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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 취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작가 이호철(1932~2016)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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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유지·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이호철이 거둔 문학적
성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으로 그 서막이 오른 냉전체제의
희생양이면서 그 역사적 유산인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문학적 고투 속에서 분단을
넘어 평화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꿈꾸게 한다. 그리하여 이호철문학은 남과 북으로
분절된 민족의 대립·충돌·갈등을 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데 혼신의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한반도 내부에만 국한된 것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여성, 난민,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을 보증한다.
여기에는 이호철문학의 산실인 로컬의 문제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을
구성하는 로컬 중 은평구는 남과 북의 분단을 잇는 교통의 주요 요충지로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로컬이라는 점에서 세계성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이호철문학의 산실인 은평구는
세계성을 동시에 지닌 로컬이다. 따라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이러한
글로컬리티(世方性, glocality)를 기반으로, 이호철이 거둔 문학적 성취를 한반도
및 동아시아와 전 지구적 지평에서 심화·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세계적 작가를
수여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중 이호철의
문학적 성취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분투하는 작가들에게도 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이호철의 문학정신이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를
염원하는 문학적 연대의 길을 심화·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focu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to encourage the creative
successio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author Lee Ho-chul’s (1932-2016)
literary spirit. Above all else, Lee Ho-chul’s literary achievement lies in the way his
writing constantly encourages readers to dream of a peaceful world. By striving
tirelessly to respond to hardship with literature, Lee Ho-chul’s literary works overcome

and a living scar, hardened in the conflict of the Korean War. In this way, not only does
Lee Ho-chul’s work strive to overcome the antagonism, conflict, and discord between
a people separated into south and north in a literary way, it goes beyond simply seeing
this as an issue confin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s for literary practice which
seeks to meditate upon and overcome the constant disputes, refugee crises, discrimination, violence, and wars taking place across the world.
It is impossible to overlook the crucial role of the ‘local’ as the cradle of Lee Ho-chul’s
literature. As one of the localities which make up the city of Seoul, Eunpyeong-gu is
home to important transport routes which have been cut off by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nd may be opened once again in the future. Eunpyeong-gu therefore has
a global nature, in that it is a locality which can play the role of healing the wounds of
division and recove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s a whole.
It can be said, then, that Eunpyeong-gu, the cradle of Lee Ho-chul’s literature, is a
locality which also has a sense of being global. Based on these foundations of ‘glocality,’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ims to deepen and disseminate Lee
Ho-chul’s literary achieve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cross East Asia, and
throughout the world.
Accordingly,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eeks to recognize global
writers whose works are in accord with such aims and objectives. This is not all, prizes
will also be awarded to young writers working in Korea who endeavor to take up the
baton and creatively progress Lee Ho-chul’s literary achievements. In this way, Lee
Ho-chul’s literary spirit can serve to deepen and expand a path of literary solidarity
which longs ardently for peace in every locality of our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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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ost specificall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the 38th parallel,

개회사

우리 시대의 상흔을
치유하는‘귀향’문학상
은평구청장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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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고자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주신 내빈과 문학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작가 선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우종 자문위원장님, 염무웅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되신 김석범 선생님과 김숨 작가께도 마음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이 거행되는 이 곳은 분단의 상징 DMZ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 배경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호철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 저에게“고향이 그립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 분단의 상징 DMZ를
넘어 고향으로 가 마지막 작품으로‘귀향’을 쓰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호철 선생님이 말씀하신‘귀향’은 단순히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언어이며 우리 시대의 상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학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분의 문학정신을 되짚어보고 그 뜻을 기리며 살아생전 꼭
이루어지길 염원했던 통일의 바램을 담아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김석범 선생님께서는 1957년 제주 4·3을 최초로 다룬 소설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한 후 대하장편소설‘화산도’를 1976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일본 문학계에 연재하여 일본 문단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또한 4·3 진상규명과 평화 인권 운동에 평생을 바치는 등 그 어떤 정치적·이념적 치우침도
거부하며 선생님만의 확고한 작가정신을 문학작품 속에 녹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하신 김숨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리를 따뜻하고 섬세하게 형상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그린 소설 <한 명>으로
역사가 지워버린 과거를 복원해 나가며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문학으로 우리 시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차별, 폭력의 문제를 깊이 사유하고 그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힘들고 고독한 작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신 두 분 수상자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첫 번째 수상작가로
선정되어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한 해 한 해 시간이 거듭할수록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문학상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며 그 길 위에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7.

Opening Address

Kim Woo-young,

Mayor of Eunpyeong-gu

A ‘Homecoming’ Literary Prize to Heal the Scar of Our Times
Honoured guests, members of the literary community, citizens of Eunpyeong-gu,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ts;
I welcome and thank you all for traveling from far and wide to join us at the award ceremony for the inaugural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d also like to extend my words of gratitude to head of the advisory council Kim
U-jong, chair of the jury Yom Moo-ung, and all those involved with the prize, who exerted such great effort in
selecting the award recipients. I also offer my congratulations to writers Kim Sok-pom and Kim Soom on being
I believe that the DMZ, the symbol of national division where we have gathered today, is the mos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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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as the inaugural recipient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miss my hometown. When national reunification is achieved, I’d like to cross that symbol of division—the
DMZ—return home, and write my final work, Homecoming.” Lee’s ‘homecoming’ is not a mere return to one’s
hometown, but the language of overcoming the pain of division that runs through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encompasses the literary spirit that heals the scar of our times. I am delighted to remember and
commend his literary spirit today as we establish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mbued with his
sincere wish for reunification.
Kim Sok-pom, who has been selected as the inaugural recipi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oday,
did not shy away from shocking the Japanese literary world when he published works such as The Death of Crows,
a novel that dealt with the Jeju 4.3 Incident (also referred to as the Jeju Uprising or April 3 Massacre) for the first
time in 1957, and Volcanic Island, an epic novel that was serialized in a Japanese monthly literary periodical from
1976 to 1997. He also dedicated his life to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advocating for human
rights, rejecting any political or ideological bias and developing his own steadfast literary spirit throughout his
oeuvre. Moreover, Kim Soom, who won the special award, not only created warm and detailed imagery of human
psychology, but also restored the past erased by history in One Person. This novel, depicting the life of a ‘comfort
woman,’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solving our societal problems. I express deep respect and admiration to
both of the prize winners for having walked the difficult and lonesome path of the writer in order to consider and
expose the problems of conflic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pervasive in our times. Once again, I thank them for
gracing us with their presence as the inaugural recipient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th the greatest hope that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ll grow year after year into a literary prize
of global renown, I promise that I too will strive along that road toward reunification. I wish you all happiness and
good health.
Thank you.
17th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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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to inaugurate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Before he passed away, Lee Ho-chul told me, “I

인사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을 기뻐하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자문위원장

김우종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DMZ에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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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참석해 주신 은평구민과 이호철 작가를 그리워하는 분들 그리고 문학관계자 여러분과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갖는 몇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상입니다. 먼 옛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신동엽 시 ‘껍데기는 가라’
인용)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부끄럽지만 빛나게 찾고자 노력하는 문학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학상이 있지만 이러한 지향점을 분명히 밝힌 문학상은 이 상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굳게 실천해 나갈 때
‘분단’과 ‘차별’의 문제에 천착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작가들에게 소중한 문학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차별’은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의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분단’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물이고 이 암세포를 고착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평화를 짓밟아 온 자들이 남긴 참담한 발자욱들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지금의 세상을 폭력과 분쟁을 넘어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문학적 실천입니다.
‘분단’ 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체포, 고문, 투옥, 학살의 잔학행위가 세계
어딘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비록 분단의 벽은 허물었지만 벽돌과 철조망이 없는 분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또한 남북의 분단을 넘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서로 벽을 쌓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이호철이
4명의 다른 문인들과 함께 간첩단이란 누명으로 투옥되고 억압당했던 것도 독재정권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매한 이념전쟁, 종교전쟁, 인종전쟁 등이 모두 분단의 벽이 만든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문학을 통해 분단극복의 지혜를 찾고 감동의 이야기들을 피워 올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작가와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실향 작가입니다. “작가는 사는 만큼 쓴다” 고 했던 이호철 작가는 가족을 분단의 장벽 저쪽에 두고 온 작가로
그의 많은 작품 저변에 깔려 있는 분단의 통증을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둘째 7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씌워 놓은 간첩의 누명은 분단 현실에서만 날조해 낼 수 있는 일로 이호철 작가는 이미 그가
직접 그 사태를 겪음으로써 분단 극복의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호소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많은 고난을 무릅쓴 대표적인 작가로 많은 독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문학상을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그는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에서 분단 때문에 크게 고난을 겪어온 문인으로 이 문학상 발전에 강한
역동성과 동력을 실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붙여진 은평구의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지구상에 온갖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자행되는
‘분쟁’이 계속되는 한 그 분쟁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수상작가로 선정되신 김석범 선생과 김굼 작가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상의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고생하신 김우영 은평구청장, 염무웅 심사위원장, 그리고 일곱 분의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7.

Welcome Greeting

Gim U-jong
Chair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dvisory Council

Thank you.
17th September 2017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I find it very meaningful that we are gathered today at the DMZ, a site that bears the lasting pain of national
division, for the award ceremony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 want to sincerely thank the citizens
of Eunpyeong-gu, readers of Lee Ho-chul’s work, members of the literary community, an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ts for joining us at this event.
First, I would like to us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the significance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s evident in its name, the Lee Ho-chul Tongil-ro (meaning “Unification Road”) Literature Prize aim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Asadal and Asanyeo… bow to each other revealing their shame in front
of the wedding hall of neutrality” (from Shin Dong-yup’s poem ‘Husk, Be Gone’) so long ago, the prize strives to
seek out the, at times shameful but in the end glowing, road toward reunification. There are a great many literary
prizes in Korea, but this is the first to clearly express such an intention. As we firmly carry out that intention, it will
become a precious prize to writers at home and abroad, whose works dig into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hat
the world must resolve together: problems of ‘division’ and ‘discrimination.’ Every problem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originates from the mutual repudiation of a divided people, and these problems are the horrible footprints left
behind by those who have trampled over the love and peace of so many people.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 literary act attempting to make the present world of violence and
conflict into a world of love and peace. ‘Division’ can be found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Atrocious acts of cruelty, such as detention, torture, imprisonment, and genocide, are
being committed somewhere in the world, even as we speak. Although the wall of division may have been torn
down in Germany, divisions remain without the physical barrier of bricks and barbed-wire fences. Likewis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divisions surpass the geographical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s people on each side
build walls between regions, classes, and generations. Lee himself was imprisoned and violently oppressed, along
with four other literary figures, on false charges of espionage while living under an anti-communist military dictatorship. The senseless wars fought over ideology, religion, race, and so forth that persist in every part of the world can
all be understood as wars instigated by the various walls of division. For this reason, I believe that the world can
become a better place, as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trives to find the wisdom of reconciliation
through literature and provide a greater stage for stories that move us toward reunification.
Next, I would like to introduce Lee Ho-chul as a writer, in addition to a few special points of interest found his
works.
First, Lee is a writer who lost his hometown in the Korean War. He once said, “A writer writes as much as he lives.”
Because he left his family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we as readers are able to sympathize more deeply with
the aching pain of division that underlies his numerous works.
Second, Lee was falsely charged of espionage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70s, and it was a charge that
could only be fabricated in the reality of national division. With this experience, he became an icon for the cause
of Korean reunification, making a strong appeal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hird, Lee earned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many readers as the singular writer who risked his own suffering
by fighting on the frontlines of the 1980s pro-democracy movement. Accordingly, I believe that his legacy alone
can honour and promote this literary prize.
Fourth, Lee is a writer who endured exceptional hardship, living in one of the few divided nations left in the world,
and thus his legacy brings dynamism and power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ize.
In this way, the literary prize of Eunpyeong-gu bearing Lee’s name will live on—and must live on—as long as the
various division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perpetuate conflict.
Lastly, I offer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to Kim Sok-pom and Kim Soom, the inaugural recipient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conclude my words of welcome by expressing my gratitude to Mayor Kim
U-yeong, nomination committee chair Yeom Mu-ung, the seven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and all those
involved with th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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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축 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작은 날갯짓이
평화와 통일의 큰 바람이 되길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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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故이호철선생님의 서거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인
김석범 작가님, 김숨 작가님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일문학의 거장이며 평생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열망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분단의 아픔을 화두로 집필활동을 하시다가 작고하신 故이호철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모두 남북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염원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한 꿈이 아닌 멀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군사적으로 경직된 남북문제를 평창동계올림픽같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풀어가는 것처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모색하는 것도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평구에서 제정 추진하고 있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여전히 냉전 중인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집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두 분 수상자의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이 곳 파주 DMZ 안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북단의
끝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은평구 관계자 분들과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관계자 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최고의 문학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7.

Congratulatory Address

Park Won-soon

Mayor of Seoul

deep gratitude and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s, writers Kim Sok-pom and Kim Soom. I think that if we all inherit
the literary spirit of Lee Ho-chul, the leading light of unification literature, who all his life longed for unification and
the harmony of the Korean people, and wrote right until his passing on the pain of division, then all of us will take
greater interest in the reality of north-south division and ardently wish for unification. If we do this, unification will
become no longer an impossible dream, but a reality, which can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Jus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stiffened by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is being softened by
sporting exchanges like tha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earching for the path toward unification
through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ies is one more way of overcoming the reality of division. Solving the problems
of north-south division requires not only great effort on th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interest from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the ‘Lee
Ho-chul Tonil-ro Literature Prize’ by Eunpyeong-gu is a very meaningful endeavour.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so,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achieve peace in our nation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ld War.
Once again, I offer my congratulations to the prize winners. I ask that you continue to write meaningful works
which can comfort and provide relief to the pain that we face, and hope tha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even greater
honours in store for both of you. The location of this prize giving ceremony, here in Camp Greaves near Paju in the
DMZ, is a restricted access area that ordinary citizens must have pre-clearance to enter, and it is as far north as
we are allowed to go. I convey my encouragement and gratitude to those working in Eunpyeong-gu and the
organizer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Award for creating this chance to really reflect on the subject of
unification in such a symbolic place, and sincerely hope that this prize will become renowned far and wide as a
literature prize aimed at overcoming division.
Thank you.
17th September 2017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First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holding of this award ceremony for the inaugural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Award’ on the one year anniversary of author Lee Ho-chul’s passing. I also giv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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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mall fluttering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may become a great wind for unification

축 사
분단과 갈등,
분쟁의 시대에 노둣돌이 되어주길
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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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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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첫 번째 시상식을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이 곳 파주 DMZ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평구에서 제정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우리 문학계의 큰 별이셨던 故이호철 선생님의 타계
일주기를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그 분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성공적인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우종 자문위원장님, 염무웅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故이호철 작가는 생전에 소설가로서 <탈향>, <판문점>, <닳아지는 살들>, <남녁사람 북녁사람>, <소시민>, <이산타령
친족타령>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분단 현실에서 비롯되는 남북 분단의 아픔, 이산의 고통, 현실의 비리와 부조리
등을 이야기하며 독보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해 오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단문학작가이자 탈북작가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주변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문학작품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셨던 故
이호철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상을 제정한 것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분단과
갈등, 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지만 빛나는 노둣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김석범 선생님과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김숨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석범 선생님은 소설 <까마귀의 죽음>과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화산도>를 통해 일본 사회에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김숨 작가님은 인간내면의 심리를 형상화환 <투견>, <L의 운동화>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그린 <한 명>을 통해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문제를 문학 작품으로 구현해 되새겨볼 수 있게 해주신 두 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학·예술가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문화창작권과 문화자유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문학을 지역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작가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 9. 17.

