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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작가 이호철(1932~2016)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유

지·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이호철이 거둔 문학적 성취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한국전쟁으로 그 서막이 오른 냉전체제의 희생양이면서 그 역사적 유산인 한반도

의 분단에 대한 문학적 고투 속에서 분단을 넘어 평화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꿈꾸게 한다. 

그리하여 이호철문학은 남과 북으로 분절된 민족의 대립·충돌·갈등을 문학적으로 극

복하기 위한 데 혼신의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한반도 내부에만 국한된 것을 넘

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여성, 난민,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해 생

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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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

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로컬이라는 점에서 세계

성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이호철문학의 산실인 은평구는 세계성을 동시에 지닌 로컬이

다. 따라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이러한 글로컬리티(世方性, glocality)를 기반으로, 이

호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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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중 이호철의 문학적 성취를 창

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분투하는 작가들에게도 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이호철의 문학정신이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를 염원하는 문학적 연대의 길을 심화·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 취지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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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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most specificall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the 38th parallel, an ongoing 
heritage of the Cold War system which began with the Second World War, and a livingscar, 
hardened in the conflict of the KoreanWar. In this way, not only does LeeHo-chul’s work 
strive to overcome the antagonism, conflict, and discord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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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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향기가 짙어가는 문학의 계절을 맞아,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시상식에 참석 해주신 내

빈과 문학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은평 구민 여러분,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작가 선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해주신 최인석 심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

고 무엇보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 작가로 선정되신 사하르 칼리파 작가와 송

경동 시인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의 상흔을 치유하여 회복되기

를 바라는 故 이호철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되짚어보고 그 뜻을 기리며 살아생전 꼭 이루

어지길 염원했던 통일의 바람을 담아, 지난해 9월에 제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3 진상규명과 평화 인권 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김석범 선생님과 위안부 할

머니의 삶을 작품에 담아 역사가 지워버린 과거를 복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신 김숨 

작가께서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올해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문학상으로써의 입지를 다져,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힘썼던 팔레스타인 대표 여성 작가 사하르 칼리파 선생님이 본상을 수

상하게 되셨습니다. 

사하르 칼리파 선생님은 1974년 첫 소설『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하녀가 아니다』를 발

표하여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아랍문화권에 속하는 팔레스타인의 여성 인권과 이스라엘 

지배에 있는 민족해방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가시 선인장』(1976),『해바라기』(1980),『유산』(1997) 등 민족해방 투

쟁과 여성 문제를 동시에 조명한 소설을 출간하여 '아랍 여성들을 망치는 독'이라는 비난

에 시달리며 무슬림과 일부 작가들의 공격을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선

생님만의 확고한 작가정신을 작품에 녹여 왔습니다. 

개회사 

 

은평구청장 김미경 

 분단의 강을 넘어 희망의 레일을 연결하는 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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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I am very honored and happy to greet all of you in presence: all 
invited guests, writers and critics, residents of Eunpyeong-gu, and reporters. I also thank 
the Evaluator-in-Chief, who worked very hard to select the laureates, putting his heart 
to every process. I also thank all other associates. I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in this season of autumn. In Korea, we say the autumn is the best season for reading 
literature. More than anything, I s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laureates: novelist, Sahar 
Khalifeh and poet Song Kyung-do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founded upon the lifelong wish of the 
great writer, Lee Hochul, for the unification of our nation come true. He desired for us to 
overcome the suffering of living in a divided nation, hoping for the day the wounds of our 
age would heal. To this end, it was established September, 2017 of last year.

 Last year, the Grand Prize was presented to novelist Kim Suk-bum, who has 
spent his lifetime to demanding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for 
other peace-related, human rights struggle. The Special Prize went to novelist Kim Sum, 
who also showed her efforts to contribute to resolving social problems with her novel 
about the lives of so-called “comfort women”, a work in which she tried to restore the past 
that history has erased.
 This year, we were determined to set a solid foothold in the league of first-class 
international literature prizes. Plausibly, Sahar Khalifeh was chosen to the winner of the 
Grand Prize. She is not only a writer of amazing literary accomplishments, but the one 
writer who made efforts to bring about her own country's liberalization, and to sprea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worldwide.

 Sahar Khalifeh wrote her first novel, We are Not Your Slaves Anymore! in 1974. 

The Prize to Cross over the River 
of Seperation to Reach the Rail of Hope

Opening Address 
Mayor of Eunpyeong-gu, Kim Mi-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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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을 수상하신 송경동 시인님은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사소한 물음들에 답

함』 등의 시집을 통해 노동하는 삶의 핵심을 꿰찌르는 “사유의 깊이와 깨달음”으로 한국 

노동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권력과 자본의 거대한 힘에 맨몸으로 저항하는 처절한 삶

의 현장에서 뜨거운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현실의 참모습을 작품에 담아 세상에 드러내

기 위해 힘들고 고독한 작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신 두 수상자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

며, 다시 한 번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 작가로 선정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

의 마음을 드립니다.

 

평화는 회담석상에서나 또는 조약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서 성

취된다는 말이 있듯이 금년으로 제2회를 맞이하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통해 전 세계인

이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잠시라도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문학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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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novel, she sought the rights of women in Palestine, which belongs to the Arab 
culture of strongly patriarchal traditions, at the same time seeking ways for national 
liberaliz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controlled by the Israeli authority.
Even after, she wrote novels that look through the problems of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and women’s rights, earning the title, “the venom that kills the Arabian women”. 
Although receiving attacks by Muslims and certain writers, she has endured and fused her 
unyielding beliefs into her works.

 Poet Song Kyung-dong, to whom the Special Prize goes to, has shown “depth of 
thought and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laborers through his works, “I am Not Korean” 
and “Answering to Trivial Questions”. With these works he has opened a new level of 
writing in the nodong (labor) poetry genre, singing hope with in a passionate voice, on 
the site of desperate life fighting against the powers of authority and the capital.

 I express my highest respect to these two laureates, both of who have walked the 
difficult path of a lonely writer who endeavor to capture the blunt reality in literature and 
expose to the world—the reality that which cannot, and mustn’t, be disregarded.

 As the saying goes, peace is achieved not by conference meetings or treaties, 
but only inside one’s mind. I hope that our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hich 
has entered into its second year, can provide an opportunity, even a brief moment, for 
people worldwide to reflect on the values of peace and equality. I hope that over years,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ill be recognized by peoples all over the world.
 I wish for the health and happiness of everyone at this ceremony.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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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담은 숭고한 인문

주의의 승리의 결실이다. 

민족분단의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그 트라우마를 일생동안 작품으로 빚어냈던 작가 

이호철이 통일의 길목 은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작고한 2016년 9월 18일은 마

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불장난이 피워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였다. 

그 한 달 뒤인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폭로한 정치스캔들은 호작질로 일어난 모닥불

이 반독재 민주 투쟁의 요원의 촛불로 인화되어 낡은 시대(Ancient Régime)를 평화적으

로 연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분단 72년 만에 민족사의 적폐를 청산하는 원년을 맞게 해주었고, 그 결과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 상은 우리 민족이나 남북의 분단을 통일로 이끈다는 협의의 한계를 넘어 21세기 세계

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전쟁과 갈등과 편견이 빚은 분열 현상, 인종차별부터 빈부와 계

급, 신앙과 이념, 국경과 지역감정 등으로 인한 적대감과 전쟁 일체를 극복하고 인류 평화

를 지향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지구 위의 모든 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강

대국들의 교활한 침략 책동과 문화침탈이 빚어낸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다룬 문학을 이 문학상은 주목한다. 

세계에는 여러 문학상이 많지만, 인류 평화와 통일의 이념 지향성을 명백하게 열망하는 

문학상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는 실로 시대적 과제와 함께 우리 민족문학이 1백여 년간 

추구해 왔던 간절한 희망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정신을 총화 시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열성적으로 이 상을 제정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김미경 현 구청장은 “성큼 다가온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도시로써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은평을 통일의 상상 기지로 랜드마크화 하겠다.”라는 포부로 진일보시

켜 나아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인사말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문위원 임헌영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노둣돌이 되는 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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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the fruit of victory of the sublime humanism 
embodying the spirit of 2016 Candlelight Revolution.
 Lee Hochul was a great writer who lived the agonies of the national Seperation and 
turned this trauma into his works his whole lifetime. He passed away on September 18th 2016, 
after residing in Eunpyeong-gu for over 50 years. This was also the time when the dangerous fire 
play of the Park Geunhae and Choi Soonsil gate was beginning to fume out into the public. A 
month later, on October 24th, the political scandal exposed by the JTBC Newroom was enough 
to ignite the small fire into the candle lights to symbolize anti-dictatorship, democratic fight, 
eventually burning down the entire Ancient Régime, yet in a peaceful manner.
 This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72 years since the national division that the old 
corruption was eradicated. As a resul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as established.
 This prize has the objective of overcoming all phenomena of division caused by all wars, 
conflicts, and prejudices that the world history faces—such as antagonism caused by racism, 
economic class differences, faith and ideology, national borders and regional hard feelings, etc., 
and all kinds of wars—and of seeking the peace of humanity. This prize e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e works that deal with the field of facing the pains that many third world countries do, 
caused by the cunning invasion schemes and cultural pillage by powerful nations,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all wars and conflicts on earth.
 There are many literary awards in the world, but a literary award that clearly desires the 
pursuit of peace for humanity together with the ideology of unification is not common. This is 
indeed the result of which our national Korean literature have desperately wanted for about 100 
years in dealing with problems of each stage in our history.
 In the context of this spirit of the age, the former mayor of Eunpyeong-gu, Kim Woo-
young, was eagered to establish the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current mayor, Kim Mi-kyung, 
is determined to make Eunpyeong-gu a central city for opening the age of peace, as well as a 

Welcome Greeting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dvisory Council, Yim Hun-young

The Prize to Become a Stepping Stone 
in a New Peacefu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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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상자는 재일동포 원로 김석범 작가였고, 특별상 수상자는 국내의 김 숨 작가였다. 

첫 시상식으로 일약 문학상이 지닌 명성과 권위를 확보한 데 이어 제2회 수상자로는 팔레

스타인의 이호철 격인 사하르 칼리파(Sahar Khalife)를, 특별상 수상자로는 우리 시대의 행

동하는 문학인 송경동(宋竟東, Song Kyung-dong)시인을 선정했다.

4차에 걸쳐 전란을 치른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부당한 침탈을 당했던 세계 모든 나라

와 민족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1964년 결성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모든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사

랑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전위대였다. 오슬로협정(Oslo Accords, 1993~1995) 이후 자치정

부로 격상한 PL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표현처럼 ‘자

기의 땅에서 버림받은 신세(The Wretched of the Earth)’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79년 나는 카나파니(Ghassan Kanafani)의 소설『하이파에 돌아와서(Return to Haifa)』

를 번역하면서 우리의 실향민 문학과 너무나 닮은 데 경탄했는데, 칼리파의 『가시 선인

징(Wild Thorns)』을 읽고서도 여전히 한국의 분단문학과 닮은 친숙감을 절감했다. 앞의 

소설은 제1차 중동전(1948) 때 5개월 된 갓난아기 칼둔(Khaldun)을 고향 하이파에 남겨둔 

채 피난길에 올랐던 부모가 20년 뒤 찾아가 보니 유대인 도브(Dov)로 성장해버린 참담함

을 그렸다. 아들이 이스라엘 수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유니폼을 입고 생부모에

게 다음 전투 때 당당히 이스라엘군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자 부모는 새삼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결말이었다.

세칭 6일 전쟁인 제3차 중동전(1967)으로 침탈당한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의 나블루

스(Nablus)시를 배경 삼은 칼리파의 『가시 선인장』 역시 귀향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작가의 고향인 이곳은 제1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 점령지로부터 몰려든 피난민 집결지로 

인구가 2배로 급증한 요르단 지역이었다. 치즈, 비누, 요리, 의상이 유명한 팔레스타인 문

화의 특이성을 간직한 곳이라는데, 제2차 오슬로 협정(Oslo Accords Interim Agreement, 

1995.12)으로 팔레스타인 지배(Palestinian control)이기는 하나 유대인의 정착이 늘어나 

각종 마찰과 테러가 빈번한 도시다. 

『가시 선인장』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로,『하이파에 돌아와서』의 1960년대보다 

한 세대 뒤다.  『가시 선인장』의 주인공 우싸마(Usama)의 귀향은 이산가족 찾기가 목

적인 『하이파에 돌아와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공장 행 노동자를 태운 버스를 폭파하려

는 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많은 지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질서에 길들여져 현실에 안

주해버린 변모 앞에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진정한 해

방투쟁은 무엇인가를 고뇌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과연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을 이룩

하려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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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of unification.
 The laureate of the 1st  Grand Prize was Kim Suk-bum, a naturalized Japanese writer of 
the Korean descent. The Special Prize went to the South Korean writer, Kim Sum. With our first 
annual award ceremony, we were able to secure the reputation and authority of a first-class literary 
prize. For our second annual, we chose Sahar Khalifeh, one of the most prominent Palestinian 
writers, as the laureate of the  Grand Prize. As for the Special Prize, we chose Song Kyung-dong, 
the poet-activist, activist-poet whose way of living is a proof of his literature.
 The history of Palestine is a tragedy that includes four times of suffering war, a tragedy that 
represents the pains of all nations once occupied unjustly.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hereafter, “PLO”), organized in 1964, was a type of Advance Guard of hope, of people who love 
autonomy and peace, in the entire world including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PLO was 
elevated to a self-governing government after the Oslo Accords (1993-1995). However, it remains 
to be “The Wretched of the Earth”, to borrow from Frantz Fanon’s expression. 
 In 1979, while translating Ghassan Kanafani’s Returning to Haifa, I was struck because 
it felt very familiar. I felt that the experience of reading it was very similar to reading the Korean 
‘Silhyangmin’ literature (literature of the displaced). Similarly, when I was reading Khalifeh’s 
Wild Thorns, I was overwhelmed by the same kind of marvel. I felt I was able to relate to it, as 
it somehow reminded me of reading the Korean ‘Bundan’ literature (literature of the national 
division). The novel tells the tragic story of a couple who fled their home in Haifa during the 
Nakba (1984 Palestinian War). Their five-month old son Khaldun is left behind. The couple 
return 20 years later, only to find that their son has grown up to a Jewish man named Dov. In 
the ending, the son, wearing the uniform of the Israel Defense Forces, firmly announces to his 
parents that he will enlist himself in the Israel army and fight the next battle, and the parents are 
left feeling that Palestine must be freed.
 Khalifeh’s other novel, Wild Thorns, also has a return-to-home structure, set in the 
backdrop of the city of Nablus in West Bank of Jordan River, which was pillaged during the Six 
Day War in 1967. Nablus, which is the writer’s own homeland, was a region in Jordan where 
population doubled due to the influx of refugees from areas occupied by the Israel state during 
the First Middle East War. It is known for its preservation of the unique Palestinian culture 
distinguished by items such as cheese, soaps, cooking, and costumes. Although the Oslo Accords 
Interim Agreement in 1995 put the city in Palestine’s control, conflicts and terrorism are not 
uncommon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Jewish residents.
 The temporal background of Wild Thorns is set in the 1970’s, which is one generation 
back from the 1960’s displayed in Ghassan Kanafani’s Returning to Haifa. The purpose of 
returning to homeland in Kanafani’s novel was finding lost family member. In Wild Th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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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수상자인 송경동 시인의 문학적 성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시 창

작만이 아니라 이호철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음을 꼭 거론하고 싶다. 용

산 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세칭 용산 참사, 2009.1.20.)투쟁부터, 한진중공업 조선 부

문 대규모 해고로 말미암은 노조 총파업 사태(2010.12.28~2011.11.9)에서 촉발된 희망버

스 운동을 5차에 걸쳐서 주도한 투쟁으로 구속 수감(2011.11.19)당했다가 보석으로 석방

(2012.2.9.)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 싶다. 

그는 촛불혁명의 주체로 한국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전위 역할을 수행한 우리 시대 최고의 

투사 시인으로 행동하는 시인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

송경동 시인은 2017년 7월, 친일 시인인 미당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라고 거부하

기도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탁월한 제2회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

꿀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안이한 공직자들의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관

련 담당자들의 열정의 소산에다, 이 상을 아끼는 기획, 심사, 집행 참가자 모두의 열성적인 

합심과 노력의 소산일 것이다. 두 수상자와 이를 위해 헌신한 모든 관련자들, 그리고 이 

상을 빛내고자 가장 노심초사하는 이호철 작가의 유가족과 이호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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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return of Usama to his homeland meant a series of struggle to blow up a bus, headed 
to an Israeli factory and boarded by laborers. However, by contrasting the protagonist’s situation 
with his acquaintances who have settled down in the pattern of their everyday life, satisfied or not, 
the novel leads us to contemplate on the question of what a “liberation fight” means for laborers 
in Palestine and beyond. It forces us to question what unification means, what it should achieve.
The literary accomplishments of poet Song Kyung-dong, the recipient of the Special Prize, are 
widely known. I want to add in emphasis that, like Lee Hochul, he is a poet who is actively 
involved in efforts to changing the world we live in. I want to remind you all that this poet was 
imprisoned in November 2011 and freed on bail in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for his leading 
role in fight for the famous Yongsan Catastrophe in 2009, and the “Hope Bus” demonstrations 
instigated by the mass layoff by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in 2010.
 As a harbinger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he demonstrated the model of the ‘poet 
of praxis’ as the best “fighter” poet of our age, the avant-garde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 
In 2017, when poet Song Kyung-dong heard the news that he was short-listed for a literature 
award named after Midang—who liv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imperialists—he announced he did not want to be considered for the award out of his 
political conscience. He also participated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requesting System 
Reform and Investigation for Blacklist for culture and arts people, a list made by Park Geun-hye 
government.
 It is our privilege to present the prizes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to these 
great writers of our time, a privilege that will also help us take a leap. This was made possible only 
as the result of the passion of all workers at the Eunpyeong-gu Office, and everyone who cared for 
the prize, including the organizers, evaluators/jury, and ceremony planners. Let us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to the two laureates, and all related workers who made this ceremony possible. 
Let us also not forget the family of Lee Hochul, and all participants who love the literature of Lee 
Hochul and support this prize.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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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임진각에서 제2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은평구민

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문학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수상자인 사하르 칼리파 작가님, 송경동 작가님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정지용, 윤동주, 황순원, 김현승, 최인훈 등 수많은 문학인의 숨결이 

담긴 지역이며, 남북의 길목으로서 통일문학의 중심이자 분단 극복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 진관사 등 문화자원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인 북한산

을 끼고 있어 문학적 감수성을 최적으로 높일 수 있어 이에 분단문학의 대부 故(고) 이호철 

작가가 국립 한국문학관 은평 유치위원장을 맡아 만년의 열정을 쏟은 문학의 고장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아름다

웠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통일로 가는 좋은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만

남을 계기로 갈등과 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영토를 확장하

여, 이산가족 및 우리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통일시대의 문학을 기

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

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집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수상

자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평화와 통

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호철 통일

로 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무궁한 발전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은평구의회 의장 이연옥 

문학의 고장 은평이 평화와 내일로 가는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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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appy to see this ceremony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ake 
place, as I say this speech here at Imjingak, where remnants of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can 
be felt vividly. I also express my gratitude towards everyone who have come here today despite the 
distance—residents of Eunpyeong-gu, guests, reporters, and literary persons. I give my gratitude 
and congratulations to the laureates: novelist, Sahar Khalifeh, and poet Song Kyung-dong.
 As is known, Eunpyeong-gu is an area filled by the aura of many writer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for instance, Jung Jiyong, Yoon Dongju, Hwang Soonwon, Kim Hyunseung, 
and Choi Inhoon, among others. As a street corner of the South and North, it is the center of the 
tong-il (unification) literature genre, a place also symbolic of the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or, “overcoming the national division.”) Surrounded by cultural sources like Eunpyeong Hanok 
Village, Jinkwan Temple, etc., and the environment of Bookhan Mountains, which is the gift of 
nature, Eunpyeong-gu can well heighten one’s literary sensitivity. In addition, Eunpyeong-gu is 
the home city of the greater writer, Lee Hochul, who spent the last years of his life devoted to 
his duties as the Chairperson for Eunpyeong, specifically the task of bidding f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to be built in the city of Eunpyeong.
 On April 27th this year, I watched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TV. Personally, I was 
deeply touched by the scene of the two leaders of South and North greeting each other. I hoped 
that this meeting of the two leaders meant a short-cut to making the unification happen. I also 
hoped it would serve as a chance to expand our imagination’s territory, as we live in the age of 
conflicts and disputes. I also expect to open an era of literature of unification age, that which can 
help console and heal the wounds of all citizens and families separated by the national division.
 Once again, I give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our laureates. I ask of you to please 
continue to write works that will help console us and heal us. I also give you my best wishes—
may greater glories be with you in the future! With the era of unification awaiting us just at the 
door, this ceremony gave us the chance to reflect on the values and peace and the meaning of 
unification. I thank Mayor Kim Mikyung and all related personnel for providing us with this 
opportunity. I wish for the infinite advancement of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ank-you all. 

