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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와 연구 과정

가. 연구 개요

1) 제목

∙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 실태조사 연구

2) 연구 과제

∙ 연구 과제 1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실태 조사

∙ 연구 과제 2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지원정책 발굴

나. 연구 배경

∙ 문학적 정체성보다 대량 시장을 목표로 하는 ‘출판 자본’이 주도되는 문학 생태계

에서 문예지의 편집위원과 출판사의 결합은 문예지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며 전

통적 기획 구성과 종이책 문예지 출판 방식을 취함. 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독자를 

창출하는 유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2010년대 이후 종이책 출판산업의 축소와 함

께 문예지 독자들도 줄고 있다고 평가됨(공병훈 외, 2018)
∙ 문학계의 위기와 문학 생태계의 고정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립 문예활동과 

등단·비등단을 아우르는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독립 문

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독자와 창작자들의 기존 출판시장과 다른 작품 유

통 플랫폼와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음. 그 사례들로서 독립 문예지와 독립 문예 출

판, 독립 출판 유통시스템의 서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이 관찰됨

∙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Tumblbug)이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문학 

출판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텀블벅은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문예지, 또는 문학 단행본 출판 소식을 알려, 독자가 펀딩을 통해 출판

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자,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출판물을 유통하는 채널로서 역

할하고 있음

∙ 문학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독립 문예지, 독립 

출판 활동, 뉴미디어 기반 활동, 문학 관련 상품 개발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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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 생태계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2018~2022)」의 4대 전략 중 ‘문학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독자들의 문학 향유와 소비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문예지 지

원사업 개선의 기준에 적합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 문학 생태계 미래 기반인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독립 문예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새
롭게 조성된 미디어와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문학 창작자를 지원하며 문학 생태

계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근거를 분석함

∙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창작자 커뮤니티와 독립 문예활동의 관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첫째, ‘문학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독립 문예활동의 특징과 

패턴을 분석’하고, 둘째, ‘변화된 미디어와 기술 환경에서의 독립 문예활동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음

라. 연구 책임자

이름 직책 역할 비고

공병훈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문학동인, 독립 문예지, 독립
문예출판에 대한 조사설계, 심층인터뷰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조정미 공동연구원
문학동인,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에 대한 조사실행과 심층인터뷰 

㈜스토리미디어랩 대표

이민우 보조연구원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에 대한 심층면접
과 사례분석

온라인문학신문 뉴스페이퍼 대표

<표 1-1> 연구 책임자

마. 연구 기간과 일정

1) 연구 기간 

∙ 2019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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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일정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총괄
계약
진행

계약
기간 
시작

중간
보고

과업 연구계획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

창작자
커뮤니티
온라인 
심층면접

창작자
커뮤니티
오프라인
FGI조사

독립문예
페스티벌
추진 및
추가 

심층면접

최종
보고
회

설문
기획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설문
조사
분석

최종
보고서
제출

연구 과제

∙ 연구 과제 1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실태 조사

∙ 연구 과제 2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지원정책 발굴

연구 배경

∙ ‘출판 자본’이 주도되는 문학 생태계는 2010년대 이후 종이책 출판산업의 축소와 함께 문예

지 독자들도 줄고 있다고 평가됨

∙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으로 활성화됨

∙ 그 사례로서 독립 문예지와 독립 문예 출판, 독립 출판 유통시스템의 서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이 관찰됨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Tumblbug)이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문학 출판 플랫폼으로 본

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문학 생태계의 기반이인 독립 문예창작 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객관적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독립 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또는 그 구성원들의 문학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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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실태조사 

: 등단 작가, 비등단 작가들로 구성된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독립 문예 출판 활동

∙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내용과 유형에 대한 분석 

: 활동내용과 모임 형태에 따른 독립 문예 활동의 유형 구분

∙ 독립 문예활동과 창작자 커뮤니티 참여자의 지원정책 의견·요구사항 수렴 

: 독립 문예활동 및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근거 마련

나. 연구 설계 

1) 연구흐름도  

연구개요, 연구설계, 연구방법
과제분석
연구방법론

제1장 
제2장

연구과제, 연구배경,
연구내용, 연구설계, 연구방법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문헌분석 제3장

