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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통일로 문학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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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분야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이 있으며, 매년 시
상함.
• 수상자는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현재 활동 중인 생존작가를 대상으로, 전 지구적 차
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젠더, 난민, 인종, 차별,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 를 문학적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작가 중 선정하여 시상함.
•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지며 초청 경비는 은평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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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was established by
Eunpyeong-gu Office to commemorate the literary works and spirit of the late
author Lee Ho-chul who had resided in Eunpyeong-gu more than 50 years
and whose works are deeply rooted in longing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r as the foremost author of unification literature; with this prize, the
office seeks to play a pivotal role in unifying presently divided Korea in the
future.
The prize consists of two sections –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and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Special Award’ – and it
takes place annually.
Nominees are selected internationally, regardless of their languages
and citizenship, as long as he or she, as a living author, has endeavored to
overcome the worldwide problems caused by conflict, discrimination of
gender, refugees, or races, violence, war, etc. with one’s literary practice and
spirit.
The Grand Prize Laureate, the main prize winner, receives a plaque
and prize money of 50 million won. The winner of Special Award receives a
plaque and 20 million won. Their expenses for attending the award ceremony
are provided by Eunpyeong-gu Offic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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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가 누르딘 파라
The Grand Prize Laureate, Nuruddin Farah
"누르딘 파라는 우리의 문제 많은 대륙의 경험을 진정으로 해설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통찰은 사건들 깊이, 그 너머로 파
고든다.”- 네이딘 고디머 (1991 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Nuruddin Farah is one of the real interpreters of
experience in our troubled continent. His insight goes
deep, beyond events.”- Nadine Gord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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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가 소개

누르딘 파라 Sahar Khalifeh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자인 누르딘 파라는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오늘날 전 세
계에 20개 이상의 언어로 작품이 번역되어 있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파라는 명망 높은 노
이슈타트 국제문학상(1998)을 비롯하여 스웨덴의 쿠르트 투콜스키상(1993) 등 다수의 문
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 매년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자신만의 참신
한 기법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
하는 그는 현대의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누르딘 파라는 1945년 통역사 아버지와 구술 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
난 소말리아는 당시 행정상으로는 이탈리아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국에 귀속되어 있
었다. 유년 시절, 그는 소말리아 인접국인 에티오피아의 오가덴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어
와 아랍어 그리고 에티오피아어인 암하라어를 배우며 자랐다. 대학 진학 당시 파라는 미
국의 위스콘신 의대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마다하고 글쓰기에 대한 큰 관
심을 쫓아 1966년 인도의 판잡 대학에 진학해 그곳에서 문학, 철학 그리고 사회학을 공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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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Grand Prize Laureate, Nuruddin Farah

Nuruddin Farah

Nuruddin Farah, the Grand Laureate of the thir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novelist and a play writer
whose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 more than 20 languages all around the
globe. He was a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Neustadt International Prize for
Literature Awards(1998), the Kurt Tucholsky Prize in Sweden(1991) and many
other literary prizes. Moreover, his name has been constantly mentioned as
a most promising nominee for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t makes him
one of the greatest modern writers that he delineates the cultural identity of
Somali people in various aspects with his unique writing technics and a vast
imagination.
Nuruddin Farah was born between an interpreter father and an oral
poet mother. Somalia, where he was born, officially belonged to Italy but
substantially to the UK at that time. In his childhood, he went to school in the
Ogaden in Ethiopia, a neighboring country, and learned English, Arabic, and
Amharic, the official language of Ethiopia. In 1966, though he was offered a
scholarship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Medicine, he rejected
it; rather, due to his keen interest in writing, he went to Panjab University in
India and studied literature, philosophy, and sociology ther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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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는 판잡 대학 재학 중 모국어인 소말리어로 단편집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
에 들어 섰다. 영어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발표한『구부러진 갈비뼈에
서 From a Crooked Rib』부터이다.『구부러진 갈비뼈에서』는 에블라라는 한 유목민 소녀
가 40살 이상 연상의 노인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려다 줄행랑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는 이후에 가부장적인 소말리아 사회를 비판하는 파라의 주요 문학적 주제로 발전한다.
1976년 파라는『헐벗은 바늘 A Naked Needle』을 발표하며 소말리아 정부와 갈등을 일으
키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결국 자발적 망명을 선택했다. 그는 이후 약 20년 간 아프리카
의 감비아, 수단,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를 오가는 이산 작
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1996년 스스로 망명 생활을 접고 소말리아로의 귀국을 감행했지
만, 2년 만인 1998년에 파라는 다시 고국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
이프타운으로 이주했다.
누르딘 파라는 소설을 쓰는 이유에 대해 “글을 통해 자신의 조국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파라의 지향점은 소말리아의 지역 정체
성을 핵심 테마로 삼고 있는 그의 작품세계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세 차례 완성된 3부작들이 있다. 제1차 3부작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독재를 주제로 한 변
종들”로, 1979년에 첫 선 을 보인『달콤 쌉싸름한 우유 Sweet and Sour Milk』를 필두로 하여,
1981년에 나온『정어리 Sardines』그리고『닫혀라 참깨 Close Sesame』(1983)로 완성되었다.
파라는 이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백주 대낮에 흘린 피”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친 해
방 이후 소말리아인들의 탈식민적 삶을 분석한 제2차 3부작을 완성하는데, 그에게 세계
적 명망을 안겨다 준 소설『지도 Maps』(1986),『선물Gifts』(1993)과『비밀 Secrets』(1998)이
이를 구성하고 있다. 후속작인 “불완전한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3부작은『연결 Links』
(2003),『매듭 Knots』(2007),『해적Crossbones』(201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의 최근작

으로는『보이면서 숨기는 Hiding in Plain Sight』(2014)과『여명의 북쪽 North of Dawn』(2018)
이 있다.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파라의 저서로는 대표작『지도』(2010)가 있고,『해적』(2019)이 출
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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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t Panjab, Farah started his career as a writer by publishing
short stories written in Somali. He started writing novels in English since From
a Crooked Rib , published in 1970. In From a Crooked Rib , he tells a story of
a nomadic girl named “Ebla” who runs away from being married to an old
man who is more than 40 years senior to her; this has later developed into
Farah’s major literary theme that criticizes patriarchal Somali society. In 1976,
he had a conflict with the Somali government and this incident, in result, led
him to seek asylum in other countries. Since then, for more than 20 years,
he lived as a diaspora writer moving from and to Gambia, Sudan, Nigeria in
Africa and the UK, Germany, Italy, and the USA. In 1996, he chose to go back
to Somali, ending his refugee days; however, he had but to move once again
to Cape Town in South Africa because of the strained relationship with the
Somali government.
Farah once stated his purpose for writing novels is “to keep my country alive by writing about it”. This objective of his has been clearly shown in his
works. He wrote three trilogies whose themes deal with the regional identity
of Somalia. His major works include “Variations on the Theme of an African
Dictatorship” trilogy – Sweet and Sour Milk (1979), Sardines (1981), and Close
Sesame
(1983) – and “Blood in the Sun” trilogy – Maps (1986), Gifts (1993), and Secrets
(1998). His other trilogy titled “Past Imperfect” consists of Links (2003), Knots
(2007), and Crossbones (2011). He recently published Hiding in Plain Sight
(2014) and North of Dawn (2018).
In Korea, Maps (2010), one of his most renowned works, and Crossbones (2019, *to be published later this year)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n.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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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딘 파라 주요 작품
Major Works by Nuruddin Farah

1970
1976

『구부러진 갈비뼈에서』 From a Crooked Rib
『헐벗은 바늘』 A Naked Needle
아프리카의 독재를 주제로 한 변종들”3부작
"Variations on the Theme of an African Dictatorship" trilogy

1979
1981
1983

『달콤 쌉싸름한 우유』Sweet and Sour Milk
『정어리』Sardines
『닫혀라 참깨』Close Sesame
백주 대낮에 흘린 피 3부작
"Blood in the Sun" trilogy

1986
1993
1996

『지도』 Maps
『선물』 Gifts
『비밀』 Secrets
불완전한 과거의 이야기 3부작
"Past Imperfect" trilogy

2003
2007
2011

『연결』 Links
『매듭』 Knots
『해적』 Crossbones
최근작

2014
2018

『보이면서 숨기는』Hiding in Plain Sight
『여명의 북쪽』North of Dawn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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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

