 가는 열쇠를 찾다’를 주제로 78명의 대원들은 베트남 호찌민, 껀저섬, 벤째성, 미토, 빈증성 등을 돌아보며 식민, 분단, 통일의 역사를 지

닌 베트남을 탐방하는 한편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의 정신적 등불인 호찌민의 삶에서 리더십을 탐구하며 신흥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상황을 살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비전을 모색하였다. 

대원들은 약 한 달 간 온라인 리더십 교육과 준비 교육을 이수하고 7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2박 3일간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

에서 진행된 리더십-팔로워십 캠프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도교수로 참가한 윤대영 서강대 교수와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전체 대원 및 운영진 소개, 탐방 일정 안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7월 20일(금) 교보생명빌딩 23층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28일(토)까지 8박 9일간 본격적인 탐방을 진행하였다. 탐방 기간 중 

대원들은 베트남 역사박물관, 호찌민시 중앙우체국, 노트르담성당, 인민위원회 청사, 껀저섬, 꾸찌터널, 통일궁 등을 견학하며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호찌민 박물관, 호찌민 광장 등을 방문하여 호찌민의 리더십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또한 베트남 재정경제대학 학생들

과 함께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토크콘서트를 방청하였고 빈증성 베카맥스 산업단지를 투어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

고시켰다. 올해는 교보생명 창립 60주년을 맞아 교보생명 임직원과 함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수)~26일(목) 양일

에 걸쳐 낙후 농촌지역인 벤째성을 방문하여 베트남 빈곤 농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초등학생들과의 교육 봉사 등을 진행하였다. 

일차 날짜 방문지 내용

1 7/20 • 인천 > 호찌민 • 출국

2 7/21
•  베트남 역사 박물관, 중앙우체국, 노틀담성당,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 호찌민 박물관
• 프랑스 식민지 시기의 베트남과 호찌민의 리더십 탐구

3 7/22 • 전쟁박물관, 통일궁, 껀저섬
• 베트남 전쟁 역사 교육 
• 통일을 꿈꾸고 준비했던 베트남 사람들과 호찌민의 비전 탐구

4 7/23
• 꾸찌 터널
• 강연 및 현지 대학생 교류
    (강연자 : Gibs Song, Thu Huong Duong, 고경환, 이원기)

• 베트남 전쟁 현장 탐방
• 강연1 : 미래 베트남 경제성장의 원동력
• 강연2 : 글로벌 스타트업 리더에게 배우는 도전과 창의 

5 7/24
• 벤째성 트레킹
• 벤째성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  체력의 한계에 도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 
    리더십-팔로워십을 함양할 수 있는 트레킹 진행
•  교보생명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 임직원 30명과 함께 해외봉사 활동 

진행

6 7/25 • 벤째성 봉사활동 • 사랑의 집짓기

7 7/26 • 벤째성 봉사활동 • 호아러이 초등학교 교육 봉사

8 7/27
• 베트남 문화 탐방
• 빈증 산업단지 방문

• 메콩강 유역 베트남인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미토 지역 탐방
• 빈증 산업단지 시찰 및 베트남 경제 현황 교육 

9 • 호찌민 > 인천 • 귀국

■ 2018년도 대학생아시아대장정 현지 프로그램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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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0원대학생아시아대장정 집행액 

아시아프론티어클럽

기간 대상자 내용

1차 7/17~19 최종 선발자 78명 소통, 협동심 함양 레크레이션 / 리더십-팔로워십 교육

2차 8/23~24 AFC 전 기수 65명 조별 커뮤니케이션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 프로그램 / AFC 17기 회장단 선출 

3차 12/28 AFC 전 기수 65명 2018년도 성과 공유,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등 / AFC 17기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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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재단의 청(소)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의 위탁 7년차가 되었다. 그동

안 재단은 미지센터를 인문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청소년 세계시민육성센터로 육성하여 왔으며, 장차 청소년 세계시민육성을 위

한 아시아거점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우선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외부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

크숍’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관심 있는 기관과 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문화교류, 자원봉사 등 미지센터의 다양한 국

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운영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재단이 10월에 개최한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과 연계한 ‘MIZY 세계와의 

만남’은 국제교류 특화시설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집중한 특별 사업으로 특별히 제133회 아쿠타가와 상 수상자인 일본의 나카무라 후

미노리 소설가를 초청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일본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여러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협동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우리도시도감’ 프로젝트

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봄으로써 능동적이고 독창적으로 도시와 사회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또한 청소년작가단 활동을 통해 실제 작업한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 점이 좋은 평

가를 받아 제 3회 대한민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2년째 여성가족부 해외자원봉사 공모선정을 받은 ‘솔롱고스 희망원정대’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기초수급자 자

녀 등이 포함된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단 참여를 통해 다양한 내적 요구와 갈등을 제3국 봉사와 참여로 해소하고 자기성

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고아원과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한식요리, 전통놀이, K팝 등 한류를 테마로 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봉사활동 기획·운영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물론 작성한 활동보고서가 ‘2018 꿈과 사람 속으로 청

소년해외자원봉사단’ 우수 활동 팀 부문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사업 기간

2012년~현재 청소년 연중

주요 사업 활동(3개 분야 24종 사업)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위탁 운영
Seoul Youth Center for Cultural Exchanges(MIZY Center)

장학 및 청(소)년 육성 사업

미미
미미

▲ 동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 일본탐방

구분

프로그램

대상
사업
기간

연간운영실적
사업비
(천원)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운영
횟수

연인원

합계 40,703 833,391

국제교류
협력사업

(M)

소계 　 　 3,015 46,886

뿌리깊은 세계유산
한국인과 외국인이 팀을 이루어 각국 세계유산을 
소재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수업을 기획·진행하는 프로그램 

초/대/일반 9~12월 53 1,535 18,200

세계문화 on 소셜미디어
세계문화 관련 해외 현지 리포터를 발굴하여 문화교류 
정보를 전달

고/대 10~12월 30 943 1,450

우리도시도감
우리 삶의 터전 도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견·관찰·기록하는 도감 
만들기 프로젝트

초/대/일반 5~8월 6 115 3,472

동아시아
청소년문화교류

조선시대 국가 사절단으로서 기능했던 연행사와 
통신사의 여정을 따라가며 동아시아 관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를 그려 보는 탐방 활동

중/고
6월~

19년 2월
18 290 14,264

MIZY, 세계와의만남
국제교류 기획사업으로 주제 국가의 문화, 예술 등을 
테마로 전문가 강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초/중/고/
대/일반