문화지원정책 및 학술자료

독립문예
페스티벌

참가 커뮤니티, 
특징적인 

커뮤니티 대상

사례분석
문헌분석
직접관찰
참여관찰
심층면접

제4장
다양한 독립 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분
석

문학매체와 
협회, 단체의 
협조를 통해 
문학창작 

커뮤니티 대상 
설문참여 
권유 필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제5장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 
문학지망생 대상의 설문조사 진행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론 및 정책 전략

결론 제6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정책 제안 

<그림 2-1> 연구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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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독립 문예활동의 속성을 문학 창작활동의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성, 출판 자

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에서의 독창성, 기술 변화 적응성 

등으로 보는 공병훈 등의 관점을 적용(공병훈 등, 2019)
∙ [문학창작 커뮤니티] 
  합평, 동인지와 문학 단행본 출판, 뉴미디어 출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의 집합적 

창작 학습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참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문학적 정체성, 또는 문학적 연대감을 지닌 채 문예지, 
또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과 문학 관련 상품 개

발을 통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활동으로 2인 이상의 문학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1인이 출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자들과 연결

망을 형성하여 벌이는 활동도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다.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 선행이론 및 자료분석  

∙ 대상 : ① 문예지지원정책 관련 자료, ② 문화예술 지원정책 관련 연구논문, ③ 문

예지 및 독립 문예활동 관련 연구논문, ④ 문예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방법 : 문예지원정책의 미래 전략 관점으로 역사적 분석과 문화정책론적 접근 

2) 문학창작 커뮤니티 사례분석 

∙ 대상 : 문학창작 커뮤니티(문학 창작자들의 동인·단체·모임 등), 독립 문예지, 독립 

서점, 독립 문예출판, 온‧오프라인 창작 커뮤니티

∙ 내용 : ① 독립 문예지 또는 독립 출판물 출간과 유통 현황, ② 문학창작 커뮤니

티들의 독립 문예활동 방식과 유형, ③ 기술과 사회 환경의 영향과 적응 현황, ④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문예지 활동 내용

∙ 방법 : ① 문헌분석(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언론사 뉴스, 소셜 미디어 자료, 분
석 대상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독립 문예활동 관련 문서 자료 등), ② 직접 관찰(문
예지와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채널, 커뮤니티 등), ③심층면

접(활동 중인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실태,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의 내용·
특징·유형, 기술과 사회 환경이 독립 문예활동에 끼치는 영향, 문학지원정책에 대

한 창작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통해 문예지의 활동 상황과 모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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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대상 : 등단한 작가가 1인 이상 포함된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438명
∙ 내용 : ① 활동 중인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실태, ② 독립 문예활동의 내용과 

유형, ③ 기술과 사회 환경이 독립 문예활동에 끼치는 영향, ④ 문학지원정책에 

대한 창작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

∙ 기간 : 2019년 11월 3일~2019년 11월 25일
∙ 표본 : 432건 

∙ 방법 : 조사방법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실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도구로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도구로는 

SPSS 소프트웨어(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였음 

연구 설계

∙ 연구과제에 기반하여 문헌분석, 사례분석, 집단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과정으로 연구 설계

하여 실행함

∙ 독립 문예활동의 속성을 문학 창작활동의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성, 출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에서의 독창성, 기술 변화 적응성 등으로 보는 관점을 적용함

∙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해 ‘합평, 동인지와 문학 단행본 출판, 뉴미디어 출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의 집합적 창작 학습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로 정의함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① 문예지지원정책 관련 자료, ② 연구학술지의 지원정책 및 독립 문예활동 자료, 
③ 언론사 뉴스, 소셜 미디어 자료 

∙ 사례분석 : 문학동인, 독립 문예지, 독립서점, 독립문예출판, 온프라인 창작 커뮤니티

∙ 집단 심층면접 : 독립 문예지, 문학창작 커뮤니티, 독립 문예활동 주요 관련자

∙ 설문조사 : 등단한 작가가 1인 이상 포함된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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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문예활동 관련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 

가. 동인(同人)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을 위해서 문학 생태계의 동인 커뮤니

티에 대해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규범, 종교, 가치, 관습, 정체성에서 공통점을 지닌 사회적 단위를 