내 어깨 위의 천사들을 격려하면서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작가

누르딘 파라

저는 무슬림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잠들어 있건 깨어있건, 사랑을 나누건 일하느라 바
쁘건 상관없이 언제나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늘 위안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신화에 따르자면 사람의 양쪽 어깨 위에는 두 천사가 각각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들의 주요 임무란 중요도나 선악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해 기록하
는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 위의 천사는 선한 행동을, 왼쪽 어깨 위의 천사는 나쁜 행동을
모두 장부에 기록합니다.
어린 시절, 전 제 어깨 위에 천사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제
동반자로, 절친한 친구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보이
지 않는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들이 그곳에 있어 제가 외롭다 느낄 때마다
곁을 지켜주며, 행복하거나 슬픈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는 이들이 제가 품었던 모든 생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책에
서만 말한, 오로지 조력자이자 동반자이며 절친한 친구인 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이야기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물론 알 수야 없겠으나 저는 이 천사들이 신과 직
접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 저를 대신하여 신에게 선처
를 호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비밀을
안전히 지켜주는 이들을 저는 신의 사절단이라 보았습니다. 이들은 제 작가적 필요에 공
감해 주었기에 제 머릿속에 이야기 창작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력에서 태어난 캐릭터들이, 제가 기른 인물들과 발전시켜온 서사가 이야기들 속에 가
득 붐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상어와 바다사자를 따라 함
께 낚시도 하며, 경계 없는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만든 이야기들로 넘
실대는 물의 세계 속에서 살았고, 이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현실세계
에는 상응할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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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Speech
Nuruddin Farah

Inspiring the Angels on My Shoulders

Culturally raised a Muslim, I have always received comfort from knowing that
one is never alone, whether asleep or awake, eating, making love or busy working because,
according to Islamic mythology, there are two angels that sit on one’s shoulders and their
main job is to record every single deed however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one undertakes,
and whether it is a good or a bad deed. The angel on one’s right shoulder writes the good
deeds in the book, and the other sitting on the left shoulder, records all the bad deeds.
As a child, I felt that the good thing about the continued presence of the angels on
my shoulders was that I saw them as my companions, my confidants, some invisible beings
in whom I could confide my secrets, to whom I spoke about my agonies. I thought it was
wonderful that they were there, keeping me company whenever I felt alone, beings with
whom I shared every happy or sad thought. I knew they recorded every thought I hosted,
not to mention the stories I told myself in a book that would never be seen by anyone
other than the angels who served as my enablers, my companions, my confidants. Rightly or
wrongly, I assumed that these angels were in direct contact with the Divine and that, if need
be, they would intercede on my behalf to explain away my faults, my weaknesses, because
they knew me far better than anyone else. Knowing that my secrets were safe with them, I
viewed the angels as the emissaries of the Divine and they were sympathetically aware of
my needs and helped give more space in my head for the stories, which were peopled with
the characters I generated, the personages I grew and the narratives that I developed, thanks
to my imagination. I swam in the oceans of these stories, floated in the boundaryless seas
in which I fished alongside sharks and sealions; I dwelled in a watery world teeming with
stories of my own manufacture, narratives that had no parallel existence to any others in the
world in which I cohabited with oth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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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도 이 천사들과 교감하였습니다. 이들은 제가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이란 영예
로운 상을 받게 된 한국의 서울에도 저와 함께 동행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제 삶과 글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일화에 대해 이들의 기록을 이용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제가 십대 중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었던 때의 일
이고, 두 번째는 그 후 12년이 지나 제가 소말리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일로 이들이 같
은 장부에 기록한 것입니다. 즉, 제가 15살이던 1960~61년 사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일어
난 일과 1971~72년 사이 모가디시오에서 발생한 일을 - 천사들의 도움에 힘입어 - 제 다른
인생 경험들과 분리하는 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두 일화는 발
생 이후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제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특별히 언급될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기록
들이 가진 동질적 친숙함에 마음이 다소 누그러짐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일화들
에 대한 제 기억을 보조하려고 그들의 방식을 벗어나면서까지 저를 도와준 천사들에게 감
사합니다. 이 일화들은 사회 정의나 혹은 그 부재에 관한 일들로, 이러한 주제는 여러 작
품을 통해 제가 줄곧 전념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두 일화 모두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도우려 시도하다 사망한 사람들과도 관련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61년 3월 저는 부활절 휴가 기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에티오피아 샤샤마네의 학교에서 오가덴의 후미에 위치한 작은 에티오피아 마을인
칼라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삼촌댁을 방문하고자 아디스
아바바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한지 하루 뒤, 저는 혼자 관광도 하고 어린 사촌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도 할 겸 밖으로 나와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는 한 교회 근처에 몰린 군중과 맞닥뜨렸고, 그들 속에 들어갔다가 시체들이 목이 매달려
있는 참담한 광경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그 장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모두가 죄라도 진 듯 조용히 두려움 속에서 눈과 고개를 내리깔고 서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우연히 어느 속삭임을 엿듣고 시체들이 목
이 매달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살했거나 죽임을 당한 뒤 그곳으로
끌려와 마치 죽은 닭처럼 매달려 전시된 것인데, 이유인즉슨 그들이 하일레 셀라시에 황
제의 독재 정권에 대항해 쿠데타를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황
제의 통치가 죽은 자들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시시때때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 속 생각을
말하지 않고, 제가 느낀 공포를 오로지 천사들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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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lately been in touch with the angels, who are my companions even here in
Seoul, South Korea, where I am receiving this most prestigious of awards and the angels
have agreed to grant me full access to the recordings they made of two incidents that had
an impact on my life and my writings, the first of which the angels recorded when I was in
my mid-teens and living in Ethiopia, and the second of which they registered in the same
book twelve years later when I lived in Somalia. I assure you there is a good reason why
I – with help from the angels - have chosen to isolate these two incidents that took place in
1960~61 in Addis Ababa when I was fifteen years old and the second one which occurred in
Mogadiscio in 1971~72. I believe that the two incidents deserve special mentions, because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way I have looked at the world and those living in
it from then onwards. I confess I feel softened by the congenial companionability of the
recordings to which I now have access, and I thank my companion angels who have gone
out of their way to assist me in my memories of the incidents, which have to do with social
justice or lack thereof, these themes being themes to which I have dedicated much of my
writings. Both events involve men who braved the odds and died in their attempt to serve
their communities well without fear.
A consultation with my companionable angels would confirm that, in March 1961
I was on an Easter break from the school in Shashamane, Ethiopia, which I was attending,
when I interrupted my journey in Addis Ababa to visit an uncle before returning home to
Kallafo, a small Ethiopian town in the backwaters of the Ogaden. One day soon after my
arrival in Addis, I went for a walk to do a bit of sightseeing on my own and to shop for
presents to give to my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It was then that I came upon a crowd
milling close to a church and, joining them, I was shocked to be confronted with the cruel
sight of corpses hanging from their necks. There was a large crowd milling about the place,
with everyone blamably silent, fearfully keeping their eyes and heads down, and looking
away from one another. It took me quite a while via susurrus whispers, which I was not
meant to overhear or make sense of that the men whose corpses were hanging from their
necks had either met their deaths by their own hands or were killed and then brought out
to hang here like dead chicken, because they had attempted to stage a coup d’état against
Emperor Haile Selassie’s authoritarian government. Where many of the onlookers would
every now and then go into the church to say a prayer or two for the souls of the dead men,
well aware that the Emperor’s regime had unjustly ended their lives, I opted to confide in the
angels that recorded the horror I felt without sharing my private thoughts with any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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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었던 저에게는 제가 본 장면이 인생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제
미래에 당시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충분했겠지요. 그것은 저와
제 인생을 아프리카의 정치에 대한 절망감으로 채울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집에서 가족
을 만났을 때 저는 제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격한 바
를 숙고해보니, 앞으로 그 일이 제가 경험할 말 그대로 모든 일들에 있어 제 관점을 바꿔
놓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한 왕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후미진 곳에
서 길러졌기에 의심할 여지없이 저는 어렸고 삶에 대해 아는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에도 그 사건은 짧고 나쁜 일화가 아닌,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머무를 것이었습
니다. 그리하여 그 일화는 수십 년이 지나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 등
벨벳 장갑을 낀 쇠주먹으로 지배하는 억압적인 정권이 있는 다른 곳들에서 비슷한 성격
의 다른 일화들과 만나 합쳐지게 됩니다. 더욱이 저는 12년이 지나 소말리아에서, 에티오
피아와 소말리아 사이에서 소말리아어를 사용하는 오가덴을 놓고 벌어진 지역 분쟁 때문
에 가족들과 함께 이주한 그 나라에서, 비슷한 유형의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깨 위의 천사들에 의한다면 이 비슷한 두 일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말리아에서는 조총부대의 총탄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시체를 제가 보
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의 기록은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 찬디가르(인도 북부에 위치한 펀잡 주
의 수도 - 역주)에 위치한 판잡 대학교에 갔던 제가 1969년 인도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당시 저의 소말리아 귀국은 우연히도 소말리아 정권 교체 시기와 맞아떨어졌습
니다. 당시 소말리아 정치인들은 그 해 있을 전국 선거에 참가할 예정으로 69개의 당으로
나뉘어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끝낼 목적이 분명했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
다. 정권을 장악한 군의회 수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뒤이어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가혹한 법령을 공표하면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시민의 권리를 부정했습
니다. 이는 모두 시아드 바레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재자가 어떻게 그 자체로 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맛보기였습니다. 그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끊임없는 사회 갈등 속으로
나라를 몰아넣을 때까지 21년이 넘는 세월동안 실정하면서도 명실상부한 유일한 지도자
로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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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e it to say that the scene I saw did have a telling impact on my life at that impressionable age and affected my future thinking more than I ever imagined possible, for it
would suffuse me forever and a day with a sense of despair about the politics in Africa. It is
true that not only had I no words with which to express my feeling when I met my family
at home, but also, as I processed what I witnessed, I worried that the event would change
my perspective on literally everything I would experience from that time on. No doubt, I
was young and knew little of life, having been raised in the backwaters of the poorest region
in the poorest empire in the world. Still, the incident would prove to be not a bad, brief
incident, but one which would stay in my mind for a much longer period until it merged
into other incidents of a similar nature decades later in other places in Africa, Asia,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USA where oppressive regimes ruled with iron fists in
velvet gloves. What is more, I did not expect that another incident of a similar kind would
occur in about twelve years later in Somalia, the country my immediate family and I would
move to, following the war between Ethiopia and Somalia over the disputed Somali-speaking Ogaden. However, the one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cidents, as the angles on
my shoulders would bear witness, was that in Somalia I chose not to view the corpses of the
men who met their death after facing the firing squad.
Let the records of the angels show that in 1969 I had returned from India, where
I had gone to do my studies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at Panjab University, Chandigarh
and that my return to Somalia coincided with an unexpected change of government. The
military coup had been carried out purposefully to end the squabbling Somali politicians
who split into some sixty-nine political parties that intended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elections of that year. The Head of the Military Council governing the country at the time
proclaimed a state of emergency and followed this with the promulgation of draconian decrees forbidding political demonstrations, denying the citizens the right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and democratically, a foretaste of how the new dictator, namely Siyad Barre, became a law unto himself. He would, as a matter of fact, misrule the country for twenty-one
more years and would insist on remaining the undisputed leader until the country plunged
into anarchy and unending civil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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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의 기록은 또한 1972년 7월 3일의 운명적인 어느 아침의 기록을 자신 있게 보여줍
니다. 저는 당시 동료들과 버스에 타고 제가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교육 대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건너 사마르 젭젭 경찰 훈련소에 들어서는 흥분한 군중을
보았습니다. 길을 막는 바람에 버스를 멈추게 만들어 우리의 출근길을 저지한 그 군중은
마치 폭도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중 두 명이 한 남자와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
는 것인지, 어째서 그들 상당수가 경찰 훈련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화가 나있는 것
인지 물었습니다. 여자는 이날 오전 일찍 국영 라디오에서 있었던 발표에 사람들이 흥분
한 것이고, 그 발표가 사람들에게 경찰 훈련소로 가서 시내에서 일전에 없던 새로운 광경
을 목격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곳에서 조총부대가 독재자 시
아드 바레의 권위에 도전한 세 명의 고위 군 장교를 총살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이 그 내용
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열광적인 구경꾼 무리가 그곳에 있는지를 듣는 순간 저는 제
동료 선생들이 자기를 죽이려 칼을 가는지도 모르는 도살자의 소처럼 무지해보였음을 인
정합니다. 또한 제 동료들은 우리 중의 숨은 정보원이 모두의 대화를 도청하여 안보기관
에 보고할 것이 두려워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말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에 반응하여 담대히 제 생각을 밝히고, 11년 반 전쯤 아디
스 아바바에서도 기분 나쁘리만치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 있노라고 덧붙였음을
제 어깨 위의 천사들은 증명해줄 것입니다. 저는 당시 멘기추 준장과 그의 형제이며 오가
덴 지역의 전 주지사였던 저마메, 또 두 명의 다른 장교들의 시체가 교회 광장에 공개적
으로 전시되었던 일을, 이로써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국가 정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
음을, 고로 그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헐벗은 바늘 A
Naked Needle』이란 이름이 붙게 될 이 소설을 쓰는데 분주한 한편, 로마문자를 사용해 소