10~12월 5 132 9,500

세계시민
육성사업

(I)

소계 4,309 221,090

UNGO 진로여행의 밤
UN 등 국제기구 및 NGO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를 
초청하여 기관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중/고 5~11월 7 480 2,620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대/일반 11~12월 1 57 2,460

서울유스포럼
지역사회 환경 및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이해와 세계시민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적 
기술 함양을 위한 청소년 캠프 및 포럼 

중/고/대/
일반

4~9월 12 414 15,501

청소년 세계시민 여행교실
세계시민 가치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과 그 배경을 골라 국가/
대륙별 탐방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고 5~9월 13 199 67,799

세계시민 UCC 공모전
영상제작 관련 강연 개최, 세계시민UCC공모전 개최, 
사업 활용

초/중/고/대 5~9월 2 252 1,110

미지 포토보이스 프로젝트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홍콩 청소년들과 교류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진으로 소통, 결과물로 전시회 
개최

중 4~6월 10 140 11,600

다름의 동행
(한화 자전거 평화여행)

탈북, 비탈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자전거여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지원 

대/일반 5월~12월 19 2,76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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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내용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펼치고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서울

시를 대표하는 특성화고 지원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기계·전기·전자, IT, 디자인, 생활아이디어 4개 분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지

식을 활용한 65개 학교 1,581팀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예선과 본선 그리고 결선심사를 거쳐 21개교 26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

뿐만 아니라 참가학생들의 창의력, 발표력, 아이디어 향상을 위해 시도되었던 다양한 사전 역량강화교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좋은 호

응을 이끌어냈다. 해외창의도시탐방은 수상학생과 지도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를 방

문하여 7박 9일 간 전공 관련 기업탐방, 실무자와의 대화,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주한 실리콘밸리 산업 현장, 자연이 빚어낸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그랜드캐년, 복합문화도시인 LA를 방문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개발, 창의적 영감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에 대한 재 참가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본 사업의 확대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특성화고 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청소년
국제봉사사업

(Z)

소계 33,379 565,415

희망의 운동화

운동화를 매개로 하여 초, 중, 고, 청소년단체에 
국제이해교육과 운동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및 
광화문광장에서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 실시 후 
전달국 아동에게 전달하는 실천적 나눔운동

청소년 및 
일반

3월~12월 14 4,995 87,786

놀라운 토요일 서울엑스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서울광장에서 국제교류 
특화시설의 특성에 맞는 체험부스 운영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및 
일반

9월~11월 4 1,332 1,500

미지넷 운영사업
다양한 청소년 정보를 획득하고 세계시민 UCC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공유 

청소년 및 
일반

1월~12월 1,500 2,638

미지동아리 지원사업
세계시민 관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미지 
프로그램 연계

중/고/대 연중 28 357 3,050

저는 예비전문가예요
견학과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 진로를 
탐색해보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3월~6월 3 81 3,676

미지 SNS 청소년 참여사업
SNS로 특정 키워드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인문학적 
표현이 담긴 청소년 사진작품 발굴 및 공유

초/중/고/대 10~12월 2 15,526 1,080

서울시 청소년, 
미래를 만나다

4차 산업 및 첨단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탐방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시야확장 및 미래역량 강화

중/고 5월~10월 16 722 167,920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베이징 자매도시 유스캠프 참가를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과 문화교류 진행 및 세계화 시대 속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대 8월~12월 10 30 10,000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참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문 

중/고 3월~12월 18 147 1,630

특성화고 
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수상학생에게 전공 관련 해외 창의도시 탐방의 기회 
제공

고
4월~

19년 2월
29 8,246 250,000

일본문화탐방단 JENESYS
한일양국의 문화, 사회, 역사, 경제, 산업, 예술 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오사카시와 
함께 진행하는 한일문화교류프로그램

대 7~12월 14 252 2,135

솔롱고스 희망 원정대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내적 요구와 갈등을 지구촌 봉사와 참여로 
해소하는 기회 제공

중/고 4월~9월 12 191 34,000

시설 시설이용 56,828

▲ 특성화고 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 희망의 운동화

희망의 운동화

올해로 12회를 맞은 희망의 운동화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한 세계시민교육(문화다양성 및 국제이해교육)을 받고 운동화 

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운동화가 필요한 제 3국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년 만에 다시 캄보디

아를 찾았으며, 재캄보디아 한국개발 NGO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현지 아동·청소년의 수요 조사와 분배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초, 중, 

고교, 청소년 기관 등 11개 단체에서 희망의 운동화 외부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희망 나눔 축제를 진행하여 남

녀노소, 이념과 국적을 떠나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12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다일공동체, 미래로학교 등 현지 12개 NGO에 희망의 운동화 약 1,800여 켤레를 전달하였으며, ‘미지센터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약 

100여 명의 현지 청소년들이 희망의 운동화를 신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국내 청소년에게 시의성 있는 지역 및 국가의 문화를 선정하여 각 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는 국

외 문화체험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국 및 일본을 대상 국가로 선정, 일본 작가 나카무라 후미노리와의 대담 프로그램 ‘나카무라 후미노

리 소설가와의 문학살롱’과 중국인 대학생들과의 차이나타운 탐방 프로그램 ‘중국본색’을 운영하였다. 특히 재단이 10월에 개최한 동아시

아문학포럼 일정에 맞추어 제133회 아쿠타가와 상 수상자 나카무라 후미노리 일본 소설가를 초청하는 등 운영법인의 국제교류 사업 전

문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포토보이스 프로젝트’ 및 ‘뿌리깊은 세계유산’ 등 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확보한 외국인 강사단을 활용

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국제교류플랫폼을 구성하였다.