Congratulatory Address 
Chairperson of the Eunpyeong-gu, Lee Yeon-ok

Enpyeoung-gu, the City of Literature, to Act as 
Priming Water to Pump up the Day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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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동양어 대학 아랍어과 명예교수 송경숙입니다. 

9년 만에 건강한 모습의 사하르 칼리파 선생을 다시 뵙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정말 반갑

습니다. 저는 오늘 사하르 칼리파 선생의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상을 받는 것처

럼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제가 팔레스타인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1990년도부터 우리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

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그의 출세작인『가시 선인장』을, 2009년에는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유산』을 번역 출간하였고 두 번 다 선생님을 모셔와서 한국- 아랍 문학 포럼을 

열기도 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 공감하시죠? 

흔히들 그를 가리켜 ‘팔레스타인의 버지니아 울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울프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울프는 여성 문제

에만 천착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친구 사하르 칼리파는 민족현실과 여성해방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호철 선생과 사하르 칼리파, 이 두 분의 문학 세

계는 인간해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귀향을 꿈꾸는 실향민으로서 그 삶의 궤적 

또한 상당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하르 칼리파의 이번 수상이 큰 의미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문학적 안목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등만 따뜻하면 그만이

지,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며,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

계인으로서 함께 연대하는 일에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교육

을 받은 사람하고도 팔레스타인 문제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사하르 칼리파의 수상이,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이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한국 외국어대 아랍어과 명예교수 송경숙 

귀향을 꿈꾸는 이들이 서로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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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I am Professor Emeritus of the Department of Arabic at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t feels like to dream to meet Dr. Sahar Khalifeh in person again, after 9 years. I am 
so happy to meet you all here today. I am here today to congratulate Dr. Sahar Khalifeh for winning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Main Priz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trangely, I feel so happy and moved, as if I am the one getting the prize today. I feel excited, 
as if I have been treated a tasty meal by the children of refugee village in Palestine. Why? I have been 
teaching Dr. Sahar Khalifeh’s novels since 1990’s, as part of the Department of Arabic’s graduate studies 
curriculum at Hanguk University. And in 2006, I translated and published her Wild Thorns, the novel 
that put the author to fame, and in 2006, her The Inheritance, which is also one of her representative 
works.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we became good friends. Now, can you all understand now why I 
am so overwhelmed at her winning the prize today?
 Many people call her by the title, ‘Virginia Woolf of Palestine.’ However, to be honest, I am 
not a fan of this title. This is because she is beyond Woolf. Woolf delved into the problem of women, 
only, but my friend whom I am so proud of, deals with the problems of women’s liberation together 
with the problems of the reality of her nation and its history. Lee Hochul and Sahar Khalifeh—these 
two writers share the theme of human liberation. Also, both writers were individuals displaced from 
their homelands, who dreamt of returning. In this way, the path of their lives was also similar. For these 
reasons, I believe that it is very meaningful for both parties that Dr. Sahar Khalifeh is receiving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Main Prize. I would like to send my applause to the Evaluation Committee 
for their literary insight.
 I am sorry to say—but, to be honest, I think that we, Korean people, are too focused on ourselves. 
We are used to satisfying our own needs only, often failing to turn our eyes towards others and understand 
their problems. By extension, I had to admit that we really don’t know how to connect to the world in 
solidarity. This may be the reason why, but I often have difficulty when I try to have conversation about 
the problems of Palestine and about the sufferings of the Palestinian people, even with those persons with 
a considerable degree of higher education. I hope that Dr. Sahar Khalifeh’s receiving of the prize will be a 
turning point for our Korean people, to be open to, and, to be able to reach out to, the Palestinians who 
have long-suffered, and are still suffering. 

Thank-you for your attention. 

Congratulatory Address 
Professor Emeritus,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 Kyung-sook 

To Become Friends Each Other Who Want 
Desperately to Go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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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 작가 김석범

Congratulatory Message from Kim Suk-bum, the Laureate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Main Prize

二차세계대전 후 처음 제노사이드를 당한 제주 “4·3 70주

년”, 반세기 동안의 가혹한 기억의 말살과 죽음의 침묵에서 

겨우 자유를 찾은 제주. “나쿠바 70주년”의 팔레스타인의 나

쿠바 상태가 지속되는 터무니없는 상실과 절망 속에서 싸우

는 팔레스타인의 작가들. 이번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

자 사하르 칼리파 씨께 4·3 학살의 땅 제주 출신 작가로서 

동지적인 우정과 존경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The 70th Commemoration of the “April Third” of Jeju, that 
which suffered genocide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Jeju, which has finally only 
found freedom after more than half a century’s obliteration of the memories of cruelty, and 
deaths of silence.
The 70th Commemoration of the “Nakba” of Palestine, and Palestinian writers who are still 
fighting in the reality of their loss and despair where the Nakba condition remains unchanged.
With my respect, and comradeship as a writer of Jeju, the land of the April Third genocide-I 
send you my deepest congratulations. 

축사 

전년도 수상자가 보내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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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 작가 김   숨

Congratulatory Message from Kim Sum, the laureate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송경동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년 전 스치듯 만난 적

이 있지요. 탄지경의 인연이 뜻깊은 인연이 되어 되돌아왔

네요. “고르게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작은 것”들을 어루만지

며 써 내려간 선배님의 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

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이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

하는 사람을 더 오래 사랑하는 일”에 틀림없이 큰 격려가 되

리라 생각합니다.   

 Hello, Song Kyung-dong sunbae (senior). You 
would remember that we once met each other in passing, many years ago. The coincidence 
of ‘Tanjikyung, ’ 1) or a moment in passing, has returned to us in a meaningful way. Your 
poems, which you wrote while caring for the “small things” for the making of a “evenly happy 
society,” are very precious to us all the same. I believe that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will be a big source of consolation for you, and for you to “keep loving the people 
[you] love, and the people [you] loved.” 2)  

Congratulatory Message from the Laureate of 
The 1st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1. This is a word in the Buddhism vocabulary.
2. The original line is: “keep loving the people I love, and the people I loved.”(unpublished 
translation)

Congratulator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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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호철 작가 소개 

운영위원 방민호 

이호철(1932.3.15~2016.9.18)은 한국의 분단문학, 월남문학,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다.

그는 현재는 갈 수 없는 땅, 휴전선 이북의 원산에서 출생했다. 그가 한국의 작가로 활동

하게 된 것은 그의 원산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발발한 6·25 전쟁에서 기인한다. 

당시 학생 신분을 벗지 못한 상태였던 그는 6·25 전쟁 중 1950년 12월 7일의 ‘원산 철수’ 

와중에 혈혈단신 미군 함정을 타고 부산에 당도함으로써 월남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스물세 살이던 1955년 7월 『문학예술』에 단편소설 「탈향(脫鄕)」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그가 일약 문단의 총아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64

년경 『세대』라는 잡지에 발표한 장편소설 『소시민』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부산 피

난지에서의 삶을, 젊은 주인공이 겪어나가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경화시킴으로써 

6·25 전쟁이 지닌 역사적 함의를 성공적으로 드러냈다. 부산은 6·25 전쟁 중 한국의 임

시수도였고, 급박한 전세 속에서 북한군에 점령당하지 않은 매우 작은 부분 중의 하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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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에 연재한 『서울

은 만원이다』라는 장편소설을 통하여 큰 빛을 발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서울 상경 여성 

‘길자’와 월남 청년 '동표'를 등장시켜 1960년대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삶을 생생하

게 그려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두 장편소설에는 고향을 이북에 둔 월남 작가로서의 사유와 문제의식이 깊이 스며들어 

작가 이호철의 삶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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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and Literature of Writer Lee Ho-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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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he foregrounded the everyday life and trials faced 

by a young protagonist living in the refuge city of Busan and in doing so provided an 

engaging portrait of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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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roducing the Writer Lee Ho-chul 
 Committee Member, Bang 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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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바, 이후 그는 4·19 학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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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실천문인협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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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남'과 '북'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문학적으로 복원시

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호철은 자신의 문학을 진보나 보수, 좌나 우의 어느 한쪽에 치중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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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애석하게도 파란만장했던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생전에 서울 은

평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올해(2017) 은평구청은 구민들의 뜻을 

대표하여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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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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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받아든 제2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후보 작가 명단에는 전 

세계의 빼어난 작가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 자체가 거의 기적적인 것이었습

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아름다운 작가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과연 행운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짐작하듯 심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빼어난 작가들 가운데 누

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그것도 한 작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선 어떻게든 후보 작가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 심사

위원들은 곧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편법을,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편법

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작가를 제외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

되지 못한 작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타깝기는 했으나, 후보 작가 명단의 길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일부가 유력한 수상자로 예상한 미국의 필립 로스가 작고했다는 소식이 들

려온 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각기 1차 독회에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그를 초청할 기회를 

영영 잃은 것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1차 독회가 끝나 각기 선정한 후보 작가들을 비교 

논의한 끝에 심사위원들은 누르딘 파라, 살와 바크르, 아리엘 도르프만, 사하르 칼리파 이

렇게 네 작가로 논의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제외된 작가들 가운데 이스마엘 카다레, 아룬

다티 로이, 옌롄커 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곤란했을 것인지 짐

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차 독회를 거쳤으나 결정을 내리는 일을 주저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유

보하고 이 네 작가의 작품을 며칠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3차 독회 끝에, 전혀 논

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마침내 사하르 칼리파를 수상자로 결정하는 데에 큰 어려

움은 없었습니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심사위원장 최인석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심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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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first, we, th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came up with a list of writers 
to be considered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When I saw the 
list, my immediate impression was that it was a miracle! It was full of names of the most 
amazing writers from all over the world. I was mesmerized for a moment, thinking how 
fortunate we are that we live in an age contemporaneous with all these living, legendary 
figures of world literature.
Evaluation, however, is always a different matter. I suppose I was not the only one who 
thought it was nearly impossible to choose just one writer out of so many distinguished 
ones. Firstly, we all agreed to cut down the number of nominees to the next round after 
deliberation. How? We had used a little ‘trick’ in this process, comparable to an act of ‘legal 
cheating.’ And that was this: we eliminated all writers whose work was never published 
into the Korean language. This was also a sad process, because it made me realize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great writers still had not yet been translated into Korean. In any 
case, our decision helped us shorten our short-list, and considerably so.
 It was when we evaluators went into our official, first stage of reading that 
we received the news that Philip Ross passed away. This was a shock for a part of our 
committee members that believed Philip Ross was the strongest candidate. Sadly we 
forever lost the chance to invite him. After the first stage of reading ended, we met and 
shared our thoughts. In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reduce the pool again, this time to 
four writers, leaving Nuruddin Farah, Salwa Bakr, Ariel Dorfman, and Sahar Khalifeh 
on the final short-list. To come this far, we had to give up on writers such as even Ismail 
Kadare, Arundhati Roy, and Yan Lianke—now, you can really imagine how difficult the 
process must have been.
 We then entered the second stage of reading. There were evaluators who were 
still uncertain and hesitant at making the final decision at this stage. Hence, we delayed 
the decision- making and agreed to read more of the works by the four writers on the 

A Comprehensive Evaluation Report on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Chief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Choi I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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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문예를 포함하여 이런저런 심사에 종종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심사처럼 어려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빼어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읽는 일은 좀처

럼 쉽지 않은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온갖 허물과 편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위험하고 폭력적이면 그럴수록, 인간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 또한 기뻤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소비, 또는 소비의 환상 가운데 잊고 사는 이 세계

의 진면목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지 깨우쳐주는 일은 문학이 자처해서가 아니

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학적 탐구 가운데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이번 심사과

정에서 얻은 귀중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은평구청 관

계자 여러분께 다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추천위원

곽형덕(일본), 한성례(일본), 김태성(중국), 전형준(중국), 김남일(동남아), 민은경(영

미), 유정완(영미),  류신(독일),  고영일(스페인), 박재원(아랍),  오은경(아랍),  송병

선(중남미), 우석균(중남미), 이석호(아프리카), 피사레바 라리사(러시아),  운영위원 

7명, 총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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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short list for a few more days. Fortunately, after this third stage of reading, we were 
finally able to choose Sahar Khalifeh as our laureate of the Grand Prize, with relatively no 
objections.
 I confess that I have never participated in an evaluation process before that was 
as difficult as this time, despite the fact I am quite experienced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was a thankful experience that forced me to read so many outstanding works 
of literature in such a compressed period, and with such power of concentration, too. 
This experience made me happy also because it helped me confirm my old belief that, 
no matter how dangerously violent the world gets,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han 
humans—even when their flaws and prejudices are taken account. We normally live in 
forgetfulness about what this world is truly like. We live day by day in consumerism and 
its fantasies, immune to the brutality and barbarism of the world. We break free from our 
fantasies only when we think about literature, literature about humans and the world. 
Literature does not teach us. Through literature, we break free naturally. This was an 
insight that dawned upon me during my precious experience with the evaluation process.
 I genuinely thank once again, all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 thank all related persons at the Eunpyeong-gu Office 
for providing us this wonderful opportunity. Thank-you very much.

Choi In-seok
Chief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Kwak Hyeong-deok(Japan), Han Seong-rye(Japan), Kim Tae-seong(China), 

Jeon Hyeong-jun(China), Kim Nam-il(Southeast), Min Eun-gyeong(English), 

Yu Jeong-wan(English), Ryu Shin(Gemany), Koh Yeong-il(Spain), Park 

Jae-won(Arabic), Oh Eun-gyeong(Arabic), Song Byeong-seon(Cental America), 

U Seok-gyun(Cental America), Lee Seok-ho(Africa), Phsareva Larisa(Rusia), 

Organizing Committee7, Total of  22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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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문학이 한국 독자에게 지니는 남다른 의미 

제2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본상 심사위원회에 낀 것은 작지 않은 영광이지만, 한편으

로 무척 난감하기도 하다. 지구상의 현역 작가 중에 이호철 문학의 정신과 가장 잘 통하는 

본상 수상자를 정하는 일은 어느 면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호철 선생이 평생에 걸쳐 벌인 것과 똑같은 문학적 고투를 벌이고 있지

만, 그들의 뛰어난 작품이 언어 장벽과 정치적 장애 등으로 우리 시야에 잡히지 않는 경우

가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세계문학의 현실에서 아직도 주변부의 탁월한 작가는 

영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주류 문학시장에서 주목받아야 쉽게 알려진다. 더구나 그 

작가의 모국어와 문학세계를 제대로 해독할 국내 연구자나 번역자의 수고로 우리말 작품 

번역과 소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움도 따른다. 심사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피할 길이 없는 이유이다.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작가들은 다들 빼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이들이지만, 사하르 칼

리파(Sahar Khalifeh 1941~ )는 어느 면으로나 어울리는 수상자여서 앞서 말한 심사위원

의 곤혹스러움을 떨쳐버리게 한다. 칼리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가

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집단의 하나인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칼리파는 1950년대 이래

의 아랍 민족주의가 결정적으로 패퇴하는 1967년의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으며, 서구를 가까이 잘 이해하면서도 서구중심주의의 폐해를 오랜 기간 깊이 성찰하고 

비판해온 작가이다. 그는 40대의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구적 가치가 몸에 밴 지식인이 아니다. 칼리파의 근본적인 

서구 비판은 서구 언론이 흔히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이슬람주의’가 아랍인들의 자기

해방의 노력을 훼방놓으려고 서구가 조장한 것임을 역설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럼으

로써 칼리파는 서구중심주의가 비서구 지식인과 민중에게 스며들어 조장한 갖가지 폐해

에 굴하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인들, 특히 아랍 여성들의 무한한 인간적 

잠재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 김명환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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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stinian Literature and the Special Meaning it Holds for the Korean Readers

 It is an honor for me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Evaluation Committee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It is also an extremely difficult position, however. The task 
of choosing a winner in the world most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Lee Hochul literature, with no 
geographical restriction, was almost an impossible task. Even at this moment, somewhere in the world, 
there must be at least a few great writers undergoing the same challenging struggle in literature that Lee 
Hochul did. Sadly, their works don’t always reach us. They fail to enter our perspective due to obstacles 
like language, politics, and so on. Writers on the margins can gain worldwide fame, if they have their 
works translated into English or other dominant languages and be recognized in their market first—yet 
this is only the brighter side of the bigger, generally dark reality. Another thing is that a writer must have 
had his/her works translated into Korean, preferably by an academic or a translator who is both well-
trained in the language and knowledgeable about the writer’s literary world, to be considered in the pool 
of candidates. In short, I had to take account and measure all factors very carefully.
 All nominees were writers of great achievement, but Sahar Khalifeh seem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one in every way that, when the decision was made, the afore-mentioned difficulties of 
being an evaluator were washed away at once. As is known, Khalifeh is a writer of the Palestinian area. 
Palestinians are a group that have suffered too much sacrifice since after World War II, by the nature of 
world history order. Khalifeh is a writer who has ties with the West, but she is a writer who is very keen 
in the harms of West-centrism. The third Middle Eastern War of 1967, the year when Arabic nationalism 
that began back in 1950’s finally crushed, presented a turning point for Khalifeh. I must point out here 
that, even though she earned a PhD degree in the United States in her 40’s, she is not ‘brainwashed’ by 
Western values, as is sometimes the case with people on periphery. Instead, she criticizes the West. Her 
fundamental criticism on the West shines especially when she speaks about ‘Islamism.’ According to 
Khalifeh, ‘Islamism,’ often displayed as the root of evil in Western media, is ‘constructed’ and aggravated 
by the West, as the West is interested in disrupting the Arab people’s efforts for liberation. Therefore, 

An Evaluation Report 
Prize Jury, Kim My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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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파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 작가로서 아랍 여성에 대한 서구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

파하고, 아랍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해온 남다른 작가이다. 