말리아어를 표기하기로 한 국가 결정에 따라 소말리아어로 또 다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
니다.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저는 이 소말리아어 소설을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일
간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만, 글 속의 상징적 암시가 담긴 단락들에 대해 제가 설명하기
를 거부하자 검열위원회에 의해 발행을 금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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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s will also confidently indicate that, at an earlier juncture, one fateful
morning on the third of July 1972, I was in a bus together with my colleagues and we were
on our way to the College of Education where I taught literature when we met an excited crowd crossing the road and entering the Xamar Jeb-Jeb Police Training Compound. I
would describe the crowd we encountered as moblike blocking the road so we could not
continue our journey and the bus had to stop. Two of us asked a man and a woman what
was happening, why many of them appeared bad temperedly eager to enter the Police Compound. The woman explained that they were enthusing over an earlier announcement on
the national radio, which urged people to go to the Police Compound and watch the new
spectacle in town, where a firing squad would shoot dead three senior army officers who
had challenged the dictator, Siyad Barre’s authority. I would admit that my fellow teachers
on hearing why there was such an enthusiastic herd of onlookers appeared as unwitting as
a cow of the slaughterer sharpening his knives in order to kill it. Nor were my colleagues
prepared to speak of what was on their minds, fearful that informants in our midst would
report them to the fledgling security eavesdropping on everyone’s conversation. The angels
on my shoulders would testify to the fact that I made a gutsy statement in reaction to what
had just unfolded, adding that I had lived through an event uncannily similar to this in
Addis Ababa eleven and a half years earlier. Then I took the opportunity to elaborate how
the corpses of Brigadier-General Mengistu and his brother Germame, former Governor of
the Somali-speaking Ogaden Region and two other officers were publicly hung in a church
square to press home the unchallengeable fact that Emperor Haile Selassie was totally in
control of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that no one dared to challenge him.
Soon after this, I began working on a new novel, which I would name A NAKED
NEEDLE and while busy writing it, also embarked on yet another novel in Somali, following
the decision to accept the Latin alphabet as the orthography in which our language would
be written. Eager to make my mark, I published a chapter a week of the latter novel in the
daily newspaper until the Censorship Board discontinued its publication, when I refused to
explain the meaning of several allegedly allusive paragraphs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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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섯 달이 지나 영어로 쓴 소설인『헐벗은 바늘』의 원고를 완성하여 런던에 있는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천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 소설을 담당하던 편집자는 제가
소말리아를 나오기 전까지 출판을 미룰 것을 조언하는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 소설을 출판한다면 소말리아의 독재 정권 하에서 제가 곤경에 처할 것이
뻔하고 감옥에 보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제가 안전하게 소말리
아를 빠져나와 영국에 도착하기까지 출판을 보류했습니다.
『헐벗은 바늘』은 영국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런던의『옵저버 Observer』
는 평점 별 넷을 준 서평을 실으며 이 소설이 풍자소설로, 소말리아의 정권을 불쾌하게 만
들 외관을 하고 있노라 설명했습니다. 출판 후 약 2주가 흐르고 제가 다시 모가디시오에
돌아가려 하고 있었을 무렵, 관련 부분에 대한 천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만약 제가 감히
소말리아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면 30년 형을 구형받게 될 것이란 걱정스러운 소식
을 전해들은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저는 형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
니다. 형은 제게 모가디시오에 돌아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 저를 받아줄 다른 나라를
찾아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이탈리아에 망명하기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여정을 멈추고 제 어깨 위의 두 천사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지 한 달 쯤 지나 저는 그즈음 제 충실한 대화상대가 된 천
사들의 도움에 힘입어 훗날 상을 수상하게 되는 소설 3부작인 『달콤 쌉싸름한 우유 Sweet
and Sour Milk』(1979),『정어리 Sardines』(1981), 그리고『닫혀라 참깨 Close Sesame』(1983)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부작의 첫 편이 출판된 결과, 저는 만약 제가 어리석게 고국으로 돌
아가려 한다면 사형을 언도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탈리아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제가 다각
도의 공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사상적 취지 때문이었는데, 사회주
의 가르침을 접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제가 소말리아의 독재자 시아드 바레를 “사회주
의 약탈자”라 묘사한 것에 격분했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신체적 가해에 대한
여러 번의 위협이었습니다. 상대는 아마도 혼자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소말리아 안보
요원들로, 그들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방문하거나 자주 들르던 술집에서 제게 다가
와 일장연설을 하곤 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우리는 우리의 적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탈리아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갔고, 그 곳에서 일 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후엔 당시 서독에서 지내다 나이지리아의 조스 대학교에 고용되어 1981년 다시 아프리카
로 돌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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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six months later, I completed the draft of A NAKED NEEDLE, my novel
in English, and sent it off to my publishers in London, let the records show that my editor
wrote me a letter advising me to wait until I was out of Somalia, because if he published
the manuscript he was sure I would run into trouble with the dictator in charge of Somalia,
might throw me into in prison. In the event, the publishers waited until I was safely out of
the country and in England before releasing it.
A NAKED NEEDLE received excellent notices in the English press, with the London Observer giving it a four-stared review and describing it as a satirical novel, whose appearance would displease the regime back in Somalia. Within a fortnight of its publication,
by which time I had prepared to fly back to Mogadiscio,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ngels’
records will indicate that I received the worrying news that I would be sentenced to a thirty-year imprisonment if I dared to set foot in Somalia. My elder brother’s phone call found
me in Rome, and he advised me to find another country that would host me, since it would
be risky to go back to Mogadiscio.
I chose voluntary exile in Italy, where I had paused my journey, relieved that I had
the companion-ship of the two angles on my shoulders.
And within a month or so after deciding to stay in Italy, I started writing my prize-winning
trilogy of novels SWEET & SOUR MILK (1979), SARDINES (1981) and CLOSE SESAME
(1983) - with great help from the angels, who now became my constant interlocutors. As a
result of publishing the first part of the trilogy, I learnt that I would be sentenced to death if
I was foolish enough to return home.
I never felt safe in Italy, for I was up against a multi-pronged attack, some of it with an ideological thrust - a number of Italians with socialist leanings were upset when I described
Somalia’s dictator Siyad Barre as “a pillager of socialism.” More worryingly, I was threatened
more than once with physical harm, Somali security men, perhaps self-sent, visiting the
block of apartments where I lived or approaching me at a bar I frequented, haranguing me,
one of them even saying, “We know how to deal with the enemy of our people.”
I left Italy at the first opportunity and went and lived in California for nearly a year,
then in West Germany before relocating back to Africa in 1981, where I was hired to teach
at the University of Jos in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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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나 지인, 그리고 때때로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게 된 사람들도 제게 망명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 생겨나는 외로움에 어
떻게 고통 받지 않도록 해왔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특히나 소말리아는 줄곧 제 글의 바탕
이자 주요 원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망
명으로 인한 고독함에 영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그리고 영원히 이야기를 나누
며 교감할 수 있는, 제 어깨 위의 천사들의 지속적인 연대 덕분이지요. 저는 지금 제가 언
급하는 바로 그 천사들이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이라는 이 가장 영예로운 상을 제가 수상
하게 되었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어주려, 한국의 서울,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함께하고 있
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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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acquaintances and even interlocutors whom I meet by chance ask me on
occasion how I have coped with the stress of being in exile; how I have managed never to
suffer from the loneliness that is of a piece with being away from home, especially because
Somalia has remained the source and principal fountain of my writing. My answer is that I
have never been affected by the aloneness of exile, thanks to the uninterrupted fellowship
with the angels on my shoulders to whom I speak and with whom I am in touch forever and
a day. I am pleased the very angels of whom I speak are here with me in Seoul, Korea, too,
to bear witness to the fact that I am receiving this most prestigious of prizes,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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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 선정 경위