Congratulatory Address

Do Jong-hwan
Minister for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at this prize may become a stepping stone
in this era of division, conflict and strife
Good afternoon. I am Do Jong-hwan, Minister for Culture, Sports and Tourism.
First I would like to offer by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is inaugural award ceremony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t DMZ Camp Greaves in Paju, a place which symbolizes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created by Eunpyeong-gu, is a prize established to commend
the literary community in Korea, who ardently wished for peace and unification. I offer my sincere thank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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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ry spirit of the late Lee Ho-chul on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passing. Lee Ho-chul was a leading light of

one involved including Mayor of Eunpyeong-gu Kim Woo-young, who worked tirelessly to ensure such a successful start to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late Lee Ho-chul is Korea’s most renowned author of division literature, who created an unparalleled literary
world, writing in his novels and short stories such as ‘Far From Home,’ ‘Panmunjom,’ Petit Bourgeoisie, Separated
Families Wailing Relatives, ‘Wasting Away,’ and Southerners, Northerners, about the tragic realities of division in
Korea, such as the pain of north-south division, the agony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corruption and irrationality of reality. Now more than ever,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even more difficult, the creation of a prize to commemorate the literary spirit of Lee
Ho-cheol, a writer who longed in his literary works and throughout his lif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is incredibly
meaningful. I very much hope that, going forward,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ll serve as a small
but glowing stepping stone to us who are living through this era of division, conflict and strife.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Kim Sok-pom, this year’s winner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Kim Soom, winner of the special award.
Born in Osaka, Japan, to parents from Jeju Island, with his novels The Death of Crows and Volcano Island, which
was published in Korean translation in 2015, Kim Sok-pom has made a huge contribution to making known the
truth of the Jeju Incident of April 3rd in Japanese and Korean society.
As for the writer Kim Soom, not only has she written works which embody inner human psychology, such as
‘Fighting Dogs’ and L’s Sneaker, she has also worked to shed light on social issues in an in-depth way, such as
with her novel One Person, which depicts the life of a comfort woman.
To these two writers, who have brought the as yet untreated problems of our age into their literary works and
made it possible for us to reflect on them, I offer my sincere gratitude.
At the Ministry for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 are working to guarantee cultural creation rights and the right
to cultural freedom, so that artists can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and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create ‘a
cultural nation overflowing with freedom and creativity,’ so that citizens can enjoy a wide range of literature in their
everyday lives, no matter where they live.
Once again, I congratulate the winners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express my hope
for the boundless advancement of the prize in years to come.
17th September 2017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committee members, including advisory council chair Gim U-jong and chair of the jury Yom Moo-ung, and every-

축 사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으로 발전하길
성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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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의회 의장

남과 북의 분단을 잇는 통일의 길목 은평구에서 그 작품을 통해 분단현실과 소시민 그리고 실향민의 삶을 어루만져 온
‘통일문학의 큰 별’ 故이호철선생의 타계 1주년을 맞아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제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호철선생은 남과 북으로 단절된 민족의 대립·충돌·갈등을 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평생 혼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이 문제를 한반도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문학적 실천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감도는 남북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문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시와 한 편의 소설, 한 권의 책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현대인들에게 보잘 것 없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울고 웃게 합니다. 이처럼 문학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작지만 큰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들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신 김석범 선생님과 김숨 작가님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뜻 깊은 시상식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남북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으로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7.

Congratulatory Address

Seong Heum-je
Chair of Eunpyeong-gu Council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ize into one of Global Renown
Literature Prize’ in Eunpyeong-gu, the pivot of unification which once liked north and south, to commemor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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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creation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who soothed the lives of those affected by the division of Korea, those struggling at the edges of
society, and displaced people, with his literary works.
Throughout his life Lee Ho-chul poured all his energies into overcoming with literature the opposition, clashes and
conflicts, between the divided people of north and south. In line with Lee Ho-chul’s principles, Eunpyeong-gu
understands this not as something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s the global issues arising all over the
world due to disputes, discrimination, violence, and war, and thus we seek to address these issues by encouraging
and rewarding relevant literary practice. In order to alleviate the north-south issue, which is causing greater anxiety
now due to North Korea’s successive missile provocations, we need literature that conveys stories of vivid lives. In
such times as these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ry Prize’ is even more meaningful.
Although a single poem, a single short story, a single book, might seem to people today, with their complicated
and unpredictable lives, to be trivial and insignificant, there are times when the meaning and value contained in
them can make a huge impression on those exhausted by their everyday lives, making us feel compassion and
hope, making us laugh and cry. In this way, in literature, there is an inherent strength, small but powerful, which
while it cannot be seen, is able to warm people’s hearts, and bit by bit change our world. Therefore I anticipate that
the works of the writers being awarded this inaugural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ll play a role like
that of light and salt, purifying this murky world.
Finally, I give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Kim Sok-pom and Kim Soom, the winners of the inaugural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encouragement and gratitude to the organizers
who have put together this meaningful award ceremony. I sincerely hope that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ll become a precious foundation from which to step ov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towards unification, and I join my hands together with the ardent wish that it will grow into a globally recognized, prestigious
literary award.
Thank you.
17th September 2017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life and work of the author Lee Ho-chul, one year after his passing. Lee Ho-chul was ‘the guiding star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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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김

석

범

Kim Seok Pom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김

숨

Kim Soom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Kim Seok Pom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Kim Soom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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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 of

故이호철 작가 소개

작가 이호철의 삶과 문학
방민호 운영위원

이호철(1932. 3. 15. ~ 2016. 9. 18.)은 한국의 분단문학, 월남문학,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현재는 갈 수 없는 땅, 휴전선 이북의 원산에서 출생했다. 그가 한국의 작가로 활동하게 된 것은 그의 원산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발발한 6.25전쟁에서 기인한다. 당시 학생 신분을 벗지 못한 상태였던 그는 6.25전쟁 중 195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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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일의‘원산철수’와중에 혈혈단신 미군 함정을 타고 부산에 당도함으로써 월남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스물세 살이던 1955년 7월 『문학예술』에 단편소설 「탈향」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그가 일약 문단의 총아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64년경 『세대』라는 잡지에 발표한 장편소설 『소시민』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부산 피난지에서의 삶을 젊은 주인공이 겪어 나가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경화시킴으로써 6.25 전쟁이 지닌
역사적 함의를 성공적으로 드러냈다. 부산은 6.25 전쟁 중 한국의 임시수도였고, 급박한 전세 속에서 북한군에 점령당하지
않은 매우 작은 부분 중의 하나였다. 이호철은 이 부산 임시수도의 삶과 현실의 양상들을‘소시민’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전후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개, 그 특질을 날카롭게 예견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실과 시대의 특질을 본질적으로 갈파하면서도 그것을 작중에 살아있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의 형태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이호철의 소설가적 풍모는 『동아일보』에 연재한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장편소설을 통하여 큰 빛을 발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서울 상경여성‘길자’와 월남 청년‘동표’를 등장시켜 1960년대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두 장편소설에는 고향을 이북에 둔 월남작가로서의 사유와 문제의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바, 이후 그는 4.19
학생시민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단편소설「판문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단 상황을 정면으로 그려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 이러한 그의 문학은 한국의 시대적 현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 같은 문학인들의 반독재 저항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는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 같은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10개월 정도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도 이호철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창작집
『남녘사람, 북녁사람』(1996)을 펴내는 등 세계적 냉전 체제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남’과‘북’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문학적으로 복원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호철은 자신의 문학을 진보나 보수, 좌나 우의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삶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문학을 축조한 점에서 지극히 주목할 만한 작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창작에 대한 열의를 버리지 않고 집필에 힘을 기울이던 그는 2016년 9월 애석하게도 파란만장했던 85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생전에 서울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올해 은평구청은
구민들의 뜻을 대표하여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하였다.

Introducing the Writer Lee Ho-chul

The Life and Literature of Writer Lee Ho-chul
Committee Member

Bang Min-ho

Lee Ho-chul (15th March 1932-18th September 2016) was one of the foremost writers of division literature,
post-war literature, and literature by writers who fled south during the Korean War.
He was born in Wonsan, north of the DMZ, land that is now off-limits to people in South Korea. His inspiration
to become a writer arose from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e month before he was due to graduate from
Wonsan High School. While still technically a school pupil, during the evacuation of Wonsan on the 7th December
1950, he boarded a naval vessel all alone and arrived in Busan, thus beginning his life of displacement from his
hometown in the north.
In July 1955, when he was 23 years old, he embarked on the path of a novelist, with the publication of the short
story ‘Far From Home’ in the quarterly Literary Arts. What then launched him into the position of the darling of the
literary community was the serialization of his novel Petit Bourgeoisie, in the magazine Generation in 1964. In this

During the Korean War, Busan became the temporary capital of Korea, and was part of only a small area of the
country that wasn’t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forces during the dramatic comings and goings of the fighting.
Capturing the lives lead and realities faced in the temporary capital of Busan with the intriguing concept of ‘petit
bourgeoisie,’ Lee Ho-chul displayed penetrating foresight on the nature of the capitalism which was unfolding
following the war.
It was in the novel Seoul is Heaving, serialised in the Dong-a Ilbo newspaper in 1966, that Lee Ho-chul’s authorial
presence began to shine even more brightly. He became recognised as a writer who reproache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reality of the times, while crafting them as the vivid background in which the lives of his characters
are played out. In this novel, with the main characters of ‘Gilnyo,’ a woman who moved to Seoul from the countryside, and ‘Dongpyo,’ a man who fled south during the war, Lee Ho-chul crafted lives which epitomized the social
conditions of Seoul in the 1960s with incredible vividness.
In the two novels already mentioned, there was a strong sense of his thinking and identity as a displaced writer,
cut off from his hometown in the north, and as is evident in the short story ‘Panmunjom’ published in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19th April student and citizen revolution, he progressed to confronting head-on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In addition, such literary work as this wa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realities of the
era in Korea, and so as anti-dictatorship resistance movements continued,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Freedom
Writers’ Association in 1974, Lee became the victim of a fabricated ‘spying writers incident’ and spent around ten
months in prison.
Even after the progression towards democracy in Korea began with the resistance movement of June 1987, Lee
Ho-chul maintained his interest in the division of Korea, and with works like Southerners, Northerners (1996) exerted great efforts to represent the lives of Koreans living in the mids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a product of the global Cold War, and through literature recover the communal life of ‘southern’ and ‘northern’
people, who despite everything are still closely connected. I particular, the way that Lee Ho-chul did not let his
literature lean heavily towards either the progressive or conservative, left or right, and that he created his literature
longing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imilarities of all Koreans, means that
he is a writer who demands and deserves great attention for generations to come.
Even in his later years, Lee did not lose any of his enthusiasm for writing, and kept channelling his energies into
his work. Regretfully, in September 2016,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85, after a life filled with twists and turns.
He lived for many years in the Eunpyeong area of Seoul and wrote many of his greatest works there, and so this
year Eunpyeong-gu has created the Lee Ho-chul Unification Road Literature Award, on behalf of the local people,
to commemorate his lif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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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he foregrounded the everyday life and trials faced by a young protagonist living in the refuge city of Busan

 심사평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심사평

염무웅 심사위원장

먼저 이 상의 심사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학상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차별ㆍ여성ㆍ분쟁ㆍ폭력ㆍ전쟁ㆍ난민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사유하고 형상화한 세계적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특히 제1회 수상자는 상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성을 갖기에 심사과정이 더욱 엄정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15명의 추천선고위원들과 7명의 운영위원들이 우선 20명의 후보작가를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7명의 후보로 압축하였습니다. 그 7명은 다음과 같은 작가들입니다.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
아프리카(소말리아) 작가 누르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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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려인작가 박 미하일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르 칼리파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
라틴아메리카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
독일(동독) 작가 잉고 슐체
우리 심사위원 5명(소설가 이경자, 현기영, 시인 천양희, 평론가 임헌영, 염무웅)은 사전에 심사자료를 받아 심사숙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다음 7월 19일(수)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모여 최종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은
후보들의 문학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 다음 투표에 의해 1. 김석범, 2. 아리엘 도르프만, 3. 사하르 칼리파 등
3인으로 다시 후보를 압축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을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김석범(金石範, 1925~ )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한 재일동포 작가로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무국적 경계의
삶을 살면서 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그 문학적 형상화, 그리고 평화ㆍ인권운동에 생애를 바쳐왔습니다. 1957년 최초의 4
ㆍ3소설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고, 1965년부터 2년간 조총련 기관지 <문학예술>에 장편소설
『화산도』를 한글로 연재하다가 “조총련 측의 부당한 간섭과 사전검열 요구에 반발하여” 연재를 중단하고 조총련과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후 일본어로 『화산도』 집필을 시작, 1997년까지 원고지 2만2천 장 분량의 대작을 완성함으로써
일본 문학계에 충격을 주었고, “20세기 최후를 장식하는 금자탑”(오노 데이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만한
대작가”(다카하시 토시오 교수)란 극찬을 받았습니다.
김석범의 문학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그동안 주로 정치적 이유로 산발적ㆍ파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15년 10월 필생의
역작 『화산도』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오면서, 한국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새삼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김석범은 스스로

자신을 망명작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망명작가란 정치적인 이유로 모국에서 추방되거나 자진해서 모국을 탈출하여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디아스포라적 운명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국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가적 촉각은 예리하게 조국의 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
한글번역판(1988) ‘저자의 말’에서 자기 작품은 “4ㆍ3사건을 역사적ㆍ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도 등장인물에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그 당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에 기초를 둔 르포르타주적인 것도 아닌, 말 그대로 허구로
꾸며진 소설(이고) 따라서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문학적 진실로 다루어진 4ㆍ3사건의 표현(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의 문학은 식민지배와 분단현실을 치열하게 응시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ㆍ이념적 편향과의 타협도
거부하는 작가의 독립적 정신을 높은 예술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대하소설 ㆍ화산도ㆍ에 다루어진 시간적 배경은
비록 1947년부터 1949년까지의 해방시기에 불과하지만, 그 작품이 함축하는 문학적 진실은 분단극복의 먼 미래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김석범이야말로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의 적임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의 수상결정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Judge’s Comments
Chair of the Prize Jury

Yom Moo-ung

Judge’s Comment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e judges (novelists Lee Kyung-ja and Hyun Ki-young, poet Chun Yang-hee, literary critics Yim Hun-young and
Yom Mo-ung) received the works to be examined and considered them carefully, before convening on July 19th at
the Eunpyeong History Hanok Museum for the final round of deliberations. We began with an open discussion on
the literary worlds of the nominees. The next step in the proceedings was a vote, where the list of nominees was
cut down to Kim Sok-pom, Ariel Dorfman, and Sahar Khalifeh. Ultimately, the judges came to the unanimous
decision to award the prize to Korean-Japanese author Kim Sok-pom.
Born in Osaka in 1925, Kim Sok-pom is a Korean-Japanese author who lives on the boundary between states,
belonging to neither North nor South Korea. He dedicated his life to peace and human rights activism, and to publicizing the truth behind the Jeju 4.3 Incident and immortalizing it in literature. In 1957, Kim published The Death of
Crows—the first of his works based on the incident. His full-length novel Volcano Island began serialization in
Korean in the Chongryon magazine Literature and Art in 1965, but Kim cut off all connections with the organization
and ended the serialization “in response to the unjustified interference and censorship on the part of Chongryon.”
Afterwards, he began work on the Japanese version of Volcano Island, which sent shockwaves throughout the
Japanese literary world when it was completed in 1997, with a total of 22,000 200-character manuscript pages.
Volcano Island was met with great acclaim, hailed as ‘The last great literary achievement of the 20th century’ (Ono
Teijiro) and ‘The work of a master writer deserving of a Nobel Prize’ (Professor Takahashi Toshio).
Kim Sok-pom’s literature received only sporadic coverage in Korea for political reasons, until his magnum opus
Volcano Island was published in Korean in October of 2015. Upon release the novel garnered attention from
Korean readers and scholars alike.
Kim has identified himself as a writer-in-exile, a term for an author who has been exiled or exiled himself from his
homeland for political reasons. The term also refers to his status as part of a diaspora. Yet in spite of being away
from his homeland, Kim’s literary sensibilities are focused keenly on the realities of Korea. In the Korean edition of
The Death of Crows (1988), Kim writes in the afterword that the characters are not based on anyone and the story
is not a written documentary based on his first-hand accounts, as he had been in Japan at the time of the massacre. Though The Death of Crows takes place in that historical setting, he defines it as a work of fiction—not a
historical fact, but a depiction of the Jeju 4.3 Incident conveyed with literary truth. Indeed, Kim’s writings are
literary works of art that realize his critical insight on colonialism and the realities of a divided nation, and his flat
refusal to compromise with any political or ideological inclination. The Volcano Island epic may be set in the limited
timeframe of a liberated Korea, from 1947 to 1949, but the literary truths within it point to the far future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For these reasons, we are proud to declare Kim Sok-pom the recipient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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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ok-pom (Korean-Japanese)
Nuruddin Farah (Somali)
Mikhail Pak (Russian-Korean)
Sahar Khalifeh (Palestinian)
Arundhati Roy (Indian)
Ariel Dorfman (Latin American)
Ingo Schulze (East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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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o begin by explaining how I came to serve as one of the judges for this award.
As the objec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award states,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eeks to
recognize international writers whose works explore and depict the global issues of discrimination, conflict,
violence, war, and displacement. The judging process was particularly rigorous because this was the very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the first work to win will define the character of the award to come.
The fifteen nomin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seven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selected twenty
nominees, of whom seven were chosen after deliberation by the organizing committee. The chosen writers are as
follows: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심사평