촛불혁명 이후 낡은 성차별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한국에서도 거세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도 어울리는 문학적 이력을 지닌 작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칼

리파 소설의 우리말 번역본은 대표작으로 꼽히는 가시 선인장(1975)과 비교적 최근작

인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2002) 등이 있지만, 일반 독자가 칼리파 문학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말 문헌과 작품 번역이 더 풍부하지 않은 현실이 많이 아쉽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과 독자들은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 80년대

부터 가싼 카나파니Ghassan Kanafani 1936-1972)의 ｢하이파에 돌아와서｣(Returning to 

Haifa)를 비롯한 소설들, 서거 1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

시(Mahmoud Darwish 1941-2008)의 작품들을 읽으며 큰 힘을 얻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1987년의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후 3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지난 2016년 말부터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카나파니와 다르위시의 문학에 큰 감명을 받던 수십 년 전과 다름없는 고통에 시

달리고 있다. 칼리파의 대표작인 가시 선인장의 초반부에서 요르단강 서안으로 귀향하

는 이들이 겪어야 했던 숨 막히는 검문과 검색은 오늘날 하등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끔찍해지고 있을 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족적 고난은 그들이 우리만큼 잘 싸우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고, 

그들이 오늘의 세계 질서가 안고 있는 모순의 가장 중심부에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아픔이요, 그들의 고뇌와 투쟁 또한 우리의 것이며, 그들의 거둔 

성과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릴 열매인 것이다. 사하르 칼리파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받

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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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ifeh does not submit to the various harms of West-centrism that pervade and slowly destroy the 
thoughts of many non-Westerns, intellectual or not—but rather, she shows her unwavering faith in the 
potential of the Arabs including the Palestinians, especially Arab women.
 Khalifeh is a writer who, as a woman writer, deconstructs the West’s stereotypical thoughts and 
prejudices on Arab women. She is also a writer who devoted much of her life to helping Arab women live 
a life of their own. For these reasons, she sets a good example for the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the 
Korean society has recently seen a social phenomenon of fiercely driving out the old, sexist ideas of the 
past—a phenomenon which arrived after the succes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th a heightened 
level of general awareness and interest towards the women problem in Korea, Khalifeh’s life and literature 
is enough to catch our attention and captivate us, as her sufferings are still very relevant to our age. All this 
considered, I feel very bad about the apparent lack of enough materials in Korea about the author or her 
literature, whether written in Korean or translated into Korean. Because of this lack or insufficiency of 
secondary sources, it is not easy to access her literature yet. Existing translations of Khalifeh’s novels into 
Korean include several of her most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Wild Thorns or The Cactus (1975), as 
well as her relatively recent novel, The Image, the Icon, and the Covenant (2002).
 Looking back, I remember how writers and readers in Korea were fans of Palestinian literature, 
for instance, Returning to Haifa by Ghassan Kanafani (1936-1972).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during 
the times of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70’s and 80’s, when Koreans were generally all pained. The works 
of poet, Mahmoud Darwish (1941-2008)—who visited Korea just one year before he passed away—were 
also very popular. Now the conditions have altered. The military dictatorship was defeated through the 
June Resistance of 1987, yet true democracy did not come right away—instead, there were constant 
ups and downs. Therefore, Korean history is now opening ‘new history’ for the first time for real, since 
the Candlelight Revolution (2016-2017). Unfortunately, the Palestinian people are suffering greatly all 
the same, as they did during the days of Kanafani and Darwish. The situation in the opening scene of 
Wild Thorns, which depicts the reality of Palestinian people returning to the West Bank of Jordan under 
the violent force of oppression by inhuman inspection, has not changed much. One could even say the 
situation has since been exacerbated.
 In any case, the tragedy of the Palestinians continues today, not because they cannot fight as 
strongly as we Koreans did. It continues because of its inevitable character due to the fact they are the 
pivotal center of a serious contradiction in the world order. Their suffering, therefore, is our own. Their 
anguish and battles, also, are our own. For this reason, we will rejoice together with them in their victory 
to come.
 Lastly, I give Sahar Khalifeh my most sincere congratulations from heart, for being presented 
with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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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자 선정 작업을 하면서 평생을 고단한 역사와 현실을 짊

어지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 삶 속에서도 결코 문학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

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수상자로 결정된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

르 칼리파는 물론이고 유력 후보들이었던 누르딘 파라(소말리아)와 아리엘 도르프만(칠

레)도 각각 자국의 험난한 역사와 현실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고, 아마 너무나 삶이 고달팠

기에 더욱더 문학을 부여잡고 분노와 좌절감과 슬픔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유와 희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사하르 칼리파의 경우는 일생이 고단했다. 1941년생이니 일곱 살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졸

지에 점령지 ‘신민’이 되었고,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추방된 나크바를 경험하였

다. 즉 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첫 기억의 순간부터 사하르 칼리파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

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꼭 70년이 되었지만 사하르 칼리파에게는 6일 전쟁 참패, 오슬로 

협정의 변질, 인티파다(봉기)의 연이은 실패,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노사이

드 등 좌절의 경험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사랑,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여

전히 역설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 아닐까 싶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문학의 주역이라는 점 외에도 사하르 칼리파의 매력은 또 있다. 

2009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학 심포지엄에서 지척에서 

관찰하면서 각인된 매력이다. 그녀에게 받은 첫인상은 ‘강인'한 것이었다. <담장 뒤>라

는 소심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그림은 담장 너머에 있는 

멋들어진 버드나무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춘기 소녀, 그것도 남의 눈에 띌세라 정원에 배

를 깔고 엎드린 채 바라보던 소녀를 그린 그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녀는 바로, 아

랍 땅에 태어난 여성이라는 굴레 때문에 인습의 담장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

던 시절의 사하르 칼리파 자신이었다. 그녀는, 또 그녀의 문학은 페미니즘과도 깊은 관계

가 있는 것이다.

심사위원 우석균 

심사평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료집 내지.indd   36 2018-09-11   오전 9:24:16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8  37

What is it like to live a life of endless, tumultuous events in one’s national history? 
What does it mean that one never gives up pursing literature even in such a life?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came to me while I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These questions were prompted not only 
by Sahar Khalifeh, who we have chosen as our laureate, but also by nominees such as 
Nuruddin Farah of Somalia, Ariel Dorfman of Chile, etc., who also lived through harsh 
realities in history. I thought, maybe it is precisely because the histories of their nations 
were rough, and precisely because their lives were made so weary, that they had to cling to 
literature desperately than others—to pour out their anger and frustration on literature as 
a way of escaping from reality, to hope and to heal.
 This goes without having to say, life was difficult for Sahar Khalifeh. Born in 
1941, at the age of 7, she became a subject of land occupied by the State of Israel when 
the state was founded in 1948, and she experienced the Nakba (the exodus of more than 
700,000 Palestinian Arabs from their homes). This means that for Sahar Khalifeh, ordeals 
of life began relatively early in her childhood, which is probably one of her first memories.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hat remains in Sahar Khalifeh’s life are experiences of 
frustrated events: the defeat of the Six Day War, the corruption of the Oslo I Accord, a 
series of failures of Intifada (‘revolt’), genocide against residents of the Gaza Strip, and so 
on. Even still, the messages in Sahar Khalifeh’s novels are about truth, love, and hope. I 
think this is where the power of literature lies. She certainly has a status in the Palestinian 
literature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Yet there are other attractive elements to Sahar Khalifeh’s literature that prevailed 
to me when she attended a literary symposium on the literatures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held in an area nearby Incheon, in year 2009. The first impression that I got 
when I saw her, was that she seemed to be a ‘strong’ woman, who did not appear to be the 
artist of the painting, Behind the Walls. I never saw it, but it was supposed to be a picture 

An Evaluation Report  
Prize Jury, Woo Seok-k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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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인상 깊었던 그날의 기억이 하나 더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답게 이스

라엘에 대해, 나아가 분쟁의 씨앗을 뿌린 서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1950~60년대의 아랍 분위기는 여성에게도 자유분방했노라고 회고하면서 그 시절을 못내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인 일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자유

가 허락되었는지 가늠할 식견도 없지만 한 가지만은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용기, 그것

도 불굴의 용기가 필요했으리라는 것을. 자신의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작정

을 한 듯한 적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여성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적전 분열 행위라는 비판

을 사서 초래하는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국내에도 이미 뜨거웠던 봄, 유산,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 같은 사하르 칼리파의 

대표작들이 번역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아랍이 이슬람

의 땅이기 때문에 마주해야 했던 장벽들이 작품마다 생생하게 배어 있다. 가히 탈식민주

의 페미니즘의 정수라 할 만하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국내 독자

들이 읽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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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teenage girl staring at a willow tree across a wall, lying flat in the garden so as not to 
be spotted by any passer-by. This girl was Sahar Khalifeh of the days when she could not 
dream of crossing the wall, as a girl in the land of Arabs. Her literature and life are both 
very deeply related to feminism.
 Another thing that struck me that day was that she seemed nostalgic to the old 
days of 1950’s and 60’s. She was in the middle of criticizing Israel, as well as the West 
for its part in starting the figh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as we would expect from a 
Palestinian writer. But I was surprised when, in the middle of all this, she reflected and 
said that the general atmosphere in Arab in those days was quite liberal for women as it 
was for men. I never knew that such days existed. I still have no idea how much freedom 
was allowed for women those days, but I faintly felt I could be sure of one thing. Courage. 
She must have needed courage, to stand up for freedom and rights. To be able to speak out 
about the women problem, or to mention it even, in a reality where your enemy behind 
your back wants to extinguish you and your nation from the planet—would have been an 
act of buying your own poison.
 Representative works by Sahar Khalifeh, such as The End of Spring, The 
Inheritance, and The Image, the Icon, and the Covenant are available in Korean 
translations. Each work is a stunning record of obstacles she had to face for being a 
Palestinian, for being a woman, and for being a descent of the Arab heritage and a victim 
of the Islamic state.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Sahar Khalifeh’s works are the essence of 
postcolonial feminism writing. With our presentation of the title, ‘Laureate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to Sahar Khalifeh, I hope that more and more 
readers in Korea will read h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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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의 최종후보로 사하르 칼리파, 누르딘 파라, 아리엘 도르프만 세 작가를 선정하면서 

통일로문학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분열된 세계를 ‘통일로’ 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강자에 의한 유일무이한 권력의 출현에 기대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은 단 하나의 

지배적 이미지를 생산하면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며 분열하는 현실의 세계를 그 이미지 

뒤로 숨겨버린다. 통일로문학상의 이름 안에는 어떤 종류의 통일이든 그것을 성급히 달

성하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이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힘이 내재해 있다. ‘문학’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바로 세계에 단 하나의 이미지만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존재들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좋은 문학작품은 어떤 소재와 주제를 

다루든, 그것에 대한 단일하고 고정된 그림을 찢으면서 그 틈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

던 진실들이 붐비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하르 칼리파는 자신의 소설에서 어느 팔레스타인 작가의 희곡과 단편소설에 대해 이렇

게 표현한다. “그의 희곡작품 하나는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하

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작품은 투쟁정신과 열정, 주인공들의 고결한 설교, 그리고 

고난과 순국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순국을 기리는 자그

라다를 발하는 것으로 끝났다.”(유산, 송경숙 역, 아시아) 칼리파는 이것이 사람들이 고

난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온 작가에게 기대하는 이야기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이야기가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며 “삶의 박동과 오늘의 고민, 내일의 희망을 생생하게 느끼게”(유산) 해주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는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녀의 작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아

랍여성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독자들이 이 페미니스트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

은 팔레스타인 여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통렬한 고발일지도 모른다. 차도르나 부르카

를 두르고 베일 속에서 순하고 겁에 질린 커다란 눈을 껌벅이며 남성 문화의 희생양이 되

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서양의 미디어 속에서 재현되는 아

랍여성의 이미지가 소설 속에서 그대로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작가는 말한 적이 있

 심사위원 진은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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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ree writers—Sahar Khalifeh, Nuruddin Farah, and Ariel Dorfman—
made the final short-list, I rethought about the meaning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easiest way for this world in conflict to reach the state of ‘tongil 
(unification),’ I would expect, is this: a powerful leader, with unparalleled strengths, 
appears. Usually, however, such a powerful leader produces a dominant image of oneself 
and uses this image to hide the reality of the world behind. But I feel that, in the name,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re is a kind of some internalized energy. This energy can 
save us from the trap of being blinded by the image of a strong leader. Because one of 
the powers of ‘literature’ is that it does not rely on just one single image, through which 
everything else in the world dissipates. Literature helps us tear apart one image of a thing, 
helps us see all dimensions, and to get closer to the truth. No matter what the literary work 
in question is about.
 In one of her novels, Sahar Khalifeh mentions a certain work by a Palestinian 
writer, which exists both as a play and a short story: “One of his plays were performed 
on stage, but it was a failure that ended before it reached people. This play was full of 
things like, emotions of struggle and passion, noble sermons given by the characters, and 
hardships and patriotic martyrdom. It ended with a scene of a mother paying respect to 
her son who died in sacrifice for his nation, holding back her tears in jagratha” (quoted 
from The Inheritance; unpublished translation from Korean). Khalifeh knows that this is 
the kind of story that people expect to read or see, that this is expected from a writer from 
Palestine, the land of hardships. 
 However, it is her belief that this kind of story does not contain the full reality of 
the Palestinians, that it is removed from something that makes her feel “the beats of life, 
our worries today and our hope tomorrow” (quoted from The Inheritance; unpublished 
translation from Korean). Standing by her belief, in her work, there is no image of the 

An Evaluation Report  
Prize Jury, Jin E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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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아랍소녀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 곳곳의 어린 여성들에게 강

요되고 있다. 작가도 “나는 어릴 때부터 가문 내 딸들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소녀들은 힘

도 없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영원히 나약할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

다”고 말한다(｢서구가 정형화한 아랍여성상을 떨쳐야｣).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바로 이런 편견과 사고방식에 대항하면서 나약한 피해자로서의 여

성의 가혹한 운명을 선정적으로 그리는 대신, 무언가 시도하는 어린 여성들, 자신들보다 

더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여성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는 여성들의 살아있

는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주체화하기 시작한 존재들이 겪는 

혼란과 극심한 불안도 들어있다.

이 모든 것은 칼리파가 쓰는 문학적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삶으로 쓴 이야기

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차별적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분투

하면서 여성운동가이자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삶과 문학을 통

해 벌여온 ‘정형화된 아랍여성’ 이미지와의 싸움에서 통일로문학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

는 문학적 정신의 고투를 발견했다. 현실에 실재하는 분열과 통일의 요소를 진지하게 탐

색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보이려는 것이 이 상이 제

정된 이유일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하르 칼리파야말로 올해의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누르딘 파라의 소설이 보여주는 시적 비유들과 극작가로 잘 알려진 아리엘 도르

프만의 증언시가 이룬 문학적 성취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전쟁과 학살

의 참혹한 현실을 다루면서 그들이 보여준 시적 형상화의 위대한 열정은 이 혹서의 열기

보다 더 내 마음을 들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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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Arab woman we might expect to see. I mean, what many readers might expect 
from this feminist writer is the full exposure of the tragic reality of Palestinian women—
for instance, as in the image of a woman blinking her eyes behind the Tchador or Burqa, 
the image of a weak victim and a sacrifice of the male-dominant culture. But Sahar 
Khalifeh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writer, that would be to reinforce the image of Arab 
women represented in Western media. She is right, because such image of a weak, helpless 
woman, is forced upon not only Arab girls but upon young girls all over the world. The 
writer confesses, “Since I was young, I have heard endlessly that all girls in the world, 
including me and my daughters, are weak, helpless, and born unfortunate, and that they 
will always remain so” (Casting off the Image of Arab Women Stereotyped by the West; 
quote and source title are both unpublished translations from Korean).
 Sahar Khalifeh’s novels refuse to yield to the prejudiced ideas. Instead of writing 
sentimentally by digging into the brutal fate of women as helpless victims, she brings 
different types of women characters into her writing: young women who keep challenging 
themselves by trying new things, women who are in bad terms with each other, women 
who stick to other women in solidarity who are put into a life harsher than their own. 
What can also be seen here is the confusion and anxiety experienced by the women who 
have come to form a sense of self-identity, identifying themselves as the owner of their 
own destiny, for the first time.
 Not all stories written by Khalifeh are fiction. Some are also the stories of her 
own life. Throughout her life, she has walked the path of being an activist for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a writer, to escape from the constraints of life forced upon by the 
sexist culture of her society. In her fight against the image of the ‘stereotypical Arab women,’ 
both in her life and literature, I have found the struggle of a literary soul that best complies 
with the objectives of the Tongilro Literature Prize. This prize was established to explore 
the factors and elements of divisions (or conflicts) and unification (or reconciliation), so 
to help bring freedom to everyone in the world. Considering this point, I believe that 
Sahar Khalifeh deserves to be the laureate of the prize this year.
 Lastly, I would like to add I was deeply moved by the poetic metaphors in 
Nuruddin Farah’s novels, and the testimonial poems by Ariel Dorfman, known more as a 
playwright. The passions for poetic depictions, which they showed through dealing with 
the horrendous reality of war and massacre, could be felt in my heart, more intensely than 
the summer heat of the day.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료집 내지.indd   43 2018-09-11   오전 9:24:17



44  

사하르 칼리파(Sahar Khalifeh)는 현대 팔레스타인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서, 점령

지뿐만 아니라 전 아랍권은 물론, 온 세계를 전전하는 소위 망명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의 문학까지를 포함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라 할 수 있다.