MIZY, 세계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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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Literary Symposium Commemorating 
Writers' Centennial Anniversary

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The East Asia Literature Forum 2018

기획 사업
SPECIAL PROJECTS

1,369,612,384원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미지)센터 위탁 운영 집행액 

조선시대 연행사와 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동아시아 삼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루 살펴보는 본 프로그램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동아시아 평화 도모를 위해 기획되었다. 연행사와 열하일기를 주제로 하여 북경에서 출발해 열하로 향하는 중국 탐방은 고등학생

들과 함께(2018년 7월), 해유록 등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오미하치만과 교토, 오사카 일원에 남아있는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자세히 들여

다보는 일본 탐방은 중학생들과 함께 진행(2019년 1월)하였다. 사전모임을 통해서는 탐방 중 진행하는 해당 국가 청소년과의 교류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물관 견학, 북촌 탐방 등을 통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

지 탐방의 경우 중국에서는 보타종승지묘와 사마대장성 방문 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고, 일본에서는 근대 

한·일 관계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우지의 우토로 마을과 윤동주 시비 방문, 청소년 교류 시 공동체 평화를 상상해보는 활동 편성 등

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 관계와 평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동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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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격동적인 근대 물결 

속에서 각각의 작가 정신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낸 작가들을 

재조명하여 그들의 성취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한편, 근대문

학 1백여 년의 성과를 정리하여 한국문학사의 자료를 체계

적으로 축적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한국작가회의와 공

동 주최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관점의 차이, 문학사를 바라

보는 입장의 차이, 정치적 차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근대 문인들이 선택, 배제되면서 다함께 조명 받을 공론의 

장이 없었던 점을 극복하고 통합과 포용의 문학사를 지향함

으로써 작가들의 문학적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전

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의 프로그램 함께 문학의 밤, 문학그림전 등 대중들이 우리 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함

께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1918년생 작가들은 당대 조선 문학의 대대적인 단절을 압도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이 스무 살이 되던 1938년 하반기에 한국의 

친일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곧 조선 문학의 몰락과 새로운 문학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 젊은 청년들이 조선 문학의 단절을 

건너 일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청년 문학은 단절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 1세대가 가졌던 전통과의 갈등

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단절은 중심 파괴를 의미하며 단절된 것들은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1918년생 문인들의 다양한 문학적 

스펙트럼으로 한국문학사에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한국 근대 문학사에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것이 감지된다. 근대의 과

학과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윤리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문학 속에서 이루어냈기에 

올해 주제를 ‘분단과 충돌, 새로운 윤리와 언어’로 정하였다. 

김경린, 문익환, 박남수, 박연희, 심연수, 오장환, 조흔파, 한무숙, 황금찬 등 1918년 생 문인들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심포지

엄은 이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발굴하고 이를 대중들과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며 낭독, 낭송, 노래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행된 ‘문학의 밤’은 작가들의 작품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김경린 시인과 오장환 시인

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각각 개최되어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연구를 한층 두텁게 하였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사업 기간

2001년~현재 일반 대중 연중

심포지엄

• 일 시 ㅣ 5월 3일(목) 오전 10시

• 장 소 ㅣ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세미나실

• 주 제 ㅣ 분단과 충돌, 새로운 윤리와 언어

• 참가자 및 세션별 주제

문학의 밤

• 일 시 ㅣ 5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ㅣ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홀

• 주 제 ㅣ 나는 슬프지 않아도 좋았다

• 내 용 ㅣ 유가족과의 만남, 작품 낭독회, 마임 및 연극 공연 등을     

                  진행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Literary Symposium Commemorating Writers' Centennial Anniversary

기획 사업

시간 순서

오전

조명작가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개회식
(10:00~10:30)

인사말 : 대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이경자 이사장

김진희
(이화여대)

총론
(10:30~11:00)

역사와 실존의 이름들
박수연(충남대)

김경린
(11:00~11:40)

해방 이전 김경린의 시와 시론
윤대석(서울대)

맹문재
(광운대)

황금찬
(11:40~12:20)

사랑의 시학과 종교적 상상력 - 황금찬론
유성호(한양대)

김수이
(경희대)

심연수
(12:20~13:00)

심연수 문학 연구의 한계와 가능성
이성천(경희대)

고명철
(광운대)

오후

점심식사(13:00~14:30)

박연희
(14:30~15:10)

고통을 향해 걸어가는 자유의 목소리
진영복(연세대)

김은하
(경희대)

홍기돈
(가톨릭대)

조흔파
(15:10~15:50)

근대적 삶의 판타지와 웃음의 주이상스 
김지영(대구가톨릭대)

조은숙
(춘천교대)

한무숙
(15:50~16:30)

사랑의 실패들 : 한무숙 소설의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일고찰
정은경(중앙대)

박진
(국민대)

휴식(16:30~16:40)

박남수
(16:40~17:20)

'새'의 형이하와 형이상, '밤'의 배후-박남수의 시, 한국적 이미지즘의 미학성
오형엽(고려대)

김응교
(숙명여대) 곽효환

(대산문화재단)오장환
(16:20~18:00)

해방 전후 시의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 - 오장환을 중심으로
김춘식(동국대)

김종훈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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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00주년 김경린 시인의 詩세계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ㅣ  5월 29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ㅣ 탈후반기 시동인회

• 내      용 ㅣ  우리나라 후반기 모더니즘 시운동의 선구자인 김경린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시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일시 및 장소 ㅣ 6월 10일(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 공동주최 ㅣ 지구적세계문학연구소

• 내      용 ㅣ   오장환 탄생 100년을 기념하여 그의 시에 대한 미국과 일본 학계의 관점을 소개하고 그의 동시를 평가하는 등  

오장환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학술회의를 개최 

논문서지집 연구 출판

• 제   목 ㅣ 분단과 충돌, 새로운 윤리와 언어

• 출판사 ㅣ 민음사 

• 수록 내용 ㅣ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 토론문과 위 작가들의 생애, 작품 연보 등 수록

• 기획위원회 ㅣ  기획위원장 : 박수연(충남대 교수)

                              기획위원 : 고명철(평론가, 광운대 교수), 곽효환(시인, 대산문화재단 경영임원)

                                                 김춘식(평론가, 동국대 교수), 박진(평론가, 국민대 교수), 정은경(평론가, 중앙대 교수) 사업 개요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은 3국의 문인들이 모여 얼룩진 근대사의 갈등과 그로인한 분쟁을 딛고 이웃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나

아갈 공동의 미래와 평화비전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조

직위원회가 주최한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은 2008년 서울, 2010년 기타큐슈, 2015년 베이징에 이어 다시 서울에서 개최된 네 번째 대회

로 포럼 창설 당시 약속한 삼국 순회 개최의 고리를 완성한 뒤 다시 시작하는 2기 대회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문학, 마음의 연대 : 전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를 주제로 10월 17일(수)~19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는 톄닝 중

국작가협회 및 문련 주석을 비롯하여 장웨이, 쑤퉁, 레이핑양 등 9명의 중국문인과 히라노 게이치로 일본 작가단 단장을 포함하여 시마다 

마사히코, 시마모토 리오 등 10명의 일본문인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원식, 김금희, 김애란, 장강명, 심보선 등 17명의 한국문인이 함께하여 