이경자 심사위원

이호철 문학은 ‘사람됨’을 짓누르는 인위적 재해, 국가 폭력에 대한 끈질긴 저항으로부터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소년 학도병으로 분단조국의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남한의 국군에 ‘포로’로 잡히고
그것이 그의 정신을 전쟁, 폭력, 고아의식 등이 혼합된 질료로 박제시킨다. 그 박제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몸부림은 이호철
평생의 문학행위로 이어져왔으며, 이런 이유로 이호철 문학상은 ‘사람됨’을 훼손하는 모든 권력과 폭력과 허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염원하는 작가와 그런 작품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김석범은 일제 식민지 시절,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한국인 소설가다. 그는 오사카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후 지코 중학에 편입해서 1년간 다니곤 1943년 제주도 숙모의 집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이듬해 여름까지 지내다
서울로, 다시 제주로, 그리고 1945년 6월 일본으로, 같은 해 11월 서울로 들어와 제주로. 이듬해인 1946년 오사카로
밀항……. 이렇듯 그는 고향을 마음에 지니지 못한 채 제주도와 일본으로의 잠입과 밀항을 거듭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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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찢기고 훼손되었는지 역사적 혼란 속에서 내면화하는 성장기를 보낸다.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해방되지 못하고
갈라진 땅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단체제가 지속된다. 그에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적 자기 학대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1949년 제주에서 쓰시마로 밀항한 숙모를 만나서 그는 제주 4ㆍ3 당시 고문을 당한 ‘유방 없는 여인’을 만난다. 그의
정신세계는 미군이 주둔한 남한과 공산당 지배의 북한을 떠돌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안락하게 머물지 못한다. 정신이
불안과 분노와 절망과 수치로 들끓는 극도의 신경쇠약을 앓던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문학적 성찰의 결과로 1957년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한다. 자기 민족을 폄훼하고 수탈하고 정신을 훼절한 식민지배 국가 일본에 살면서 그의 현실적 삶의
터전에 대해 용서할 수 없고 화해도 불가능한 혼란으로, 결국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졌을 때, 문학적으로 그 분열에 대한
자기 치유를 이룬 결과물이 <까마귀의 죽음>인 셈이다.
그러나 평화와 화해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무국적자로 남은 그는 제주 민중의 4ㆍ3 무장봉기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그린 <화산도>를 썼다. 1976년 집필을 시작한 장편소설 <화산도>는 21년 만인 1997년에 완결됐고 이듬해인
1998년 마이니치 예술상을 수상했다.
작가 김석범의 순결하고 치열한 작가정신과 일관된 문학적 성취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1회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
이호철문학정신과 괘를 같이 하는 팔레스타인의 소설가 ‘사하르 칼리파’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 팔레스타인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로서, 점령지뿐만 아니라 전 아랍권은 물론 온 세계를 전전하는 망명지의 팔레스타인 문학까지를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 같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다룬 작품을 비롯해 <가시 선인장> <해바라기> 같이 조국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도 있다. 특히 그의 출세작인 <가시
선인장>은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요르단 강 서안의 나불루스 시를 배경으로 했다. 이 소설로 그는 향토를 상실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분노를 외부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아랍사회의 가부장적 현실이 빚어내는 모순도
함께 드러냈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인 아리엘 도르프만은 한국에도 한 번 다녀간 적이 있다. 그는 페론 정부에 비판적이던 부친을 따라
두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성장했지만 매카시 광풍을 피해 칠레로, 그곳에선 피노체트 독재를 피해 유럽을 거쳐 마침내 다시
미국에 정착했다. 망명자의 삶 속에서 꽃피운 그의 독특한 문학세계는 분단 조국의 억압을 살아낸 이호철 문학정신과 맥이
닿는다.

Prize Jury

Lee Kyung-ja

Judge’s Comment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Lee Ho-chul’s literary works have their roots in tenacious resistance to state violence and manmade disasters,
both of which oppress our humanity. As a student soldier, he leapt into the front lines of a war between a divided
people and taken prisoner by South Korea, his ideological opponent. The experience locked him in that moment,
locked in a world of war, violence, and displacement. Lee’s lifelong literary work was a desperate struggle to
escape his imprisonment, which is why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must be awarded to a writer and
a work that seeks liberation from all violence, authority, and falsehood that would harm humanity.
Kim Sok-pom is a Korean writer in Japan who was born in Osaka during imperial Japanese rule. He completed
elementary school in Osaka before transferring into junior high school, and visiting his aunt on Jeju Island in 1943.
He stayed until the summer of 1943, and traveled to Seoul and back to Jeju, to Japan in June of 1945, and to Seoul
again in November that year and back again to Jeju, finally stowing away to Osaka in 1946. Kim spent his adolescence in a time of great turmoil, when he internalized the brokenness of his identity as he wandered between Jeju
set its people against each other. To Kim, accepting this reality was perhaps an act of historical self-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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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pan. Although his homeland was liberated, it was not free from the ideologies that divided the peninsula and

been tortured during the Jeju uprising. Kim’s heart wander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occupied by US
forces and controlled by the Communist Party respectively—but could not find true comfort anywhere. He suffered
from an acute nervous breakdown brought on by anxiety, frustration, despair, and shame, and translated that
agony into literature in the 1957 work The Death of Crows. Japan was the imperial oppressor that trampled,
exploited, and abused his people. The nervous breakdown happened because he was unable to forgive or reconcile this fact with the reality of his residence in that same country, and The Death of Crows is essentially the literary
culmination of his healing from the conflicted feelings that put him in such a state.
Peace and reconciliation, however, was not easy. Choosing to remain stateless, Kim wrote Volcano Island—a
novel that depicts the Jeju armed uprising and massacre, as well as the island’s unique cultural heritage. The
writing process began in 1976 and ended 21 years later in 1997, receiving the Mainichi Art Prize the following year.
Kim Sok-pom’s fiercely uncompromising literary spirit and consistent quality make him the perfect choice for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judges also considered Palestinian writer Sahar Khalifeh, whose literary works resemble Lee Ho-chul’s spirit.
Khalifeh is one of the foremost writers of Palestinian literature, not only in the occupied region but in the Arabic
sphere and the entire world. Of her works, We are No More Your Slaves and Memoirs of an Unrealistic Woman take
a feminist perspective on her experiences, while Wild Thorns and Sunflower depict the realities of her homeland.
Khalifeh’s first prominent work, Wild Thorns, takes place in the Israel-occupied city of Nablus on the West Bank
and raises a cry of outrage for the Palestin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t the same time, Wild Thorns also
highlights the hypocrisies arising from the patriarchal realities of Arab society.
Argentinian writer Ariel Dorfman, another author considered by the judges, has visited Korea in the past. His
father, critical of the Perón regime, took the two-year-old Dorfman to the US. Later, their family left for Chile to
escape McCarthyism, then to Europe to escape the Pinochet dictatorship, and then settled in the US again.
Dorfman’s unique literary perspective, nurtured over the course of his life as a refugee, has much in common with
the spirit of Lee Ho-chul’s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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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49, he met his aunt, who stowed away to Tsushima from Jeju Island, and a woman without breasts who had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심사평

임헌영 심사위원

‘통일로’ 문학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토의 분단을 통일의 길로 이끈다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다. 21세기 세계사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갈등과 모순이 빚은 분열현상, 인종차별부터 빈부와 계급, 신앙과 이념, 국경과 지역감정 등으로 인한
적대감과 전쟁상태 일체를 극복하고 인류 평화를 지향한다는 넓은 뜻을 ‘통일로’ 문학상은 지향한다. 이런 통일로
문학상의 정신에 부합하는 작가라면 국경이나 언어를 가리지 않고 수상자로 선정하기에 제1회 수상자 심의는 신중했다.
엄선된 7편의 후보작 중 심사위원 각자가 3편을 선정하여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수상작가를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본인은 첫 천거작가로 재일동포작가 김석범(대하소설 <화산도>)을, 두 번째로는 인도의 여류작가 아룬다티 로이를,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으로 결정했다. 각 작가의 천거 이유는 아래와 같다.
김석범 <화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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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여 명에 이르는 해외동포 전 문학인 중 최고령으로 민족문제 전반에 대하여 가장 심도 있게 접근하는 작가로
김석범은 정평이 나 있다. 재일동포 2세인 그는 일제 식민지-8.15-한국전쟁의 역사적인 격변 속에서 그 문학적 중심축을
제주 4.3에다 말뚝을 박았다.
4.3은 한반도 분단 이후 민족의 통일 염원을 민중항쟁으로 승화시킨 첫 사건으로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처참하고
야만적인 제노사이드로 그 막을 강제로 내려버렸다.
김석범은 4.3민중항쟁을 제주도민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민족-동아시아-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조망한다. 희생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주의 공식의 고착 렌즈를 깨고 제주도민의 자주 통일 평화의 염원이 민족 전체의 소망이자 인류
평화의 이상과 하나임을 감지케 해준다.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과 내일의 한반도의 숙명과 그게 세계사에 미칠 영향력까지를 총체적으로 인식시켜준다.
투쟁의 교조성과 모험주의를 비판하는 주인공 때문에 자칫하면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로 넘겨짚을 수도 있으나 작가의
역사인식은 그 비극의 아리랑고개를 열두 고비 넘어선 고지에서 넉넉하게 민족사적인 낙관주의를 펼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석범의 민족사에는 영웅적인 주인공이 따로 없다. 친일파, 극우 테러리스트에서
극좌모험주의자나 변절자, 사려 깊은 혁명론자와 인도주의적인 투사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에 충실하는 것으로 작가는 배치한다. 실로 민족정신사의 한라산처럼 그의 소설은 동아시아에 우뚝
섰다.
이런 작가에게 제1회 수상작가의 영광을 드리는 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
수상을 계기로 더욱 강건하셔서 민족활로의 등대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추천 작가인 인도의 여류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21세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해일에 맞선
방파제 작가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 보존운동에도 열렬하다. 그녀는 비단 소설뿐이
아니라 여러 산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투지를 토해낸다. 바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제정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추천작가인 아르헨티나의 아리엘 도르프만은 작가에다 극작가에 에세이스트를 겸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이다.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정원이라 군사독재가 횡행하여 인권의 황무지였다. 인류 역사상 민주선거를 통한 첫
마르크시스트 대통령이었던 칠레의 아옌데의 보좌역을 지낸 경력도 이채롭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정신에 걸맞는
활동가이자 작가다.

Prize Jury

Yim Hun-young

Judge’s Comment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covers a broader scope than the word ‘road’ in ‘Tongil-ro’ (unification
road) might suggest. It is awarded to literary works that call for world peace and an end to strife and wars brought
on by racial, economic, classist, religious, ideological, national, and regional conflicts. Any writer from any
geographic or language background whose works are in accordance with these ideals is eligible for this award,
which led to a very cautious judging process. Each judge chose three of the seven nominated writers, and after
deliberation, the judges came to a unanimous decision on the winner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My first choice was the Korean-Japanese writer Kim Sok-pom (for his epic novel Volcano Island), followed by
Indian writer Arundhati Roy and Argentinian writer Ariel Dorfman. The reasons for my choices are as follows:
Kim Sok-pom (Volcano Island)
Kim is the oldest of 1,500 overseas Korean literary writers, and is known for the unmatched depth of his discussion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ople. Born to Korean parents in Japan, he lived through the turbulent
centerpiece of his literary world.

23

times of imperial Japanese rul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and settled on the Jeju uprising as the

level of civil resistance. However, it ended in a vicious genocide.
Though Kim could have treated the uprising as simply a tragedy limited to Jeju Island and its people, he instead
examines it from a Korean, East Asian, and global perspective. He refuses to cast the viewpoints in formulaic
black-and-white roles of good and evil, and appeals to the readers to see that the Jeju residents’ desire for
Korea-led unification is not only shared by the rest of the Korean people, but is also representative of the global
hope for world peace.
Though set in the past, Kim’s stories provide broad insight on Korea’s path ahead and its impact on world history.
Because Volcano Island’s protagonist is critical of adventurism and the doctrinal nature of conflict, the work
could have come across as a work of skepticism or nihilism. But Kim’s clear awareness of history keeps him far
past the point of simply ruminating on the tragedy, allowing him to tell an ultimately optimistic story of the Korean
people. Kim’s protagonists are not heroic figures. They range from Japanese sympathizers to far-right terrorists to
far-left adventurists, turncoats, thoughtful revolutionaries, and humanitarian freedom fighters. Kim places his
colorful cast of characters in their native elements, as people who are true to their stations. Like Mt. Halla on Jeju
Island, his novels stand proudly in East Asia.
Awarding the very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o Kim Sok-pom will be a defining moment in the
future of the prize. I hope for the writer’s continued health and guiding role as a beacon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people.
My second choice, Indian writer Arundhati Roy, stands against the bulwark of the 21st-century tidal wave of
neoliberalism. Not only did she oppos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Afghanistan, she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cosystem preservation movements. Roy expresses her relentless spirit not only through novels, but essays as
well. She exemplifies the ideals laid out in the objec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My third choice, Argentinian writer Ariel Dorfman, is a human rights activist, author, playwright, and essayist.
Because geography keeps Latin America under the thumb of the US, the area was plagued by military dictatorships and was a graveyard of human rights. Notable is the fact that Dorfman served as an advisor to the first democratically-elected Marxist president, Salvador Allende of Chile. Dorfman’s activism and writings also stand in the
spirit of th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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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ju uprising was the first incident in post-division Korea to elevate the people’s desire for unific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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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양희 심사위원

탈향에서 귀향까지
추천작가 일곱 분의 작품이 수상후보에 올라왔다. 논의 중에 만장일치로 작가 김석범이 수상작가로, 2위 3위는
심사위원 각자가 매김하기로 했다. 나는 러시아 작가 박미하일을 2위로, 3위는 아르헨티나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을
선정했다.
심사평을 쓰기 전에 평생을 민족분단의 대립과 갈등을 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이호철 선생님의
문학적 성취를 생각해 본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세계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곱 분 후보작가의 작품을 만남으로써 참으로 오랜만에 세계작가들의 소설이 주는 감동에 끌림과 떨림과 울림을 함께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재일 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외 작품들이 한국의 분단 문제에 천착해온 작가
이호철의 문학정신과 가장 상통한다는 점이 수상이유였다. 이호철의 데뷔작 「탈향」처럼 탈향에서 귀향까지 자신의
삶을 문학 속에 녹인 작가정신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 김석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24

이호철의 작품세계에 실향민으로서의 개인적 체험이 깊이 녹아있는 민족분단의 비극과 전쟁, 그에 따른 이산가족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는 점과 일본 사회에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심한 차별과 냉대를 참고 견디면서 분단 조국의 정치
현실과 분단이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디아스포라의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심화시키며 확장해온 김석범의
문학세계가 상통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닮아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분단체제의 모순과
억압으로 한국문학이 탐구하기 힘든 해방공간을 특히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김석범의 작품들이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돋보였다. 이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만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일 조선인
작가로서 4ㆍ3진상 규명과 평화, 인권운동에 젊음을 바친 그가 조국현실을 일본어로 쓸 수밖에 없었을 때, 마치 남의
육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비상구 없는 자신을 얼마나 부정하고 싶었을까 누가 이처럼 무국적 경계의 삶을
살면서, 경계의 문학이 온전히 추구하기 힘든 문학적 진실을 이토록 깊이 탐구할 수 있을까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2015
년에 한국에서 제정한 제1회 ‘제주 4ㆍ3 평화상’을 수상한 그가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그 자체도 빛나는 상이 아닐 수 없다. 수상을 진심으로 거듭 축하드리며 건강도 함께 기원해 본다.
박 미하일의 「헬렌의 시간」은 추천서에서 말했듯이 근시안적 문법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장도 새롭고 감귤농장이 있는 제주도로 헬렌의 사랑을 끌어오려는 결말이 애틋하고 절실한
호소력이 있어 감동적이었다.
그는 한국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서 러시아와 한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자기
창작과 번역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미하일을 수상자
다음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3위에 선정된 아르헨티나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은 ‘탈향’과 ‘이산’이 바탕이 된 그의 문학이 추구하는 정신이
이호철 작가의 정신과 서로 통한다는 점과 그의 작품 배경이 칠레의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희곡
「죽음과 소녀」는 폭력과 고문, 용서와 화해, 역사,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3위에 선정된 이유라면
이유다.
1988년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국인을 위해 「경계를 넘어서」라는 희곡을 통해 한국과의 유대와 연대감을 보여
주었다. 이르헨티나 작가가 우리와 역사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인간성을 함께 탐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문학이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작가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그 작가가 한국독자와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3위에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Prize Jury