 

사하르 칼리파는 1941년 요르단 강 서안의 나블루스 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아랍

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소위 ‘장님 결혼’을 하였고,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청

산한 이후에는 여성운동과 소설 쓰기에 전념했다. 뒤늦게 라말라의 비르제이트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1988년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여성학 및 미국 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블루스에서 여성문제연구소를 개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하르 칼리파의 소설들은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1974), 실재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1986)처럼 철저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

룬 작품과 가시 선인장(1976), 해바라기(1980)와 같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조국의 

현실을 주제로 하면서 여성문제를 함께 조명하는 작품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기로 갈

수록 여성주의 시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가의식의 변화는 무

엇보다도 작가가 1970년대 중반부터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벌여오고 있는 여성

인권운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상작가 소개

사하르 칼리파  Sahar Khalif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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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 Khalifeh is a woman writer representative of modern Palestinian literature. 
We can justly say that she is the most representative Palestinian writer of not only the 
captured territories but also of the entire Arabophone region, and by extension, of the 
literature of Palestine which is the land of exile and the home to the many who became 
wanderers throughout the world.
 Sahar Khalifeh was born in 1941, in the city of Nablus in the West Bank of Jordan 
River. Following the so-called ‘blind marriage’ tradition of Arab culture, she married at a 
young age. After putting an end to 13 years of miserable marriage, she devoted herself to 
women’s movement and writing novels. After graduating from Birzeit University near 
Ramallah at a later age, s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earned a PhD degree with a 
thesis on the women problem and American culture from the University of Iowa in 1988. 
After earning her PhD degree, she returned to Palestine and founded the Women’s Affairs 
Center in the West Bank, which has expanded into several branches.
 As for the content of Khalifeh’s novels, they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novels 
that delve into the women problem strictl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such as We are 
Not Your Slave Girls Any More! (1974) and Memoirs of an Unrealistic Woman (1986); 
novels that tackle with the women problem too, but mainly dealing with the theme of the 
reality of her native land, the ‘national liberalization movement,’ including works such as 
Wild Thorns or The Cactus (1976) and The Sunflower (1980). Her feminist perspective 
becomes more and more prevalent as she moves towards the later stages of her literary 
career. Timewise, this change in the writer’s consciousness parallels the progress in her 
involvement with the Women’s Rights Movement, which the writer has been associated 
with since mid-1970’s while living i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Sahar Khalifeh

About the  Grand Prize Laureate, Sahar Khalif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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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출세작 가시 선인장은 1967년 6월전쟁에서 아랍 측의 패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된 1970년대 초 요르단 강 서안의 나블루스 시를 배경으로 한다. 소

설은 점령이 팔레스타인 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사회의식과 행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 권의 소설로 그녀는 향토를 상실하고 이스라엘 점령 아래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사

람들의 분노의 일상을 외부세계에 생생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

나 그녀의 작품은 비단 억압적인 점령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민족해방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관심은 아랍사회

의 가부장적 현실이 빚어내는 모순을 드러내는 작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사하르 칼리파의 많은 작품들은 영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등 많

은 외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시 선인장(2005, 송경숙/한국외대출

판부)을 시작으로 유산(2009, 송경숙/아시아), 뜨거웠던 봄(2016, 김수진/케포이북

스),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2016, 백혜원/케포이북스)이 차례로 번역 소개되었다. 그

녀는 2006년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으로 아랍문학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나깁 마흐푸

즈 문학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알베르토 모라비아 이탈리아 번역 문학상과 모로코의 

모하메트 자프자프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한국

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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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novel, Wild Thorns, which earned the author fame, is set in the city of 
Nablus in the West Bank in early 1970’s. The city was seized by Israel after being defeated 
by Arab in the War of June in 1967. The novel reveals the structural changes brought upon 
to the Palestinian society by the Israeli occupation and the ways in which the characters 
faced with the changes react to them, through depicting their various types of soci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With this one book, Sahar Khalifeh was acclaimed by critics who reviewed that 
she successfully let the world outside know the everyday anger of the Palestinian people 
who suffer even to this day, after losing their homeland to the Israeli seizure. However, her 
works are not focused merely on the task of exposing or reporting their depressive reality 
after the seizure. This is because, the more she tries to draw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e effect is that she becomes more and more compelled to speak out the 
contradiction of the Arab society, which is none other than the contradiction of its deeply 
patriarchal culture. Considering this point, one can argue that her writing is indeed the 
‘perfect’ example of a type of postcolonial writing, that which encourages people to speak 
about what they cannot.
 Many of Sahar Khalifeh’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such as English, Hebrew, Italian, French, German, Dutch, and so on. In Korea,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author’s work in Korean translation appeared in 2005, with Song Kyung-
sook’s translation of Wild Thorns. This opened the way for publications of Sahar Khalifeh’s 
other works to appear in Korean translation, such as A Shattered Summer (translated by 
Kim Su-jin, 2016) and The Image, the Icon, and the Covenant (translated by Baek Hae-
won, 2016), to mention the most recent ones. For her novel, The Image, the Icon, and the 
Covenant, Sahar Khalifeh was awarded the Naguib Mahfouz Medal for Literature in 2006, 
the most prestigious prize in literature in the field of Arabic literature. She also won the 
Italian prize for literature in translation, named after the Italian writer, Alberto Moravia, 
plus numerous other literature prizes. She visited Korea twice before, in 2006 and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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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연설문

존경하는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벗들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내빈께서는 저의 글을 읽어보시지 못했

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것

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가? 왜 우리가 그녀에게 이 

상을 주는가? 수상 자격이 있는 걸까? 호전적인 문

화, 끔찍한 유혈 사태가 거듭되는 중동에서 온 여

자.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의 강점 아래 고통을 겪

으며 끊임없이 저항했으나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

한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온 여자. 인구가 3억이 넘

는 아랍 세계에서 온 여자. 아직 이스라엘의 강점

과 군사 통치를 겪고 있는 유일한 아랍 국가 팔레스

타인. 석유와 아랍 부국에 둘러싸여 있으나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팔레스타인. 무슬림이면서

도 히잡을 쓰지 않은 이 여성. 아랍 여성은 순종적

이고 자신감이 없다고 하던데, 반대로 자유롭고 자

신감 넘치는 이 여성. 그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

가? 왜 우리는 여기에 와서 그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가? 과연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

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과 그 외의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살아온 배경과 저를 오늘의 저

로 만든 경험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

기를 듣고 저의 수상 자격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낭독 부분

저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땅의 나블루스라는 도

시의 한 가정에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

작합니다. 세상에 막 나온 이 갓난아이를 맞이한 

것은 당황스럽게도 눈물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아

이는 이어서 여동생 셋이 더 태어나 딸만 여덟인 

가정의 다섯 번째 딸로 자랐습니다. 대를 잇고 재

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아버

지께서는 계속되는 딸들의 출생에 크게 상심하셨

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상심하신 이유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딸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

른 이유는 과거 아랍 사회에서 딸만 낳은 아버지

를 제 구실을 못한 남자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런  ‘딸부자집 아버지’ 이미지에서 영원히 벗어

나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

행한 저주받은 여자라고 여긴 나머지 저를 낳고 며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작가 사하르 칼리파 

나의 삶, 나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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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able members of The Peace Prize Committee,
 Friends and colleagues,

 I assume quite a good number of you have not read my writings. That's why you might raise a 
curious question that says: Who is this woman? Why do we award her the Peace Prize? Does she deserve 
it? She comes out of a hostile culture, from the Middle East, which is full of bloodshed and awe! She is 
from Palestine, a country that suffers Israeli occupation for the last 50 years, and despite its continuous 
resistance, fails to liberate itself. She comes out of a big nation, 300 million Arab people or more, yet her 
country, Palestine, is left alone to suffer foreign occupation and military rule. Her Palestine is surrounded 
by Arab wealth, Arab oil, yet poor and miserable. She is Muslim, we know that Muslim women wear the 
Hijab, but she does not. She is an Arab woman; Arab women are supposed to be tamed and insecure. But 
she looks liberated and full of confidence. Who is she? Why is she here? Why are we here celebrating her 
Prize? Does she deserve it?
 Well, I think you are right in raising all these questions. The main important one is: do I 
deserve it? The best way to answer this question, and all other questions, is to share with you a part of my 
background, a part of the experiences that made me what I am, and leave you to decide whether I deserve 
it or not. And here where my story begins…

 (Korean professional reader or actress reads this part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It all began with the birth of a little baby girl into a Palestinian family from Nablus. Not 
unexpectedly, the baby girl was received with discomfort punctuated with sobs and tears; she came fifth 
in a chain of eight girls. The father, who was yearning for a boy to preserve his name and inherit his 
property, was badly affected by that unhappy event. The fact that girls were unable to preserve the family 
name was not the only reason for disappointment. He felt that his image as the "father of girls," as Arab 
tradition has it, with all the concomitant implications of a diminished virility, was fixed for good. Mother's 
reaction, however, was far stronger. She wept for days on end and considered herself a most accursed and 
unfortunate woman.

My life, my Literature

Acceptance Speech 

Sahar Khalif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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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을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제 자

신이 쓸모 없고 가치 없는 성(性)에 속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이기에 생길 수 있

는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시

키는 일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 생활의 세세한 구

석까지 간섭하는 모든 종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또 그렇게 훈

련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반항기에 앞장서서 제동을 건 사

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개성이 강

하고 의지가 강철 같았으며, 꺾이지 않는 자존심

과 지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모

질게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고 그것은 당신의 비통

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의 표현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단지 집안에

서 가장 유난스러운 딸이었던 제가 엄청난 짓을 저

지르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무

가치하고 취약한 성(性)에 속하는 딸들을 한 무더

기 낳았다는 엄마의 뿌리깊은 죄의식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어머니는 깊이 묻어둔 속내

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난 명민함과 타고

난 이야기꾼 소질로 자신의 두려움을 덮고, 겉으로

는 강철같이 강인하고 바위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

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팔자에 만족하지 못했습

니다. 딸 여덟에 아들 하나라니. 아들이라곤 달랑 

하나! 엄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고 강했습니다. 아니, 동네를 통틀어서도 그

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엄마를 여왕처럼 

대했고 엄마 또한 여왕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딸년들’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

달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런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감추고 있는 속내를 

알아챈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저 또한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 못마땅했

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선자에다 모진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러는 저를 본 엄마는 여러 차례 

우셨으며, 제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예루살렘에 있는 기

숙학교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 기숙사는 매우 엄격

한 수녀들 –시온주의자 수녀들– 이 운영했는데, 수

녀들도 저를 부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른

들은 저를 서둘러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결혼이 결국 제 심장을 부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참했고 저는 망가졌습니다. 그러

나 가족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고통

스러운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단호하지 못해서 

식구들의 응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는 

강한 여자 –제가 정말 강한지 모르겠지만– 조차도 

모성애를 위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주눅 들

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려서

부터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 주는 데 익숙합니

다. 자기 자리에 멈춰선 채 행동보다는 말을 선택

하고, 행동은 하지 않은 채 한숨을 쉬거나 응석부리

며 팔자만 저주하고 맙니다. 

수 년 간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카이로에 있는 

‘다르 알-마아리프(Dar Al-Maaref)’ 출판사에서 나

오는 ‘나의 책’ 총서 편집장으로부터 구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출판사는 당시 이집트뿐 아니라 아

랍 세계 전체에서 가장 크고 명성 높은 출판사였습

니다. 편집장은 저에게 위대한 소설가가 될 잠재력

이 보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편

지를 받은 저는 흥분과 행복에 크게 도취되었습니

다. 편집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

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0년간 그 예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결혼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두 가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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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uch a gloomy and hostile atmosphere, I learned the meaning of my existence and my value 
in this world. I learned that I was a member of a miserable, useless, worthless sex. From childhood, I was 
taught to prepare myself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being a woman. I was told time and again that I had 
to train myself to obey and comply with all kinds of rules that covered every single aspect of my life.
 It was Mother who stood against my rebellion at that time. She was an intelligent woman with 
a strong character, iron will, and unbeatable pride. At that time, I understood her power as an expression 
of nothing more than her bitterness, grief, and desire to defend herself. She was simply afraid that I might 
do something outrageous, being the most troublesome girl in the whole family. She also felt guilty for 
spawning a whole brood of creatures belonging to a weak and worthless sex. However, Mother's pride 
would never allow her to show her buried feelings. With her sharp intelligence and innate ability to tell 
and enact stories, she managed to cover her fears and pretend to be as strong as steel, as stable as rock. She 
always felt that she deserved better than she had received: eight girls and a single boy - a SINGLE boy! She 
was the smartest, most beautiful, and strongest person - not only in the family but in the vicinity. But, with 
that "brood" of girls, she felt a nagging guilt.
 I sensed her thoughts and they tortured me. Somehow she bore a grudge against me for seeing 
through her pretenses. I, too, held a grudge against her because she did not accept me for who I was. I 
accused her of hypocrisy and heartlessness. I gave her reason to cry more than once; she swore time and 
again that she would break my neck, and when she couldn't do that, she sent me to a boarding school in 
Jerusalem. The school was run by the strictest martinets imaginable - the Nuns of Zion, but even they 
failed to break me. Then they yoked me in a hasty, senseless marriage that broke my heart. 
 t was a miserable, devastating marriage. With encouragement from my family, I finally broke 
loose after 13 years of suffering. I did need encouragement because I lacked determination and perspective, 
proving that even the strongest women - if I really qualify as one - gets cold feet when motherhood is 
at stake and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From childhood, we women became accustomed to 
watching somebody else make decisions on our behalf. This is why we remain stuck in the same place; we 
opt for words rather than deeds, and settle for sobs, prayers, and curses rather than action. 
 That was exactly what I had done for years, until salvation came in the form of a letter from 
the editor of the Kitabi series published by Dar Al-Ma'arif of Cairo. At that time, Dar Al-Ma'arif was the 
largest and most famous publishing house, not only in Egypt, but in the Arab world as well. In his letter, 
the publisher said that he saw in me the signs of a great novelist. Naturally, this thrilled me to the point of 
euphoria. I believed him; I wanted to believe him. I have done my best for more than 40 years so that his 
prophecy would come true. 
 In spite of the pain, my marriage produced two achievements: two beautiful daughters who 
gratified my need for warmth and maternal affection, and the chance to channel my energy towards 
reading and painting. During my husband's continuous absence, nothing could deliver m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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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갈

구하던 따스한 사랑과 모성애를 갖도록 해 준 두 딸

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서와 그림에 전

념할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오로지 색채와 언어의 세계만이 혼란

스러운 마음과 답답한 공간에서 저를 구원해 주었

습니다. 제 삭막한 가슴에 남아 있던 열정을 다 바

쳐서 물감과 글의 세계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집

을 벗어나지 않고도 바다를 항해하고 하늘을 날 수

도 있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남녀 주인공들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이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

다. 상상력은 모험을 시도하고 속임수를 쓰고 세상

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허

락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신비한 내막을 알아차리

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

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속내에 의혹을 품었지만 꼬

투리를 잡을 방법이 없자 우리 둘의 삶을 지옥 불

구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언

어와 생각, 물감과 음악, 그리고 날개였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

다. 그 사건들은 저와 엄마, 저와 세상 간의 관계를 

바꿔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의 교통사고였습니다. 16살의 남동생은 이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게 되었습니

다. 이 끔찍한 사고로 우리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엄마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세

상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

마와 판이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몇 

주 동안 계속 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활기를 되찾으셨

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내로 맞이할 나이 어린 금

발 미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 때처럼 제가 여자

라는 사실을 증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

지가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정하고 애원했

으나 아버지는 귀를 막고 저의 눈물 어린 애원을 모

르는 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저에게 이렇

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건 알라께서 허락하신 거

다. 넌 내가 대를 잇지 못한 채 죽었으면 좋겠니?" 

아버지의 말씀은 알라께서 재혼을 허락하신 것이

고 저나 전신마비인 남동생, 언니, 동생들 모두 대

를 이어 후세에 아버지 이름을 길이 남게 해 주지 

못하니 아무 소용없는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버지의 이 말씀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 마음 속 깊이 

박혀 반세기 동안 피가 흐르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

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미 유명 

작가가 된 저의 책을 본 아버지는 책망하듯이 물으

셨습니다. "네 이름만 쓰여 있구나. 내 이름은 어디 

있니?” 저는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아버지를 바라

보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아버지의 재혼은 어머니를 더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기게 했습니다. 엄마는 산 송장처

럼 변했습니다. 총명함, 미색, 강인함 등을 모조리 

잃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

야 처음으로 엄마가 저나 저의 자매들, 그리고 다

른 모든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피해자일 뿐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겪은 비극이 

어느 관습과 법, 문명에 속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여인들이 겪는 비극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는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967년 전쟁에서 아랍 국가가 패배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랍의 정치적 패배가 문명

의 패배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가 필

요한 썩은 나무의 열매가 바로 1967년 패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부에서 패배한 자에게 

승리는 오지 않는 법입니다. 치료는 가정과 공권력

이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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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of myself and the narrowness of the place except the worlds of painting and the written word. All 
the longings of my deprived heart lived in those two worlds. I discovered that I could sail, fly, and roam 
without leaving my house. I discovered my ability to live different lives through the novels and their heroes 
and heroines. I could be the other while still me. Imagination gave me the freedom to venture, maneuver, 
and turn the whole world upside-down. I was neither caught nor punished, not even once, for no one 
discovered my mysterious secret. My husband was suspicious of my intentions, but he could not prove any 
"misdemeanor" so he turned his life and mine into hell. I left him when I was certain that I knew what I 
wanted and what I was going to do: I wanted words and thoughts, I wanted color and music, I wanted my 
wings. 
 During the years of my marriage, three momentous events took place that changed my 
relationship with my mother and the world. First, my only brother was in a car accident when he was 
sixteen. His spinal cord was severed, leaving him paralyzed for the rest of his life. As a result of this 
calamity, the family fell apart. My mother lost her desire to live and shrank away. My father, however, 
reacted completely differently; after crying for weeks; he suddenly woke up, regaining his vitality, energy, 
and appetite for life. He looked for a young blond girl to take as his new bride. I have never hated my sex 
the way I hated it at that time. I chased my father everywhere, begging and pleading with him to have 
mercy on us, but he was deaf and blind to my words and tears. He minced those words: "Tell you what, 
Missy. God has allowed it! Do you want me to die with no successors?" Just because God has allowed 
it, my paralyzed brother, my sisters, and I are good for nothing, for we are unable to bear his name for 
posterity. His words were engraved on my heart until he died. I bore them for half a century like a bleeding 
wound. Years before his death, when I had already become an established writer, he, seeing my books 
before me, asked reproachfully: "Your name only? Where's mine?" I looked at him and pretended not to 
understand. 
 After Father's marriage, Mother grew more hopeless and sorrowful; she became a mere lifeless 
body. She lost her intelligence, her beauty, and her power, and became a nobody. I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my mother - like me, like all women, like my sisters and all the sisters - was a mere victim. In her 
tragedy and mine, I saw the tragedy of all women regardless of traditions, laws, or cultures. That is how I 
became a feminist.
 Our defeat in 1967 was the third tragedy to take place during my marriage. I discovered that our 
political defeat was a result of our cultural defeat. I could see very clearly that the debacle of 1967 was the 
fruit of a rotten tree that needed a cure - the internally defeated do not triumph. The cure must start with 
our households and with those in power, with our social values and ties, with the fabric of the family, with 
the rules and basics of the upbringing of the individual at home, in school, and at university, and then 
progress to the street. Mothers can be both the dough-baker and the steel-maker of nations. Mothers are 
the nation because they are the source and the corner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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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치료하고, 가

정과 학교에서, 더 나아가 거리에서 교육의 규칙

과 원칙을 가지고 치료해야 합니다. 엄마는 밀가

루 반죽을 만들 수도 있고 나라의 철강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즉, 엄마는 모든 일의 기원(起源)이자 

주춧돌입니다. 

