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 문학교류단  
영국 참관 보고 

기간: 2013년 11월 9일~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문화원이 주관한 한영문학교류단 영국참관기입니다. 문학·출판 관계자 6명이 8

박 9일 동안 에든버러, 런던, 노르위치의 문학관련단체 27곳을 방문하거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참가자는 

KBBY회장, 토지문화재단 학예사,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장, 전 문예중앙 편집

장,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첫 방문지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에는 스토리텔링 센

터가 있습니다. 카페와 책방, 도서관, 극장, 전시관 등이 함께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전시장 겸 식당입니다. 작은 공연이나 책읽기 시간에는 이 공간이 공연장으로 바뀝니다.  



  지하 극장입니다. 에든버러는 20여년 전 영국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름에 펼쳐지

는 공연 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문학 페스티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좋은 시구를 도시의 건물 

벽이나 전차에 붙이기도 하고, 시구를 적은 명함을 시민들에게 뿌리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에 

작가를 보내 학생들의 독서와 글쓰기를 돕습니다. 이 극장에는 세계 각국의 스토리텔러들을 불러모아 연령 

관계 없이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문학 축제가 거의 일년 내내 열린다고 합니다.  



  에든버러 시내에는 곳곳에 이런 작은 책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책 전문 서점입니다. 200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린이 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지요. 부러운 모습입니다.  



  유명한 엘레펀트 하우스입니다. 조안 롤링이 가난한 싱글맘 시절 이곳에 앉아서 해리 포터를 썼다고 합니

다. 안쪽으로 쭉 들어간 자리에서는 에든버러 성이 보입니다.  



  영국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하루에 서너 곳의 문학관련기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술, 음악, 공연 등의 장르에도 지원을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장르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2014년 런던도서전의 주빈국이 한국입니다. 영국은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그 나라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 나라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번 참관단도 그래서 꾸려진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영국 내의 책 읽기, 글쓰기 활동을 진작시키고 작가들을 뒷받침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정

부와 지방기관,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 사이의 교

류와 협력이었습니다. 물론 안에서는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협력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버밍햄 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장입니다. 8세에서 16세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 워크숍이 무려 250가지나 진

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와 글쓰기 교사를 요청하는 곳에는 언제든 보내줄 수 있도록 작가와 문예창작과 

학생을 위주로 하는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는군요.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입니다. 가운데 넥타이 맨 양반이 문화원장. 마침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도서전 한국 주빈국을 계기로 이런저런 한국문화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국은 놀랍게도 문맹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80%가 문맹이라고 합니다. 이민자나 난민이 

많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교도소 내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그림, 조각, 글쓰기 들을 하는데, 그 작품들을 런던 시내 한가운데 있는 사우스뱅크 센터라는 곳에서 전

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가슴이 먹먹한 작품입니다. 제목이 ‘내가 아니에요. 난 안 그랬어요’입니다.  

 



  출판사도 몇 군데 들렀습니다. 페이버 앤 페이버라는 출판사에서는 글쓰기 아카데미를 합니다. ‘작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출판사는 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도 자신만만해 보여서 찍었습니다.  



  보너스 한 컷입니다. 에든버러 성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3파운드(약 5천원)씩 받고 이런 사진을 찍

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체운영비에 보탠다는군요. 평생 부엉이 안아볼 일이 또 있겠어요? 얼른 지갑을 열었

습니다. 부엉이는 아주 위엄 있고, 묵직하고,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