관찰자의 시선과 역사주체의 시선

본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수

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만남에서 심사위원들은 심사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모임 때까지 제각기 한 사람 이상의 작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두 번째 모
임에서 네 사람의 작가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알바니아의 이스마엘 카다레, 소말리
아의 누르딘 파라, 그리고 독일의 잉고 슐체와 예니 에어펜베크였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3차 모임에서였다.
잉고 슐체의『심플 스토리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편적 사건들을 엮어놓은 것이지
만, 베를린 장벽의 해체와 통독 사이의 시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작은 이야기들은 하나
하나 역사증언적 의미를 띠게 된다. 그렇지만, 독일 분단과 냉전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중
대한 역사적 의미가 일상적 차원에서 소비되거나 퇴색될 수 있다는 점과 구성이 다소 혼
란스럽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니 에르펜베크의『가다, 갔다, 가버렸다』는 퇴직 교수인
주인공의 눈으로 자신의 일상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번갈아 보여준다. 이 소
설 역시 난민문제의 특수성이 일상적 차원, 특히 언어적 차원(주인공의 전공인 비교언어학)
에서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가장 열띤 논의 대상이 된 작가는 이스마엘 카다레와 누르딘 파라였다. 카다레의 작품
으로는『죽은 군대의 장군』과『부서진 사월』이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죽은 군대
의 장군』은 ‘장군’으로 불리는 사람이 알바니아에서 전쟁 중에 죽은 자기네 군인들의 유
골을 수습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전쟁과 애국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부서진 사월』은 오랜 세월 알바니
아인들의 내면에 뿌리내린 불문율인 카눈의 문제, 특히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를 깊이 파
고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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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ion Report on the Grand Prize Laureate
by Hwang Kwang-soo,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The Gaze of an Observer and a Historical Agent
The selection process consisted of three sessions. At the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Selection Committee discussed the standards and schedule
of evaluation and decided to choose more than one writer from the nominees
until the second session. At the next meeting, four writers were brought up to
our discussion. Namely, they were Ismail Kadare (Albania), Nuruddin Farah
(Somalia), and Ingo Schulze and Jenny Erpenbeck (Germany). The committee
had an intensive debate on the writers and their works at the third session.
Simple Stories by Ingo Schulze compiles fragmentary incidents of
everyday life, each and every short story of which could take on the meaning
of historical testimony once the Berlin wall is dismantled and Germany is
reunited. However, there were opinions that an important historical value
which made an end to the division of Germany and Cold War era seems to be
consumed or faded in the text and that the structure is somewhat confusing.
Jenny Erpenbeck’s Go, Went, Gone, through the eyes of a retired
professor, the main character, alternately shows his daily life and the situation
in which African refugees are put. There was an issue that this novel also
dilutes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refugee problems at the level of daily
matters, more specifically at the linguistic level since the main character is a
comparative linguist.
The most of our debate was about Ismail Kadare and Nuruddin Farah.
Kadare’s General of the Dead Army and Broken April were on topic. In General
of the Dead Army, Kadare calmly views people deluded by war and patriotism,
while minutely describing the process where a person called ‘general’ collects
the remains of his soldiers died in a war in Albania. Broken April, on the other
hand, deals in depth with problems of “Kanun”, a private revenge, which is a
common law deeply rooted in the mind of Albani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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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루딘 파라의 작품으로는『지도』와『연결』이 집중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지
도』는 성년에 접어든 청년이 부모를 잃은 어린애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키워준 여성
과 자신의 특수한 관계와 감정들을 내밀하게 반추하며, 그 내밀한 관계가 자신들 밖의 사
회적 조건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퇴색되거나 간단하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지 아프게 돌이켜보고 있다.『연결』은 20년 만에 고향(모가디시오)에 돌아온 한 망명
자의 눈을 통해 독자를 내전 상태에 있는 소말리아의 현실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 작가
가 그려내는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는 다음 두 마디에 응축되어 있다. -‘소말리아인들의
내전은 그들의 언어이다.’, ‘돈은 내전의 엔진이다.’
심사위원들이 읽은 많은 작품들의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제1세계 작가들
은 대체로 일상-음미적 관찰자의 시선에 기울어 있고, 제3세계(이런 범주가 오늘날에도 유효
하다면)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증언하는 역사주체의

시선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관심은 후자 쪽으
로 기울었고,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소말리아의 현실을 밀도 있게 그려낸 누르딘 파
라의 문학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누르딘 파라의 삶과 문학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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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and Links by Nuruddin Farah were intensively talked of as well.
In Maps , a young man, an orphan, ruminates on the specific relationship and
feelings that he has had with a woman who raised him since he was a baby.
Doing so, it is sadly described that the private relationship of theirs could be
turned into something unbearably insignificant or be simply denied if it is laid
out in their social circumstances. Links brings a reader deeply into the reality
of Somalia in a state of civil war through the eyes of a man going back to
Mogadiscio, his hometown, after 20 years of a refugee life. How the writer
describes an anarchic state of Somalia could be put in these two sentences: ‘the
civil war of Somalis is their language’ and ‘money is the engine of civil war.’
Though I cannot summarize tendencies of the nominated writers’
works in one sentence tha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read, it could be
said that first world writers commonly use an observer’s perspective on a daily
examination and third world – if this category is still effective nowadays –
writers cannot but adopt the eyes of a historical agent to bear witness of the
circumstances where their own countries and people are. Between these two
tendencies, our interest leaned more on the latter. As a result, where we, the
members of the selection committee, finally reached at is the literature of
Nuruddin Farah whose works has depicted the reality of Somalia in depth.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my respect to his life and
works.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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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 선정 경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조국을 위하여

