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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 미술관(1F 스페이스 필룩스)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마로니에 공원(B1 지하 다목적홀)

2) 신(新)나는 청문회

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4) 소설 in(人) 서울!

5) 동주 1917

6) 그림으로 읽는 시

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16)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 소설 낭독회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 처럼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13) 야한소설 낭독회

15) 물감과 타이프

17) 마지막 수업

18) 팟캐스트 파문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쓰기

예술나무카페 및 야외정원  예술가의 집 (3F 다목적홀)

행사장 지도

열린문학도서관/ 문학산,책(BOOK)길

<문학주간 2017> 기간 동안 마로니에 공원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야외/ 상설 프로그램.

감각을 깨우는 숲속의 서재와 문학산,책(BOOK)길에서 

문학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 일시 : 2017년 9월 1~7일

 ▪ 장소 : 마로니에공원 

시인들의 문인화展

시인들의 문인화展 ‘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  

고은, 박남준, 구중서, 김성장, 홍일선, 김주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14인의 작품 37점을 전시하고 독자들에게  

시의 참 멋을 전달합니다.

 ▪ 일시 : 2017년 9월 1~7일

 ▪ 장소 :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 

문학3일장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함께하는 ‘문학도서마켓’ 한국구세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2017 사랑의 도서 기증 

사업’도서들을 만나보세요

 ▪ 일시 : 2017년 9월 1~3일

 ▪ 장소 : 마로니에공원

 ▪ 작가스테이지<문학,마음을 채우다> 

 ▪ 작가스테이지 <문학,마음을 채우다>

  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 열린문학도서관 <숲속의 서재>

 ▪ 문학산,책(BOOK)길

 ▪ 문학 3일장

 ▪ 작가스테이지 <문학,마음을 채우다>  ▪ 한국문학 대축전

 ▪ 한국소설 인터뷰쇼(기억편, 만남편)

 ▪ EBS FM 공개방송 정애리의 ‘시콘서트’

 ▪ 전국 문학관 워크숍

 ▪ 전야제 <문학주간 x 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 EBS FM 공개방송 ‘북카페’

 ▪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익명의 감’

 ▪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 시인들의 문인화展 전시 ‘붓을 따라 소풍나선 시’

 ▪ 작가스테이지<문학,마음을 채우다> 

  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이야기

 ▪ 해외레지던스 성과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문학이정표 중 맘에 드는 문장들을 핸드폰 사진으로 찰칵!
한국문학 속 다양한 문장들로 꾸며진 공간들을 산책하며  

문학 이정표에 담긴 문장들을 직접 채집해보세요.

   

문학채집 인증 사진을 개인 SNS로 게시
#문학주간 #열린문학도서관 #문학채집과 함께 게시하고 

문학주간 안내데스크에서 보여주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9/1(금)~7(목) 매일 선착순 20명 

증정품 : ‘북트레일러+노트 세트’, ‘에코백’ 중 랜덤 증정  

수령 장소 : [문학주간 2017] 안내데스크 

북트레일러
문학주간 2017 한정판 책자

노트 
문장웹진 커버스토리로 꾸며진 노트 

*문학채집 이벤트 안내



주요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Time 
Table

9월 1일(금) 9월 2일(토) 9월 3일(일) 9월 4일(월) 9월 5일(화) 9월 6일(수) 9월 7일(목)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11:00~20:00]
문학3일장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21:00~23:00]
전야제(1)
문학주간x라운드미드나잇
문학, 밤을 깨우다(1부)

[11:00~20:00]
문학3일장

[11:00~20:00]
문학3일장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3:00~13:50] 작가스테이지 0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12:00~18:00]
열린문학도서관

지하
다목적홀

[11:00~19:00]
문인화전

[19:00~19:50] 작가스테이지 0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이야기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11:00~19:00]
문인화전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야외정원

[19:00~20:30]
EBS FM 공개방송 북카페

[23:00~05:00]
전야제(2)
문학주간x라운드미드나잇
문학, 밤을 깨우다(2부)

[18:00~19:00]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17:00~17:50] 작가스테이지 0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19:00~20:30]
문학콘서트 소설가와 
소소한 저녁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6

여름 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 소설 낭독회

[19:00~21:0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낭독회 
익명의 감

[18:30~20:30]
문장웹진
문장의 목적

다목적홀

[15:00~18:00]
한국문학 대축전

[19:00~20:30]
한국소설 인터뷰쇼(기억편)

[15:00~16:30]
EBS FM 공개방송
정애리의 ‘시 콘서트’

[19:00~20:30]
한국소설 인터뷰쇼(만남편)

[10:00~16:00]
전국 문학관 워크숍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5:00~16:00] 작가스테이지 02

신(新)나는 청문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0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19:00~19:50] 작가스테이지 04

소설 in(人) 서울!

[21:00~21:50] 작가스테이지 05

동주 1917

[13:00~13:50] 작가스테이지 06 

그림으로 읽는 시

[15:00~15:50] 작가스테이지 0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17:00~17:50] 작가스테이지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19:00~19:50] 작가스테이지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3

야한 소설 낭독회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5

물감과 타이프

[20:00~21:00] 작가스테이지 17

마지막 수업

[18:30~19:20] 작가스테이지 18

팟캐스트 파문

[20:00~20:50] 작가스테이지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20:00~21:30]
해외레지던스 
성과토크쇼 
입담, 여행담, 그리고 
문학의 그담

전국문학전문책방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미스터리유니온 
추리소설 작가와의 미스터리 
토크 

[20: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봐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4:00]  서울 책방 
남녀노소 누구나, 동화
 