Chun Yang-hee

Judge’s Comment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From Escape to Homecoming
When seven writers and their works were nominated for the prize, the judges unanimously agreed upon Kim
Sok-pom as the winner, and agreed to name their own candidates for second and third place. I chose Russian
writer Mikhail Pak for second place, and Argentinian writer Ariel Dorfman for third.
Before I started writing my comments, I reflected on the late Lee Ho-chul’s literary spirit. How he dedicated his
life to overcome through literature the conflict and strife between the divided people of Korea. I concluded that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could not be ignored in the judging process.
Reading the works of the seven nominated writers was a moving experience. It had been a long time since I felt
the gravitation, trepidation, and resonance that accompany encounters with international novels.
I chose Korean-Japanese writer Kim Sok-pom as the winner because his works, including The Death of Crows,
adhere most closely to Lee Ho-chul’s literary spirit of deep engagement with the issue of Korea’s division.
Just like in Lee’s debut novel ‘Far From Home,’ Kim Sok-pom infuses his experiences of escape and homecoming into his literature.
I see parallels in Lee and Kim’s literary worlds. The former’s first-hand experiences with displacement informed

creating, deepening, and expanding a genre of diaspora literature.
Kim’s works are especially honest and straightforward, filling a void in Korean literature that had been closed off
by the hypocrisies and oppression arising from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His achievement is an unprecedented
milestone in the literary world.
I thought of how he must have suffered as a Korean-Japanese writer, when he—who devoted his youth to peace,
human rights movements, and publicizing the truth behind the Jeju uprising and massacre—was left with no
choice but to discuss his homeland not in Korean, but in Japanese. He must have felt like he was in another
person’s skin with no way out, wanting desperately to deny himself.
I was humbled by Kim, who lived outside of national identity and yet so fervently pursued literary truths that are
difficult for literature on the fringe to explore.
It is a shining accomplishment indeed for the writer who won the first Jeju 4.3 Peace Prize in 2015 to also be
awarded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 woul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the writer and wish him good health.
As I discussed in my nomination, Mikhail Pak’s Mandarins for Helen opens up possibilities for a new world in
literature by presenting a broad perspective that breaks away from traditional, near-sighted, structures.
The sentences were inspired, and the conclusion—where the protagonist tries to draw Helen’s love to Jeju Island
and its mandarin farm—was moving and sentimental.
Pak is a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into Russian, actively working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was my second choice for the award because he is not only undertaking his own creative projects
and translation projects, but also helping to return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 selected Ariel Dorfman as my third choice because he and Lee shared the common themes of separation of
families and departure from the homeland. Dorfman also mirrors Lee in that he examines the Chilean dictatorship
and democratization, and his play ‘Death and the Maiden’ discusses issues of violence and tortur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history, and justice.
Having visited Korea in 1988, Dorfman presented his connection to the country through the play ‘The Other Side.’
He also suggested a cooperative exploration of humanity between Argentinian and Korean authors, using the
historical commonalities and shared humanity as a foundation. Korean literature has, essentially, opened up the
possibility for ex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It is for this connection he shares with Korean readers—one of
the criteria for the prize—that I selected Dorfman as my third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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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deep discussion of the tragedy of national division, war, and family separation. The latter endured h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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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영 심사위원

추천 경위 1-김석범
<화산도>는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필생의 역작이다. 400자 원고지 1만 1천 장의 방대한 장편소설로서 완결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화산도>는 제주4.3항쟁에 대한 서사이다. 해방에서 6.25전쟁까지 그 몇 해 동안 한반도는 유례없는 무서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그 양상이 집중적으로 축약되어 나타난 곳이 제주도이고, 그 집중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 4.3
항쟁이다. <화산도>는 4.3을 중심에 놓고,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평론가의 평처럼 ‘한국현대사를 골격으로 한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위엄과 광대한 스케일과 박진감 있는 스토리 전개에 어쩔 수 없이 압도당하고 만다.
물론 이 소설의 핵심부분은 4.3항쟁이고,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적 모순 현실도 잘 형상화해 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그 특이한 존재를 크게 문학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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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4.3의 대참사가 만들어 놓은, 제 땅에서 뿌리 뽑혀 나간 실향민, 조국과 일본 사이의 어중간한 공간에
처해 있는‘경계인’집단,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특이한 삶과 운명을 이 소설은 절실한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산도>는 일본어로 쓰였으니까 일본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문학의
주류인 사소설의 영향권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일본 사소설의 언어에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일본문학도 한국문학도 아닌, 재일조선인 공동체가 낳은 특이한 문학, 즉 독자성을 가진 재일조선인 문학인 것이다.
이호철, 김석범, 두 작가 모두 실향민이다. 남북 분단이 낳은 실향민인 이호철은 분단의 대립, 충돌, 갈등을 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김석범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4.3의 대참사가 만들어 놓은 실향민으로서, 그의 <화산도>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본인(현기영)은 김석범 문학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를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서 제1순위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추천 경위 2-아리엘 도르프만
도르프만은 국내 독자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작품들은 세계 40여개 언어로 작품이 번역되었고, 그중에
희곡 작품들은 100여 국가에서 공연될 정도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작가이다. 그는 시, 소설, 희곡, 에세이 등 다방면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그 중에 희곡 작품들이 뛰어나다. 국내에서도 그의 희곡 작품 <죽음과 소녀>, <경계선 너머>, <과부들>
등이 공연되었고, 소설집 <우리 집에 불났어>, 시집 <싼띠아고에서의 마지막 왈츠>도 번역·출간되었다.
그의 문학의 핵심 부분은 그의 조국 칠레에서 벌어진 피노체트 군사독재의 공포 속의 삶과 망명생활을 다룬 것들이다.
예컨대 그의 가장 유명한 희곡 <죽음과 소녀>는 고문당했던 여자가 훗날 우연히 그녀를 고문했던 자를 해후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칠레가 겪은 군사독재의 공포를 비슷한 시기에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그의 문학이 매우 친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도르프만은 콜롬비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마르케스와 함께 남미 전체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문학은 리얼리즘의 문학이다. 그런데 그것은 정통적 리얼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리얼리즘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형식의
새로움, 단순한 리얼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의 소재를 모더니즘의 형식에 담고 있는 것이다. 마르께스가 현실을 주술과
환상의 세계로 만들고 있는 것에 반해, 도르프만은 가혹한 정치적 현실을 온몸으로 껴안는 치열한 산문정신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본인(현기영)은 아리엘 도르프만의 문학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를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서 제2
순위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추천 경위 3-누르딘 파라
누르딘 파라의 소설들은 독립 이후 독재정권 아래 짓눌린 소말리아인들이 처한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알레고리적으로 묘파하는 특색을 지닌다. 독재정권이라는 국가의 가부장주의와 여성을 차별하는 가족 내의 가부장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투적 문학행위는 소말리아 정부와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작가는 해외로 망명하여 20년
간 디아스포라의 신산한 삶을 산 바 있다.
그의 소설들 중 11개가 2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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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이다. 이 소설은 소말리아와 에디오피아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을 다룬다. 소말리아는 영토뿐만 아니라 언어의
문제도 심각하여 조상대대로 소말리아 어를 써온 국민들이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강점에 의해 언어가
사분오열로 찢겨졌는데, 그러한 현상은 독립이 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민족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이 소설은 생생하게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소설에 동원된 다양한 문학적 형식의 실험들도 좋은 평가를

누루딘 파라는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의 문학상을 받으면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세계적

27

받고 있다.

문학은 서구문학이나 일본문학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한국문학에 각성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본인(현기영)은 누루딘 파라의 문학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를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서 제3순위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최종 심사평-재일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문학
<화산도>는 제주4.3항쟁에 대한 서사이다. 해방에서 6.25전쟁까지 그 몇 해 동안 한반도는 유례없는 무서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그 양상이 집중적으로 축약되어 나타난 곳이 제주도이고, 그 집중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 4.3
항쟁이다. <화산도>는 4.3을 중심에 놓고,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평론가의 평처럼 ‘한국현대사를 골격으로 한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이 소설의 핵심부분은 4.3항쟁이고,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적 모순 현실도 잘 형상화해 내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4.3
의 대참사가 만들어 놓은, 제 땅에서 뿌리뽑혀 나간 실향민, 조국과 일본 사이의 어중간한 공간에 처해 있는 경계인 집단,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특이한 삶과 운명을 이 소설은 절실한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산도>는 일본어로 쓰였으니까 일본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문학의
주류인 사소설의 영향권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일본 사소설의 언어에 저항하고 있다. 일본문학도
한국문학도 아닌, 재일조선인 공동체가 낳은 특이한 문학, 즉 독자성을 가진 재일조선인 문학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문학적으로 특이하고 소중한 부분이다.
<화산도>는 400자 원고지 1만1천 장의 방대한 장편소설로서 완결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작가의 문학적 생애가
걸린 필생의 작품이라고 할만하다. 그 긴 세월 동안 작가는 매일 4.3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20년 동안 매일 4.3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20년 동안 매일 4.3을 치열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4.3은 오랫동안 무서운 금기에 묶인 채
망각되도록 강요당해 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3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거나, 조금 알기는 하지만 관심 밖이거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알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 있다. <화산도>는 바로 이러한 저능상태, 망각상태에 도전한다. 이
작가에게 4.3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현재적 사건이다. 카프카의 발언을 빌어 말한다면, <화산도>는 망각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인 것이다.
일본어로 쓰인 이 대하소설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4.3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양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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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서구 일변도의 주류문학에 도전하여 아프리카문학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킨 그의

Prize Jury

Hyun Ki-young

Judge’s Comment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election Recommendation 1 _ Kim Sok-pom
Volcano Island is the magnum opus and lifelong masterpiece of Korean-Japanese writer Kim Sok-pom. The epic,
which depicts the Jeju 4.3 Incident, spans a jaw-dropping 11,000 400-character manuscript pages and took 20
years to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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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s between Korea’s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were a terrifying political maelstrom for the peninsula.
What happened on Jeju Island was a microcosm of the ideological division in Korea, and the culmination of the
resulting hypocrisy was the uprising in 1948. Volcano Island places the Jeju 4.3 Incident at the center of a literary
re-examination of Korea’s turbulent modern history. To borrow the words of another literary critic, the work is a
massive structure with the entire modern history of Korea acting as its skeleton. It is only natural, then, that readers
are overwhelmed by the majesty, scale, and dynamism of the unfolding story.
Although the core of the novel deals with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hypocritical realities of politics and
economics in a recently-liberated stat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Volcano Island is the fact that the
writer cast a powerful literary spotlight on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of which he himself is a part. The
Koreans-Japanese community is a group on the fringe of Japanese society, created by the imperial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eju 4.3 Incident. Uprooted from their homeland, they are a displaced people
trapped in limbo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Volcano Island, Kim gives this group a voice of its own.
For this reason, Volcano Island—originally written in Japanese—can be considered both Japanese and non-Japanese literature. Not only is it far removed from the Japanese mainstream I-Novel, Volcano Island actively resists
its language. Kim and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have given birth to a unique literary genre separate from
both Japanese and Korean literature—the Korean-Japanese genre.
Both Lee Ho-chul and Kim Sok-pom are displaced people. Lee, displaced from his home becaus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tempted to overcome the conflict and strife of the division through literature. Kim was
displaced because of imperial Japanese rule over Korea and the terrible Jeju 4.3 Incident, and his magnum opus
Volcano Island carries his hopes for overcoming division and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valuating his works on the above merits, I hereby recommend Kim Sok-pom as my first choice for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election Recommendation 2 _ Ariel Dorfman
Though not well-known to Korean readers, Dorfman is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writer with works translated
into over 40 languages, and plays that have been performed in over 100 countries. Dorfman is active in poetry,
literature, theater, and essays, but is particularly celebrated for his work as a playwright. In Korea, ‘Death and the
Maiden,’ ‘The Other Side,’ and ‘Widows’ have been performed, and his novel anthology My House is on Fire and
poetry anthology Last Waltz in Santiago have been translated and released.
A running theme in Dorfman’s literature is the lives of fear his fellow Chileans led during the Pinochet regime. His
most famous play, ‘Death and the Maiden,’ depicts a scene where a woman happens to meet the person who
tortured her in the past. Dorfman’s literature resonates strongly with Koreans, who have also experienced life under
a terrifying military dictatorship.
Along with Columbian Nobel Prize Laureate Gabriel Márquez, Dorfman is one of the defining writers of South
America. His literature breaks away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alism and becomes more meaningful in the
process. Dorfman’s brand of realism is packaged in the form of modernism. Where Márquez transforms reality into
a world of magic and fantasy, Dorfman embraces harsh political realities and expresses them through his literature.

Evaluating his works on the above merits, I hereby recommend Ariel Dorfman as my second choice for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election Recommendation 3 _ Nuruddin Farah
Farah’s novels are notable in that they allegorically describe the problems of political and cultural identity faced
by Somalians under dictatorship rule after their independence. He simultaneously criticizes the patriarchy of the
state (dictatorship) and of the family (misogyny), but this confrontational literary approach caused friction between
Farah and the Somali government. As a result, Farah was forced to flee his homeland and spend 20 years as a
one-man diaspora.

Evaluating his works on the above merits, I hereby recommend Nuruddin Farah as my third choice for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Final comments: Diaspora Literature from a Korean-Japanese Author
Volcano Island is a depiction of the Jeju 4.3 Incident. The years between Korea’s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were a terrifying political maelstrom for the peninsula. What happened on Jeju Island was a microcosm of the
ideological division in Korea, and the culmination of the resulting hypocrisy was the uprising in 1948. Volcano
Island places the Jeju 4.3 Incident at the center of a literary re-examination of Korea’s turbulent modern history. To
borrow the words of another literary critic, the work is a massive structure with the entire modern history of Korea
acting as its skeleton.
Although the novel’s core deals with the Jeju uprising and the hypocritical realities of politics and economics in
a recently-liberated stat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Volcano Island is the fact that the writer cast a
powerful literary spotlight on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of which he himself is a part.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is a group on the fringe of Japanese society, created by imperial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eju 4.3 Incident. Uprooted from their homeland, they are a displaced people trapped in limbo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Volcano Island, Kim gives this community a voice of its own.
For this reason, Volcano Island—written in Japanese—can be considered both Japanese and non-Japanese
literature. Not only is it far removed from the mainstream Japanese I-Novel, Volcano Island actively resists its
language. Kim and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have given birth to a unique literary genre separate from both
Japanese and Korean literature—the Korean-Japanese genre. This is what makes Kim and his work so significant
and precious in the literary world.
Volcano Island is a sprawling epic totaling 11,000 400-character manuscript pages, written over the course of
two decades. It is for good reason that it is known as the work of Kim’s lifetime. Writing about the Jeju 4.3 Incident
every day for 20 years means reliving—and enduring—these event every day for two decades. Society had been
forced to forget the incident for many years, with the subject branded a taboo. As a result, most know nothing or
very little about the Incident, not caring to find out about it or assuming that they know the truth. Volcano Island is
a challenge against this state of ignorance. The Jeju 4.3 Incident is still fresh in the writer’s mind. To quote Kafka,
Volcano Island is “the axe for the frozen sea within us.”
Written in Japanese, this epic novel has recently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is expected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about the Jeju 4.3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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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uddin Farah not only represents the African continent, he is also one of the most prominent writers on the
global stage, with multiple Western literary awards to his name. Farah’s literature, which catapulted African literature into the European-American-dominated literary world, serve as an inspiration for Korean literature to also rise
up above the inundation of Western and Japanese literary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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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en of Farah’s novels have been translated into twenty languages. Maps, his representative work, depicts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Somalia and Ethiopia and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Somalia’s
problems extend further than issues of its borders; language is another pressing concern, as the native Somali-speaking population has been torn asunder by imperial powers like Italy, England, and France. Even post-independence, linguistic division remains in Somalia, giving rise to the loss of ethnic identity. Maps is a candid depiction of this tragedy. In addition, the varied experimental literary techniques utilized in this novel have been met with
high ac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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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가 소개