본상 선정위원회 위원

고인환

누르딘 파라는 ‘2000년대 들어 줄곧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소말리아 출신의 대
표적 아프리카 작가이다. 그는 아프리카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치누아 아체베 이후 아
프리카 문단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리얼리즘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구미
문학에 서 찾아보기 힘든 문학적 형식과 미학적 세계관을 아프리카 특유의 방식으로 구조
화하고 있는 문 제적 작가이다. 처절한 조국(아프리카)의 현실을 온몸으로 껴안고 소설을
통해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는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다.
누르딘 파라는 1945년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 통역사인 아버지와 구술 시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파라는 유년 시절 오가덴에 있는 칼라포에서 영어와 아랍어 그리고 에티
오피아의 공식어인 암하릭어를 배우며 자랐다. 소말리아가 영국과 이탈리아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 독립을 선언한 지 3년이 지난 1963년에 파라는 오가덴이 에티오피아와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게 된다. 당시 글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파라는 미국의 위스콘신 의대가 제공하겠다던 장학금을 뿌리치고 인도의 판잡 대학
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문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모국어인 소말리
아어로 단편소설을 발표하다가, 인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영어로 글을 발표하기 시작
했다. 그의 작품은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1963년 이래 인도, 소말리아, 감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
를 떠 돌다가 1998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정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생생하게 살
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고백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 “아프리카의
독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 3부작『달콤 쌉싸름한 우유』(1979),『정어리』(1981),
『닫혀라 참깨』(1983) 등과 “백주 대낮에 흘린 피”라는 주제의 3부작『지도』(1986),『선
물』(1993),『비밀』(1988) 등이 있다. 후 속작인 “불완전한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3부작은
『연결』(2004),『매듭』(2007),『해적』(2011)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발표한 소설
로『보이면서 숨기는』(2014)과『여명의 북쪽』(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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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ion Report on the Grand Prize Laureate
by Ko In-hwan,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To Bring My Country to the Life
Nuruddin Farah, from Somalia, is a representative African writer
who has been constantly in talk as being ‘a most promising winner of Nobel
Prize for Literature since 2000’. He has been an issue-generating author who
has creatively succeeded a realistic tradition that has deeply rooted in African
literature since Chinua Achebe, so called the father of African novels, and at
the same time he has structuralized a literary form and an esthetic world view
in a certainly African way that are hard to find in Western literature. He is a
‘world citizen’ who lights hope through his novel while embracing a desperate
reality of his homeland, Africa.
Nuruddin Farah was born in Somalia in 1945. Being a son of an
interpreter father and oral poet mother, he was raised in Kallafo in the Ogaden,
learning English, Arabic and Amharic, the official language of Ethiopia. In 1963,
three years later Somalia’s independence officially supported by England and
Italia, he was forced to flee the Ogaden due to a territorial conflict concerning
the region. At that time he was deeply interested in writing, so that he chose to
pursue a degree in literature, philosophy, and sociology at Panjab University
in India, rejecting scholarship offered b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Medicine. After publishing a few short stories written in Somali, while at
Panjab he started writing in English. Today, his works are translated in more
than 20 languages all over the world.
Since 1963, he had wandered through India, Somalia, Gambia, Sudan,
Nigeria, the UK, Germany, Italia, and the USA until he settled down in Cape
Town in South Africa in 1998. He once stated his purpose for writing novels
is “to keep my country alive by writing about it”. His major works include
“Variations on the Theme of an African Dictatorship” trilogy – Sweet and Sour
Milk (1979), Sardines (1981), and Close Sesame (1983) – and “Blood in the Sun”
trilogy – Maps (1986), Gifts (1993), and Secrets (1998). His other trilogy titled
“Past Imperfect” consists of Links (2003), Knots (2007), and Crossbones (2011).
He recently published Hiding in Plain Sight (2014) and North of Dawn (2018).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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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지도』(2010)와『해적』(2019)이 번역, 소개되었다.『지도』는 1977년 오가덴이
라는 지역을 가운데 두고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서 벌어진 영토 분쟁을 다룬 작
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 전체를 2인칭 화법으로 관통함으로써 1인칭 화법의 주관성 혹은
3인칭 화법의 객관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적 세계
관이 물리적으로 압축한 지도의 논리” 때문에 영토, 국가, 민족, 국경 등을 둘러싼 분쟁 속
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의 비극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작품이다.
『해적』은 ‘해적의 나라’라 불리는 소말리아의 속살, 즉 내면적 진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미네소타의 소말리아계 미국인 청년들과 함께 ‘샤바브’ 전투원으
로 자원하여 소말리아로 사라져버린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된
구체적 진실 및 소말리아의 실상을 생동감 있게 포착하고 있다. 묘사할 수조차 없는 큰 상
처가 지배하는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상처를 멈출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 없을지
라도, 심지어 이러한 끔직한 비극의 공모자라도 되는 양 고통스러울 지라도 누르딘 파라
는 조국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적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느다란 희망의 전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누르딘 파라의 작가정
신이기 때문이다.
누르딘 파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소말리아의 고통스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길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에 대한 사랑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제국주의
에 억압당한 아프리카의 불행한 역사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면
서 그 비극적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끌어안고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끈
질긴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파라의 작품세계는 외세의 강압에 의해 분열된 한반도의
현실을 되새겨 보게 하며,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낀 우리의 초상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
회를 제공한다. 소말리아의 상황은 하나 된 조국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
기 때문이다. 그의 작가정신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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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2010) and Crossbones (2019) have been translated and introduced
in Korea. Maps deals with the border conflict between Somalia and Ethiopia
surrounding the Ogaden in 1977. The author uses a second-person narration
though the entire story of the book, by which he walks a fine line between the
subjectivity of a first-person narration and the objectivity of a third-person
narration. The novel fastidiously reveals tragedies being experienced by
Africans where land, country, ethnicity, territory, and etc. are all blown into
conflicts due to “the logic of maps physically condensed by a modern world
view of the west”.
Crossbones vividly deals with an innermost reality of Somalia which
is called ‘a country of pirates’. The author, tracking a man whose whereabouts
becomes unknown after going to Somalia to volunteer to be an ‘Al-Shabab’
warrior with other Somali-American young men in Minnesota, describes in
detail the realities of Somali pirates and Somalia beyond our knowledge. Even
if it is a situation dominated by an indescribably big wound, so that it is hard
to find a way to stop being wounded, and moreover it is painful as if one is an
accomplice to this tragedy, Farah never gives up on his care for his homeland.
Embracing the desperate reality of one’s home country and never giving up
forwarding a word of hope feebly blooming out of the desperation – are the
spirit of Nuruddin Farah as a writer.
While directly facing the painful reality of Somalia that still persists,
Farah paradoxes that the only solution to this despair is yet to respect life
and love peace. While critically reflecting on an unhappy history of Africa
suppressed by imperialism and African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he
embraces the inner-selves of its people and shows their relentless will to drag
up hope from abyss while living in a bridle of tragedy. Farah’s works, in this
sense, lead us to meditate the reality of Korean peninsula separated by the
force of foreign powers, and provide us with a precious opportunity to find our
status wedged between Western and non-Western world. In this regard, the
situation of Somalia looks similar to that of us wishing for a reunited country.
It is this point that Farah’s literary spirit converges with the objectives of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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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수상작가 김종광
The Special Award Laureate Kim Chong-kwang
"이 책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한평생 소박하게 살아
온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 속에서 특유의 입담과 재
치로 담아내고 있다."
"In this book, encompassing the past and the present,
Kim depicts various life stories of rustic people through
a warm gaze with his own unique humor and wit."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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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수상 작가 소개
작가 김 종 광

김종광은 1971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했다. 1998 년 계
간《문학동네》여름호에 단편「경찰서여, 안녕」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중앙일보》신춘문예에 희곡「해로가」가 당선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경찰서여, 안녕』(2000)
『모내기 블루스』(2002),『낙서문학사』(2006),『처음 연애』(2008), 장편소설『야살쟁 이록』(2004)『율
려낙원국』(2007),『첫경험』(2008),『착한 대화』(2009),『군대 이야기』(2010) 등이 있 다. 2001년 <대산
창작기금>과 <신동엽창작상>, 그리고 2008년 <제비꽃서민소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 대상작인『놀러 가자고요』는 작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루
하고 사소한 농민으로서의 삶을 경이롭고 기억할만한 사건의 연속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다. 이 책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한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이들의 인생 이야기
를 따뜻한 시선 속에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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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pecial Award Laureate Kim Chong-Kwang

Kim Chong-Kwang

Kim Chong-kwang was born in 1971 and raised in Boryeong,
Chungnam. He studied creative writing at Chung-Ang University. In 1998,
his short story “Farewell, the police station” was chosen to be published in the
summer issue of Munhakdongne, a quarterly literary magazine, which made
him embark on the career of a novelist. In 2000, Kim’s play “Haeroga: a song
for the dead” won an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held by The Joong-ang Ilbo,
one of major Korean newspaper companies. His major works include short
story collections – Farewell, the Police Station (2000), The Blues of Rice Planting
(2002), The Literary Hist ory of Scribbles (2006), First love (2008), and full-length
novels such as A Book of the Saucy (2004), Yool - ryoe Paradise (2007), First
Experience (2008), Kind Conversation (2009), and Military Stories (2010). He was
a recipient of Deasan Creation Fund and Shin Dong-yeop Composition Award
in 2001, and Pansy People Literary Award in 2008.
Let ’s Go on a Picnic, with which Kim won the 3r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Special Award, was written with the purpose “to turn a somewhat
boring and insignificant rural farmers’ life of (his) father and mother into a
series of extraordinarily memorable events”. In this book, encompassing the
past and the present, Kim depicts various life stories of rustic people through
a warm gaze with his own unique humor and wit.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료집 내지.indd 39