제 삶은 32살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

르자이트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외

모와 행동,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주위 사람들

은 쉽게 저의 나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 또는 그 이상 어려 보였고, 그 틈을 

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파티

에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거나 광장에서 춤을 추

고, 카페테리아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를 짝사랑하면서 예민하

고 애타는 4년을 보냈습니다. 그 교수는 친절하고 

달콤한 데다 똑똑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본 사람 중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 교

수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물론 저의 우상인 교

수는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꿈에

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거울에 비친 저를 바라보

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바보야. 그는 신이 아니라 

단지 남자일 뿐이야. 그를 향한 네 사랑은 네 자신

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에 이익이 될 뿐이야. 네 사

랑은 그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자만심을 높여주고 

있어. 그러나 네 마음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

어.” 이런 생각은 4년이 지나면서 사실로 입증되었

습니다. 교수가 저에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

너는 귀여워. 너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실패는 저 자신을 증명하고 저의 삶에서 의

미를 찾으려는 욕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두 학기를 

쉬면서 소설 『가시 선인장』을 썼습니다. 이 소

설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소설로 저는 

기대하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

다. 『가시 선인장』에서 영웅적인 이야기와 평범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팔레스타인 사회의 모

습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점령에

다 균형을 상실한 삶이지만 일정 부분은 낭만적인 

혁명 시절을 이 소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

낭만적’이란 말은 사회와 개인, 집단이 더 나은 방

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당시 우리의 믿

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소설 『가시 선인장』을 집필하는 동안 트로

츠키 성향의 좌파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똑똑하고 야심차고 예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세

상을 바꾸기를 원했고 그것은 바로 제가 꿈꾸는 바

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문제

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체제의 변

화, 규범의 타파를 시작하자. 남들이 따라오도록 

우리가 본보기를 만들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

다. “이미 내가 규범에서 벗어나 보았지만 바뀐 것

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사람들의 규범도 가족 체

제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

렇다면 사회를 향해 반기를 드는 여자는 어떻게 되

겠는가? 체제의 틀에서 벗어난 여자가 변화를 일으

킬 수 있을까?” 그가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 다른 사

람들이 따를만한 본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 

규범을 멋대로 파괴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

는 그 청년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

한 논의라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50여명

에 달하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지식인들, 혁명가들, 

사상가들과 진지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

에 그들의 부인이나 여자 친구, 혹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가장 활동적인 여성들을 유사한 방식으

로 인터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도 저의 삶

과 제 어머니와 자매들, 친척들의 삶을 멍들게 하

고 그 삶에 낙인처럼 찍혀 있던 착취, 열등감,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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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arted afresh at the age of 32. I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Bir Zeit University. My 
appearance, my behavior, and my enthusiasm could deceive any observer; I looked 10 years younger, and 
I thought I could regain my youth where I had left it. I started to act like a teenager again. With great zest I 
sang in parties and danced in squares and got into cafeteria fights. Then I fell in love with the professor. For 
four years, I exhausted my heart and racked my nerves with a hopeless love. He was kind, sweet, amiable, 
talented, and sensible; he was the best person I have ever met. Naive as a child, I began to deify him, and 
then I worshiped him. Of course, my idol encouraged me. One day I woke up from my dreams, looked at 
myself in the mirror, and whispered: "You are stupid; he's not a god but a man. Your love for him is good 
for his self-image but not for yours. Your adoration of him satisfies his vanity and inflates his ego, but your 
heart doesn't mean anything to him." Four years later he proved it when he said so softly, ever so softly: 
"You are cute, you make me think."
 My failure in love stimulated my desire to prove myself and find a meaning for my life. I took two 
semesters off, and during that time I completed Wild Thorn. (Translated into Korean) The novel earned 
a success I never expected or dreamed of. In Wild Thorns I tried to reflect the stirrings of Palestinian 
society under occupation through heroic tales and popular stories. Wild Thorns portrayed the romantic 
revolutionist phase which we lived and, to a certain extent, enjoyed, despite the torture of occupation and 
the loss of equilibrium. By romanticism, I mean our firm belief in the inevitability of change for the better 
on all levels: individual, communal, and social. 
 During my work on Wild Thorns, I met a leftist young man, the Trotsky type. He was intelligent, 
ambitious, and a bundle of nerves. He wanted to change the world, and that was exactly what I too dreamed 
of. But where would we begin? He said confidently: "We start by changing the system, by breaking the 
rules, and by setting examples for others to follow." I thought to myself: "I have already broken the rules, 
but nothing has changed; the law of people has not changed, the family system has not changed, and I have 
not changed either. So what will it be like for a woman in a society against which she rebels? Can she affect 
any change if she is outside the system?" I truly wanted to set examples for others to follow, as he put it, but 
without haphazardly breaking the rules. So, I left him.
 That episode inspired me to wage a new war by starting debate about our own leadership.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more than 50 leading intellectuals, revolutionaries, and ideologues, 
I decided to conduct similar interviews with their wives, girlfriends, or the most active women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To my disappointment and great chagrin, I found the "theme" of exploitation, 
inferiority, and sexism that branded and poisoned my life and that of my mother, sisters, and many other 
relatives, reflected crystal-clear in every story I heard, with slight differences in form but not content. The 
tragedy was further compounded for me by my discovery that these women, in spite of their education, 
had internalized a feeling of inferiority and self-disdain. They firmly believed that whatever a woman did 
or sacrificed, or how high she rose - politically, professionally, academically - she remained far inferi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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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등의 테마가 모든 인터뷰에 분명하게 나타났습

니다. 약간의 외형상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에게 –그들

이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과 

자기비하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더라도,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결국 여자는 남자보

다 매우 열등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성

이 집안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직장이나 감옥에

서 투쟁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아무도 눈여겨보

지 않는 하찮은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

라고 여겼던 사람들, 혁명적인 아방가르드들, 진보

주의자들– 이 외양만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내면은 이전 세대 지도자들의 복사판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성 지도자들이 얼마

나 한심한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혁명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쳐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새로이 보고, 듣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은 저의 두려움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나 출구도 없

고, 우리의 패배는 계속될 것이며, 독립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설 『해바라기』

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고갈

되고 망가졌고 어느 때보다 심하게 아팠습니다. 『

해바라기』는 『가시 선인장』 못지 않게 성공적

이었으며, 저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페미니스트

로 명성을 굳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기혼자이며 아내와 곧 

이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랬습니다. 당

연히 그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는 저에게 꿈에 그리던 여인, 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심심했을 뿐이고 휴식과 기분 전환이 필요했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실연의 상처

보다 더 뼈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성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휘몰아치는 

감정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

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우 어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미숙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자신을 잊고, 일과 야

망, 심지어 두 딸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사랑에 빠지

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아랍 여성들의 내면 심리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

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우리 아랍 여성들의 내면

세계가 어른이 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었습니다. 생이 끝날 무렵에 가서야 아주 조금 바

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유년기부터 박탈

감과 억압 속에서 성장한 아랍 여성은 변화를 만들

어내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희망이 거의 없는, 

아니 전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과 위

기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에 문학이 다시 

한 번 저의 구원자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미국 아

이오와 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작가 프로그램에 

초청 받았습니다. 이는 다시 내 발로 우뚝 서고 내 

영혼을 되살리고, 내 모든 열정을 바쳐 일하고자 하

는 저의 열망을 되살리는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소설 『해바라기』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나오

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시선인장』이 몇

몇 언어로 번역되고 아랍어판도 여러 차례 인쇄됨

으로써 저는 또 다른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해바라기』는 혁명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기이자 

혁명에 환멸을 느끼는 시기를 다루었습니다.『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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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her sacrifices to keep the household and family together, and her struggle at work or in jail, were too 
insignificant to be noticed.
 I discovered that our leaders - those I took for pioneers, revolutionary avant-gardes, and 
progressives - were no more than a carbon copy of a former generation with modern looks. I learned how 
deplorable our male leadership was; that the revolution, our revolution, was sterile and limited because it 
did not deal with the internal issues. Everything I saw, heard, and discovered added a new dimension to 
my fears: we have no hope and no way out; we are going to be defeated again and again, and we shall not 
be liberated. It was with this pessimistic backdrop that I started writing Sunflower. I was psychologically 
drained and shaken, and got sick more than once. That novel was as successful as the previous one and 
confirmed my reputation as a vehement, committed feminist.
 Nevertheless, with the suddenness of lightening, I fell in love. Another tragedy, as usual. He was 
married, and about to divorce his wife - anyway, that was what he said. Of course, he was very miserable 
- or that was what he said. Of course, he was looking for me, his dream woman - or that was what he said. 
Of course, I believed him. It took me no more than a few weeks to discover the truth: he was bored, and 
in need of a little refreshment and recreation. Not only was I sorely shocked and disillusioned, but I also 
discovered something far more painful than the wounds. I discovered that my reason did not help me 
much, nor did it save me from being overwhelmed by my emotions. I was still young - too young - and 
emotionally immature. That is why when I fell in love, I forgot myself: I forgot my work, my ambitions, 
and even my two daughters. 
 The one thing I gained from this chapter is a deeper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make-up of 
the Arab woman. I recognized that our emotions, formed and shaped in early childhood, do not change 
much when we grow up, or perhaps they only undergo a slight change at later stages in our lives. Didn't 
this mean that women, dispossessed and repressed since childhood, have little or no hope in affecting 
change and reaching maturity? I was greatly confused and in a crisis. Once again, literature was my savior; 
this time it came in the form of an invitation to join the International Writer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Iow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was a momentous experience, as it helped me stand on my feet 
again, reclaiming my soul, and rekindled my desire to go back to work with the utmost zest. 
 That is how Sunflower came about. With it, I have achieved yet another success. Like Wild 
Thorns it was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and went through many printings in Arabic. 
In Sunflower, I had written about the phase of collision between revolution and reality, the phase 
of disenchantment with the revolution. Two years later, I focused on one woman in Memoirs of an 
Unrealistic Woman. My goal was to chart, step-by-step, this woman's emotional and conceptual growth 
from childhood to youth, until she was transformed into a jittery woman overcome by fears, frustration, 
helplessness, and inferiority. 
 I wrote Wild Thorns, Sunflower, and Memoirs of an Unrealistic Woman while study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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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를 출판한 지 2년 후에 『어느 실재하지 않

는 여인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이 소설에서 제

가 의도한 바는 여주인공이 유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두려움과 혼

란, 절망, 그리고 열등감에 짓눌려 신경과민에 걸

린 여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비르자이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동

안 소설 『가시선인장』, 『해바라기』, 『어느 실

재하지 않는 여인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대학 생

활을 시작하고 몇 년 후, 학교의 순수함과 신비로

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시원한 

산보나 레바논 여가수 파이루즈의 달콤한 노래에

도 사랑은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수업 분위기

도 이제 평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 조직들

이 캠퍼스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합 활동과 정치 싸움에 뛰

어들었고, 빈약한 자원과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

고 팔레스타인 작가협회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무

슬림형제단과 몇몇 좌파 작가들이 좌우 양쪽에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1980년에 이르러 저의 에너지

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변화를 시도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두 딸은 당시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

고 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일을 찾아 보

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안식을 찾을 수 있었고 부족했던 학

업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제가 

겪은 일들과 조국에서 일어나는 분열상을 보면서 

심장이 짓밟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정당과 조직 내부 세

력 간의 갈등, 부패와 타락에 연루된 이야기들, 안

개 낀 것처럼 뿌옇고 소극적인 의견들, 1982년 이

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그에 이어 팔레스타인 지

도자들이 레바논에서 튀니지로 추방된 일,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는 고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미

국에서 저는 망각의 오아시스를 찾아 나섰고 몇 달

간 휴식과 평안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자연과 쇼핑

몰은 저의 예민한 신경을 진정시키고 최면을 걸었

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찬찬히 

밟아 나갔습니다.

1987년 1월에 팔레스타인 시민의 비무장 시위였던 

1차 인티파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티파다가 발생

하고 몇 주가 지나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로 돌아온 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사건들을 목

격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를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이, 중년 할 것 없이 감옥에서, 황야에서, 산속 동굴

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쌩

쌩 날아다니는 실전용 총탄, 최루탄 가스와 탱크, 

칼과 폭탄이 몰아치는 모스크, 어디를 가든 카세트

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구호. 거리 에서 발걸음은 

빠르고 피는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꿈같은 날들이

었고, 희생담과 무용담은 소설이나 역사책에서 읽

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심장과 머리, 감정이 있

는 존재인 동시에 혁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지닌 

존재임을 세상 앞에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꿈같은 

현실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빠른 발걸음과 뜨거운 

맥박을 배경으로 저의 다섯 번째 소설 『바붓 사

하』를 썼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한 마드리드 협상이 시작되던 1991

년에도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처

럼 갇힌 상태였습니다. 인티파다에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 세력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갈등과 분

열을 반복했고, 외부의 강도들이 팔레스타인 민족

의 생존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안팎으로 이중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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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at Bir Zeit University, but after several years, life there started to lose its innocence and halo. 
Love no longer consisted of a fresh walk in the sunset or a sweet song by Fairuz. Moreover, the academic 
atmosphere was no longer cozy, for political factions moved in on campus and we began to fight over 
power. I jumped into the fray of unionist work and politics, and, in spite of our poor resources and the 
oppressive political situation, I helped found the Union of Palestinian Writers. I was attacked by both 
the Muslim Brothers and some leftist writers. By 1980 my energy was sapped, and I started to look for 
an opportunity to make a change. My two daughters had already finished high school and gone abroad. 
Thus, I accepted a Fulbright scholarship to America to further my studies and continue my search for self 
- development. 
 In America I sought sanctuary and compensation in my academic studies. My sense of personal 
and national fragmentation gnawed at my heart. My failure in love, my disgust with the internecine 
warmongering among parties and factions, the tales of corruption and degeneration, the all-encompassing 
mist of passive thinking, the Israeli invasion of Lebanon, the relocation of the Palestinian leadership to 
Tunisia - all these factors made me feel like a lost orphan. I began looking for an oasis of oblivion, and I 
found some relief and peace of mind for a few months. Nature and the shopping malls soothed my nerves 
and hypnotized my mind. Then I began trudging through my MA and Ph.D.
 The first Intifada broke out in January 1987. A few weeks later, I left America for the West Bank 
to witness something hair-raising: women and children out on the streets hitting and being hit without 
blinking; young and old men languishing in jails, wilderness, or mountain caves; live bullets whizzing all 
around; tear gas and tanks; mosques stormed with cleavers and bombs; chants broadcast from cassette 
players everywhere. The rhythm of the street was rapid and the blood hot. Those were days like dreams, 
and the tales of sacrifices and heroism were like what we read in fiction or history books. Women proved 
to the whole world that they were not a nonentity, but the heart, the mind, the feeling, and the living 
conscience of the revolution. Out of that dream, that momentum, that rapid rhythm and hot pulse was 
born The Plaza Gate. (Translated into Korean.) 
When the Madrid negotiations started, we were still languishing in captivity. Our energy had been sapped 
and depleted by the Intifada. Our leadership had splintered for the umpteenth time; gangs had taken 
control of people's lives; we were living under two occupations: an occupation from the inside and an 
occupation from the outside. Then suddenly we were told that the Oslo accords had come up with a 
solution; so we went out on the streets declaring that we supported the solution. We were soon to discover, 
however, that Oslo had been a hoax, and that the solution was still a long way off. Liberation has been our 
dream; now it has become our nightmare. 
 Against that background I wrote The Inheritance. (Translated into Korean) The Inheritance is a 
reflection of our reality, a reflection of the ever-growing sorrow, of lay people's complaining and of earth's 
lamentations. It is the story of a people defeated on all levels: the leader's defeat by his revolu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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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오

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안이 나왔

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환호하며 길거리

로 나가 오슬로 방식의 해결을 찬성한다고 외쳤습

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오슬로가 속임수였으며 해결

책은 여전히 저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해방은 한 때 우리의 꿈이었으나 이제는 악

몽이 되었습니다. 

저의 여섯 번째 소설 『유산』은 이런 배경에서 쓰

였습니다. 이 소설도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

유산』은 당시 현실, 즉 커져가는 비애와 불만, 땅

의 신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혁명 지도자의 패배, 

집안에서 아버지의 패배, 조상의 땅에서 당하는 자

손들의 패배 등등. 『유산』 후에도 장편 소설 다

섯 편이 더 나왔습니다. 이 다섯 편의 소설은 자신

의 운명을 바꾸는데 실패했으나 여전히 자유와 정

의를 위해, 존엄과 사랑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

는 작중 인물들을 통하여 아랍 세계의 문명과 문화

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팔레스타인 민족의 파노라마 소설을 계속 쓰지 못

할 것이다. 문학에서 끝까지 살아 남는 것은 시간

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배신, 전쟁, 평화, 이별의 아픔, 재회의 기쁨 

그리고 연인들의 미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옳

은 말입니다. 그러나, 제 소설에 이런 것들이 없습

니까? 파노라마적 사건들에 의해 개인과 현실 사이

의 관계가 구축됩니다. 현실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치욕, 억압, 저항, 이것이 우리의 현실

입니다. 해방을 갈망하지만 이루지 못한 민족의 현

실. 사람들이 앞 다투어 혁명을 위해 청춘과 피를 

바치지만 혁명 내부의 부패로 인해 그들의 꿈은 깨

져버리고, 거리의 맥박이 점차 속도를 잃으면서 죽

음의 그림자가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은 깨어나 다시 꿈을 꾸면서 감방을 부수고 바깥세

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소설일까요, 아니

면 현실일까요? 

파노라마 소설로 제가 현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실

패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해 온 일들을 돌이켜 보

면 제가 담장 뒤에 갇혀 삶을 시작했던 그 소녀 맞

나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아직 

거기에, 담장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몸과 느

낌들, 저를 옥죄고 있는 쇠고랑들이 여전히 그 자

리에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설령 

벗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꿈꾸었을 뿐입니

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인 상태에서 다

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다는 것

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머무는 자리를 떠나

지 않은 채 배를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말입니다. 저의 꿈과 상상력은 모험을 감행하

거나 술수를 쓰거나 투쟁할 수 있는 날개를 주었습

니다. 소설은 사람들의 삶과 진실을 알게 해 주었

습니다. 저는 압제자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인한 

혁명 투사였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담장

을 넘어서는 야자수 나무가 되어 두려움을 누르고 

지평선에서 춤추었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었습니

다. 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저 자신을 넘어서서 올

바른 방향을 향하고, 세상을 뒤집어 보고, 칼날 위

에 오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마음 속에 있는 것

들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자유를, 육신과 

영혼의 자유를 외쳤고 팔레스타인과 모든 인류의 

자유를 위해 크게 고함쳤습니다. 