중국, 일본문인들과 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 바퀴 순환 고리를 완성하고 만난 삼국의 작가들은 그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자연스럽고 깊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10월 

17일(수) 오전 10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 문학포럼은 기조발제와 함께 ‘전통, 차이, 미래, 독자’라는 소주제에 대한 삼국 문

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특히 포럼에 앞서 참가문인들의 대표작, 발제문 등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 후 각각 작품집, 발

제집으로 발간한 것이 문학포럼에서의 심도 있는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17일(수) 저녁에 개최된 ‘문학의 밤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참가 작가들의 작품을 낭독, 음악, 판소리, 무용 등의 형태로 재해석

한 공연을 펼쳐 중국, 일본 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일에 진행된 문화답사는 한국 근대문학이 태동한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삼국 

문인들은 최원식 한국조직위원장의 특강 ‘문학과 인천’을 시작으로 한국근대문학관, 인천 송도 등을 탐방하며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일반 독자들과 작가들이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낭독회, 대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삼국조직위원회는 이번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학포럼과 한중일 문인들의 연대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2008, 2010, 2015, 2018년 한중일 일반 대중

36,864,770원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집행액

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The East Asia Literature Forum 2018

기획 사업

▲ 메인포럼 ▲ 개회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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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장 최원식(평론가, 인하대 명예교수)

부위원장 서하진(소설가, 경희대 교수)

국문학 분과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상무, 시인), 방현석(소설가, 중앙대 교수)
서영채(평론가, 서울대 교수), 진은영(시인, 한국상담대학원대 교수)

중문학 분과 박재우(한국외대 교수), 박정원(한국외대 교수) 

일문학 분과 강영숙(소설가), 윤상인(서울대 교수)  

중국 북경에서 제5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아시아문학포럼은 삼국 문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으로 우정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조직위원회

포럼의 방향과 작가 선정 등에 자문을 진행하는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강영숙, 곽효환, 권여선, 김금희, 김애란, 박재우, 박정원, 방현석, 서영채, 서하진, 심보선, 윤상인, 장강명, 전성태, 진은영, 최원식, 최은영 

중국 레이핑양, 쉬쿤, 쑤퉁, 왕웨이롄, 장웨이, 차오유윈, 츄화둥, 톄닝, 푸웨후이

일본
나카무라 후미노리, 나카지마 교코, 시마다 마사히코, 시마모토 리오, 시바사키 도모카, 아베 마사히코, 오야마다 히로코, 
와카마쓰 에이스케, 우에다 다카히로, 히라노 게이치로

(가나다순)
참가문인

문학포럼

문학포럼은 10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광화문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21세기 동아시아문학, 마음의 연대’

를 주제로 한 2 개의 기조세션과 ‘전통’ ‘차이’ ‘미래’ ‘독자’를 주제로 한 4개의 세션을 통해 삼국 문인들의 수준 높은 통찰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제 발표와 토론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모든 세션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 주제 ㅣ 21세기 동아시아문학, 마음의 연대 - 전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        • 장소 ㅣ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

• 세션 및 참가자

문학의 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10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삼국 문인들의 작품

을 낭독하는 ‘문학의 밤 ; 변하는 것과 변하지는 않는 것' 행사가 펼쳐쳤다. 한국의 

강영숙, 곽효환, 서하진, 중국의 레이핑양, 왕웨이롄, 푸웨후이, 일본의 시마모토 

리오, 오야마다 히로코, 우에다 다카히로 작가가 낭독자로 참여하였으며 최창근 

극작가의 연출로 작가들의 작품을 매개로 한 공연들을 함께 선보였다. 특히 레이

핑양 시인의 시를 판소리로 들려준 공연이 중국과 일본 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

었다.

• 주 제 ㅣ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연 출 ㅣ 최창근(극작가)

시간 10/17 10/18

10:00~12:00
<주제 발제> 사회 : 윤상인(韓)
- 발제 : 최원식(韓), 톄닝(中), 히라노 게이치로(日)
- 토론 : 서영채(韓) 

<주제 발제> 사회 : 박재우(韓)
- 발제 : 권여선(韓), 츄화둥(中), 나카지마 교코(日)
- 토론 : 푸웨후이(中), 와카마쓰 에이스케(日) 

12:00~12:30 <청중 질문>

12:30~14:00 <점심>

14:00~16:10
<작품교류 - 전통> 사회 : 서하진(韓)
韓 : 김애란, 전성태 / 中 : 쑤퉁
日 : 와카마쓰 에이스케, 아베 마사히코

<작품교류 - 미래> 사회 : 강영숙(韓)
韓 : 최은영, 방현석 / 中 : 레이핑양, 푸웨후이
日 : 우에다 다카히로, 나카무라 후미노리

16:10~16:20 <휴식>

16:20~18:30
<작품교류 - 차이> 사회 : 곽효환(韓)
韓 : 장강명, 진은영 / 中 : 차오유윈, 장웨이
日 : 시마다 마사히코, 오야마다 히로코

<작품교류 - 독자> 사회 : 박정원(韓)
韓 : 김금희, 심보선 / 中 : 쉬쿤, 왕웨이롄
日 : 시바사키 도모카, 시마모토 리오

• 장 소 ㅣ kt드림스퀘어 드림홀

• 사 회 ㅣ 양경원(평론가)

프로그램

낭독

우에다 다카히로 「중력이 없는 세계」 / 낭독 : 린다전, 김형범

강영숙 「라플린」 / 낭독 : 김아영, 김용준 

왕웨이롄 「길들일 수 없는 미래」

판소리 레이핑양 「복수 이야기」 / 작창 : 이승희, 악기 : 이향하 

낭독

레이핑양 「나」 「대나무를 베어」 「산 속에서」
곽효환 「늙은 느티나무에 들다」 「앞서 간 사람들의 길」 「서사시 읽는 겨울밤」 / 낭독 : 장희재, 이명호

오야마다 히로코 「이모를 찾아가다」 / 낭독 : 린다전, 김형범

무용 성애순(안무), 박순아(25현 가야금) 「SEA WIND」

낭독

서하진 「침이 마르는 시간 」/ 낭독 : 김아영(성우) 

푸웨후이 「돌풍」

시마모토 리오 「Birthday」 / 낭독 : 린다전, 김형범(배우)

기타 행사

개회리셉션

중국, 일본작가들의 방한과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리셉션이 10월 16일(화) 저녁 6시 30분,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서하진 한

국조직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원식 조직위원장의 환영사와 신창재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각국 작가단 소개 등의 순서로 진

행되었으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출판된 참가 작가 작품집 『마음의 연대-전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를 삼국 대표에게 증정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참가작가, 관련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동아시아문학포럼의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폐회만찬

포럼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는 폐회만찬은 19일(금) 저녁 6시, 인천 오크우드호텔에서 최현식 한국근대문학관 관장

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원식 한국조직위원장의 송사와 톄닝, 히라노 게이치로 등 중국, 일본문인들의 소회를 밝히는 순서 등으로 진행되

었다. 국내외 참가작가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2020년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하였다.