39

2019-08-20 오후 2:33:58

40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료집 내지.indd 40

2019-08-20 오후 2:33:58

김종광 주요 작품
Major Works by Kim Chong-Kwang

2000

『경찰서여, 안녕』 Farewell, the Police Station

2002

『모내기 블루스』 The Blues of Rice Planting

2006

『낙서 문화사』 The Literary History of Scribbles

2008

『처음 연애』 First love

2009

『착한 대화』 Kind Conversation

2010

『처음의 아해들』 First Children

2014

『전당포를 찾아서』 Finding a Pawnshop

2015

『별의별』 Various Kinds

2017

『조선통신사』 Joseon missions to Japan

2018

『웃어라 내 얼굴』 Smile, My Face

2018

『놀러 가자고요』Let's Go on a P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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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수상소감

특별상 수상작가

김종광

이호철 선생님은 자식뻘 후배작가들에게 가야할 길의 지도를 보여주신 별 같고 아버지 같
은 분이십니다. 일천한 제가 감히 이호철 선생님을 기리는 큰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 면
구스럽습니다. 저는 큰 주제를 쓰지 못하고 소박한 시골이야기만 줄곧 써온 촌스러운 작
가인데, 이런 특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가르침 하나는, 자기가
보고 겪은 세상을 진실되게 기록하는 것이 곧 통일문학이다, 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제 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만, 아무리 소박해 보일지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세계를 최선
으로 쓰는 것이 곧 좋은 소설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촌스러운 소설도 거대하거
나 중요한 소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사표(師表)이셨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어떤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받아 오만했을 것입니다. 이
후로 상을 많이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년 후에야 다시 상을 받게 될 줄 몰랐
습니다. 사실 그동안 간절히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더군요. 개근
상이다, 격려상이다, 위로상이다, 내조상이다, 효도상이다…… 저도 그런 말을 해보고 싶
었습니다. 저도 개근상은 받을 만하다 싶었고, 저도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었고, 저도 물
심양면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도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송구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설의 70% 가량이 아
버지 어머니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광산 다니고 어머니는 수박 채소 팔러 다니
던 20세기, 두 분이 농사짓고 소 키우던 21세기를, 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주인공으
로 썼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를 팔아먹은 것이고, 뻔뻔하게 말하자면, 그
뻔뻔한 말은, 이번에 상 받은 소설집 『놀러 가자고요』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
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내 부모의 인생이 기록되어야만 하는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줄기차게 썼습니다. 내 부모
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골에서 한평생 최선을 다한 농부이기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마치 내 문학적 탐구의 그 모든 것인 양 늘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기회만 닿
42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자료집 내지.indd 42

2019-08-20 오후 2:33:58

Acceptance Speech by the Special Award Laureate
Kim Chong-Kwang

Lee Ho-chul is a father-figure and a guiding light that showed a way to fallow to
young Korean writers. Therefore, I am most humbled to receive a prize that is named after
and in honor of him. Even though I am a countrified writer who deals with not a big theme
but mainly rural rustic stories, now I receive this special prize.
One of the lessons left by Lee Ho-chul, in my opinion, is that writing what you have
seen and experienced in a truthful language is a so called unification literature. In my own
way, I have understood it as this: a good novel means doing your best to write what you can
write. To me, he was a great role model who helped me believe that my countrified novels
could be something meaningful and important.
Long ago, I received a certain prize. Maybe I was young and arrogant: I thought I
would receive many more prizes later. I did not know it would take 18 more years until I
receive another one.
In fact, up until now, I wanted a prize so ardently. Many who won a prize usually say
that it is for “perfect attendance”, “encouragement”, “comfort”, “support”, or for “filial duty.”
I wanted to say one of those as well. I thought I was qualified for a perfect attendance, and I
needed encouragement and comfort, also I always felt sorry for my wife who supported me
in every possible way. Above all, I wanted to fulfill my filial duty once again by making my
parents happy.
I felt sorry for my parents because about 70 percent of my novels is their stories;
I wrote about them of 20th century when my father was a miner and my mother was a
watermelon seller, and also them of 21st century when both of them were farmers raising
bulls – they were my main characters. To put this crudely, I may sold my parents, and to say
shamelessly, I wrote in my novel Let’s Go on a Picnic which won this prize as follows:
“I have written endlessly because I believe that the lives of my parents worth being recorded.
Yes, it must be recorded not because they are my parent, but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have tried their best for whole life in the country! As if their lives are my sole source of literary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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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두 분의 삶을 궁구하려고 했습니 다. 자식 된 자로서 제 부모의 삶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소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마는, 저는 유독 집착이 심했습니다. 제가 소설
가가 된 것은 어버이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루하
고 사소한 농민으로서의 삶을 경이롭고 기억할 만한 사건의 연속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나
는 아직 덜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에 대해 기록한 바를 총집합하고 재구성하여, 어버이의
평전과도 같은 소설을 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라 묶은 태반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쓴 소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농사짓고 소를 키우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 빛나는 자리에 모시고 어리광을 한번
부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감사의 말을 늘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드립니다만, 이런 훌륭한
자리, 여러 분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이
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제가 썼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
버지 어머니, 제가 소설을 쓰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촌스럽지만 멋진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래 전 시상식에 두 분을 모셨을 때는 이런 말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시상식이 워낙 길어 박수치다 지친 저는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18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감사
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수상 소식을 듣기 보름 전에, 아
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마치, 이 상이 하늘로 가신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걱정 돼서 아들에게 주고 간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꿈을 찾
아가 우리 아들 상 하나 주면 안 되겄남유, 농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하늘에
서 아버지가 기뻐해주시는 소리 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기뻐해주
실 거라고.
제 고2 아들이 이렇게 중얼거렸다는군요. 이번 시험 성적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열
심히 해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수상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쓰도록 해
야지,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시대 농촌을 소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앞으
로도 시골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꾸준히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것이 위대
한 사표를 기리는 특별한 상을 저 같이 미욱한 자에게 주신 모든 분의 격려와 기대에 부응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촌스럽지만 멋진 소설이 곧 ‘통일로문
학’이라는 긍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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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I have been tensely engrossed by and have tried to penetrate them. As a child, almost
all people would either acknowledge or deny the lives of their parents, but I have been the one
who is especially obsessed with them. Sometimes, I tell myself the reason I became a writer
is to write about the history of my parents. I must turn the life of a boring and simple rural
farmer into a series of wonderful and memorable stories! I feel I have not done enough writing:
I have a plan to unite and reorganize my records about them in order to write a novel close to
a biography. Most of what I wrote in this novel reflects that sentiment. My father and mother
are still farmers raising bulls.”

I wanted to invite them to an honorable occasion, once and for all, and wanted to be
a wheedling child of theirs once again. Though I always feel grateful, I wanted to say “Thank
you” aloud to them at the event like this, where you are present: Father and mother, thanks
to both of you, now I can receive this great prize. I wrote the story, but still it is the same as
you won this. Thank you for giving me life, raising me, teaching me, and living a countrified
but wonderful life of yours.
When I invited them to the award ceremony long time ago, I could not say that.
Being young and tired by a long wait, I only managed to say “I will write with my best
afterwards.” 18 years later, at last, I have an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efulness towards
them as I have always wanted.
Unfortunately, however, my father could not be present at this occasion. Exactly 15
days before I received the news that I won the special prize, he passed away. So I feel as if
this prize is given to me by my father who still worries about me in heaven. He might have
appeared and joked in the dreams of the juries, saying “Can’t ya give my son a prize?” I think
I could hear his happy voice. No, I believe he would be very happy for me.
My son, a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 once mumbled like this: “I will try
harder to study with pride in this test score.” I did the same thing – “I will try harder to write
with pride in this prize, I sometimes mumbled.”
I will take responsibility of thinking it as my vocation to write a novel about the rural
life of this age. From now on, I will intently write about rural people as my main characters.
I believe that is the only way to answer to encouragements and expectation shown by those
who have chosen me for this prize that honors the great role model of Koran literature. I
will take pride in and go on with my work, thinking that novels I can write, countrified but
awesome, is “literature for peace”.
Thank you.

lee
leehochul
hochultongilro
literaryliterature
prize for peace
prize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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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선정 경위