                                                             번역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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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s defeat by his family, the children's defeat in their world. After The Inheritance I wrote another 5 
novels where I reflected the Arab culture through characters that fail to change their destinies, yet continue 
to resist and fight for liberation and justice, for dignity and love.  
 Now here I am, where do I go from here? Some people tell me, "You can't go on like this with 
your panoramic approach. What survive in literature are the timeless, the universal-like stories about 
love, sacrifice, treason, war, peace, sorrows of separation, joys of reunion, and the madness of lovers." 
This is all true. But who says that my stories do not have all these elements? By panorama we establish the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on the one hand, and their realities, on the other. Is there an individual 
with no reality? This is our reality: a reality of humiliation, of captivity, of rebellion; a reality of a people 
longing for liberation without finding it; a reality of people who try time and again, and each time they pay 
their blood and youth as the price for the revolution - which, because it is rotting from the inside, scatters 
their dreams, slows down the pulse of the street, and invites death to prevail. The people wake up and go 
on dreaming again until they storm out of the prison cells and into the light. Now, is this a story or a non-
story? 
 By panorama, do I catch reality or fail to do so? When I look back at what I've done I really 
wonder; Am I the same girl who started life behind the walls? In reality, to tell you the truth, I am still 
there, behind the walls. My body, my senses, my implanted chains are still there.  I did not get out, and if I 
did, I only dreamed of getting out.   Didn't I tell you; right from the beginning that I discovered my ability 
to live other lives while still me?  To sail and roam without leaving my place? My dreams gave me wings 
with which I could venture, maneuver, and fight. My novels made me discover those lives and truths.  I 
had become a revolutionary fighter strong enough to fight tyranny, or dreamed of that. I had become 
a palm tree rising above walls, swaying in the horizon towering above fear, or dreamed of that. In my 
dreams, I rise above the self, sublimate it, turn the world upside down, and speak out my mind even if the 
price is at the edge of the knife.  I speak out for freedom, freedom of the body, of the mind, of the soul, 
freedom of Palestine, and all huma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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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심사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 7인(가나다순, 

고명철, 김재용, 민병모, 박혜영, 방민호, 유성호, 최재봉)이 담당하였습니다. 7인의 심사

위원들은 2018년 6월 18일 특별상 심사 후보로 올라온 작가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 작가의 

문학성과 그동안 문학 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후보작가들의 면면 모

두 특별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치열한 논의를 펼치다가 이날 수상 작가를 선정하지 않고, 최종 압축된 후

보 작가들의 작품을 세밀히 읽은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여, 2018년 7월 10일 다시 모여 압

축된 2인의 작가를 대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송경동 시인을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송경동 시인을 떠올릴 때마다 민중시의 늘 푸른 생명력이 결코 스러지지 않았음을 확인

하게 됩니다. 그에게 민중은 철 지난 구태의연한 낡은 용어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들 곁

에서 살아 숨쉬는 사회적 존재이자 역사의 주체로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

해야 할 역사적 실재입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하든지, 민중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강퍅한 삶

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현실을 정직하게 맞대면하는 시적 실천의 우직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동은 시인이면서 운동가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민중의 핍진한 현실을 한시도 떠

나지 못하게 할까요. 그는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도중에 그만두면 영원히 찌그러진

다는 것”(｢마음의 창살｣)의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시인으로서 송경동

이 일부러 외면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길이라면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을 누구도 

가타부타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경동 시인의 수상을 축하하며, 제2회 이호철통일로 특별상 심사 경위를 말씀드렸습니

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심사 경위

운영위원 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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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Process Report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Committee Member, Ko Myeong-cheol

 The evaluation of the Special Prize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as conducted under the charge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consisting of 7 members: Ko Myungchul, Kim Jaeyong, Min Byungmo, 

Park Haeyoung, Bang Minho, Yoo Sungho, and Choi Jaebong (in the order of hangul 

alphabet). These 7 evaluators met on June 18th, 2018, and exchanged opinions about all 

nominated writers, discussing in depth on each nominee’s literature and related activities. 

They were all excellent writers that seemed to deserve the Special Prize.

 The evaluators engaged in heated debate and could not decide on the winner this 

day. We decided to make the decision on our next meeting after closely reading the works 

of those writers who made the final short-list. On July 10th, 2018, we met again, and after 

carefully considering between two final nominees, we agreed to choose poet Song Kyung-

dong as the recipient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Whenever I think about poet, Song Kyung-dong, I feel there is no reason to doubt 

that the life of ‘minjoong (general people) poetry’ is still evergreen. To the poet, ‘minjoong’ 

is not some old-fashioned word of the past that remains unchanging. Instead, it is a word of 

a living social presence and a subject of history that clearly breathes within us - a historical 

existence with which we should help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No matter 

who says what, he trusts in the minjoong, and he walks the route of poetic praxis that 

confronts in honesty the reality of the minjoong living harsh lives.

 Song Kyung-dong is a poet, as well as an activist. What keeps him from leaving the 

vivid reality of the mingjoong? Perhaps he is captured by the spell of, “If I must fight, I will 

/ Quitting would mean being crushed forever” (quoted from “Prison of Mind”). If that’s 

the natural path for Song Kyung-dong as his identity as a poet, no one can interfere to point 

finger at him for walking the path so sturdily, which he believes is his way.

To here, I have explained above the details of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Special Prize.

 I give my congratulations to poet Song Kyung-dong for winning the Special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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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송경동을 떠올릴 때마다 민중시의 늘 푸른 생명력이 결코 스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

다. 그에게 민중은 철지난 구태의연한 낡은 용어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들 곁에서 살아 숨쉬는 사

회적 존재이자 역사의 주체로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해야 할 역사적 실재다. 그는 

누가 뭐라 하든지, 민중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강퍅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현실을 정직하

게 맞대면하는 시적 실천의 우직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역사의 진전에 따른 구체적 현실 속에서 민중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실재를 과거와 달리 

새롭게 파악할 수는 있되, 거대담론에 대한 생득적 기피증으로 인해 민중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것 자체야말로 민중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반역사적 ․ 몰역사

적 태도임을 송경동은 여실히 보여준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 이곳’에서 절실히 중요한 사안은 송경동의 우직한 시적 행보에서 성찰할 수 

있듯, 혹시 민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냉담, 무관심, 안일함이 뒤섞인 가운데 이제 더

는 21세기의 시지평에서 민중시 혹은 노동시로 불리우는 것 자체를 면구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를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한국사회에서 역사적 진보를 향한 움직임

들이 극우 수구파들에 의한 해묵은 냉전 시각의 색깔론을 통해 그 진정성이 극도로 왜곡되는 사

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민중시가 지닌 래디컬한 미적 정치성이야말로 한국사회

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몫을 수행하는 셈이다. 

우리가 송경동의 시에 각별히 주목하는 것은 그의 시들이 성취하고 있는 미적 정치성의 새로움이 

종래 민중시의 전통을 법고창신(法鼓創新)해내고 있는 미더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송경동에게 민중시는 문학사에 기록될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적 장르로서 만족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씌어져야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창신해야 할 생명력을 소진

하지 않는 진행형으로서의 문학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경동은 시인이면서 운동가다. 아마 우리 시대의 시인들 중 그처럼 사회의 저 낮

고 비루한, 버림받은 민중의 고단한 현실과 자주 대면하는 시인은 많지 않을 터이다. 무엇이 그토

록 그를 민중의 핍진한 현실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게 할까. 그는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도

중에 그만두면 영원히 찌그러진다는 것”(｢마음의 창살｣)의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시인

들이라면 시마(詩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마도 송경동의 경우 사회적 

운동가로서 민중시의 새로운 정치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시마에 들려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

이 시인으로서 송경동이 일부러 외면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길이라면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을 누구도 가타부타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없으리라. 

특별상 심사위원 고명철 

특별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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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ever I think about poet, Song Kyung-dong, I feel there is no reason to doubt that the 

life of ‘minjoong (general people) poetry’ is still evergreen. To the poet, ‘minjoong’ is not some old-

fashioned word of the past that remains unchanging. Instead, it is a word of a living social presence 

and a subject of history that clearly breathes within us—a historical existence with which we should 

help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No matter who says what, he trusts in the minjoong, 

and he walks the route of poetic praxis that confronts in honesty the reality of the minjoong living 

harsh lives.

 Here, Song Kyung-dong bluntly shows—while it is possible to see anew the historical 

existence in the presence of minjoong contextualized within specific situations that result from 

historical progression—that the attitude of denying or avoiding any discussion on the minjoong out 

of innate repulsion towards Metadiscourse is none other than an anti-historical attitude that ignores 

the value of history itself, not to mention minjoong. As we can introspect what the important issues 

are “here” and “now” from Song Kyung-dong’s sturdiness in his literary career, I dare to say that we 

must reflect on ourselves. We must ask ourselves honestly if we don’t feel awkward about bringing 

up the words minjoong or nodong (labor) poetry in the 21st century, an age when most of us have 

become very cold, disinterested, and complacent toward everything about the idea of ‘minjoong’. 

As for movements toward historical progression in the Korean society,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of truth being distorted by the old, cold-war perspective of color-ideology endorsed by the 

extreme right-wing, conservatives. Considering this, we can say that minjoong poetry is playing a 

big role in the founding of democratic life values in Korea, with its radical esthetic political character.

 The reason why we pay special attention to Song Kyung-dong’s poetry is because his 

poetry achieves a new kind of aesthetic politicality that not only succeeds the tradition of minjoong 

poetry but also builds upon it in a way that makes it very reliable. To Song Kyung-dong, minjoong 

poetry is not simply a historical genre that decorated an ag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rather, it is 

a literary genre in the present-progressive form, that which must be written in new ways and not lose 

its self-generating life power.

 Song Kyung-dong is a poet, as well as an activist. He is probably one among a very few 

poets in our age who frequently confronts the harsh life of the lowly, contemptible, and abandoned 

minjoong in our society. What keeps him from leaving the vivid reality of the mingjoong? Is he 

captured by the spell of, “If I must fight, I will / Quitting would mean being crushed forever” 

(quoted from “Prison of Mind”)? As people say, poets supposed to be unfree from the Shima (詩魔), 

the magical call of poetry writing. Maybe, in the case of Song Kyung-dong, he was under the spell 

of Shima that he should acquire a new kind of politicality with minjoong poetry as a social activist. 

If that’s the natural path for Song Kyung-dong as his identity as a poet, no one can interfere to point 

finger at him for walking the path so sturdily, which he believes is his way.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Ko Myeong-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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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결정이었다. 모두가 송경동의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를 좋게 보았다. 이 시집은 

묘하게도 시를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보게 했다. 

“4차 소환장까지 받고도 안 오면 / 체포영장 발부한다기에 / 마지못해 찾아간 남대문경찰

서 / “총 네 건, 묵비하실 거죠?” / “예!” / (……) /  “○○씨랑은 어떤 관계죠?”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 나의 청춘을 / 나의 거리를 / 나의 고뇌를”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중에서)

발자크는 인물 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물의 대화 묘사를 통해, 그 사람을 더 생생하게, 

마치 직접 보고 있는 듯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송경동은 그럴 것도 없이 직

접 자신의 얘기를 시로 쓰고 있다.       

"천상병시문학상을 받는 날 / 오전엔 또 벌 받을 일 있어 / 서울중앙법원 재판정에 서 있

었다. / (……) / 신동엽문학상 받게 됐다는 / 소식을 들은 날 오후엔 / 드디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 벅찬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 받는 자리는 / 내 자리가 아닌 듯 종일 부끄

러운데 / 벌 받는 자리는 혼자여도 / 한없이 뿌듯하고 떳떳해지니 // 부디 내가 더 많은 소

환장과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주인이 되기를 / 어떤 위대한 시보다 / 더 넓고 큰 죄 짓

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송경동은 또 이렇게 말한다. “내가 쓴 모든 시는 ‘산재시(産業災害詩)’라고.”

시인은 땀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사람과 함께 피 흘리는 사람임을 그는 실천하

고 있는 것이다. 축하드린다. 

특별상 심사위원 민병모 

특별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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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not a hard decision. All membe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were 

on favorable terms with Song Kyung-dong’s I am not Korean. This book of poetry 

had the interesting power of making me read the poet, not just the poems.

 For instance, in “I refuse to give testimony”, the speaker of the poem goes to 

Namdaemun Police Station. When he is asked “Four cases in total. Will you choose 

to remain silent?” by the officer there, he replies, “Yes!” Yet the officer asks him a 

question, and the speaker answers, “I refuse to give testimony.” This is followed by 

these lines: “My youth / My streets / My anguish”.

 Balzac believed that, by showing the conversation of characters rather than 

giving a description of characters, a writer could help make a reader feel the character 

more real, as if talking to him directly. Never mind what Balzac said, Song Kyung-

dong was writing the stories of his life into poetry. His poem, “Poet and Conflict” 

especially reveals his life very well.

 Song Kyung-dong also claims, “All poems I write are of ‘industrial accident 

poetry’”. Ver well - because I believe that a poet is not a person who sheds sweats, but 

a person who sheds blood with those people who shed sweat. Song Kyung-dong is a 

living example of such a poet. I send him my congratulations.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Min Byu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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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호철 문학상 특별상을 송경동 시인에게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

다. ‘거리의 시인’이라는 호칭이 의미하듯 송경동의 시는 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

자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거리의 현실에서 나온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때로

는 가난한 농부이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인 이들의 정직한 하루하루가 송

경동 시의 풍성한 가지이자 잎사귀이다. 

자신의 생기를 팔아 내일을 마련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자신의 순결한 언어와 

올곧은 행동으로 ‘희망버스’가 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눈을 감고 한국자본은 눈을 부라

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송경동의 ‘희망버스’를 타면 그 고단한 삶의 상처를 딛고 풍성

한 잎사귀가 된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은 송경동의 시적 성실함 덕분에 

이 땅의 많은 약자들의 삶이 메마른 낙엽처럼 뒹굴지 않을 수 있었다. 문학과 삶이 다르지 

않은 그의 정직한 헌신을 기릴 수 있어 기쁘다.

이 땅에서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국인이고 싶은데 한국인이 아닌 

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하루가 송경동 작품의 잎사귀라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인간해방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자본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지적 망상에 빠지지도 않

고, 과잉 희망으로 눈이 멀지도 않는, 다만 누구나 평등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참된 해방

에 대한 믿음이 송경동 세계의 시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뿌리가 소중한 것은 그만큼 우리현실이 절박하고 위급하기 때문이다. 송경동의 시는 

뿌리 뽑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땅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치 누에처럼 날마

다 희망의 실을 빚어낸다. 그저 소중할 따름이다.        

특별상 심사위원 박혜영 

특별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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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very happy to present the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this year 

to poet Song Kyung-dong. As his nickname goes, “the poet of the streets” - Song 

Kyung-dong’s poems come from the reality of certain streets in the lowest parts of 

Korea, where the weakest people in Korea live. Contract laborers, poor farmers, 

immigrants from Southeast Asia, etc. - these are the branches and leaves that make 

up Song Kyung-dong’s poetry.

 To those poor people who sacrifice their vitality to make living for tomorrow, 

the poet becomes a “Hope Bus” with his pure language and righteous behavior. 

Even foreigner laborers, who are exploited by Korean capitalism and neg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go on the “Hope Bus”. When they do so, they overcome 

the wounds of their harsh reality and become rich leaves, too. Thanks to the poetic 

earnestness of Song Kyung-dong, whose thoughts and languages and actions don’t 

betray each other, for that is what helped the lives of many weak people from rolling 

on the ground like fallen leaves. I am happy to extol the honest dedication of this 

poet whose life and literature prove each other.

 If we can say that the leaves of Song Kyung-dong’s works are the lives of 

those laborers and farmers who are either Koreans but not (treated as) Koreans, 

or those who want to be Koreans but are not - then, the roots of this tree lie in 

human liberation. The poetic root of Song Kyung-dong’s world is the belief in true 

liberation that will enable us to live as equal human beings, without having to submit 

to capitalism, powers, intellectual fantasy, or false hope.

 The reason why the roots are so precious is because the situation of our 

reality is so desperate and imminent. Like a silkworm producing silk threads to 

weave the silk of hope, Song Kyung-dong’s poetry helps ground the roots of all those 

who been uprooted in this land. This is the reason why his poetry is so precious.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Park Hy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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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호철은 고향 원산을 떠나 부산으로, 또 서울로, 표랑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었다. 

그는 낯선 객지를 떠돌며 사람 사는 인정이 있는 삶을 누구보다 깊이 갈구했던 작가였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다운 정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새겨놓아져 있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부분은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해온 작가들 가운데 평화와 통

일을 지향하는 정신적 지향이 그 작품에 잘 구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평화며, 한반도의 통일이며 하는 것은 무엇이 참다운 세상인가, 사람살이에 좋은 세상

인가 하는 문제를 젖혀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무엇이 훌륭한 문학 작

품인가 하는 것도 예부터 훌륭한 선인들과 문학인들이 함께 고뇌해 온 아름다운 세상에의 

꿈을 앞에 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송경동 시인의 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는 지난 십여 년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담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시집 제목부터 아주 역설적, 반어적인데, 이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들의 사회, 그들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국가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태도와 어떤 ‘통치’의 방법을 가져

야 하는가를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는, 기업은 이 한국인으로 불리는 사람

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 시집의 주인은 ‘온몸으로’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에서, 특히 해방 이후 현대 한국사 속에서 국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공통적 

천부인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인간 삶의 보편적 척도에 비추어 실현할 수 있는 조

건을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싸움과 희생 없이 낱낱의 생명으로서의 사

람들, 국민들이 그 자신의 삶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 질서는 과연 어디에 어

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심사위원으로서 필자는 송경동 시인의 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에 새겨진 고민과 

탐색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문학의 존립 방식이, 그 형식과 언어적 자질이, 새롭게 검

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은 이때 그의 시집이 한국어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

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상 심사위원 방민호 

특별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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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ochul was a man who lived the life of a wanderer, going from his hometown 

Wonsan to Busan, and again to Seoul. He wandered around away from home in unfamiliar 

places, deeply desiring for a life where there was friendship and warm-heartedness among 

people. His works are weaved by stories of a dream world where there is loves of humanity.

 The Special Prize of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established to be 

given to a writer among writers of the Korean language, whose work best presents the spirit 

of peace and unification. This cannot go without considering the question about the world 

we live in—is our world a good place to live in? Moreover, we must also think about what 

the great men of virtues and literature have contemplated from way back—what is great 

literature? 

 Song Kyung-dong’s poetry book, I am not Korean, contains the deep thoughts and 

exploration on the questions from the field of life during the past ten or so years: What is 

a humanistic life? What kind of country our country should be? I am Not Korean is very 

ironic and sarcastic even from its title. This is because it suggests what kind of relationships 

should be formed betwee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f the people, the people of 

the society of this country’s ‘citizens’ called ‘Koreans’, and what kind of methods and 

attitude the state should have to ‘govern’ those called by the name of ‘citizens’. The owner 

of this poet speaks his intention ‘with all his body’, about how the state, the society, and the 

corporations should deal with these people called Koreans. 