김석범
김석범(金石範, 재일조선인, 93세)은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한 재일조선인 작가로서 지금까지 무국적
경계의 삶을 온몸으로 살고 있다. 그는 4.3진상규명 운동에 헌신해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 과거사 청산 등에 대한
소신을 일본의 주요 일간지 등에 칼럼으로 발표해 재일조선인 사회의 평화, 인권, 생명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1957년 최초의 4ㆍ3소설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해 전 세계에 제주4ㆍ3의 진상을 알리고 1976
년 소설 <화산도>를 일본 문예춘추사 <문학계>에 연재하기 시작해, 1997년 원고지 3만매 분량의 원고를
탈고함으로써 일본 문학계에 충격을 줬고, “20세기 최후를 장식하는 금자탑”(오노 데이지로)이란 극찬을
받았다.
이러한 창작 활동으로 일본 아사히신문의 ‘오사라기지로상’ (1984)과 ‘마이니치 예술상’(1998)을
수상했으며, 한국에서 제정한 ‘제1회 제주 4.3평화상’(2015)을 수상하였다.
김석범의 필생의 역작 대하소설 <화산도>가 2015년에 한국어로 전권 12권으로 번역돼 나오면서, 한국 독자들이
비로소 김석범의 문학 세계에 한층 친숙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식민제국의 지배언어에 에워싸인 채

재일조선인에게 가해진 온갖 차별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분단 조국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문학세계를 구축 ㆍ 심화 ㆍ 확장해온 것은 그 자체로 경이적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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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im Sok-pom

Kim Sok-pom (Korean-Japanese, 93) was born in Osaka in 1925, and is a Korean-Japanese writer who
has been stateless for his entire life. Not only has he worked tirelessly in the movement to uncover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he has also written for Japan’s major daily newspapers about Japan’s
colonial past and its conscience, and is considered a symbolic figure among the Korean-Japanese when
it comes to peace and human rights. Since his debut in 1957 with The Death of Crows, the first novel to
address the 4.3 Incident, he shocked the Japanese literary world by releasing 30,000 pages of manuscripts in 1997, and was praised as “the golden tower lighting the last days of the twentieth century”
(Ohno Daijiro).
Hi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Asahi Shimbun Osaragi Jiro Award (1984), the Mainichi Art Award (1998),
and in Korea the 1st Jeju 4.3 Peace Prize (2015).
His historical epic Volcano Island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2015 and published in twelve volumes,
finally bringing his literature to Korean readers. Not only has he endur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surrounded as he was by conflict, strife and the dominator’s colonial
language, it is a truly awesome feat that he has been able to greatly expand the Korean-Japanese literary
world.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작가

김석범

수상연설문
해방공간의 역사적 재심을
-해방공간은 반통일 분단 역사의 형성기이 모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북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은평구가 한국 문학의 고향이자 보고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장임을 작년에 은평구에서 펴낸 <한국 문학 속의 은평전>이라는 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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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이라고 하면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정도의 지식 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넘어, 은평구가 탈향, 실향자, 통일 갈망자 이호철 문학의 산실이며 서울의 문학촌인 은평구가 남북을 잇는 통일로의
접점이라는 것을 알아, 새삼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구성하는 로컬 중 은평구는 남과 북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로컬이라는 점에서 세계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취지문에 쓰여 있듯이 남북통일의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은평구가 제정한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가 받게 된 것에 대해 어찌 세상이
돌아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리둥절 차츰 아주 고마운 일이라는 감사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 은평구의 관계자 여러분, 운영위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상을
제정한 은평구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자르면 하나가 되고 안 자르면 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수수게끼를 들은 적이 있는데, 38선이 답인 이 물음은 단지
비유적인 말짓기놀이가 아니라, 민중의 아주 절절한 집합적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판문점은 바로 38
선의, 동서를 잇는 접점인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진 통일로를 잇는 터뜨려야 할 봇물이 가득한 둑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나라 지도 위에 38선을 그었습니까? 동서로 뻗은 38선.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미군이 북쪽에 주둔한
소련군에게 통지를 해서 지리적으로 어림짐작으로 그어진 것이 38선의 시작입니다.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의
무장해제, 남쪽은 미군이 일본 제17방면군 무장해제. 그 경계선이 38선입니다. 임시로 그어진 것이 오랫동안 목숨을
지탱한지 70여 년. 어떻게 하면 잘라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통일로의 남북의 접점인 판문점이 없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통일 갈망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조국, 하나의 조선이 일제 통치하의 식민지 시대부터 고향 상실, 조국 상실의
유랑민 디아스포라의 신세. 한 나라의 국민은 국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국적>이 없는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은 아니나,
삼천리강산에 존재하고 있는 한겨레의 일인인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는 한겨레가 아닌가요?
통일로의 38선 분단의 교차점인 판문점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병사들이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8ㆍ15이후 9월에 남쪽을 점령해 군정을 선포한 미군은 일제시대부터 지하 조직인 건국동맹 활동을 해 온 여운형
등이 참여한 조선인민공화국을 강제 해산, 11월에 한반도로 돌아온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냉대하고, 오직 한달 빠른
9월에 귀국해 국내에 아무런 정치, 경제적 발판이 없었던 이승만이 친일파 세력을 등에 없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4개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1월부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의 군대만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4개국에 의한 분할통치(동북지방으로부터

홋카이도 땅은 소련.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은 미국. 시코쿠와 쭈고쿠 지방은 영국. 수도인 도쿄는 4개국에 의한 분할
통치)가 행해질 예정이었는데, 미국의 반대로 미국 한 나라만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도리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인데, 그 벼락이 번뜩 한번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70여
년 동안 벼락, 우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닦아 놓은 이승만은 미소 공위에서의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신탁통치 문제 토의를 무시하고 신탁통치 반대,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초에는 전북 정읍에서 대대적인 운동의 봉화를 올리고 미군정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단정 수립으로 치달리게 됩니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위가 결렬, 신탁통치안이 폐기되자, 미국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를 UN에 상정할
수 없었다는 결정을 무시해 어거지로 47년 9월 제3차 UN총회에 상정하여 남한 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8개국이 참가하여 만들어진 UN한국임시위원회가 48년 1월 남쪽만의 선거를 위한 선거 감시단을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30명의 UN 감시위원이 미군점령 하 총 인구가 약2천만 명인 남한의 선거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당초 UN한국임시위원회 내부에서 단선 반대 의견도 강했고, 위원장인 인도 대표 메논도 단선에
반대였는데, 메논을 찬성파로 회유하는데 이승만이 온갖 술책, 특히 미인계로 메논을 함락시켜 찬성파로 돌렸다고 합니다.
메논과 친일파 시인 모윤숙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두드러지게 모윤숙 자신이 회고담에 쓰고 있다는 것이
<한국현대사 산책 (2)>(강준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동아>1983년 3월 호의 잊을 수 없는 메논 위원장과 나의 우정”이라는 글에서 모윤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한국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은 어찌 되었을까?’(<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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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과 우리의 우정은 미묘한 함수관계에 있었고, 만약 나와 메논 위원장의 우정이 없었다면 남쪽만의 선거는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가로채고,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제2차 세계대선 후 최초의 제노사이드 감행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남북을 통해 단선 단정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단정 반대 남북통일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4월 초에
<4·3>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4·3> 사건. 교통사고도 사건, 이웃 사이의 폭력 싸움이 일어나도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살, 대학살 사건… 편의상 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만 두어야 할
호칭입니다. 아직 <4·3>은 정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로 짓기, 역사 바로 세우기, 내외 침공자에 대한 정의의 방어
항쟁이 왜 이름 없는 무명비로 제주 평화공원 기념관에 떳떳한 이름을 새기지 못 한 채 아직 고요히 누워 있습니까? 이름
없는 백비에 정명을 해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 7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정명을 못하고 있는가? <4·3> 역사 바로
세우기,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의 역사 자리 매김은 동시에 8.15 이후 한국 해방 공간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재검토, 재심과 불가분의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해방공간 안에서 학살을 동반한 폭력행사로 세워진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꾸며내는데 온갖 술책이
동원되었으며, 그 중 대학살을 당하고 이승만 정부 수립의 희생양으로 바쳐진 것이 제주도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과
<4·3> 대학살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것을 똑똑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운운으로
시작됩니다. 이승만 정부와 3.1 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것은 바로 중경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인데, 이승만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습니까? 3.1운동을 탄압하는 일제와 더불어 행동한 친일파, 해방 후에는
친미파로 변신한 민족 반역자들이 토대가 되어서 세워진 정부입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전문에 처음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시작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불의에 항거한다는 것은 이승만에 대한 항거라는 뜻입니다.
<…3.1 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나라와 독립의 권리를 천명한 3.1 정신은 지금도 인류
사회와 국제 질서의 표현적인 원리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에서 오늘의 참여 정부에 이르는 정통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2005년 제86주년 3.1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담화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당히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언명이기도 합니다.
정통성 없는 이승만 정부가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주도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빨갱이의 섬, 소련의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1983년 3월호. “잊을 수 없는 메논 위원장과 나의 우정”). 열열한 친일파 시인이었던 모윤숙의 어버이같은 말씀입니다.

주구라는 구실을 붙여 철저한 멸공통일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만행을 벌린 것입니다. 제주도 30
만 도민이 없어져도 대한민국의 존립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미중앙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의 언명.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15년 전 <4·3>의 55주년 당시 2003년 4월 12일 동아일보 칼럼 <기억의 부활>에 저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습니다.
“기억이 말상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다. 역사 없는 곳에는 인간의 존재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주검과도 같은 존재다.
오랫동안 기억을 말살당한 <4·3>은 한국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입 밖에 내지 못 하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이었다.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기억의 타살,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 속에 집어
던져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었다. <4·3>문제의 올곧은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재평가와 아울러 진상 규명,
명예회복 사업으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없이
죽음에 접어드는 깊은 망각 속에 얼어붙었던 기억이 지상으로 솟아나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영원히 말살당할 수 없었던 기억의 부활이자 기억의 승리다. 어처구니없는 학살은 영원히 터부로 은폐하고 놀라운 허위로
역사를 꾸며 오면서 <기억의 암살자>노릇을 해 온 지난 날 위정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호철의 <남과 북 진짜 진짜 역사 읽기>에 따르면, 이승만은‘…그렇게 그 때의 <단정>수립으로부터 67년이 지난 현
정권의 저 꼬락서니의 뿌리였다는 소리도 일단은 나 리승만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도 문화도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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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화되었다아, 나 리승만까지도 그때부터 이미 반은 미국사람이었다아…하는 소리도..,.일리가 없지 않다고 여기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령 저승보다 천당보다 더 멀리 떠있는 딴 별에서 이승만이 뉘우친다 하더라도 본인이 뿌리가 되어 저지른 죄과는
씻어버리지 못 할 것입니다. 1948년 8월에 제정된 반민법(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49년 8월에 해체됩니다. 1947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 불과 8개월 만에 끝났으며, 그 동안 체포 408명, 기소 221
명, 그러나 거의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 악독 친일 경관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도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에 대한 재판, 해방 후 이 역사적이며 민족적인 과업을 수행 못 한 채, 반민법의 해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친일파들에게는 백주에 치매망량(魑魅魍魎)의 대로행(大路行), 대낮에 온갖 도깨비가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빨갱이 짓 외는 무슨 직을 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 부여, 한국은 친일파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제2차 대전 후의 전후 재판, 대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재판 판결은 2천명 이상의 사형, 791명의 처형, 30
만 8천명의 유기, 무기의 금고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간(漢奸) 재판에서 제 나름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풍지대는 한국뿐.
한국에서도 전범과 다름없는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을 그저 형식적으로 끝내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로서 친일파들의
영화영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마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신 친일파들이 뿌린 화근이 이호철 책
속의 이승만의 말대로 후대의 썩어 빠진 한국사회의 뿌리가 된 것이고, 지난 번 천만 촛불 데모로 시원히 다 없어진 박근혜
친일정권이 그 마지막 모양새, 이승만의 말로 하자면 꼬락서니였음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해방공간은 반통일, 분단의 역사 형성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가짜 정통성 꾸미기 해명과 <4·3>의 진상규명, 역사
바로 세우기는 불가분의 역사적 요구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결론에 <4·3>
학살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최종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 보고서 결정
이후 십 수 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범죄의 책임 추구는 수수방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다시 망각 속에
사라지고 말 듯 합니다.
내년 <4·3> 은 70주년을 앞두고 <4·3> 문제와 더불어 해방 공간의 총체적인 역사 청산, 재심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해방 공간의 역사 재심, 청산은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의 든든한 담보,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의
달성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1990년 동서독일 통일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평화의 보편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17일

Kim Soom
Winner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cceptance Speech

Kim Sok-pom

Historical Reevaluation of the Liberation Space
The Liberation Space is
the Formative Period of Anti-Reunification Divisio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for being here.
I first learned that Eunpyeong-gu, positioned within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was a place of literary
heritage from the brochure Eunpyeongjeon in Korean Literature published by the district authorities. All I knew of
See the Han River Water.” Now I know that this district is where Lee Ho-chul’s literature sprang from, his ta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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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before then, embarrassingly enough, was Kim Sang-hun’s “I Shall Go to Samgaksan Mountain, I Shall

geopolitical brid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s inspired many thoughts for me.
As it says in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ntroduction, Eunpyeong-gu is well-positioned to play a
symbolic, global role in treating the wounds of the North-South division, as well as allowing the Korean peninsula
to recover peace in Northeast Asia. To receive a prize that so symbolizes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uch a great honor that it has made me almost disconcerted with gratitude, to the point that I cannot
recognize what the world is coming to.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unpyeong-gu for their efforts in preparing such a prize,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judges, as well as the district lawmakers for their legislative work in creating it.
I once heard of a riddle that went, ‘what becomes one when cut, and what becomes two when uncut?’ The answer
is the 38th parallel armistice line that divides North and South Korea. The riddle represents our collective and
subconscious wish for unity. Tongil-ro and Panmunjeom are divided by the 38th parallel as it runs across the peninsula, cutting it exactly in half, and it is the point where the dykes must break.
Who drew this line on our land, the 38th parallel line that stretches east and west? When Japan lost the war in
August of 1945, the American forces proposed it as an administrative midpoint to the Russian forces who were
already in the north. The Soviets would oversee the disarmament of Japan’s Manchurian forces in the north, the
Americans Japan’s forces in the south. This midpoint is the 38th parallel. It remains, seventy years later. How to
cut it to become one? Would opening it at Panmunjeom or Tongil-ro do the trick? Yes. It would.
I, too, crave reunification. We are one nation, a nation that lost its home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not to
mention the diaspora who wander the world. If a nation’s people need the backing of a nationality, am I, as someone without a nationality, not a person of this nation, a foreigner of the same blood? Are we not part of this nation,
too?
At Panmunjeom, for seventy years now, American and North Korean soldiers are facing each other without sharing
a word. Since the September after the Liberation of August 15th, America has occupied South Korea, having
forcibly dismantled the Joseon People’s Republic that had been active a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under
Yeo Un-hyeong, rejected Kim Gu and the other repatriated representatives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installed Syngman Rhee, who had no political experience or standing as leader—thu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collaborationists could flourish unhindered. In the three-party talks of December of 1945 in Moscow, four
countries engaged in a protectorate rule for five years over the peninsula, and the first US-Soviet joint committe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7

the displaced, the lost, and the dreamers of reunification, and that the literary village of Eunpyeong-gu is the