운영위원

방민호

이호철문학상 특별상은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것은
무엇 보다 언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학의 매체는 언어요, 한국문학
의 내용적 실체는 한국어로 쓴다, 썼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말이다.
이 상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세계화 국면에서 전개된 특정 언어의 독점적 지배 현상에
대한 인식에 바탕해 있다. 한국문학은 현재에 있어서도 번성하고 있지만 그 유일한 매체
에 가까운 한국어의 상황이나 한국어의 문학어로서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오랫동
안 한국문학 장 속에서는 인공어와 토착어의 대립이 운위되면서 의사소통될 수 있는 세
계어로서의 어휘나 문장은 따로 있고 그 반대편에 번역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토착어
가 있다는 식의 논법이 구사되곤 했다. 영어 같은 특정 언어가 공용어가 되어야 하고 그
것으로 문학 작품까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제출되어 심각한 논의들을 낳은 것
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실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별
도로 이른바 한민족문학 개념처럼 한국어로 문학하지 않아도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곧
겨레의 문학은 하나로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 또한 경청하지 않을 수 없
는 부분이 있으되 이것이 문학어로서의 한국어의 독특하고도 ‘배타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는 없 다고 본다.
김종광 씨의 창작집『놀러 가자고요』는 가깝게는 타계한 박완서나 이문구 작가의 이야
기 솜씨 와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구어적 한국어의 해학적, 풍자적 기능을 놀라울 정도
로 훌륭하게 계 승하고 있다. 그는 구어, 입말, 사투리의 한국어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삶
의 장이며, 따라서 역동적인 문학의 장임을 실증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단
순히 한국어의 묘미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니며 이 한국어의 훌륭한 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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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ion Report on the Special Prize Laureate
Bang Min-ho,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the Special Award

To Bring My Country to the Life
The Special Award of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is given to a writer
whose creative works are written in Korean. It means, more than anything, that it is based
on a particular awareness on the language – that the medium of literature is language, and
that the realistic body of Korean Literature is or should be written in Korean.
This prize, therefore, acknowledges the monopoly of a certain language that
has been developed with a new phase of globalization since 1990 Korean Literature is
flourishing at present; however, the circumstances concerning Korean – which is the sole
medium of it – or Korean as a literary language have been tough. For so long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some people have often theorized that there is a certain global language
whose vocabulary and sentences could be communicated universally, while there is a native
language that could not be. I remember that there was once even this opinion which resulted
in serious talks: a certain language such as English should be a universal language and any
writer should be able to write his works in i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is strong point of view that Korean literature
should mean Korean people’s literature; this view stands apart from the aforementioned
issues on Korean language as a formal and substantial body of Korean literature. Rather
than to regard Korean literature as literary works written in Korean, it stresses we need to
define all the works by Korean people linked by ‘blood’ as Korean literatur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anguage. Though this view in some parts draws our attention, I
believe it cannot reach the level enough to threaten an ‘exclusive’ status Korean holds now.
Kim Chong-kwang’s novel, Let’s Go on a Picnic, excellently succeeds his predecessors
such as late Park Wan-suh or Lee Moon-gu, especially in storytelling technics and an
extensive use of a witty and satirical function of colloquial Korean to an amazing extent.
He has demonstrated that colloquial and spoken Korean language and Korean dialects are
still a living stage of our life, so that they could be a dynamic stage of literatur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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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한국인의 삶의 양상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그는 단순히 사라져 가는, 소통될 수 없는 농민들의 삶을 기록해 놓는 농촌소
설을 쓴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기억, 기록 능력을 십분 신뢰하면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농
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제 문제들이 여전히 깊이 성찰되어야 할 문제적 국면임을 드러
내 보였다 할 수 있다. 이호철 문학상 ‘한국어문학상’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해
준 김종광 작가에게 감사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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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Still, he did not only cling to the charms of Korean as a language but also
successfully show many aspects of contemporary Korean people’s lives by utilizing
them. In this sense, he did not write a country novel only to record the rustic lives of
Korean rural people which are fading away and therefore cannot be communicated;
rather, while depending on the functions of Korean to memorize and to record, he
reveals that the issues of Korean society concerning rural communities are still in
much need of our attention. I offer my congratulations and express my gratitude
to Kim whose work helps us review the meaning and true value of Lee Hochul
Literary Prize as a ‘Korean Literature priz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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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수상자 소개

The Past Prize Laureates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작가
The Grand Laureate of the 1st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김석범 Kim Suk-bum (1925~ )
재일 작가. 평생에 걸쳐 ‘제주 4·3 사건’에 관련한 작품 활
동에 매진해 왔다. 제1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한 작가이
다. 대표작『화산도』로 1983년 아사히신문 오사라기 지
로大佛次郞상과 1998년 마이니치每日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Being Korean-Japanese writer residing in Japan, he has
written for whole life about ‘Jeju April 3rd incident’. He
was also the first recipient of the Jeju 4.3 Peace Prize.
With Volcanic Island , One of his major works, he won
Osaragi Jiro Award of the Asahi Shimbun in 1983 and
Mainichi Art Prize in 1998.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작가
The Special Award Laureate of the 1st Lee Hochul Literary Award for Peace
김 숨 Kim Sum (1974~ )
2016년에 발표한 장편『한 명』이 지난 30여 년간의 ‘위안
부’ 문제를 이슈 화하는 동시에 그간 한국문학이 잘 다루
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인 문학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자
로 선정되었다.
Her novel One Person , published in 2016, shed light on
so called ‘comfort women’ problems for the last 30 years,
and at the same time it in earnest brought the ‘comfort
women’ issues into a literary field that had been rarely
dealt with Korean literature up until then. In this regard,
she was chosen as the first Special Award Laureate of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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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작가
The Grand Laureate of the 2n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사하르 칼리파 Sahar Khalifeh (1941~ )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태생.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직
후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현대 팔레스타인
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로, 여성운동과 소설 쓰기에 전
념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서 여성문제 연
구소를 운영 중이다.

Born in Nablus in Palestine, she started writing
professionally soon after the war between
ArabIsrael was over. Khalifeh is a woman writer
who represents modern Palestinian literature, and
she has devoted herself to women’s movement and
writing novels. Khalifeh is currently running the
Women’s Affairs Center in Nablus.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작가
The Special Award Laureate of the 2nd Lee Hochul Literary Award for Peace
송경동 Song Kyung-dong (1967~ )
199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간 다양한 노동운동, 문화운동,
사회운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시집으로『꿀잠』,『사소한
물 음들에 답함』,『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와 옥중 산문집
인『꿈꾸는 자, 잡혀간다』가 있다. 그는 문학과 삶의 일치
를 실천하는 드문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Since early 1990s, for more than 20 years he has been
deeply involved in a variety of labor, cultural, and social
movements. Song is known as a rare poet whose life and
literature correspond with each other in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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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The Prize Council and Committees

- 자문위원 The Advisory Council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문학평론가
경희대 /덕성여대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김 우 종 위원장
Gim U-jong

염 무 웅 위원
Yom Mo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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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자 위원
Lee Kyung-ja

문학평론가
영남대 독문학과 명예교수
창비학당 이사장

제주4.3 연구소 초대소장
(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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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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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영 위원
Hyun Ki-young

서강대 국문과 명예교수

김 승 희 위원
Kim Seung-hee

임 헌 영 위원
Yim Hun-young

Former Director,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Professor Emeritus, Korean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유안진 위원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PEN Korea

Yoo An-jin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문학평론가
숙명여대 석좌교수
제4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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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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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연 위원
Kim J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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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 헌 위원
Han Seang-hun

김 승 옥 위원
Kim Seung-ok

전북대/가천대 석좌교수
제17대 감사원장

만해시인학교 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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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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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배 위원
Lee keun-bae

세종대 겸임교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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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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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위원
Kim Ji-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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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위원 The Selection Committee

황 광 수 위원장
Hwang Kwang-soo

문학평론가
(전)실천문학 주간
(현) 계간 문예지 자음과모음 자
문위원.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경희대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
터 센터장

Literary Critic
Former Chief Editor of
Silchunmunhak
Consultant of Jaeum& Moeum , a
Quarterly Literary Magazine

Literary Critic
Professor of Kyung Hee University
Head of Center for Pan-African
Cultural Studies of Kyung Hee
University

고인환 위원
Ko In-hwan

울산대학교 교수
라틴아메리카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가

문학평론가
충남대학교 영문과 교수
Literary Critic
Professor of Englis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University of Ulsan
Translator & Scholar of Latin
American Literature
송 병 선 위원
Song Byeong-sun

오길영 위원
O Gil-yeong

소설가
한국일보 문학상, 신동엽 창작상,
아름다운 작가상 수상.