문화답사

삼국문인들은 10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1박 2일 간 한국근대문학이 태동한 인천에서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근

대문학관 견학을 시작으로 개항장 및 차이나타운 답사, 도시역사관 견학, 수상택시 탑승 등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 견

학 프로그램과 한국문학사에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 최원식 한국조직위원장의 특강 ‘인천과 문학’을 통해 삼국문인들

은 인천과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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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랑운동
Book Lovers Campaign

학술 · 문화행사 지원
Supports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기타 문화창달 사업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245,791,570원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집행액

논문집 발간

재단은 삼국 문인들의 교류를 일반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참가 작

가들이 제출한 작품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작품집을 발간

하였다. 이중 한국어판을 『마음의 연대 : 전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 - 

2018 한중일 동아시아문학포럼 참가작가 작품집』으로 묶어 아시아 출판

사에서 정식 출판하였으며 중국어판과 일본어판은 비매품으로 발간하였

다. 김애란, 최은영, 장강명, 히라노 게이치로, 시마모토 리오, 와카마쓰 에이

스케, 장웨이, 쑤퉁, 왕웨이롄 등 한중일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32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별 행사

•미지센터 공동 주최 <나카무라 후미노리 대담>, 10월 18일(목) 저녁 7시 30분, 미지센터 3층 맑음방

•인천문화재단 공동 주최 <최원식 위원장 강연 : 문학과 인천>, 10월 19일(금) 오전 11:00, 인천아트플랫폼 H동

•인천문화재단 공동 주최 <한중일 작가와 시민과의 만남 - 히라노 게이치로, 쑤퉁, 방현석>, 

    10월 19일(금) 오후 4시, 인천아트플랫폼 H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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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인문학석강

교보인문학석강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인문학 강좌로 교보문

고, 교보생명과 공동 주최하고 미지센터가 후원하였다. 인문학과 디지털을 화두로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고, 강연 영상과 원고를 재가공하여 인터넷 강연과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보급시킬 계획이

다. 2013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교보인문학석강은 분야에 따라 주제별 3회 연속으로 진행되는 정기 강연과 대담형식으로 꾸려진 특별 강

연으로 나누어 3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사업 기간

1995년~현재 일반 대중 연중

사업 개요

책사랑운동은 천만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국민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보문고와 함께 시행하는 독서문화 운동이다. 2018년에는 

건축, 문학을 주제로 한 ‘교보인문학석강’과 그 일환으로 프랑스대사관`프랑스문화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석학 및 저명인사

를 초청한 ‘프랑스 석학 초청 공개대담’, 인문학을 주제로 국내 곳곳을 탐방하는 ‘길 위의 인문학’, 러시아문학기행(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가치 있으면서도 대중에 친숙한 작가와 그의 작품의 무대를 찾아가는 ‘해외문학기행’, 매주 수요일 문학단체들과 함께 정기 

낭독회를 여는 수요낭독공감,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 발표 100주년을 기념한 문학그림전 ‘그림, 신여성을 읽다 ― 신여성의 탄생, 나

혜석 김일엽 김명순 작품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더 가깝게 소통을 이어나갔다. 그 외에도 손글쓰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손글쓰기 문화확산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은 앞으로도 책사랑운동 내 사업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공하고, 더 많은 대중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책사랑운동
Book Lovers Campaign

기타 문화창달 사업

일시 분야 강연자(대담자) 주제

3월 12일 문학 J. M. G. 르 클레지오(소설가), 황석영(소설가)
서울에 관한 다섯 개의 이야기
- 장편소설 『빛나』를 중심으로

4월 5, 12, 19일 건축 유현준(건축가, 홍익대 교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4월 16일 데이터 개방

도미니크 카르동(사회학자),
조용현(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
권오현(프로그램 개발자),
이삼열(연세대 교수, 공공문제연구소장),
박지환(변호사, 데이터개방 전문가)

데이터 개방 :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인가

6월 14일 도시조경

패트릭 블랑(식물학자, 예술가),
박윤진(조경가, 예술평론가),
석승우(서울시 조경시설팀장),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 조경가)

도시공간과 자연환경 : 이상 혹은 현실

8월 30일,
9월 6, 13일

문학

이기호(소설가, 광주대 교수) 소설을 통해본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김애란(소설가) 소설, 삶을 담는 그릇

권여선(소설가) 고독과 결핍

11월 7일 여성학
크리스틴 데트레즈(사회학자),
이선재(메디아티 매니저)

여성은 위인이 될 수 있을까
-역사, 예술, 과학 분야에서 여성들의 소외에 대하여

▲ 러시아문학기행

▲ 교보인문학석강 - 르클레지오·황석영 특별대담▲ 교보인문학석강 - 김애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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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참여작가 참여단체 장소

수요낭독공감

5월 30일 / 6월 8일
9월 5일 / 11월 14일

김근, 김유, 신혜정, 이사라, 이승희, 이성진, 최치언 외 문예창작학회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
영등포점 티움,
합정점 배움

4월 25일 / 6월 27일
7월 25일 / 9월 12일 / 10월 24일

강정화, 김호운, 서주영, 장재선, 장충열 외 한국문인협회

5월 9일 / 8월 8일
9월 19일 / 11월 21일

강민구, 김미옥, 김현, 나석중, 배수연, 전영관, 정운자, 
최연, 황정산 외 

한국시인협회

4월 18일 / 6월 20일 / 7월 18일  8
월 22일 / 10월 10일 
11월 7일 / 12월 5일

송명숙, 송방순, 신철규, 양연주, 이영광, 임경섭 외 한국작가회의

특별 낭독공감
시화전

7월 30일 ~ 8월 1일 안양예고 학생 56명 안양예고 문예창작과
교보문고 
영등포점 티움

문학그림전  

문학그림전은 대표적인 기초예술인 ‘문학’과 ‘미술’이 상호 소통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문화체