[16: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

[19: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맥

[19:00]  광주 검은책방 흰책방
가능세계에서 내가 싸우듯이

[10:00] 제주 시옷서점
햇빛과 바람과 시옷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8:00] 대구 시인보호구역
詩, 들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청색종이 
이 시대의 생명, 그리고  
문학(열린문학좌담회)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30] 
서울 고요서사
소설이 있는 곳으로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19:00] 부산 낭독서점시집

추억을 보관하는 동네책방  
낭독회

[19:30] 서울 위트앤시니컬
문학과사회- 히든트랙

[12:00] 서울 다시서점
빈칸시 백일장

[20:00] 
경기 미스터버티고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와의 
만남

전야제 <문학주간 x 라운드 미드나잇  
- 문학, 밤을 깨우다>

<문학, 밤을 깨우다>은 한밤중에 시작해 해가  
떠오르면 끝나는, 조금은 특별한 전야제입니다.  
밤샘 독서, 음악공연, 북토크 등으로 가을 밤, 바람, 
문학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밤을 준비했습니다. 
 
출연 : 정지돈 소설가,이현호 시인, 한인준 시인,   
         김소형 시인, 9(of 9와 숫자들), 수상한 커튼,  
         아를, 기타리스트 최병욱
음료와 간식 + 동네 서점 큐레이션 블라인드북 제공
참가비 1만원

개막식 <문학, 감각의 문을 열다>

우리 문학작품이 한 편의 뮤지컬과 랩, 시극으로 재탄생 
합니다. ‘모든 시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너는 네가 먹는  
그것이다’ 등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워줄 문학주간 2017  
개막식을 만나보세요.

한국소설 인터뷰쇼 (기억편, 만남편)

한국문학사에 족적을 남기고 작고한 문인들부터 현재 
자신만의 문학적 지형을 그리며 왕성히 활동하는 문인들까지.
한국소설 명장면 인터뷰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윤동주시인 탄생100년 특별강연 
-  청년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다

9.5(화) <우리에게 윤동주는 무엇인가-동아시아에서  

           윤동주 읽기>

9.6(수) <문학을 넘어선 윤동주, 대중문화 속 동주>

9.7(목) <윤동주와 그의 시대, 2017년 일본의 사상상황>

9.8(금) <시인동주, 시인의 길>

9.9(토)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1년을 찾아서>

9.10(일) <우리는 윤동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일시 : 2017년 9월 5~10일

 ▪ 장소 : 청운문학도서관 

찾아가는 문학주간

 ▪ 시민과 지역문학관이 함께하는 문학축제 
‘상상과 감동’- 한국문학관협회

 ▪ 독자와 함께하는 소설축제 - 한국소설가협회

 ▪ 詩청각교육 - 한국시인협회

 ▪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 박찬세 시인 외 10인

 ▪ 장소 : 전국 지역문학관, 전국 43개 중.고교 및 도서관,  
         전국 7개 병영도서관

EBS FM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공개방송

찾아가는 ebs북카페

 ▪ 진행: 배우 정태우

 ▪ 출연: EBS북카페 성우진, 가수 홍대광, 페이버릿

 ▪ 내용: 박민규 소설<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낭독 및 라이브 공연

정애리의 시콘서트

 ▪ 진행: 배우 정애리

 ▪ 출연: 손택수 시인, 김민정 시인, 가수 신효범,  
        여행스케치

 ▪ 내용: 작가와의 만남 및 라이브 공연

한국문학번역원

제 15회 한국문학번역상

제 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제 16회 한국문학번역원신인상 시상식

 ▪ 일시 : 2017년 9월 6일

 ▪ 장소 : 광화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20층

작가스테이지 <문학, 마음을 채우다>

작가가 독자들에게 더 친숙한 문학으로 다가가기 위해 작가가 
직접 문학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문학주간 동안 작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을 즐겨보세요.

참가비 3천원(음료제공)

1) 유럽에 사는 아재가 들려주는  
    문학이야기
    강병융

2) 신(新)나는 청문회
    정수민, 연진영

3) 무용하는 시 - 주머니 없는 외투
    배수연, 황유원, 김수진, 임승훈

4) 소설 in(人) 서울!
    김혜진, 진보경, 정희영

5) 동주 1917
    이상협, 김홍범, 배창복

6) 그림으로 읽는 시

    금은돌

7) 내 삶의 한 문장 낭독회
    유현아, 김성장, 김은경

8) 두근두근 시인학교 종삼음악회
    이민호, 박시우, 유현아

9) 시와 자연의 연애의 얼굴들
    천세진, 김명희

10) 어떤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최지인, 이다희, 박혜진, 정보영

11) 연애를 문학으로 배웠어요
      김연희

12) 위스키 한 줄, 낭독 한 잔
      김덕희, 조수경

13) 야한 소설 낭독회
      최민석, 손현

14)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
      윤정선, 이불

15) 물감과 타이프
      이소연, 주민현, 이서하

16) 마지막 수업
      한민규

17) 여름밤을 위한 추리추리한  
      추리소설 낭독회
      임승훈, 송지현

18)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 박찬세, 김남숙

19) 창작 체험, 두 명의 소설가와  
      릴레이 소설 쓰기
      김남숙, 임승훈

당신은 문학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문장은 눈으로 보지만, 

어떤 문장은 소리가 되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싯귀는 조심스레 쓰다듬어 보게 되고, 

어떤 말에선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을 우리는 꼭꼭 씹어 

소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학을 만지고 보고 소화하듯,

문학은 우리의 오감으로 스며들어

우리에게 얘기하고 어루만지며 향기로 채웁니다.

무뎌진 감각을 깨워줄 문학의 매력, 

문학주간 2017에서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