오 수 연 위원

Novelist
Recipient of the Hankook Ilbo
Literary Award, Shin Dongyeop Creation Award, Beautiful
Writers Award

Oh S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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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위원 The Organizing Committee

원광대 교수
『지구적세계문학』편집인

광운대 교수
<제주작가> 편집위원
(전)실천문학,리토피아 편집위원

고 명 철 위원
Ko Myeong-cheol

민 병 모 위원
Min Byu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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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Wonkwang University
Editor, bi-annual publication
Global World Literature
김재용 위원
Kim Jae-young

이호철문학재단 이사
분단문학포럼 대표

인하대 교수
(전) 문학수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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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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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영 위원
Park Hye-young

서울대 교수
(전) 한국현대문학회 이사

방 민 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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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Min-ho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재봉 위원
Choi Jae-bong

Culture Reporter, The
Hankyoreh

한양대 교수
(전) 한국 교원대 교수

유 성 호 위원
Yoo Sung-ho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terature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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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 취지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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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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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The focus of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is to creatively
inherit, maintain, and develop the late author Lee Ho-chul’s literary spirit. Lee
was a writer who devotedly dealt wit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sulted from and became historical remains of the Cold War system
whose prelude was the Korean War. One of the most notable Lee Ho-chul’s
literary achievements is that it still makes readers to envision a peaceful world
without division. Lee Ho-chul’s literary spirit indeed shows endeavors with
its full force from literature to overcome the antagonism,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Not only that, its significance
can be broadened to a universal literary practice which ruminates on and
strives to overcome the global problems such as conflicts, gender, refugees,
discrimination, violence and war.
One can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locality in the literature of Lee
Ho-chul. Eunpyeong-gu, one of the districts consisting Seoul, is a key point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by its traffic routes. With such a geographical
location, Eunpyeong-gu has a symbolic status which can stitch the wound
caused by the division, and in doing so it brings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East Asia. In this regard, Eunpyeong-gu, a local place where the
literature of Lee Hochul was born, has a certain position that could be deemed
international. Therefore,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with its
base on this glocality, aims to strengthen and spread Lee Ho-chul’s literary
accomplishments throughout the peninsula, across East Asia, and all over the
world.
Accordingly,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selects its
recipients from international writers whose works are in accordance with
such purposes and objectives. The prize also recognizes young Korean writers
whose works strive to succeed and develop the literary accomplishments of
Lee Ho-chul.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Lee Ho-chul’s literary spirit can
strengthen and expand the universal literary solidarity that longs for world
peac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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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호철 작가 소개

작가 이호철의 삶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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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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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ing the Writer Lee Ho-chul
Committee Member, Bang Min-ho

Writer Lee Ho-chul’s life and literature

Lee Lee Ho-chul (15th. Mar. 1932 ~ 18th. Sep. 2016) is the foremost
writer of division literature and post-war literature of South Korea.
He was born in Wonsan, north of the DMZ, where one in south cannot
traverse now. His becoming a writer arose from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e month before his graduation from Wonsan High School. Still being a
high school student, he fled alone to Busan by an American naval vessel during
‘Wonsan Evacuation’ on the 7th of December 1950, and started his life as a
defector.
In July 1955, at the age of 23, he began his literary career by publishing
the short story “Far From Home” in the quarterly Literary Arts. His stardom
as a most promising writer started from his novel Petit Bourgeoisie, which he
published in Generation, the magazine, in 1964. In this novel, he successfully
portrays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Korean War by describing the
protagonist’s life as a refugee in Busan and incidents that he experiences there.
Busan was the temporary capital during the war, and it belonged to a tiny part
of South Korea where the North Korean forces could not occupy even when
the tide of war was favorable to them. Capturing the aspects of life and reality
of this city with an intriguing concept of ‘petit bourgeoisie’, he showed his keen
foresight on the new phase and characteristics of post-war capitalism later
found in Korea.
Lee Ho-chul’s artistic talent of bringing characters to life in his works while
penetrating the nature of reality and his time became best known by Seoul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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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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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eaving, which was serially published in the Dong-a Ilbo newspaper. In
this novel, with the characters such as “Gilnyo”, the heroin, and “Dong-pyo”, a
North Korean defector, he vividly describes individual lives in Korean society
represented as Seoul of 1960s.
In these aforementioned two novels, his thoughts and critical mind
as a writer who defected the north where his hometown is are strongly felt.
This later developed into facing squarely the realities caused by the division
as being shown in his short story “Panmunjeom” which he published amidst
April 19th Student and Civil Revolution. His works were clearly linked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which resulted in his being imprisoned for 10
months under the fabricated charge of ‘a spy writer’, against the emerging antidictatorship movements by writ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Freedom
Writers’ Association in 1974.
Even after June Democratic Movement in 1987, Lee Ho-chul never
ceased to show his interest in the division of Korea Peninsula. He continuously
strived, in his own literary way, to restore the life of Korean people in the
division system resulted from the worldwide Cold War system. In doing so,
he showed the life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though divided, is yet
deeply connected to each other as one community. Particularly, he is a most
notable writer for setting his literary aims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rying not to be biased on either the progressive or
conservative, left or right.
Even in his later years, Lee wrote with his spirit and might, never losing
his enthusiasm for creating yet another story. Regretfully,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85, in September 2016. Until his death, for many years he lived in
Eunpyeong-gu creating his works. In honor of him, Eunpyeong-gu Office, on
behalf of its residents, established th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to
commemorate his life and literature.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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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9월
8월13일(목)
28일(수)
10 : 30
오전
11 : 30

15 : 00
오후
18 : 00

9월8월
14일(금)
29일(목)

전체 일정
9월 15일(토)
8월 30일(금)

제3회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3회

수상작가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누르딘 파라와의 대화

이호철 문학포럼

시상식
일시 : 2019. 8. 28.10:3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일시 : 2019. 8. 29. 15:00
장소 : 서울 기록원 1층 방문자센터
내부 1층 스탠드

일시 : 2019. 8. 30. 14:00
장소 : 서울 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사회 채진 문학상 간사

사회 김재용 운영위원, 원광대 교수

좌장 유성호 운영위원, 한양대 교수

인사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정경위 및 수상작가 발표

내용 수상작가 누르딘 파라와 김재용 주제 1 이호철 문학의 현재형

교수가 진행하는 토크쇼

고인환 본상 선정위원
유성호 특별상 선정위원

발표 오창은 중앙대 교수
토론 이승윤 인천대 교수

수상작가 수상소감
질의 응답

주제 2 이호철 분단문학

일시 : 2019. 8. 28.17:00
장소 : 서울혁신파크 혁신광장

사회 유성호 운영위원, 전소영
개회사 김미경 은평구청장
인사말 이경자 자문위원
축사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경과보고 강봉기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장
선정경위 및 선정이유

발표 전철희 문학평론가
토론 장문석 경희대 교수
주제 3 이호철의 사람들
발표 전소영 서울대 강사
토론 조대한 문학평론가
특별 강연

김종광
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작가

송병선 본상 선정위원
김재용 특별상 선정위원
본상 수상작가 소개
수상 연설 누르딘 파라
특별상 수상작가 소개
수상 연설 김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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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Aug.
9월 13일(목)
28th (Wed)

Event Schedule

9월
14일(금)
Aug.
29th (Thu)

9월Aug.
15일(토)
30th. (Fri)

Hochul Literary
제2회
10 : 30 The 3rd Lee
AM
Prize for Peace Press
11 : 30

15 : 00
PM

이호철통일로문학상
Conference
기자회견

The 3r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A Talk with Nuruddin Farah, Lee Hochul Literature Forum
Grand Prize Laureate

Award Ceremony

18 : 00

2019. 8. 28.10:30
Press Conference Room,
Press Center(19F)

2019. 8. 29. 15:00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19. 8. 30. 14:00
Seoul Metropolitan Archives
5F Conference Room

1F Visitors’Center

MC Chae Jin (Secretary of LLPP)
MC Kim Jae-young (Prof. of Wonkwang Uni- Chair Yoo Sung-ho (Prof. of Hanyang UniOpening Address (Mayor of Enupyeong-gu, versity)
versity)

Kim Mi-kyung)

Selection Report & Announcement of
Winners

- the Grand Prize Laureate
- the Special Award Laureate
Acceptance Speech
Q&A

2019. 8. 28.17:00

Seoul Innovation Park Square

MC Yoo Sung-ho & Jun So-young
Opening Address Mayor of Enupyeong-gu,

Kim Mikyung

Program
A Talk Show with Nuruddin Farah, the Grand
Prize Laureate of the 3r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Hosted by Prof. Kim Jaeyoung

Program
Topic 1. The Present Form of Lee Hochul Literature
- Presenter: O Chang-eun (Prof. of ChungAng University)
- Panel: Lee Seung-yun (Prof. of Incheon University)
Topic 2. Lee Hochul Devision Literature
- Presenter: Jeon Cheol-hui (Literary Critic) Panel: Jang Moon-seok (Prof. of Kyoung Hee
University)
Topic 3. Lee Hochul’s People
- Presenter : Jeon So-young (Lecturer of Seoul
University)
- Panel: Cho Dae-han (Literary Critic)

Welcoming Address Advisory Council, Lee

Kyung-ja

Congratulatory Address Chairperson of the

Lecture by the Special Award Laureate
Kim Chong-kwang (Novelist)

Enpyeong-gu, Lee Yeon-ok

Report on Proceeding Department Head of

Culture and Tourism, Kang Bong-gi

Selection Process and Report

- Deputy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Song Byeongsun
-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the Special Award
Award

- Announcement of the Grand Prize Laureate
Acceptance Speech Nuruddin Farah
- Announcement of the Special Award
Laureate
Acceptance Speech Kim Chong-kwang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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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The 3rd Lee Hochul Literary Prize for Peace
발행인
감수

김미경
강봉기

발행일
기획
주관

2019년 8월 28일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

글
사진
번역
디자인
디렉터

누르딘 파라, 김종광 외
이호철문학재단
채진
나네 NANE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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