험의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학그림전 ‘그림, 신여성을 읽다 ― 신여

성의 탄생,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작품전’을 열었다. 1896년생 동년배인 나혜석, 김일엽(김원주), 김명순은 여성

의 생각과 행동 모두에 거대한 차별적 제재를 가하는 가부장사회의 관습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삶의 형태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근대 여성작가들이다. 이에 나혜석의 「경희」 외 3편, 김일엽의 「순애의 

죽음」 외 3편, 김명순의 「탄실이와 주영이」 외 3편 등 대표 단편소설 12편과 각 작가의 초상을 강유진, 김

선두, 박영근, 방정아, 이진주, 정종미 등 6인의 중견, 중진 화가들이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선보였다. 이번 전시

는 8월 31일(금)부터 9월 30일(일)까지 광화문 교보아트스페이스, 10월 23일(화)부터 12월 25일(화)까지 교보문고 합정점, 12월 28일(금)부

터 2019년 2월 28일(목)까지 용인문화재단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수요낭독공감

낭독공감은 작가와 독자가 격의 없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행사로 서울시,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낭독 행사를 

정례화하여 낭독문화를 발전, 확산시켜 우리 생활에 독서문화가 더욱 밀접하

게 자리 잡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한 낭독공감은 한국문예창작학회, 한

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정기 낭독회

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수요낭독공감은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영등포점 순환 

운영을 정례화하고 시 낭송 뿐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 작가 사인회, 시인-소설

가의 대담, 시와 함께 하는 저녁 밥상, 관련 음악 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

행하는 등 서점에 방문한 일반 시민의 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단과 교보문고가 2006년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 낭독 행사를 대표하는 문화이벤트로 자리 잡은 낭독공감은 행사 장소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독자의 만남을 통해 낭독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

작가와 함께 문학작품 및 역사 속 배경지를 탐방하는 문화여행으로 삶 속에서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

었다. 많은 대중이 함께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인문학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대중적인 문

학인, 인문학자를 강연자로 초빙하고 다양한 SNS 이벤트를 진행하여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기행 주제 및 지역을 확대 

실시하여 청소년과 지방에 거주하는 문화 소외계층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해외문학기행

문학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가의 삶과 작품 무대를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는 문화여행으로, 전공교수·작가가 동행하며 해설을 제공

하고 및 현지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등 재단과 교보문고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

학과 박종소 교수와 함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문학을 대표하는 세 문호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활동지

와 작품무대를 돌아보았다. 주요 일정으로 ▲푸시킨이 시인의 꿈을 키웠던 귀족학교 리체이 ▲푸시킨이 마지막 결투 전에 들렀던 문학카

페와 푸시킨 동상이 자리한 예술광장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집필했던 도스토옙스키 문학기념박물관 ▲『죄와 

벌』의 배경지(라스콜니코프의 집, 노파의 집, 소냐의 집, 센나야 광장 등) ▲톨스토이가 48년 간 살았으며 그의 소박한 무덤이 위치한 야

스나야 폴랴나 등을 탐방했다. 또한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처럼 모스크바행 야간열차를 타고, 푸시킨 동상 앞에서 그의 대표 시 「삶

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독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 수요낭독공감

일시 주제 강연자 장소

5월 19일
고규홍 교수와 천리포수목원을 걷다
‘숲에서 만나는 사람의 향기’

고규홍(한림대 교수) 충남 태안

11월 3일
1796 조선의 산수를 유람하다
‘김홍도와 떠나는 청풍명월 산수기행’

이태호(명지대 명예교수) 충북 일대

일시 동행작가 여행지

8월 16~22일 박종소(서울대 교수)
러시아 대문호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작품과 삶의 배경지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 길 위의 인문학 - 김홍도편 ▲ 길 위의 인문학 - 천리포수목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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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0,684원책사랑 운동 집행액

더불어 소설그림집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 신여성의 탄생,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작품선』을 이번 문학그림전의 도록을 겸해 발

간했다. 이번 전시회의 대상이 된 단편소설 12편의 현대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회 출품작 30편의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편자인 심진

경 평론가는 원문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대상의 분위기를 살려 수록 작품들을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또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작품해설 「여성작가 생존기(生存記) ―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실었다.

▲ 문학그림전 개막식 ▲ 손글쓰기 수상작 전시회

시행 연도 사업 수혜자 사업 기간

1995년~현재 문인 및 문학·학술단체 상반기(2월 신청), 하반기(8월 신청)

사업 개요

한국문학 및 문화발전을 위해 기획된 행사들을 후원하여 외부단체나 개인의 활발한 문학적교류를 격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

기로 나누어 지원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지원 내용 

◆ 그림책 장르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한국 그림책의 역할과 효용 주제의 강연·대담·전시회 개최 

    <한국 그림책의 현재와 미래>

    •주최 ㅣ 한일그림책교류회

    •일시 및 장소 ㅣ 7월 5일(목) / 동경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나래홀

◆ 남가주 대학교 동아시아문학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인의 중국 디아스포라 : 문학적 재현과 역사 문화적 고찰>

    •주최 ㅣ 미국 남가주 대학교 동아시아문학과

    •일시 및 장소 ㅣ 9월 7(금)~8일(토) / 미국 남가주 대학교 캠퍼스(USC)

◆ 2018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 4차 산업혁명, 인간과 기계의 소통 그리고 문학>

    •주최 ㅣ 한국영어영문학회

    •일시 및 장소 ㅣ 12월 13(목)~15일(토)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7,633,000원학술·문화행사 지원 집행액

학술·문화행사 지원
Supports for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기타 문화창달 사업

▲ <한국 그림책의 현재와 미래> 강연회

손글쓰기 문화확산위원회 운영

재단은 손글쓰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교보문고, 교보생명과 함께 손글쓰기 문화확

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보생명 운영 채널 확보 및 교보문고 전국 영업점 확장 운영에 따라 캠페인 규모를 확대하여 제 3회 교보손글쓰기

대회, 사랑의 엽서 쓰기, 손글쓰기 전시, 손글쓰기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SNS 기반의 손글씨 이벤트 운영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 2회 손글쓰기 문화확산 캠페인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캠페인 인지도를 제고했다. 