to that effect convened in January of 1946 in Seoul.
Japan on the other hand was only under martial rule during that time. Japan was supposed to be ruled by four
different countries—with the northeastern Hokkaido region managed by the Soviets, the Tokyo and surrounding
region by the US, the Shikoku and Jugoku regions by the UK—when America insisted it be the sole power responsible for its administration. Is this not a perversion of fate? We had been struck by lightning just for standing next
to evil, but that bolt of lightning has been accompanied by a thunder that hasn’t faded for seventy years. Rhee,
ignoring the discussions of the US-Soviet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for a democratic Korean government,
went ahead with a movement for only South Korea to have elections and its own government. Beginning with a
ceremony in early June in Jeongeup, North Jeolla Province, he had the backing of the American martial government to meet his ends for a southern government that excluded the north.
Once the 2nd US-Soviet committee in May of 1947 came to naught, America ignored the recommendation of that
committee to ask the UN to step into the Korea question, and declar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of 1947 that South Korea was to hold its own elections. The new UN committee for Korean affairs sent election
monitors to the South-exclusive elections to be held in January of 1948, but it was unrealistic to truly monitor
twenty million voters under American martial rule. Many within the UN committee were against the elections,
including the committee head Krishna Menon, but it was said Rhee used all sorts of underhanded methods, especially using women, to make him change his mind. The world knows of Menon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collaborationist poet Mo Eunsook, but the poet went as far as to confirm this in her own reminisces (Korean Modern
History Overview (2): Kang Ju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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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r article “The Unforgettable Chairperson Menon and Our Friendship” in the March 1983 edition of Shindonga,
Mo talks about how “Korea and its establishment and our friendship were in a strang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if it weren’t for our friendship, there might never have been elections exclusive to South Korea. If Dr. Rhee had
not become president, what would’ve happened to Korea today?” This is what the collaborationist and poet Mo
truly felt about her country. Never mind that President Rhee exploit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was responsible for the worst genocide since World War II on Korea’s own Jeju Island.
On Jeju there was an armed uprising on the third of April—the 4.3 Incident—in opposition to the elections being
South-exclusive. We call traffic accidents incidents, as well as fistfights between neighbors. What happened on
Jeju Island was a massacre legitimized by the government, a massacre incident…while we use the word for convenience, we really ought to stop. ‘4.3’ still does not have a proper name. How can we rest when our various movements for the proper naming of things, the righting of historical wrongs, and our search for justice against invaders,
cannot encompass the fact that there is still no name on the monument that stands at Jeju’s Peace Park Memorial?
We must create a proper name and engrave that blank monument. Why do we still fail to do so after seventy years?
It is because we have not found a proper place for this event.
To find a proper place for 4.3 in history inevitably means to correct post-Liberation history in Korea’s liberation
space, to reconsider historical wrongs. Many underhanded deeds went into legitimizing the Rhee administration
that was built on massacre and violence, and among them Jeju Island stands as a sacrificial lamb in its entirety.
The legitimacy of Rhee’s government and the 4.3 massacre are inextricably entwined, and we need to be clear on
this point. The Constitution as legislated by Rhee’s government begins with the preamble,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hines with an eternal history carries over the 3.1 Movement announcing its formation and spirit of independence to the world…” To say Rhee’s government carries over the spirit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s to
say it is a continu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but could that be true? It is, in fact, a government established by collaborationist traitors that oppressed the 3.1 Movement and later became collaborationists
with the Americans.
It was only in the 9th revised Constitution of 1987 that the preamble mentioned the legal trad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t begins with the words, “The people who shine with the eternal history and traditions of our nation,
established through the law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ut of the 3.1 Movement and the continuation of the 4.19 Movement’s democratic reforms and mission of reunification that resisted
injustice…” This resistance of injustice by the 4.19 Movement of course refers to the resistance against Rhee. “The
3.1 Movement is a proud part of our history. This movement, declaring the freedom and equality of all persons and
the right to self-govern for all nations, is still regarded as a fundamental expressive principle of humankind and
international ord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is the root of legitimacy that extends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Such was the beginning of President Roh Moo-hyun’s address in 2005 for the 86th Anniversary
of the 3.1 Movement. This was the first mention of the roo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clear and firm declaration by Roh’s government of its continuation in that legal tradition.
The illegitimate Rhee government had undertaken its ruthless massacre of the citizens of Jeju, not even sparing its
children, in the name of flaunting its nonexistent legitimacy, labeling everyone on that island as Communists and
the puppets of the Soviet Union, all under its agenda of establishing an anti-Communist government. “It is thought
that the Republic could still stand even after wiping out the 300,000 citizens of Jeju.” These were the words of the
liaison to the American forces, Cho Byeong-ok. Just who did this Republic of Korea stand for?
Fifteen years ago, in the April 12th 2003 edition of the Donga Ilbo, I wrote the following for a column titled ‘The
Resurrection of Memory’ for the 55th anniversary of 4.3.
“There is no history where memory was massacred. There is no human existence where there is no history. Lost
people are not people, but mere cadavers.
“For a long time, the massacre of 4.3 did not exist in Korean history. No one spoke of it, and no one acknowledged
it. One was the assassination of memory by the powerful, the other was a suicide of memory by an island people
who were too afraid to speak out. 4.3 is a long way from resolution, but we have begun the steps for the reevaluation of governmental power,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Half a century has passed and
we cannot resurrect the dead, but frozen memory that fell through an endless pit of forgetfulness has now resurfaced into the sunlight.
“This is the resurrection of memory, the victory of memory. The awesome responsibility remains for the hypocrit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at sprouted over sixty-seven years after the South-exclusive government was
established. Hi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were Americanized, and he was, at least by half, an American.”
Even if Rhee is repenting in that place that’s far from heaven, it will still not redeem him of the sin he committed
and became the root of. The Anti-National Activities Special Law passed in August of 1948 was struck down with
much difficulty by President Rhee in August of 1949. It ended only eight years after its efforts began in January of
1947, and the 408 arrested, 221 prosecuted but released under probation, and the collaborationist police head of
investigations Noh Deok-sul were all released, their charges dropped.
The Law had been dismantled without undertaking the historical and national issue of bringing traitors and collaborationists to trial after Liberation. We now live in a world where collaborationists walk in broad dayligh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like demons that live among us. They were given leave to do anything they wanted except be
Communists, and Korea became a heaven for collaborationists. This contrasts with the trials in France that executed two thousand people and incarcerated over 300,000 in connection with collaboration. China also has undertaken this task so some degree. Only in Korea do they walk free.
Korea only stopped at show trials, and this enabled the collaborationists to prosper. It was all thanks to president
Rhee and the collaborationists who worshipped him that as Lee Ho-chul said in his book, the rotten root became
the root of all Korean society, and we can only hope that the last of them were taken away by the millions who
marched agains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last year.
The liberation space is also the formation of anti-reunification history. President Rhee’s fake legitimacy and the
search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4.3 is now coming to light thanks to the needs of history itself. According to
the Jeju 4.3 Incident Research Report (2003), 4.3 has been defined as a government-sanctioned massacre and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US and President Rhee. But even fifteen or so years after the report’s publication,
nothing has happened in terms of holding the culpable responsible, and the incident is again slipping into the
forgotten.
Next year is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4.3, and appropriate measures of historical reckoning have begun in
terms of the liberation space. The proper establishment of liberation space in terms of historical perspective is a
cornerstone in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reunification will not only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but also, as Germany’s reunification so did in 1990, peace for the entire world.
17th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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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cted as assassins of memory, shrouding the massacre in taboo and rewriting history in a fraudulent manner.”

특별상 심사평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고명철 위원

심사경위
-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한국어 창작을 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로 하고,
해당 작가의 후보군을 국내에서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평가 30인을 엄선하여 각 1명 씩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 작가를 추천해달라고 함(3인이 추천을 하지 않아 총 27인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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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작가의 추천 자격 기준은 올해에 한해 등단 25년 이내로 하고, 가능한 최근 3년 동안 작품을 발간한 경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함.
- 특별상 심사위원 구성은 7인의 운영위원(고명철, 김재용, 민병모, 박혜영, 방민호, 유성호, 최재봉)이 맡기로 함.
- 1차 심사에서는 비평가 27인이 추천한 작가들과 7인의 심사위원 각자가 추천한 작가를 대상으로 엄밀히 심사한 결과
전성태, 조해진, 손홍규, 김숨, 송경동 등 5인이 심사대상 작가로 거론됨.
- 5인의 작가 모두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작가로서 자신의 문학적 개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둔 문학적 성취 면에서도 해당 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 심사위원 각자의 추천 작가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나누면서,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의
중요성과 미래 한국문학의 전망을 염두에 두는데 심사위원의 공통적 의견을 모음. 무엇보다 문학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치열한 작가정신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대의를 상기함.
- 열띤 토론 끝에 1차 심사에서 두 명의 후보 작가로 압축함. 김숨과 송경동의 작품세계를 좀 더 검토하고, 다음 2차
심사에서 최종 수상작가를 결정하기로 함.
- 1차 심사에서 최종 후보로 압축된 2인(김숨, 송경동)의 문학 세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2차 심사에
임함.
- 모든 심사위원들이 2인의 문학 세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제 의견을 표하고, 2인의 문학 세계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눔.
- 심사위원들은 오랜 숙고 끝에 김숨의 소설 세계가 제 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함.
심사평
작가 김숨의 소설은 지난 시대의 역사에 대해 자신이 형상화화 할 수 있는 만큼의 소설적 정직성으로 소설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표한 두 장편 <L의 운동화>(2016)와 <한 명>(2016)은 김숨이 지닌 역사 감각의 진실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작품이다. <L의 운동화>의 경우 1987년 이한열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한열의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막무가내로 역사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화석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 역사경험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
새롭게 육박해 들어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소설쓰기의 무게를 실감하게 한다. <한 명> 역시 좋은 작품이다. 최근
일제의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식민지근대론을 넘어 제국의 약소민족구성원에 대한 인권, 계급, 민족, 성별
탄압과 차별이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김숨의 <한 명>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살아남은 위안부의 가냘프고
여린 목소리들을 겸허히 복원함으로써 소설의 사회적 실천의 숭고성을 보여주고 있다.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Committee Member

Ko Myeong-cheol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Background
- The member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organizing committee agreed to confer a special
award to a writer active in the Korean language. The committee selected 30 critics active in Korean literary criticism
and requested their nominations for one author who most exemplifies the objectives of the award. (Twenty-seven
nominations were received; three did not give nominations.)
- Writers who made their debut less than 25 years ago were eligible for the award, with priority given to those with
published work from the past three years.
- Seven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Ko Myeong-cheol, Kim Jae-young, Min Byung-mo, Park Hye-young,
Bang Min-ho, Yoo Sung-ho, and Choi Jae-bong) were selected as the judging panel for the Special Award.
- The first round of deliberations involved examination of the authors nominated by the 27 critics and committee
members. Of them, five writers were chosen: Jeon Sungtae, Cho Hae-jin, Son Hong-kyu, Kim Soom, and Song
- All five finalists exemplified the objectives set out at the creation of the award, each with unique literary sty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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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dong.

-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judges agreed that the recipient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will have an especially significant role in defining the character of the prize, and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liberations. The judges also agreed that
although literary accomplishment was important, the author’s clear literary spirit and exemplification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s objectives should take precedence in the judging.
- After intense debate and discussion, the judges narrowed down the candidates to Kim Soom and Song
Kyung-dong, and agreed to further contemplate the literary worlds of the two writers before deciding upon a
winner in the second round of deliberations.
- The judges convened for the second round of deliberations after much consideration and examination of the
literary worlds of the finalists.
- Judges gave candid opinions on the literary worlds of Kim and Song, and had an open discussion on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 After careful deliberation, the judges deemed Kim Soom’s literary world most suitable to receive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Kim Soom’s endeavors are dedicated to expressing as much of the past as she can in the honest language of
literature. Her two most recent novels—L’s Sneaker (2016) and One Person (2016)—are prime examples of how
Kim uncovers historical truths through her work. L’s Sneaker discusses the death of student activist Lee Han Yeol
in 1987. Depicting the restoration of Lee’s running shoe, the story forces readers to ask fundamental questions of
themselves: why must we remember history, and how must we remember it? The novel calls on readers to go
beyond simply memorizing historical experiences without context and fossilizing them in their minds. It is a heavy
reflection on how historical experiences affect us today as they flood into society, one that shows the gravity of the
act of writing. One Person is also a remarkable work. Imperial Japan’s forceful conscription of comfort women has
been reexamined in recent years, the discussions going beyond the topics of colonial modernization to cover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based on class, race, and gender. This new perspective has become the dominant
mainstream discourse, but One Person refuses to join either discussion and instead looks to the frail, fragile voices
of the surviving comfort women with the humanity and dignity they deserve, thereby exemplifying the lofty act of
literary soci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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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ments.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민병모 위원

-특별상 추천 작가 없음.
문학에 대한 정의는 끝이 없다. 많은 예술 분야가 그렇듯이 문학도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문학에서도
각양각색의 문학상이 생겨난다. 문학상을 통해 그 주체가 추구하는 다양한 문학적 정의가 내려지는 셈이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어떤 상일까? 또 특별상은 과연, 어떤 수상 작가를 낼까? ‘과연’이란 ‘그렇다고는 하나
역시’라는 뜻이다. 이호철 문학을 기려서 만든 상이니 만큼 분단과 관련된 작품을 쓴 작가라면 ‘과연’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하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것은 고집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등단 25년 이하의 작가’ 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 짧은 규정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 특별상은 비교적 젊은 한국어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쓴 작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쓸 작품이 더 중요하다는 기대와 함께 점차 잊혀져가는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을 우리 젊은 문학계에
촉구해 보자는 것이다.
최종심에 오른 두 작가는 송경동 시인과 김숨 소설가이다. 이미 두 작가는 이러저러한 작품을 써왔으므로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여정 또한 여실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를테면 자기 세계가 확고한 분들로 ‘땀 흘리는 문학’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문학’ 쪽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다. 더 아픈 역사, 더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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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최종 선택을 할 때는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인가
보편적인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공통 감각’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구두점 하나로 리듬이 변하는 일조차 있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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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비교 우열을 가리는 판단은 헛된 일이다. 다만 논의된 것은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 차이였고, 이번엔 소설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Committee Member

Min Byung-mo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No writers nominated for the Special Award.
Literature has as many definitions as there are people who attempt to define it. Like many other artistic fields,
literature does not have a singular focus—which is why there are so many literary prizes in the world. These literary
prizes, then, are essentially the agents that create the varied definitions of literature.
What is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which writer will be chosen for the Special Award? The
announcement of the recipient should draw nods of agreement from the public, which are contingent on the writer
in question having produced works related to national division, as Lee Ho-chul’s literature has. However, the panel
of judges did not make this the absolute standard. Instead, a regulation was created to limit the nominees to those
who have made their literary debut less than 25 years ago. It is a seemingly simple rule that belies the multifaceted
reasoning behind its creation. The Special Award will be awarded to a relatively young Korean-language writer
because we hope that their future accomplishments will outweigh their successes thus far, and because we wish
to draw the attention of young Korean writers to the fading memories of the scars of national division.
The two finalists were the poet Song Kyung-dong and the novelist Kim Soom. Both writers have a large enough
body of work that the judges could see how their literary journeys have unfolded. Song and Kim have clear literary
worlds of their own—both have shed blood and sweat for their art, but mostly the former. It is clear that their attention is focused most on the histories of suffering and the people who have suffered.
I believe that decisions as final as this always end up becoming subjective or emotionally-driven. However, such
decisions must be backed by a universal agreement—a common ground. Yet it is ill-advised to so compare works
in this way in the world of literature, where a single punctuation mark can change the very rhythm of a message.
The only point of debate, then, was the choice between poetry and prose, and I chose in this case to side with the
latter.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박혜영 위원

김숨은 <국수>와 같은 단편소설집에서 뛰어난 작가적 역량을 발휘한 이래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 명>과 이한열 열사를 다룬
<L의 운동화>와 같은 장편으로 이동하여 보다 더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을 문학적으로 환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단편의
경우는 섬세한 사실주의적 묘사에다 신비주의적 상상력을 덧칠함으로써 플롯이 다층적인 의미를 구현할 뿐 아니라 문체 역시
시적인 반복과 복합적인 상징을 교차 배치함으로써 의미가 풍성해지는 뛰어난 여성주의 글쓰기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정확한 묘사와 몽환적인 줄거리 배치는 특히 <국수>나 <구덩이>와 같은 단편의 경우 마치 한 편의 시극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이런 점에서 김숨의 작품은 소설이지만 독자들에게 마치 한 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은 생생한 시각적 상상력을

Committee Member

Park Hye-young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ince proving her literary mettle with short story anthologies like Noodles, Kim Soom has been using literature—more recently with full-length novels like One Person or L’s Sneaker—to draw attention to broader social
issues. Kim’s short stories are known for the way her realistic, intricate descriptions are layered with her fantastic
imagination. But the multifaceted nature of her plotting is not the only notable characteristic of her works. Kim’s
style alternates between poetic repetition and complex symbolism to create rich meaning, becoming an exemplar
in the world of feminist writing. The combination of cutting exposition and dreamlike plotting gives short stories like
‘Noodles’ and ‘The Pit’ the effect of poetry in motion, and the powerful visual imagery Kim employs makes the act
of reading feel like watching a play. The incredible talents she showcases in her short stories are just as prevalent
in her potent full-length novels, opening the eyes of readers to one of the basic foundations of novels—the totality
of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history, and community around the individual. For this reason, I nominate Kim
Soom as the recipient of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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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단편에서 보여준 뛰어난 재능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장편에서 잘 발휘함으로써 소설의 기본 얼개인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방민호 위원

문학이 기억과 증언의 양식임을 입증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부문은 한국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시하여 인권과 차별 없는
세계를 지향한 이호철의 문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펼치는 사람에게, 특히 최근 들어 그러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 상을 위하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먼저 국내 스물일곱 명의 평론가로부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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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작가 김숨 씨를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작가 김숨 씨는 한국어문학의 젊은 희망으로서 그동안 이미 여러 권의 장편소설을 통하여 공식적인 역사의
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의 사연들을 생생하고도 섬세하게 드러내는 치열한 문학정신을 구축해 오고 있는
작가다. 이러한 김숨 작가의 최근 장편소설『한 명』은 태평양전쟁 중 일제의 가혹한 인권 유린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를 그린 문제작이다. 작가는 여기서 이 참담한 역사적 경험을 ‘증언’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까운 미래의 세계를 그려낸다. 그 근 미래의 세계에서 이제 종군 위안부는 ‘공식적으로는’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 ‘풍길’이 끔찍한 체험을 간직한 채 삶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실제 위안부 여성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집합적 형태로 교직하는, 일종의 목소리의 천을
짜는 기법을 통하여, 그네들의 참담한 체험이 실재해 있었음을, 그 어떤 국가적 폭력과 침묵과 은폐, 왜곡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이 작품이 이러한 역사적 ‘증언’을 수행하는 방법은, 희생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의
내면의 이야기를 그녀의 삶과 기억의 밑바닥으로부터 새롭게 ‘재현’해 내는 것이다. 그녀의 찢겨진 삶과 잃어버린
‘나’를 복원하여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숨 씨의 장편소설『한 명』은 문학의 소중한 기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기억의 기능과 관련된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문학어로서 한국어는 기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저장 형식이다.『한 명』은 그러한
한국어로 인류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엄연한 과거를 생생하게 저장한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태평양전쟁 중 종군 위안부들의 삶이 이렇듯 언어적 기억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 공식적 ‘역사’의 부인 행위는 또
다른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 김숨 씨는 한국어가 훌륭한 증언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학이 단지 허구나 상상이 아니요 기억과 증언의 양식일 수도 있음을 이『한 명』이 입증하고 있다.