 The people called ‘citizens’ in modern Korean, especially the ones within the 

modern Korean history, had to spend a lot of efforts into satisfying conditions in order to 

compare their life to the universal standards of a human life and realize it, even though they 

had their common, natural human rights given from heaven. Without fighting for rights 

and sacrifice—where, and how, can the order of community exist that would encourage the 

people and citizens, of each and every important life, to live their life to the fullest?

 As a member of the evaluation committee, I buy very highly the worth of anguish 

and exploration engraved in Song Kyung-dong’s I am not Korean. I expect that his poetry 

will be a turning point for us to contemplate on the meaning and values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at this specific time in the history of our literature, with those voicing out that we 

must reconsider the way we think about how literature must exist, and in what for and with 

what language qualification.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Bang 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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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은 한국 시단의 예외적 전사(戰士)다.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세상을 억압하고 규율하는 가혹한 폭력성을 폭로하고 또 힘겹게 그것들과 싸운다. 그 점

에서 그는 유진오, 김남주 이래 그 계보를 잇는 가파른 ‘거리의 저항시인’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쓸쓸한 존재방식으로 생을 꾸려가는 뭇 존재자들을 뜨겁게 포옹하면

서 사회적 상상력을 강화해온 그의 시편들은, 그렇게 증언으로서의 속성과 기억의 문화사

로서의 지향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시를 통해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키고, 자신

의 안간힘을 통해 그것을 확장해가려는 시인의 몸과 영혼이 흔치 않은 진정성으로 다가온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시인으로서의 실존적 자의식과 함께 심미적 전율을 정점에

서 암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송경동의 시는 삶의 구체성과 그것들이 늘 관계적 

그물망에 걸려 있다는 감각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별히 이번 수상작인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에서는 노동하는 이들의 삶의 구체와 함께, 

싸우는 이들의 사유의 깊이를 극점에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이 시집에서 거쳐

온 시공간만 해도 평택 대추리에서부터 기륭전자, 콜트-콜텍, 쌍용자동차, 용산, 강정, 밀

양, 진도 팽목항에 이르고 있다. 한국 현대시의 빛나는 예외적 지점이요, 역사와 싸우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역동적 화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송경동 시의 성취와 미래적 가능성을 함께 참작하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자로 그를 결정하는 데 별 주저 없이 한 표를 던지게 되었다. 

특별상 심사위원 유성호 

특별상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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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Kyung-dong is an exceptional warrior in the field of Korean poetry. 

With a keen awareness on reality as the base, he exposes the severe violence that 

represses and regulates the world. He also fights with them. In this sense, he is the 

“resistance poet of the streets” who takes the title after Yoo Jin-oh, Kim Nam-ju, and 

others.

 Song Kyung-dong’s poetry strengthens its poetic imagination, while they 

embrace those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our society who make their living in ways 

of bitter existence. Thereby, they bear the nature of a testimonial literature, and of a 

cultural history of memory. His poetry shows his belief that life still goes on, and his 

desperate efforts to expand that belief with his body and soul, and these appear to 

me as bearing truth. Through this process, he has showed the aesthetic height of his 

poetry, together with his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as a poet. It is in this way that 

the poetry of Song Kyung-dong reveals the concreteness of life, as well as the idea 

that the concreteness of life is also caught on a complex network of relationships. 

 In “I am not Korean,” the winning poetry book of the Special Prize, we can 

say that he has shown the concreteness of the life of laborers as well as the depth of 

thought among the activists who fight for their rights. The spaces he has brought up 

in this poetry book cover a variety of places, spanning from Pyeongtaek Daechuri 

to Kiryung Electronics, to Cort and Cortech, to SsangYong Motor, to Yongsan, to 

Kangjung, to Milyang, and to Jindo Paengmok Harbor. “I am not Korean” marks 

an exceptional point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It is a dynamic canvas 

whereupon a new history is written after struggling with it. 

 Judging upon both achievement of Song Kyung-dong’s poetry and the 

poet’s potentials, without hesitation, I also give my vote to Song Kyung-dong as the 

winner of the Special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Yoo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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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심사위원 최재봉 

특별상 심사평 

송경동의 시는 싸움의 한복판에서 쓰인다. 쓰이고

[筆] 쓰인다[用]. 늦은 밤 집에 돌아온 그에게 “골고

루 다양한 곳에서 여섯 통의 소환장이/ 한날한시에 

와”(「여섯 통의 소환장」) 기다리는 일상은 그의 

삶이 싸움으로 점철된 것임을, 그리고 그의 시가 그 

싸움 속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게 한다. 

문학상을 받는 날 오전에 그는 재판정에 서 있어

야 했고, 문학상 수상 소식을 체포영장 발부 소식

과 함께 듣는다(「시인과 죄수」). 시인과 죄수라

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개의 신분 사이에 그

는 존재하는데, 그 자신은 굳이 선택하라면 시보다

는 죄 쪽을 택하겠다는 생각이다. “상 받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듯 종일 부끄러운데/ 벌 받는 자리

는 혼자여도/ 한없이 뿌듯하고 떳떳해지니/ 부디 

내가 더 많은 소환장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주

인이 되기를/ 어떤 위대한 시보다/ 더 넓고 큰 죄 짓

기를 마다하지 않기를”(「시인과 죄수」) 그는 소

망하고 다짐한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작인 송경

동 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는 그의 앞선 시

집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의 연속이자 확장이

라 할 수 있다. 노동과 싸움의 치열한 현실에 즉하

되,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친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놓치지 않았던 이전 시집의 세계는 노동시

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 

수상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에서, 경찰서에 

소환된 그가 “나의 청춘을/ 나의 거리를/ 나의 고

뇌를/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진술을 거부하

겠습니다」)라며 버티는 장면은 앞선 시집 중 역

시 경찰서에 소환되어 “알아서 불어라”라는 수사관 

앞에 “무엇을, 나는 불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

다/ 풀피리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

게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언도 좋겠

지”(「혜화경찰서에서」)라며 어깃장을 놓는 장면

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가 하면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

는 운동권 내부 인사에게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무

너진 담벼락/ 걷어차인 좌판과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사소한 물음들

에 답함」) 답했던 모습은 수상 시집에 실린 「교

조」에서 “당신은 하나의 틀만 가지고 있는데/ 내 

열망과 상처는 수천만 갈래여서/ 이제 당신에게 다

가갈 수 없군요”라 대꾸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 앞선 시집의 시 「이 

냉동고를 열어라」가 세월호 추모시 「우리 모두

가 세월호였다」와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를 다룬 

시 「너희는 참 좋겠구나」로 바뀌었을 뿐, 송경

동의 시가 여전히 현장에서 작성되고 낭독된다는 

사실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수상 

시집의 표제작과 「나비효과」 같은 시에서 노동

과 투쟁이 일국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맥락을 지녔음을 파악한 데에서는 송경동

의 시야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개인적으로든 사회 전체적으로든 힘겹고 고통

스러운 싸움 속에서도, “바늘귀만 한 출구도 안 보

인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매번 등 뒤에/ 다른 광

야의 세계가 다가와 있었다”(「먼저 가는 것들은 

없다」)는 송경동의 근본주의적 낙관이 이호철통

일로문학상의 정신에 맞춤하다고 보아 그를 수상

자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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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Kyung-dong’s poems are written in the middle of fighting. They are written, and 

they play a role. In “Six Letters of Summons”, he, as a speaker of the poem, returns home at a late 

hour and finds six letters of summons waiting for him. This everyday life depiction lets us know 

that his life is marked by fights, and that his poems were produced within those fights. On the day 

of receiving a literary award, he also had to stand in the courts; when he heard the news about the 

award, he also heard about the issuing of arrest warrants (“Poet and Convict”). He exists between 

poet and convict, two statuses that do not seem to be together—but, if he should choose between 

the two, he would choose crime over poem, he says. In fact, he hopes and promises himself, “More 

than to write a great poem / Hope I won’t be afraid to make greater crimes” (quoted from “Poet 

and Convict”).

 “I am Not Korean” by Song Kyung-dong, the winne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is a continuation and an extension of his previous work, “Answering 

to the Trivial Questions.” The previous poetry book was well-received with the remark that he 

opened up a new level of labor poetry, as it stayed close to the intense reality of labor and fight 

while not missing out on the history of life and love across the span of millions of years. In the 

poem “I Refuse to Give My Testimony” from the new book, the speaker of the poem stands at a 

police station, refusing to give his testimony to a question asked by a police officer in front of him. 

This reminds me of a similar scene in the poem, “At Haehwa Police Station” in his previous book, 

which also shows a speaker summoned to a police station, refusing to deal with the officer. That is 

not it. I also see a connection between his answer to an activist’s question, “Which organization are 

you registered in?” in his previous work, with his answer in “A Doctrine” in the new poetry book. 

The fact that Song Kyung-dong’s poems are written and recited in the field on sight, have not 

changed, either. It’s only that his attention has shifted from the old to more recent events, and instead 

of “Open this Fridge”, which mourns the death of Yongsan Tragedy victims in “Answering”, he 

mourns the Sewol-ho, and the SsangYong Motor’s layoff in mass. Nevertheless, Song Kyung-

dong’s perspective has certainly expanded and deepened in this new book. We can tell this by 

reading, for instance, “I am not Korean”, which is the title piece of the book, and “Butterfly Effect”. 

Through these examples we can tell that he well understands that the problem of labor and struggle 

of any country is never limited to its boundaries but that it always has a worldwide context to it.

 Even through the tough times of struggling in pain, whether personally or socially, Song 

Kyung-dong endorses the spirit of fundamental optimism:"No exit, not even a hole as small as a 

needle /Wanting to give up, yet every time behind my back /A world of another field of wilderness 

was there." (Nothing Goes Before). I am convinced that his fundamentalist optimism is suitable for 

the spirit of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For this reason, I support Song Kyung-dong as 

the recipient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Special Award Judge's Comments 
Special Award Jury, Choi Jae-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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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은 1967년 전남 벌교 태생으로, 2002년『실천문학』과『내일을 여는 작가』를 통해 공개적인 작

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구로공단에서 <구로노동자문학회>, 진보생활문예지

『삶이보이는창』등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문화운동, 사회운동에 함께 해 왔다. “시인·소설가가 되는 

것보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해방 전후 시인 유진오의 말을 따라 ‘시를 몸으로 먼

저 살아온 청년’이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소수화되거나 실종되었던 ‘노동 문학’, ‘저항 문학’의 희미한 맥을 온몸으로 

이으며 새로운 리얼리즘의 현재성을 획득한 시인으로 기억된다. 과거의 낡은 리얼리즘적 교조와 문법을 

벗어나는 그의 글쓰기는 지금 - 여기의 여전한 모순과 신음과 고통에 대한 민중적·사실주의적 묘사와 

풍자와 해학, 전복을 곁들인 그의 역사적 낙관주의에서 더욱 힘을 발한다. 그의 시들은 ‘한국 노동자계급

의 보편적 비망록’으로도 읽힌다. 

그렇게 그의 시들은 우리를 자주 ‘적대와 갈등이 첨예한 장소’로 이끌되, 그곳에 존재하는 ‘계산할 수 없

는 친밀성과 같은 사랑과 유대의 감각’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공동체성을 환기하는 힘을 갖는다. 평

택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규명, 한진중공업 희망 버

스, 세월호 진상규명, 그리고 근자의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투쟁 현장에 조직 활동가로 함께 한 그

의 ‘삶 자체가 자본주의적 착취체계를 비약적으로 뛰어넘으면서 저 미래의 유령을 불러오는 시’ 그 자체

였다는 평가다. 

시집으로『꿀잠』,『사소한 물음들에 답함』,『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를 펴냈고, 옥중 산문집이었던 

『꿈꾸는 자, 잡혀간다』가 있다. 천상병 시상, 신동엽 문학상, 구본주예술상, 고산문학대상, 아름다운 

작가상 등과 김진균 학술상, 민주언론상 특별상, 5·18 들불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과 삶의 일치를 실천

하는 드문 시인이다. 

특별상 수상 작가 소개

시인  송  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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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Kyung-dong was born in 1967, in the city of Beolgyo in Jeollanam-do. He 
made his official debut in 2002 on Silcheon Munhak and Writers Opening Tomorrow. 
Since early 1990’s and onwards for 20 years, he has been around in Guro Industrial 
Complex area, where he fought for issues in the labor movement, cultural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This was done mainly through his active participation in ‘Literary 
Association of Guro Laborers’ and The Progressive Life Magazine: Window of Life. In 
accordance with words of Yoo Jin-oh, a poet of the postwar liberation period, that ‘a poet 
or novelist must first become a thorough democrat’—Song Kyung-dong has always been 
‘a young man who learned poetry through the body first,’ living poetry as a life.

 He is known as a poet who has shown a new kind of ‘now-ness’ in realism 
poetry, carrying on with his body the traditions of ‘labor literature’ and ‘resistance 
literature,’ which had been minoritized or lost since the collapse of ‘real socialism.’ His 
writing departs from the old realist style of in terms of doctrine and grammar. Instead, 
his writing shines best through his historical optimism—garnished by his depictions and 
satire and humor and subversion of the minjoong and realism, regarding the same old 
contradictions and groanings and pains of the ‘here-now.’

 Song Kyung-dong has been an activist of various organizations, fighting on the 
sites of numerous historical incidents such as Truth Investigation Group of Yongsang 
Evicts Catastrophe, Hope Bus of the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Incident (an incident referring to the company’s mass layoffs), Truth Investigation Group 
of Sewol Ferry, Kwanghwamun Camping Ground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etc., to list a few. The general view on his poetry is that they are ‘poems that call in the 
ghosts of our future, just as he takes a leaping step forward from the capitalist system of 
exploitation with his own life.’

 He has been awarded countless prizes in his life thus far, including many 
prestigious literary prizes such as ‘Cheon Sang-byung Poetry Prize,’ ‘Shin Dong-yeop 
Literature Award,’ ‘Beautiful Writers Award’; as well as related prizes such as ‘Kim Jin-
kyun Academic Award,’ and ‘Democratic Press Special Prize.’ All in all, he is a rare poet 
whose life and literature correspond with each other to exemplify a good model of ‘praxis 
literature.’ 

About Poet Song Kyung-dong, 

the Special Prize Lau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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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수상 연설문

2016년 초겨울부터 2017년 초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5개월여 동안 노숙농성을 했습니

다. 일명 ‘박근혜퇴진 광화문캠핑촌’이었습니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

술행동위원회>를 꾸리고 <하야하롹ROCK 페스티벌>을 전국 광장에서 동시 진행하는 등 

수많은 광장 문화행동을 기획했습니다. 여의도정치, 시민사회 상층연대기구인 ‘퇴진행동’ 

등을 넘어 ‘광장의 힘’만이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광장신문>을 

발행하고, <광장토론위원회>를 만들고, <궁핍현대미술광장>과 <광장극장 블랙텐트>도 

세우는 등 더 강인하고 풍요로운 역사의 광장 만드는 일에 ‘촌장’까지 맡아 나름 최선을 다

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광장 한복판에 가장 오랜 시간 서 있어 보았다는 뿌듯함

도 없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결국 ‘구속자 박근혜’가 되는 역사의 진경도 보았

습니다. 이제는 ‘단 한번의 혁명도 성공해보지 못한 역사 때문’이라는 한탄과 어떤 체념과 

외면을 위한 알리바이, 핑계로부터 한국사회가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

다. 1600만 개의 양심과 정의의 촛불이 전국 계엄 수행을 위해 출동 준비 중이던 1만여 개 

특수전단들의 총구를 막았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말 캠핑촌을 해단하고 나오면서는 웬일인지 견딜 수 없는 무력감과 외

로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구시대 모든 특권과 야만을 청

산하고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일보한 의제를 형성하진 못했다는 아쉬움

이 컸습니다. 광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까지를 보지 못했다는 아쉬

움도 있었습니다. ‘광장보다 작은 꿈으로 광장을 대리’(졸시,「우리 안의 폴리스라인」 중

에서)하고 관리하려 하는 이들만큼이나 꿈은 있으되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주체들

의 문제도 뼈아팠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변할 때 / 그때가 진짜 혁명이니까요’(위의 시 중

에서)라 했지만 정작 나는 달라지려는 것 하나, 달라진 것 하나 없는 것도 참담했습니다. 

어쩌면 그해 겨울 나는 역사의 광장에 있으면서도 한사코 내 안의 동굴 속에 갇히길 고집

하는 어떤 완고함과 미련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열패감도 힘겨웠습니다. 한겨울을 여름용 

텐트 하나로 버티며 1주일 단위로 수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거덜나버린 몸보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마음의 휑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장을 나와서도 피할 수 없이 <비

특별상 수상작가 송경동 

『큰 산』의 오솔길로 접어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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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ive months from early winter in 2016 to early spring in 2017, I went into an all-night, 

sit-in demonstration with the so-called ‘Park Geun-hye Out! Kwanghwamun (the largest square 

in Seoul) Kwangjang (square).’ We organized the “Arts and Actions Committee for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nd a Citizen-Inclusive Government,” as well as numerous 

cultural activities, such as the “Haya-harock (a wordplay on ‘haya-hara’, which means ‘step 

down!’): ROCK Festival” to be performed in city squares all over the country. I believed that only 

the ‘power of kwangjang’ will be able to pull down Park Geun-hye—never mind Yeoido politics, 

or the citizen society’s upper apparatus for solidarity called “Resign Action”, or all others. It was a 

time in my life I put everything into the task of making the kwangjang of our history stronger and 

more abundant in every way, even taking the role of a “chief”: launching the Kwangjang News, 

organizing the Committee of Kwangjang Debate, establishing the Kwangjan of Modern Art in 

Poverty, and the Black Tents in Kwangjang Theatre, and so on. I felt joy springing up in my heart 

as I felt satisfied at the fact that, I was probably the one to have stood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kwangjang for the longest time. I witnessed the historical scape of ‘Park Keun-hye the suspect’ 

finally getting arrested as the accused. I felt a kind of relief as I thought, ‘Now, perhaps the Korean 

society can depart from our long-seated urge for making ‘excuses’ and ‘alibi,’ to cover up for our 

general depression and disinterest in life, arising from the feeling of It’s-all-because-of-our-history-

that-never-succeeded-in-any-revolution. I was overwhelming happy when 16 million lit candles 

representing 16 million hearts of conscience and justice, stopped the attacks of the martial law 

army that was getting ready for their dispatch, which otherwise would have come.

 But when I left the kwangjang in March 2017 after the disbandment of the camping 

ground, I became seized by the feeling of helplessness and loneliness pressing heavily down upon 

me, though I did not know why. I probably felt sorry that, despite all our efforts to end all corrupted 

privileges and barbarism of the old days, we failed to create an agenda for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e times before the ‘Park Geun-hye Impeachment.’ I also 

felt empty because the subjects of Candlelight Revolution did not become the new political power. 