캠페인의 공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달자 시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병인 서예가, 공병각 캘리그라퍼, 박종진 만년필연구소장, 임광

규 윤디자인그룹 타이포디자인센터 센터장, 김종진 가수,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한상훈 교보문고 실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박서용 

교보생명 상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손글쓰기의 문화확산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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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겸 교보생명 회장이 

대(代)를 이어 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친 신용호 창립자가 1996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

한 데 이어 지난 10월 24일 신창재 이사장이 은관문

화훈장을 수훈하였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

이 뚜렷한 이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대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받는 문화훈장을 기업 경영인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수훈하여 이례적인 일이 되

었다.

신창재 이사장은 25년간 대산문화재단을 이끌며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교보문고, 

광화문글판 등을 통해 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산문화재단은 한국 최대 종합문학상인 

대산문학상 운영과 더불어 대산창작기금, 대산대학문학상, 한국문학 번역·연구 출판지원, 서울국제문학포럼, 동아시아문학포럼 등을 통

해 창작문화의 활성화, 한국문학의 세계화, 세계 문학계와의 교류에 힘써왔다. 

신창재 이사장은 지난해 1월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시인협회로부터 명예시인으로 추대되었으며, 11월

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과 사상 교류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지난 10월 2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훈장 수훈식에서 故 정지용 시인과 故 황병기 가야금 명인이 금관문화훈장에 추

서됐고, 신창재 이사장을 비롯해 시조 시인 故 무산 스님, 故 허동화 전 한국자수박물관장, 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 조흥동 대한민국예술

원 부원장 등이 은관문화훈장을 함께 수훈하였다.

신창재 이사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Daesan Foundation Chairman Receives Order of Cultural Merit

대산문화재단과 교보생명의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자 전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 세

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한 기업가 대산 신용호』(정인영 作) 영문판을 1월 31일 서울셀렉션에서 발간하였다.

본 영문판은 2017년 개정되어 새로 출간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를 번역하여 펴낸 책으로, 국내 공공·대학도서관, 국내 주

재 해외 대사관·문화원 및 해외의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대산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였다.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일으키고 문학이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예술문화의 

근본이라는 믿음으로 재단을 출범시킨 대산 신용호 창립자의 삶과 철학을 되새기고, 그 뜻과 정신을 알리는 것에 바탕이 될 것이다.

대산 신용호 창립자 전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영문판 발간

English Edition of Daesan Founder’s Biography 
“Blazing a Trail When the Road Ends” Published



80  81

개요

• 연도별 결산 및 예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 이사회 개최, 정관 및 규정의 신설 개정, 회계 및 세무 처리, 인사관리 및 인사평가 

• 재단의 안전 및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부정청탁 관리

• 주무관청 및 서울시 허가 및 승인, 세무서 신고 및 납부

상반기 지원 

• FY2017 결산확정 및 인사관리

• 제80차 이사회 : 출연금 재산분류, 2017년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 미지센터 세부예산 등 

                   재단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승인 및 보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

• 재단 및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의 인사평가, 임금조정

• 2017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공익법인공시시스템)

하반기 지원  

• FY2019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제 81차이사회 : 임원 선임, 2019년 예산, 2018년 사업현황, 미지센터 결산 등

• 재단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승인 및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에 2019년 사업계획 및 2018년 사업현황 제출

• 재단 규정 개정 및 규정집 일괄 정리

102,494,368원재단 운영관리 집행액

ADMINISTRATION OF THE FOUNDATION
재단 운영 지원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FINANCIAL STATEMENT AND INCOME STATEMENT
재단 재무 및 수지현황

과 목
2018년(당)기 

2017년(전)기 증 감 액 
금 액 점유율(%) 

Ⅰ. 유 동 자 산 9,413 42.1 9,659 △246

Ⅱ. 비 유 동 자 산 12,927 57.9 12,446 481

자산 총계 22,340 100.0% 22,105 235

Ⅰ. 유동부채 68 0.3 542 △474 

Ⅱ. 비유동부채 112 0.5 100 12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2 0.8 - 182

Ⅳ. 순자산 21,978 98.4 21,463 515

부채와 순자산 총계 22,340 100.0% 22,105 235

수지현황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8년(당)기 

2017년(전)기 증 감 액 
금 액 점유율(%) 

Ⅰ. 수입 총계 4,111 100.0% 7,305 △3,194

1. 공익 목적사업 3,255 79.2% 3,137 118 

2. 기 타사 업 856 20.8% 4,168 △3,312 

Ⅱ. 지출 총계 3,929 100.0% 4,594 △665 

1. 공익 목적사업 3,770 96.0% 4,199 △429

2. 기타사업 159 4.0% 395 △236

Ⅲ. 경상이익 182 　 2,711 △2,529

Ⅳ. 고유사업준비금전입 △697 　 △2,245 1,548 

Ⅴ. 고유사업준비금전입 515 　 2,245 △1,730

Ⅵ. 법인세 비용 - 　 △314 314

Ⅶ. 당기운영이익(손실) - 　 2,397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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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 사업비 구성비율    Distribution Ratio of Total Expenditure

<계 : 61,047,851,514원>

기획 및 기타 사업
Special Project and Other Projects 
for Cultural Development
8,550,238,647 

관리비
Management and Personnel Expenses 

12,990,757,587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10,363,017,612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
Youth Training and Scholarship Projects 

17,814,796,153 
창작문화 창달 사업
Literary Creativity Development 
11,329,041,424 

18.6%
29.2%

21.2%
14%

17%

단위 : 원

<계 : 61,047,851,5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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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비 및 관리비  Yearly Activities Expenditure 단위 : 원

STATEMENT OF ACTIVITIES WITH STATISTICAL CHARTS
도표로 본 사업 현황 1993~2018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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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현재

이사회

이사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

이   사  조남현  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이   사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   사  임철우  소설가, 한신대 국문과 명예교수

이   사  변계원  SGI서울보증 (주)BJH 전무이사, 
                    前 교보생명 상무

감   사  장지인  前 한국회계기준원장

감   사  박기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임직원

경영임원 곽효환

사 업 팀 이정화 전성우 장근명  
 유혜리 임동우

지 원 팀 최종원 박지민

자문위원회

구효서  소설가

김상환  철학자,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혜순  시인,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

서경석  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교수

송기정  불문학자, 번역가,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

윤혜준  영문학자, 연세대 영문과 교수

이만희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동국대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STRUCTURE OF THE FOUNDATION
임직원 및 자문위원

1992
2월
5월
12월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재단법인 대산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교보생명에서 기금 24억8천만원 출연
교보생명에서 기금 1억5천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26억3천만원)
재단법인 대산재단 출범 / 초대 이사장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취임