Committee Member

Bang Min-ho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Proof that Literature is a Medium of Memory and Testimony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is given to a Korean-language writer whose works
exemplify the spirit of Lee Ho-cheol’s literature—a body of work that calls for peace and unification, and a world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discrimination is nonexistent. Preference is given especially to those who
have published such works of literature recently.

published multiple full-length novels that depict in lifelike detail the stories of people living on the fringes of official
history.
One of her most recent works, the full-length novel One Person, is a controversial work that depicts one of the
most atroc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imperial Japan during World War II—the comfort women.
Kim writes of the near future, when only one person is left to testify about the horrific experience. It is a fictional
world where there is officially only one surviving comfort woman left. But unbeknownst to the world, another woman—named Poong-gil— who bears the same wounds, is also facing the end of her life. One Person weaves a
tapestry of voices, alternating between the living voices of the real-life comfort women survivors, to prove that their
horrific experiences were real and that no state violence or attempts at silencing, twisting, or covering up their
testimony can stand up against the truth.
In this novel, Kim conveys this historical testimony by drawing out the hidden story of one of the victims from the
depths of her life and memory and recreating them. By restoring her ravaged life and her lost self, Kim gives the
woman a real, tangible presence.
This is why One Person will be remembered as the ultimate accomplishment in the art of recording memory,
which is one of literature’s most precious roles. As a literary language, Kore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of preserving the past. One Person will be remembered as a vivid Korean-language depiction of the past that
humanity must remember if it wishes to move forward.
As long as the lives of the comfort women continue to exist in recorded memory, the denial of their suffering by
‘official’ history will simply be remembered as another shameful moment in the past. Kim proves with her work that
Korean has the potential to be a language of testimony. One Person shows that literature is not simply the product
of fiction and imagination, but a medium of memory and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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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ne of the rising stars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and possesses a clear, unbending literary spirit, having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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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ing committee first received nominations from 27 Korean literary critics, then convened twice for
deliberations. Ultimately, the committee selected novelist Kim Soom as the first recipient of the Special Award. Kim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유성호 위원

김숨은 기이한 문체와 날카로운 현실 인식의 작가이다. 세상을 가두고 있는 가혹한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는 그녀가 끊임없이
속절없이 추구해가는 소설적 원질이다. 잔혹함을 저류로 한 그녀의 소설은 그러나 자폐적인 이미지로 시종하는 여느
소설들과는 달리, 만만찮게 굵은 서사로 세상의 난경들을 돌파해간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쓸쓸하게 빛을 뿌리는 존재자들을
포괄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상상력을 강화한 최근작들은 그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최근에 쓴
장편소설 <한 명>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재로 하여 증언으로서의 속성과 기억의 문화사로서의 지향을 소설로 추구한 확연한
결실이다. 김숨 소설의 뚜렷하기 그지없는 진화이자 확장 사례라고 생각된다. 최근 비허구 장르가 여러 모로 관심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러한 증언 문학이 김숨의 미래적 좌표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또 다른 장편소설 <L의 운동화>는 1987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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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항쟁 가운데 타계한 이한열의 운동화를 통해 한 시대를 그려낸 작품이다. 운동화라는 소소한 사물과 그것이 역사적
상징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역시 기억과 증언의 문제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숨 소설의 성취와
미래적 가능성을 함께 참작하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자로 그녀를 결정하는 데 주저함 없이 동의할 수 있었다.

Committee Member

Yoo Sung-ho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Kim Soom is characterized by her unique writing style and her focus on reality. At the very heart of the stories
she relentlessly pursues is the cruel violence gripping the world and the wounds it causes. But unlike novels that
remain cloistered in their own little spaces, Kim’s novels—with their common underlying theme of cruelty—face the
obstacles in the world head-on with their powerful testimony. Kim’s most recent works are especially deserving of
attention in this regard, as they breathe life into our collective social imagination by embracing those who quietly
cast light into the world from the fringes of society. The recently-published One Person, a novel discussing comfort
women, is the fruit of her efforts to infuse the essence of testimony and the cultural history of memory into literature. It is an extension and expansion of her continued evolution as a writer. Reality-based stories have been
receiving the spotlight as of late, and I am curious to see if Kim’s testimonial literature will go on to define her as a
writer. Another notable work by Kim is L’s Sneaker, which depicts an entire era through the examination of a
running shoe worn by student activist Lee Han-yeol, who died during the 1987 June Struggle. By documenting
how something as unassuming as a shoe became a symbol of history, Kim again discusses the issue of memory
and testimony. Kim’s literary accomplishments and her future potential make her the perfect choice for the recipient of the Special Award.

제 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심사평

최재봉 위원 

김숨은 조용하지만 뚝심 있는 작가다. 그는 소리 높여 주장하거나 강하게 호소하는 대신 잔잔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말을
한다. 그는 일찍부터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들려주어 왔다. 최근작인 장편 <L의 운동화>와 <한
명>은 그의 문제의식과 스타일이 한국 현대사와 만나 빚어낸 소중한 성과다. <L의 운동화>에서 6월항쟁을 상징하는
이한열이 남긴 해진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은 낡고 쇠락한 한국 현대사와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과 포개진다.
지상에 남은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기억과 현실을 교차시킨 <한 명>은 공동체의 치욕과 개인의 고통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역사의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긴다. 이른바 참여 작가로 분류되지 않는 소설가임에도 작가로서 감당해야 할

Committee Member

Choi Jae-bong

The Fir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Kim Soom may be quiet, but she is unyielding. Rather than raise her voice or speak out loudly, she calmly and
patiently speaks her mind. Since early on in her literary career, Kim has been telling the stories of laborers and
women in her own unique style. Her recent publications L’s Sneaker and One Person are priceless accomplishments created from the melding of her critical mind and style with modern Korean history. In L’s Sneaker,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shoe worn by Lee Han-yeol—the symbol of the June Struggle—is mirrored by the modern
attempts to restore recent Korean history from its decrepit state. One Person tells the story of the last surviving
comfort woman in the world and crosses her memories with reality,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shame of an
entire community and the pain of an individual while reminding readers of the valu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in
history. Although she may not be a so-called ‘writing activist,’ Kim staunchly asserts her responsibility as a writer
and earns her place as the first winner of the Lee Ho-chul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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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앞에 물러서지 않는 뚝심은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수상자의 자격을 웅변한다 하겠다.

수상작가 소개

김숨
김숨은 1974년 태생으로,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와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에 <중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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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소설집 <투견>,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등에서

그는

섬세한

사실주의적 묘사와 다층적 의미를 구현하는 플롯을 절묘히
구사할 뿐 아니라 시적인 문체의 반복과 복합적인 상징을
교차 배치함으로써 의미가 풍성해지는 뛰어난 글쓰기의
모범을 보인다. 장편소설로 <백치들>, <철>,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

<물>,

<노란

개를

버리러>

등이

있으며,

‘허균문학작가상’(2012),‘제58회 현대문학상’(2013),
‘제21회 대산문학상’(2013) 및 ‘이상문학상’(2015)을
수상하는 등 빼어난 문학 성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표한 그의 두 장편 <L의 운동화>(2016)와
<한 명>(2016)은 역사감각의 진실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작품이다. <L의 운동화>의 경우 1987년 이한열의
죽음과 관련하여, 역사경험을 맹목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화석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 역사경험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 새롭게 육박해들어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소설쓰기의 무게를 실감하도록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일제의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식민지
근대론을 넘어 제국의 약소민족구성원에 대한 인권, 계급,
민족, 성별 탄압과 차별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김숨의 <한 명>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살아남은
위안부의 가냘프고 여린 목소리들을 겸허히 복원함으로써
소설의 사회적 실천의 숭고성을 보여주고 있다.

Kim Soom was born in 1974 and debuted through the 1997 Daejeon Ilbo Literary Award for ‘On Slowness’ and the 1998 Munhakdongne New Writers’ Award for ‘The Time of the Middle Ages.’ Her short story
collections Fighting Dogs, Bed, Liver and Gall Bladder, and Noodles feature plots of subtle realism and
multilayered meanings as well as the intersection of poetic style and complex symbolism that provide a
textbook for writing enriched with meaning. Her novels include Idiots, Steel, My Beautiful Sinners, Water,
and Throwing Away the Yellow Dog, and she has won the Heo Gyun Writers’ Award (2012), the 58th
Contemporary Literature Prize (2013), the 21st Daesan Literary Award (2013), and the Yi Sang Literary
Award (2015).
Her recent two novels L’s Sneaker (2016) and One Person (2016) are noted for their sense of verisimilitude
and history. L’s Sneaker is about the death of student activist Lee Han-yeol in 1987, and is a study on
preventing historical experience from becoming fossilized by simple rote remembering, an examination
of how fiction can show the ways such events are manifested anew in the present. One Person, through
its treatment of WWII comfort women, goes beyond even the current trend of discourse related to human
rights, class, nation, and gender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hat has overcome the previous modernization discourse of colonialism, by restoring the thin and weak voices of the remaining comfort women,
showing the sacredness of the novel’s soci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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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im Soom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수상작가

김숨

수상연설문
새들의 얼굴도 늙는다는 것을 저는 언제 처음 알았을까요. 얼굴이 늙어, 얼굴을 둘러싼 깃털들이 들뜬 새들을 올 들어 부쩍
자주 만났습니다.
두 달 전인가, 집 근처 산책길에서도 늙은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늙었지만 품위가 넘치던 비둘기는 무너지지 않고 두 발로
오롯이 서 있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비둘기를 위해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둘기가 놀라지

않게 구름처럼 조용히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년 새 낱말 하나도 결벽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소설들을 연달아 쓰면서, 왜 이렇게 힘들 걸 쓸까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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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나니 더 힘든 감정과 반성,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지난 겨울, 소설 속 대상들이 살기 위해 제 소설 속으로 날아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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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들어, 소설을 쓰는 저를 살리고 있구나 하고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상의 무게와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수상소감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무게와 의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비극과 탈향, 이산가족의 고통을 일평생을 통해 문학으로
승화시킨 이호철 선생님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글에 주는 거의 모든 상이 두렵지만, 특별히 더 두려운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철 선생님의 삶을 더듬어볼수록,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그러한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전에 이호철 선생님은 모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삶과 밀착돼 나오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고, 실제 삶에서 나오는 육성이 곧 문학인 것이다. (…)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문학과 연계되어 나가야 한다. (……) 뜨거운 작품을 써서 변화를 끌어내는 것, 그게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작가는 자신의 삶을 다루는 것”이라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가는 그 사람이
살아낸 만큼의 글만 쓸 수 있다”던 무서운 말씀을요.
하루가 지나 산책길에 다시 가보았는데 늙은 비둘기는 어딘가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생의 에너지가 다해 한 발짝도 못 뗄 것 같던 늙은 비둘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둘기가 숲으로 날아들었기를, 고요한 숲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한 빛과 함께
맞이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인 저, 그리고 작가…… 작가는 “진솔하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욕심이 없어야 머리 끝, 발 끝, 손톱 끝까지
온몸으로부터 좋은 게 나오는 법”이고 “그런 자세로 썼을 때 나오는 것이 좋은 문학”임을 당신의 생애와 문학을 통해
실천하신 이호철 선생님께 이 귀한 자리를 빌어 다시금 존경을 표합니다.
이호철 선생님께, 또한 저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동시대의 삶들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으며 정직하게 작가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nner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Prize

Acceptance Speech

Kim Soom

When did I first learn that even the faces of birds age? Lately I’ve begun to see a lot of birds with old faces, the
feathers around their faces all ruffled up instead of smoothed down.
Two months ago, I saw an old pigeon at a hiking trail near my home. Despite its age it was dignified, using all its
strength to stand on its two feet. The only thing that I could do, as a human being, was to carefully pass by it, like
a cloud, leaving it undisturbed.
For some years as I wrote fiction obsessing over every new word, and I had asked myself why I was making the
act of writing so difficult.
Whenever I finished writing, there would be yet more difficult emotions waiting for me, such as regret and the guilt
of responsibility.

When I learned that I had won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 had to think of its implications and
meaning. (In this moment, as I am writing my acceptance speech, I am still thinking of its implications and meaning.) I thought about the writer Lee Ho-chul, who spent his whole life turning the sufferings of war, division, exile,
and the separation of families into literature.
All writing prizes are fearful, but there is one prize that is especially feared. I believe that the Lee Ho-chul Literature
Prize, which makes you think back on the writer Lee Ho-chul’s life, is one of those awards.
In an interview, Lee Ho-chul said the following.
“The fundamental aspect of literature is an attachment to the real world, and the literary person is one who grows
from real life… The question of how one must live to live properly must connect with literature somehow… To enact
change through creating a hot-blooded piece of writing, that is the power of literature.”
I think about his words, how “in the end, a writer writes his own life,” and of those fearful words, that “therefore, all
writers can only write as much as they have lived.”
A day later, when I returned to the trail, the old pigeon had disappeared.
Where did the old bird go, that seemed too drained to take another step?
The only thing I could do, as a human being, was to pray that the pigeon flew to the forest, that it could experience
its last moment calm, bathed in warm light.
For I am a human being after all, and a writer. A writer must be “earnestly honest,” in other words, “must have no
greed so that goodness comes from the top of the head, the end of the toes, and out of the fingertips, the entire
body,” and “only with such goodness can one create good literature,” a point Lee Hochul himself proved through
his lifetime of writing.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him once more.
I shall earnestly and honestly walk the path of the writer by embracing and healing the wounds of my contemporaries, and do Lee Ho-chul and our prize judges prou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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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last winter, I began thinking that the subjects of my fiction are flying into it so that they might live. They also fly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경과보고
●

운영위원회

통일의 길목 은평구는 50여년을 거주하며 분단현실에서 비롯된 민족, 사회 갈등에 대한 집필활동을 하다
2016년 9월에 작고하신 故이호철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문학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신 작가에게 수여합니다.
●

이 상의 실행을 위해 은평구는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2017년 5월에 구성하고, 7월에 문학상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학계 및 문학계 등 추천위원 15명과 운영위원 7명이 20명의 세계 작가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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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작가를 7명으로 압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상 작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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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습니다.
●

특별상의 경우 운영위원회 및 27명의 학계, 문학계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14명의 작가를 추천받아, 운영위원이
우선 심사하여 2명으로 압축하였으며, 추가 심사를 거쳐 특별상 수상 작가를 결정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자로 소설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金石範)작가를, 특별상 수상작가로
김숨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과 은평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수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방문하여 수상자로부터 수상 승낙을 받고 수상자를 확정지었습니다.