I was also pained to my bones, because people were still not ready in any way even though they had 

dreams—they were like the characters in my poem who seemed to want to manage the kwangjang 

after “exchanging the kwangjang with a dream smaller than the kwangjang” (quoted from my 

“The Polaris Man in Us”). Even though I had said, “When I change from being I / That is when 

Acceptance Speech of the Special Prize
Song Kyung-dong

Stepping into the Trails of the Big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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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건립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지

만 돌이켜보건대 기계적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못남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깊은 산골에 숨

어 있던 어느날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겠다’는 진기한 문자를 전해 왔습니다. <이호

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물 없는 황무지에서 말라가는 나무를 흠

뻑 적셔주는 빗줄기처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손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 위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격 여부를 떠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회 분들께 참 고맙

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에 심드렁해져 삐뚤어진 ‘탈향(脫鄕)’이나 꿈꾸는 제게 

끝내 시대의 경계인으로 살며 모든 생의 분단선을 넘어 제대로 된 ‘귀향(歸鄕)’을 할 때까

지 다시 걸어가야 할 시간이 많다는 아픈 죽비 소리 같았습니다. 

열 여덟에 강제징집되어 바로 옆 참호에서 수십 명이 폭사당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전쟁

포로를 경험하고, 피난과 이산(離散)을 경험하고, 분단과 노동과 「소시민」을 경험하고, 

<문인간첩단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으로 군부독재와 반민주의 감옥을 경험하

면서도 『큰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분단문학, 참여문학의 전위로, 드넓은 반석으로 일

관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이 간단치 않습니다. 더더욱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고, 처음으로 핵동결,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는 로드맵이 약속되는 역사적 시기

에 ‘판문점이 사라지고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고어가 되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때

를 상상’하던 선생님과의 과분한 인연이 범상치 않기도 합니다. 

상을 주시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숙제와 질문을 던져주시는 일 같습니다. 세상에 쳐진 모

든 분단선과 억압과 강제, 소외와 무지와 폭력의 경계선을 넘어 아직 평등·평화의 『큰 

산』을 오를만한 깜냥과 배포와 문학이 안 되는 저입니다. 그러나 『큰 산』의 오솔길이

나마 따라 걸으며 지친 영혼을 위로받고, 작은 산이나마 오를 수 있는 근력을 키워 나가

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어떤 큰일을 하는 것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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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revolution dawns” (quoted from the same poem), in fact, I was the same old me, nothing 

changed and nothing about to be changed, and this fact frustrated me. I was burdened by the sense 

of defeat that, maybe, deep inside I was stubborn and unwilling to let go, even while I spent the 

whole winter living in the history of kwangjang. I couldn’t stand the severe emptiness in my heart, 

more than I had trouble bearing the aches of my body ruined from enduring throughout the winter 

in a made-for-summer tent, in one-week intervals. Even though I left the kwangjang like that, I 

could not help but keep work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of Contract Laborers, ‘Sweet 

Dreams,’” and “‘Blacklist’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Looking back, however, I worked 

mechanically like a machine. 

 One day among the days I was living in a hide in the deep mountains, not having found an 

exist, and not having been able to overcome my frailties, someone sent me a strange text message 

saying, “I have good news to tell you.” It was the news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It was a very thankful thing, like a streak of rain that has finally come to a tree drying 

up in a destitute area. I was consoled at the fact that there were people offering their hands to me. 

I express my gratitude to all membe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nd Steering Committee.

 However, my heart feels heavy. For me, it sounded like a painful bamboo stick. It sounded 

as if it was telling me, who dreads life and dreams of ‘escaping home,’ that there was still a lot of 

time left to go until truly ‘returning home’ by living on the margin and crossing the division line of 

all life. 

 The great writer’s life was not easy. He was conscripted by force at the age of eighteen; 

he experienced the deaths of numerous people die in an explosion right next to his trench; he 

experienced being a war hostage; he experienced fleeing as a refuge and the consequent separation 

from his family; he experienced the national division and labor and “petit bourgeois”; and he 

experienced imprisonment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anti-democratic period because 

of his involvement with incidents such as “Literary Spy Group Incident,” and “Kim Dae-jung 

Rebellion Conspiracy Incident,” and so on. Even so, he lived a consistent life as the avant-garde of 

national division literature and of engagement literature—like an extensive cornerstone, or like the 

steady Big Mountains. It feels strange to look back on my precious encounter with him. I remember 

how he dreamt about a time when Panmunjeom is shut down and the word ‘Panmunjeom’ became 

a classical word to be looked up in dictionaries. He said these words at a time in history that was 

promising of the roadmap to nuclear freeze, treaty of the termination of war, treaty of peace, etc.,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fter a series of historical meetings of the political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s, and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feel like what I am to receive here today is not a prize, but homework and difficult 

questions. Overwhelmed as I am, I now want to follow the trails of the Big Mountains and have 

my broken soul consoled by the experience of accepting the prize. I may be able to ride a small 

mountain. At this moment, I remind myself of the moral that it is more precious to live a shameless 

life, than to achieve something great. With this in my mind, I accept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Thank-you very much.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201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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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길목 은평구는 50여 년을 거주하며 분단현실에서 비롯된 민족, 사회 갈등에 대

한 집필활동을 하다 2016년 9월에 작고하신 故이호철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억하고 기리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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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여합니다.

▸ 이 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은평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

영 조례』를 2018년 4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 이 상의 실행을 위해 은평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추천위원 및 본상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였습니다.

▸ 또한 은평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12명의 문학계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학상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심사는 2018년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작가 12명과 

2017년 추천된 작가 19명(제1회 수상작가 제외)을 합하여 총 31명의 후보작가를 본상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새롭게 구성한 본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심사는 7명의 운영위원(특별상 심사위원 겸)들이 각

각 2~4인의 작가를 자유롭게 추천하였고 시인 5명과 소설가 11명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

쳐 4명의 후보작가로 압축하고 후보작가의 작품 독해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

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팔레스타인의 소설가 사하르 칼리파

(Sahar Khalifeh)를, 특별상 수상자로 시인 송경동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매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상패와 상금을 수

여합니다. 상금은 본상 5000만원, 특별상 2,000만원입니다.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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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was founded to remember the spirit of 
Lee Hochul, a novelist who passed away in September 2016, after writing mainly about the 
conflicts caused from a divided nation for fifty years living in Eunpeong-gu, a pivotal city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warded to the writers who devote 
his/her life to overcoming the worldwide current issues, such as conflic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Enpyeong-gu has announced operating ordinance for The Lee hochul Literature 
Prize in April 12th, 2018 to manage it with success.
 Enpyeong-gu has deliberat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Literature 
Prize and constituted its advisory, the Jury,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and etc.
 Enpyeong-gu has also consulted from the advisory committee which is consisted 
with 12 members of literary world.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has received the 31 
candidates in total, 12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2018) and 19 writers (2017)
And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warded the finalists which are chosen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s by the evaluators who are newly introduced in 2018.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is presented to the finalist 
who has passed the rigid screening process by the judges. For the Special Prize, 7 committee 
members recommeded 2 to 4 candidates  respectively form the start, then narrowed down 
the numbers of candidates to 4 among 16. (5 poets and 11 novelists)
  As a result,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is awarded 
Sahar Khalife, a novelist of Palestine and the Special Prize is given to Song Kyoung-dong, a 
Korean Poet.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is awarded annually and the plaque 
and prize money are given to the winners. The Grand Prize money is 50 million won in 
cash and 20 million won for the Special Prize.

Report on Award Proceedings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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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평론가

경희대 /덕성여대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Literature Critic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Duksung Wome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PEN Korea

제주4.3 연구소 초대소장

(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Director of the Jeju 4.3 Research 
Institut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Arts Promotion Agency
Former Director of the Korea 
Literature Writers Association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Former Director,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서강대 국문과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orean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문학평론가

영남대 독문학과 명예교수

창비학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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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위원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Advisory Council

김우종위원장
Gim U-jong

염무웅위원
Yom Moo-ung

김승희위원
Kim Seung-hee

이경자위원
Lee Kyung-ja

현기영위원
Hyun Ki-young

유안진위원
Yoo An-jin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Literary Critic
Director,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문학평론가

숙명여대 석좌교수

제4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Literary Critic
Adjunc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th President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임헌영위원
Yim Hun-young

김주연위원
Kim J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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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Chief Director of the Korea 
Novelists Association
President of the Korea Female 
Writers Association 

만해시인학교 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Head of the Manhae Poetry 
School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세종대 겸임교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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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가천대 석좌교수

제17대 감사원장

Chair Professor, Chonbuk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17th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한승헌위원

Han Seang-hun

김승옥위원
Kim Seung-ok

이근배위원
Lee keun-bae

김지연위원
Kim Ji-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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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번역가

대한민국문학상, 백상예술상, 

영희연극상 수상

Novelist, Translator
Winner of The Republic 
of Korea Literature Award, 
Baksang Arts Awards, Younghee 
Theater Awards

시인. 김달진문학상, 현대문학

상, 천상병시문학상, 대산문학

상 수상

Poet.Winner of Kimdaljin 
Literature Award, Hyundai 
Literature Awards, 
Chonsangbyoung Poem-
Literature Award, Daesan 
Literary Awards

카이스트 교수

남아공 케이프타운대학교 박사

아프리카문학 연구자

Lee Seok-ho, Judge
Professor of KAIST
Doctor of UCT(University of 
Cape Town)
African Literature Researcher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

학교 중남미문학 박사

Prof. Institute of Latin America,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 of Latin America 
Literature,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 영미문학연구회 공동대표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

 
Professor of English, Seoul 
National Univ.
Former Co-Chairperson, 
Scholars for English in Korea
Former Director,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최인석위원장
Choi In-seok

김명환위원
Kim Myung-hwan

우석균위원장
Woo Seok-kyoon

이석호위원
Lee Seok-ho

진은영위원
Jin En-young

심사 위원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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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교수

<제주작가> 편집위원

(전)실천문학,리토피아 편집위원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Editor, Jeju Writer
Former Editor, quarterly 
Silcheon Munhak, Litopia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Culture Reporter, The 
Hankyoreh

인하대 교수

(전) 문학수첩 편집위원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Inha University
Former Editor, Moonhak 
Soochup

원광대 교수

『지구적세계문학』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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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

(전) 한국현대문학회 이사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Research Director, The 
Learned Societ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이호철문학재단 이사

분단문학포럼 대표

Director, Lee Ho-chul Literature 
Foundation
President, Division Literature 
Forum

고명철위원
Ko Myeong-cheol

민병모위원
Min Byung-mo

방민호위원
Bang Min-ho

김재용위원
Kim Jae-young

박혜영위원
Park Hye-young

최재봉위원
Choi Jae-bong

한양대 교수

(전) 한국 교원대 교수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terature Critic유성호위원

Yoo Sung-ho

운영 위원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The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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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은 은평구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 오신 통일문학의 대

표 문인인 故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

심적 역할을 하고자 은평구에서 제정함

• 수상 대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여성, 난민, 차

벌,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문학적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인사

를 선정하여 시상함

• 상의 분야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이 있으며, 매년 시상

함. 제1회 시상식은 2017년 9월 1일 파주 DMZ에서 행함

•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지며 초청 경비는 은평구에서 부담함

 

이호철통일로 문학상 개요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시상식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15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참석 | 문학계 인사, 내외신 기자, 은평구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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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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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Award Ceremony will take place on September 14th 2018 at Ecotourism Support 
Center, in Imjingak Pyeonghwa-Nuri Park,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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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 Outline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Award Ceremony

Time : 3pm Friday 14th September 2018
Place : Ecotourism Support Center, in Imjingak Pyeonghwa-Nuri Park, Paju DMZ, 
Gyeonggi-do, South Korea
Attendees : the literary community,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ess, Eunpyeong-gu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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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컨셉

두 생각을 담은 책들이 마주보며 포용의 밸런스를 

이룰 때 나타나는 통합의 길과 공간을 형상화합니

다. 서로가 가진 다양한 시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시점의 입체적 확장성을 바탕으로, 글 속에만 머무

르지 않고 현실 세계와 공감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

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실천적 문학상의 가치를 담

고 있습니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로고 및 상패 소개

비주얼 포인트

- 마주 보고 있는 두 책 사이로 관통하는 통일로

- 통일로의 지도상 방위각과 일치

- 통일로 중앙의 작은 사각 공간은 은평구(통일로, 

양천리)를 상징

- 평면에서 입체로의 확장 : 글 속에만 머무르지 않

는 실천적 문학성을 상징

Ce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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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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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oks that face 

each other

- Precisely recreates the angular measurements of 

Tongil-ro on the map

- The small square area in the center of Tongil-

ro represents Eunpye ng-gu (Tongil-ro,Yangche 

on-ri)

- Expanding from two to three dimensions : 

representing the practical nature of literature that 

is unrestricted to mere words on a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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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 컨셉 

책에 쓰이는 종이와는 상반된 강한 힘의 상징인 철

은 또한 분단이라는 현실을 의미하는 철의 장막으

로서 비유되기도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마음의 장벽을 먼저 걷어내야만 한다. 

이러한 강철의 역설적 이미지를 투영하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추구하는 곧고 강인한 실천적 의

지를 담아내고 있다.

재질 : 스틸(철)

규격 : 18cm×28cm

Concept

Steel, which symbolizes strength and is the 

opposite of the paper on which literature is 

written and printed, is als a symbol for the 

impenetrable barri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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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d Plaque Concept 

for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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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9월 13일(목)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기자회견

10 : 30

11 : 30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시상식

15 : 00

18 : 00

9월 14일(금) 9월 15일(토)

전체 일정 

9월 13일(목)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기자회견

10 : 30

11 : 30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작가 심포지엄

15 : 00

18 : 00

9월 14일(금) 9월 15일(토)

일시 : 2018. 9. 13.10:30~11:3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사회 고명철 운영위원 

본상 수상 작가

특별상 수상 작가

최인석 본상 심사위원장 

송경숙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성호 운영위원

개회 사회자

인사말 김미경 은평구청장

경과보고 강봉기 문학미술관 팀장

수상 작가발표 

최인석 본상 심사위원장

유성호 특별상 심사위원

수상작가 수상소감 

질의 응답

오찬간담회

      

일시 : 2018. 9. 14. 15:00~17:00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사회 방민호 운영위원

사전공연 서울오케스트라 앙상블

개회사 김미경 은평구청장

인사말 임헌영 자문위원

축사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송경숙 한국외대 명예교수

내빈소개

제정취지 고명철 운영위원

경과보고 강봉기 문학미술관 팀장

축하공연 테너 이동원, 소프라노 정재희

시상

심사경위 및 심사평

최인석 본상 심사위원장

박혜영 특별상 심사위원

본상 수상작가 소개

수상 연설

사하르 칼리파(Sahar Khalifeh)

특별상 수상작가 소개

수상 연설 송경동(박준 시인 대리)

은평 평화선언문 낭독 

김미경 은평구청장

폐막공연

높빛소년소녀합창단

간담회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다목적홀

일시 : 2018. 9. 15. 15:00~18:00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다목적홀

사회 박혜영 운영위원

사전공연 아우름앙상블

개회사 김미경 은평구청장

수상소감 사하르 칼리파

낭독극

김진휘 극단 새벽 대표, 배우

발표

나와 팔레스타인 문학, 그리고 사하르 칼

리파

- 송경숙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랍 현대문학에서의 사하르 칼리파, 그녀

의 작품세계

- 백혜원 요르단대학교 현대아랍문학 박사과정

우리가 만난 팔레스타인 저항문학

- 오수연 소설가

공연 대금연주 한충은

질의 응답

수상작가 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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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9월 13일(목)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기자회견

10 : 30

11 : 30

Award Ceremony for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15 : 00

18 : 00

9월 14일(금) 9월 15일(토)

Event Schedule

9월 13일(목)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Press Conference

10 : 30

11 : 30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Symposium with Winners

15 : 00

18 : 00

9월 14일(금) 9월 15일(토)

2018. 9. 13.10:30~11:30
Press Conference Room, 

Press Center(19F)

MC Committee Member Ko Myeong-cheol 
The Grand Prize Laureate 
The Special Prize Laureate
Chief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Choi In-seok
Professor Emerit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 Kyung-sook 
Committee Member, Yoo Sung-ho 

Opening  MC
Opening Address  
Mayor of Eunpyeong-gu, Kim Mi-kyung
Report on Proceeding  
Literature and art museum team captain ,  Kang 
bong-gi
Announcement of Winners
Chief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Choi In-seok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Yoo Sung-ho 
Acceptance Speech

Q&A

Luncheon Meeting
      

2018. 9. 14. 15:00~17:00
Imjingak Pyoungwha nuri

DMZ Ecotourism Support Center

MC  Committee Member, Bang Min-ho 
Prerelease Orchestral Ensemble Seoul
Opening Address 
Mayor of Eunpyeong-gu, Kim Mi-kyung 
Welcome Greeting  
Advisory Council, Yim Hun-young 
Congratulatory Address 
Chairperson of the Eunpyeong-gu, Lee Yeon-ok 
Professor Emeritus,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 Kyung-sook 
Guest Introduction
Objec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Prize 
Committee Member, Ko Myeong-cheol 
Report on Proceeding  
Literature and art museum team captain ,  Kang 
bong-gi
Special Performance Tenor Lee Dong-won, 
Soprano Jung Jae-hee 
Award
An Evaluation Report 
Chief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Grand Prize, Choi In-seok
Evaluator of The 2nd Lee Hochul 
Tongilro Literature Special Prize, Park 
Hye-young
About the  Grand Prize Laureate,Sahar 
Khalifeh  
Acceptance Speech Sahar Khalifeh 
About Poet Song Kyung-dong, the 
Special Prize Laureate 
Acceptance Speech of the Special 
Prize Song Kyung-dong 
The Declaration of Peace of Eunpyeong  
Mayor of Eunpyeong-gu, Kim Mi-kyung
Closing Performance  높빛 choir
Discussion  
DMZ Ecotourism Support Center

2018. 9. 15. 15:00~18:00
Seoul Innovation Park

MC Committee Member, Park Hye-young
Prerelease Aurum Ensemble
Opening Address 
Mayor of Eunpyeong-gu, Kim Mi-kyung 
Acceptance Speech Sahar Khalifeh 
Nangdokkeuk Actor Kim Jin-whei
Presentation
Me Palestine Literature, and Sahar Khalifeh

- Professor Emeritus,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 Kyung-sook 
Sahar Khalifeh and her world of novels in 

Modern Literature in Arab

doctor's course in Literature of University of Jordan
Baek Hye-won, 
Palestine’s Resistance Literature We Met  
Novelist Oh Soo-yeon 
Performance  Daegeum Han Chung-un

Q&A

Winners Sign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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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 

글 사하르 칼리파, 송경동, 임헌영, 최인석 외

사진 이호철문학재단

번역 Elizabeth 김연경, 김운주,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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