1993

3월
8월
11월
12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8억7천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55억원) / 대산문학상, 한국문학 번역지원 등 6개 부문 사업 확정 및 시행 
국제문학교류 첫 사업으로 스웨덴 스톡홀름대 스타판 로센 교수 초청 강연 
2대 이사장 신창재 박사 취임
제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 

1994
3월
8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4억3천4백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79억3천4백만원)
제1회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으로 이탈리아 나폴리대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의 ‘한국문학통사 연구’ 등 선정

1995
3월
9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23억5천2백만원 추가출연(기본재산 1백2억8천6백만원)
해방 50주년 기념 한국 현대문학 50년 심포지엄 개최

1996

6월
8월
10월
11월

문학의 해 기념 문인 모습 및 작고 문인 육필 전시회
재단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 금관문화훈장 수훈 
고은 시인 베를린 등 독일 주요 도시 순회 문학 강연회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의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1997
1월
9월
10월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 / 한국연극협회,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전국청소년연극제(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 창설
독일 함부르크와 뒤셀도르프에서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프랑스 문호 알랭 로브-그리예 초청 강연 및 영화제 

1998
2월
6월
9월

전국청소년연극제 창설 공로로 제 34회 동아연극상 특별상 수상 / 기본재산에 11억1천4백만원 편입(기본재산 1백14억원)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33개 출판사 34종의 양서발간 지원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00년을 여는 젊은 작가 포럼 주최   

1999

1월
3월
5월
9월
10월
12월

외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행
민족문학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신동엽 문학제 개최
작가 이청준 프랑스, 오스트리아 문학강연 
현대 한국문학 100년 심포지엄 개최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프랑스 시인 클로드 무샤르 초청 한불시낭송회 개최 /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한영문학포럼 개최
문예교양지 『대산문화』 창간     

2000

3월
4월
7월
9월

10월

함부르크 문학의 집 및 베르텔스만 클럽과 공동으로 현지에서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개최
파리에서 이승우 장편소설 『생의 이면』 불어판 출판기념행사 
교보생명에서 기금 2억원 추가출연(기본재산 1백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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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학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채만식 문학제 개최

2001    

6월
9월
10월
11월

한국·멕시코, 한국·쿠바 문학교류 행사로 현지에서 작품낭독회 / 대산세계문학총서 발간
제1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개최 
프랑스 문호 르 클레지오 초청 강연회
대산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사업 등으로 ‘제2회 메세나대상’ 대통령상 수상(교보생명)

2002 
3월
9월
11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17억2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31억원)
대산대학문학상 시행 / 미국순회 한국작가작품낭독회 개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2003

3월
5월
6월
9월
10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12억2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40억원)
재미 소설가 이창래 초청강연회   
한국·멕시코 작가교류 / 모스크바 한국문학제   
한영 판타지문학포럼 / 한민족문학포럼      
오정희 리베라투르상 수상 및 작품낭독회

2004
3월
6월
10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8억7천5백만원 출연(기본재산 149억6천만원)
멕시코·쿠바 한국문학 행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가 및 작품낭독회 

1992-2018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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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월
5월
9월
10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9억7천만원 출연(기본재산 154억6천만원)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교보재단빌딩(서울 신설동 소재) 매입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가 및 프랑크푸르트 문학의집 한국문학 작품낭독회 개최 

2006

5월  
8월  
9월  
11월  

교보생명에서 기금 13억5천만원 출연 / 오에 겐자부로-김우창 공개좌담회 개최
대학생동북아대장정 개최
대산-U.C.버클리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전국청소년연극제 10주년 행사 개최 

2007       

2월  
3월  
10월  
12월  

‘폰도 데 쿨트라 에코노미카’와 한국문학 시리즈 출판약정 체결
르 클레지오 공개강연회 개최
한중문학인대회 한국 행사 개최
한중문학인대회 중국 행사 개최

2008       
5월  
10월  
12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무크 초청 공개좌담 및 낭독회 개최
제1회 한일중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 이윤기 『직선과 곡선 Kurve und Gerade』 출간기념 독일 6개 도시 낭독회 개최
《대산문화》 발간 10주년

2009       
5월  
10월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 특별 낭독회 개최
구보 박태원 문학그림전 및 낭독회 개최 - 청계천 광장, 부남미술관  /2009 한강 문학축전 개최 

2010

5월  
8월 
10월 
12월 

신창재 이사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타 뮐러 초청 낭독회 개최
2010 한강 문학축전 개최
일중한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2011

5월
8월
10월
12월

2011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이원수·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개최 
2011 한강 문학축전 개최
대산문학상 수상자 신달자 시인 낭독공감 개최

2012

3월
6월
9월
10월
12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MIZY)센터 위탁운영 시작
프랑스·스위스 《포에지》 한국시 특집호 출간 기념행사 개최
백석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개최
2012 한강문학축전 개최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2013

3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문정희 시인 프랑스 시 축제 <시인들의 봄> 참가 지원
광화문 낭독공감 정례화
프랑스 최고 지성 앙투완 콩파뇽 강연회 개최 / 대산문화재단 20년사 『한국문학과의 동행 그리고 미래』 발간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 전기 『책에는 길이 있단다』 발간 / 교보인문학석강 정례화
김동리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그림전 개최
러시아문학기행 개최 - 아나톨리 김 작가와의 만남

2014

4월
6월 
7월
9월

횡보 염상섭의 상 제막식 개최
교보인문학석강 실시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전 개막
한국-스페인어권 문학교류의 밤 개최

2015

4월
5월
6월
10월

대산문화재단-한국예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황석영 소설가 유럽 북투어 행사 참가 지원
제3회 중한일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황순원 탄생 100주년 기념 소설그림전 개최 / 낭독공감 특별기획 詩月愛 북콘서트 개최

2016

3월
5월
10월
12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석학 초청 연속 강연 개최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 시 그림전 개최
제48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

2017

1월
2월
5월
11월

신창재 이사장 명예시인 추대
대산문화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
2017 서울국제문학포럼 개최
윤동주문학기행 개최 / 신창재 이사장 프랑스 레종도뇌르 수훈

2018
3월
6월
10월

교보인문학석강 르 클레지오·황석영 특별 공개대담
『해질 무렵』 황석영 작가 프랑스 에밀 기메 문학상 수상
2018 동아시아문학포럼 개최 
신창재 이사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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