●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매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상금은 본상
5000만원, 특별상 2,000만원입니다.

▒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추천위원
곽형덕(일본), 한성례(일본), 김태성(중국), 전형준(중국), 김남일(동남아), 민은경(영미), 유정완(영미), 류신(독일),
고영일(스페인), 박재원(아랍), 오은경(아랍), 송병선(중남미), 우석균(중남미), 이석호(아프리카), 피사레바
라리사(러시아) 총15명

▒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추천위원
고영직, 김미정, 김수이, 박수연, 백지연, 서영인, 손정수, 신형철, 심진경, 안서연, 양경언, 연남경, 이찬, 이경수,
이경재, 이성혁, 이소연, 이지은, 장성규, 전성욱, 전소영, 정은경, 최강민, 최현식, 하상일, 함돈균, 홍기돈 총 27명

Report on

Organization Committee

Award Proceedings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as founded to remember and commend the literary spirit of
the writer Lee Ho-chul who passed away in September 2016 after living and writing for fifty years in Eunpyeong-gu, a pivotal place for unification, where he created works which addressed the realities of division, such
as intra-ethnic and social conflict.

●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warded to a writer who devotes their life to meditating on
and overcoming the issues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due to conflic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rough their
literature.

●

In order to administer this award the Eunpyeong-gu literature prize organization committee was formed in May
2017 and in July the literature prize advisory council and jury was appointed.

●

The winners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ere selected by the following process: a nomination committee of 15 academics and literary professionals and the 7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nominated 20 writer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en selected a shortlist of seven writers,
For the Special Award,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27 academics and literary professionals nominated a total
of 14 Korean writers, the organizing committee then selected a shortlist of two writers, before going on to further
deliberations to select the final winner.

●

The outcome was that Kim Sok-pom, author of Volcano Island, was selected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Kim Soom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

Member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organizing committee and representatives from Eunpyeong-gu Office then travelled to the country in which the main prize winner is resident in August to confirm their
acceptance, and with that the winner was confirmed.

●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warded annually and a specially made plague and prize
money is bestowed on the winners. The prize money is 50 million won for the main prize and 20 million won
for the special award.

▒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otal of 15 Members
Kwak Hyeong-deok (Japan), Han Seong-rye (Japan), Kim Tae-seong (China), Jeon Hyeong-jun (China), Kim
Nam-il (Southeast Asia), Min Eun-gyeong (English), Yu Jeong-wan (English), Ryu Shin (Germany), Koh Yeong-il
(Spain), Park Jae-won (Arabic), Oh Eun-gyeong (Arabic), Song Byeong-seon (Central America), U Seok-gyun
(Central America), Lee Seok-ho (Africa), Pisareva Larisa (Russia)

▒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Total of 27 Members
Koh Yeong-jik, Kim Mi-jeong, Kim Su-i, Park Su-yeon, Baek Ji-yeon, Seo Yeong-in, Son Jeong-su, Shin
Hyoung-cheol, Shim Jin-gyeong, An Seo-yeon, Yang Gyeong-eon, Yeon Nam-kyung, Lee Chan, Lee Gyeong-su, Lee Gyeong-jae, Lee Seong-hyeok, Lee So-yeon, Lee Ji-eun, Jang Seong-gyu, Jeon Seong-uk, Jeon
So-yeong, Jeong Eun-gyeong, Choi Gang-min, Choi Hyeon-sik, Ha Sang-il, Ham Don-gyun, Hong G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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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nal decision was made by the prize jury.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dvisory Council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희대/덕성여대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한국문협회원/한국미협회원

김우종

위원장

Gim U-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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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위원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Duksung Women’s University
President of the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Publisher of quarterly literary publication Changjak Sanmaek

문학평론가
(현)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중앙대 국문과 교수
(전)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임헌영

위원

Yim Hun-young

전북대 및 가천대 석좌교수
서울시 시정고문단 대표
제17대 감사원장

Literary Critic
Professor Emeritus, German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Chief Director, Changbi School

Chair Professor, Chonbuk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President, Seoul City Consulting Committee
17th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한승헌

위원

Han Seang-hun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문학박사
<냄비는 둥둥> 저자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윤리위원

Professor Emeritus, Korean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Ph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Author of Walking on a Washing Line

Adjunct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Sejong University
Ethics Committee Member, Korea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위원

Kim Seung-hee

김 승 옥 위원
Kim Seung-ok

(전)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서라벌예술대학문예창작학과 졸업
소설 <절반의 실패> <사랑과 상처>
<세번째 집> <계화> <시인 신경림> 등

이경자

위원

Lee Kyung-ja

현기영

위원

Hyun Ki-young

유안진

위원

Yoo An-jin

Literary Critic
Director,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Former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문학평론가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창비학당 이사장

Yom Moo-ung

김승희

자문위원

Former Vice Director,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Graduate of Creative Writing at the Seorabeol
University for the Arts
Author of Half Failure, Love and Injury, The Third Home,
Gyehwa, Poet Shin Kyeong-nim, etc.

숙명여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제4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주연

위원

Adjunc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4th President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im Ju-yeon

제주 4.3연구소 초대소장
(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전)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창작과 비평사 편집자문위원

제37대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만해시인학교 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Director of the Jeju 4.3 Research Institut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Arts Promotion Agency
Former Director of the Korea Literature Writers
Association
Editorial Advisor, Changbi Publishers

37th Presid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Manhae Poetry School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이근배

위원

Lee Keun-ba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은평문화원 원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2012)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ouncil Member, Korea Writers Association
Director, PEN Korea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ouncil Member, Korea Writers Association
Director, PEN Korea

김지연

위원

Kim Ji-yeon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Jury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현)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중앙대 국문과 교수
(전)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창비학당 이사장

염무웅

위원장

Yom Moo-ung

Literary Critic
Professor Emeritus, German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Chief Director, Changbi School

심사위원

임헌영

위원

Yim Hun-young

Literary Critic
Director,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Former Professor of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제주 4.3연구소 초대소장

소설 <절반의 실패> <사랑과 상처>

창작과 비평사 편집자문위원

<세번째 집> <계화> <시인 신경림> 등

현기영

위원

Hyun Ki-young

Director of the Jeju 4.3 Research Institut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Arts Promotion
Agency
Former Director of the Korea Literature Writers
Association
Editorial Advisor, Changbi Publishers

이경자

Lee Kyung-ja

대한민국예술원
소월시문학상/현대문학상/이육사문
학상/박두진문학상/만해문학상 등
시집 <마음의 수수밭>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새벽에 생각하다> 등

천양희

위원

Chun Yang-hee

위원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Winner of the Sowol Poetry Prize, Hyundae Literature Prize,
Iyuksa Literature Prize, Pak Tu-jin Literature Prize, Manhae
Literature Prize, etc.
Poetry collections: Cornfield of the Heart, I Sometimes Go
Blank, Think in the Early Hours, etc.

Former Vice Director,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Graduate of Creative Writing at the Seorabeol
University for the Arts
Author of Half Failure, Love and Injury, The Third
Home, Gyehwa, Poet Shin Kyeong-ni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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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예술대학문예창작학과 졸업

(전)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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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Organizing Committee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문학평론가
(현)광운대학교 교수
(전)계간 <실천문학> <리토피아> 편집위원
(현)<제주작가> 편집위원
(현)트리콘 대표

고명철

위원

Ko Myeong-cheol

Literary Critic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Former Editor, quarterly Silcheon Munhak, Litopia
Editor, Jeju Writer
President, Tricon

운영위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반년간지 <지구적 세계문학>편집인

김재용

위원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Wonkwang
University
Editor, bi-annual publication Global World
Literature

Kim J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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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상패 민병모
디자인
위원

이호철 문학재단 이사

(전)문학수첩 편집위원

분단문학 포럼 대표

한겨레신문 및 녹색평론에 문학 칼럼 연재

Director, Lee Ho-chul Literature Foundation
President, Division Literature Forum
Publisher, monthly publication Quest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Inha University
Former Editor, Moonhak Soochup
Literature Columnist, The Hankyoreh and Green
Review

Min Byung-mo

박혜영

위원

Park Hye-young

(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민호

위원

Bang Min-ho

(전)한국 현대문학회 연구이사

한겨레 신문 편집국 문화부 선임기자

(전)계간 아시아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Research Director, The Learned Societ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Former Editor, ASIA quarterly publication

Culture Reporter, The Hankyoreh
MA, Literature, Kyunghee University

(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국어교육학 과국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박사

유성호

위원

Yoo Sung-ho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hD, Korean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최재봉

위원

Choi Jae-bong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개요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Outline
●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여년 동안 작품활동을 해오신 통일문학의 대표 문인인 故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자 은평구에서 제정함
●

수상 대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여성, 난민,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문학적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인사를 선정 시상함

●

상의 분야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으로 되어 있으며 시상은 매년
시상함. 제1회 시상식은 2017년 9월 17일 파주 DMZ에서 행함

●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시상하며,

●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as founded by Eunpyeong-gu to commemorate
the literary work and longing for unification of Lee Ho-chul, the foremost author of unification literature who lived and wrote in Eunpyeong-gu for fifty years, and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future
unification of Korea.
●

Writers not only in Korea but from all over the world who endeavour to overcome with their literary
practice the problems arising across the globe due to conflict, gender discrimination, displacement,
prejudice, violence, and war, are eligible for selection for this prize.

●

The prize consists of two sections,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nd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pecial Award,’ and is awarded annually. The first award ceremony will take place on the 17th September 2017 in the Paju section of the DMZ.

●

A plaque and 50 million won is awarded to the main prize winner, a plaque and 20 million won is
awarded to the special award winner, and their expenses for attending the award ceremony are
provided by Eunpyeong-gu.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시상식
일시 | 2017년 9월 17일(일) PM 2시
장소 |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DMZ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참석 | 문학계 인사 및 내외신 기자 및 은평구민 누구나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 Award Ceremony
Time | 2pm Sunday 17th September 2017
Place | Paju DMZ, Gyeonggi-do, South Korea (Camp Greaves Youth Hostel)
Attendees | the literary community,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ess, Eunpyeong-gu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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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경비는 은평구에서 부담함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디자인 설명

Award Logo Concept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로고 컨셉
두 생각을 담은 책들이 마주보며 포용의 밸런스를 이룰
때 나타나는 통합의 길과 공간을 형상화 합니다.
서로가 가진 다양한 시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시점의
입체적 확장성을 바탕으로, 글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와 공감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실천적 문학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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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포인트
- 마주 보고 있는 두 책 사이로 관통하는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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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로의 지도상 방위각과 일치
- 통일로 중앙의 작은 사각 공간은 은평구 (통일로,
양천리)를 상징
- 평면에서 입체로의 확장: 글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
실천적 문학성을 상징

Concept
Depicting the path of integration formed when books containing two different ways of thinking face each other
and achieve a tolerant balance.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expansion of a viewpoint that respects the
various perspectives and expressions held by others, the logo reflects the values of this practical literature
award, symbolizing the will to go beyond words on a page towards communication and harmony by identifying
with the real world.

Visual Points
-

Tongil-ro passing between two books that face each other

-

Precisely recreates the angular measurements of Tonil-ro on the map

-

The small square area in the center of Tongil-ro represents Eunpyeong-gu (Tongil-ro, Yangcheon-ri)

-

Expanding from two to three dimensions: representing the practical nature of literature that is unrestricted to
mere words on a page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디자인 설명

Award Plaque Concept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상패 컨셉
재질: 스틸(철)
책이 쓰여 지는 종이와는 상반된 강한 힘의 상징인
철은

또한

분단이라는

현실을

의미하는

철의

장막으로서 비유되기도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영하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추구하는 곧고
강인한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규격: 18cm x 28cm

Concept
Steel, which symbolizes strength and is the opposite of the paper on which literature is written and
printed, is also a symbol for the impenetrable barriers of division.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a
strong will is required, but first there is a need to
take down the barriers within our own hearts.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ward
plaque uses this paradoxical image of reinforced
steel to reflect the honest and strong practical will
that the prize seeks to pursue.
Material: steel
Size: 18cm x 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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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야만 한다. 이러한 강철의 역설적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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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마음의 장벽을 먼저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9월16일

9월 17일

전체 일정
9월 18일

14:00

제1회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시상식
(파주DMZ)

김석범 기조강연 및
김석범 문학 심포지엄

DMZ 투어

주제 | 역사의 정명(正名)과
평화를 향한 김석범 문학

16:00

故이호철 작가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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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이호철의 삶과 문학,
그리고 오늘의 문학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등)

18:00

일시 : 2017. 9. 16. 16:00-18:30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일시 : 2017. 9. 17. 14:00-18:00
장소 : 파주 DMZ 內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사회 : 신지영
발제자
정호웅 | 이호철문학의 몇 특성
전소영 | 주체 되기의 불가능성 탐찰과
탈경계적 공동체
임헌영 | 이호철의 문단사적 접근
방민호 | 월남작가 이호철의 문학사적 위상
최진석 | 진실을 끌어내는 허구의 힘

▒

토론 : 권성훈
서도소리 : 이나리
해금연주 : 김찬미
작품낭독 : 최지인

제1부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축사
경과보고
시상
수상작가 심사평
수상작가 소개
수상작가 영상
수상작가 연설

▒

제2부
축하공연 및 기자회견
DMZ투어

일시 : 2017. 9. 18. 14:00-18:00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사회 : 김환기
김석범 기조강연
발제자
고명철 | 김석범의 문학과 해방공간,
그리고 역사의 정명
김계자 | 김석범의 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
김동현 | 인민 주권의 좌절과
반공국가의 탄생
종합토론 | 이한정, 윤송아, 하상일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Event Schedule
16th September

17th September

18th September

14:00

16:00

Lee Ho-chul Memorial
Symposium

18:00

DMZ Tour
(Dorasan Observatory,
Dorasan Station, etc.)

Subject: The Life and
Literature of Lee Ho-chul, and
the Literature of Today

Lee Ho-chul Memorial Symposium
Time: 4pm-6:30pm 16th Sept. 2017
Place: Eunpyeong Arts Center –
Conference Hall
Subject: The Life and Literature of
Lee Ho-chul, and the Literature of
Today
Compere: Shin Ji-yeong
Presenters
Jeong Ho-ung |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ee Ho-chul’s Literature
Jeon So-yeong | Observing the
Impossibility of Subjective Becoming and the
Boundless Community
Yim Hun-young | Lee Ho-chul’s
Literary Historical Approach
Bang Min-ho | The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of Displaced Writer Lee Ho-chul
Choi Jin-seok | The Power of Fiction to
Bring Out the Truth

Discussant: Kwon Seong-hun
Vocals: Lee Na-ri
Haegeum: Kim Chan-mi
Recitation: Choi Ji-in

Kim Sok-pom Keynote
Speech & Kim Sok-pom
Literature Symposium
Subject: Naming History
Correctly and Kim
Sok-pom’s Peace-Oriented Literature

Award Ceremony for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Kim Sok-pom Keynote Speech & Kim
Sok-pom Literature Symposium

Time: 2pm-6pm 17th Sept. 2017
Place: Paju DMZ
(Camp Greaves Youth Hostel)

Time: 2pm-6pm 18th Sept. 2017
Place: Eunpyeong Arts Center –
Forest Theatre
Subject: Naming History Correctly
and Kim Sok-pom’s Peace-Oriented Literature

▒

Part 1
Opening
Pledge of Allegiance
Greetings
Congratulatory Speeches
Report on Award Proceedings
Prize Giving
Judges Commentary
Introduction to the Writers
Prize Winning Writers Video
Prize Winners’ Speeches

▒

Part 2
Celebratory Performance & Press
Conference
DMZ Tour

Compere: Kim Hwan-gi
Kim Sok-pom Keynote Speech
Presenters
Ko Myeong-cheol | Kim
Sok-pom’s Literature and the
Liberation Space: Correctly Naming
History
Kim Gye-ja | The Literature of Kim
Sok-pom and Korean-Japanese
Literature
Kim Dong-hyeon | The Frustration of
People’s Sovereignty and Birth of
the Anti-Communist Nation
Discussants | Lee Han-jeong, Yun
Song-a, Ha Sa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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