커뮤니티라고 한다. 이 관점에서 커뮤니티는 국가, 마을, 도시, 이웃이라는 지리적 범위

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에 기반한 가상적 공간의 위치에 대한 감각을 공유한다(Wikip
edia:Comminity).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에서 맥밀런(McMillan)과 차비스(Chavis)는 커뮤

니티 의식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지닌 구성원 의식(membership), 무리와 그 구성원에 대

한 영향(influence), 요구를 통합하고 이행하는 보강(reinforcement), 공유되는 감정적 연결

(emotional connection) 4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1) 
동인(同人)은 같은 취미나 활동,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즉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상업성을 띠지 않고 순

수한 창작과 상호 교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가리켰으나 현재는 만화, 소설, 미술 

작품, 음악,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등을 제작하는 아마추어 창작 집단 전반을 가리킨

다. 동인지(同人誌)는 취미, 경향 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기획·집필·편집·발행하는 

잡지를 뜻하며 동인이 동화, 소설, 학술, 사상, 정치 등의 단행본으로 출판한 책과는 구별

된다. 하지만 동인지와 동인 출판물은 대개의 경우 자비 출판물(自費出版)이라는 공통점

을 지닌다. 동인지를 출간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 부른다. 동인지는 출판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업적인 잡지와는 다르다. 동인잡지는 일반시민층에서 나온 학자·
작가들의 집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근대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출판활동이 자본주의적 경영의 대상이 되고부터 동인잡지는 잡지출판의 주도적 지위를 

잃고 상업출판에 의하여 충족되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글로벌세계대백과

사전: 동인잡지). 따라서 동인지와 동인 출판물을 독립 잡지, 또는 독립 출판물의 속성을 

띄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문학 분야의 잡지들은 동인잡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마추어들이 출판하며,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도 있으며 전문 창작자들도 일반적인 출판 산업 

바깥에서 동인지를 출간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문학 창작 지식의 학습과 공유 과정은, 
폐쇄적인 강한 유대(strong ties) 공동체의 속성을 지닌 작가 지망생들의 서클, 문학동인, 
동인지(同人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19년 『창조』 등장 이후 문예지는 창작에 

뜻이 맞는 동인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왔다. 1950
년대와 1960년대에는 한국문인협회 출신이 주도하는 월간지가, 1970년대에는 4.19세대

1)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ume 14, January 19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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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하는 계간지가, 1980년대에는 문학적 당파성을 강조하는 무크지가, 1990년도에

는 거대 담론들이 무너지고 출판사 중심의 계간지가 문예지의 주된 형태였다. 문예지는 

유사한 문학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문학 커뮤니티로서의 문학동인(장용호 외, 2012)
을 구성하여 동인잡지(同人雜誌) 창간을 준비하는 형태로 시작된다(공병훈, 2019). 

전통적으로 문학 창작 지식의 학습과 공유 과정은, 폐쇄적인 강한 유대(strong ties) 
공동체의 속성을 지닌 작가 지망생들의 서클, 문학동인, 동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학 독자는 출판물을 통해서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문학 애호가로서 존재

했다. 문장 커뮤니티는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확산의 기술 환경과 문학 창작과 감상 

방식의 변화된 지형을 기반으로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로 형성되어, 작가와 작가 지망생 

중심의 강한 유대 공동체의 속성과 그리고 작가와 문학 애호가 중심의 개방 체계 공동체

(약한 유대 공동체)의 속성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적 유형으로 작동하고 있다(장용호 

외, 2012).
커뮤니티에서의 집합적인 창작 학습 과정은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주간과 월간, 연간 단위로 연중 내내 진행되는 공모전에 습작품을 게시하고 장원으로 

선정되거나 심사위원에게 지도를 받고 작가 지망생들의 평가가 올려지는 과정은 공식

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전통적 작가 지망생 서클이나 문학동인의 합평과 동

인지 게재 방식에서 비롯된 협력적이고 관행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연구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을 ‘참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문학적 정체성, 

또는 문학적 연대감을 지닌 채 문예지, 또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과 문학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이라는 

정의와 관점에서 접근한다.

나. 지식의 사회적 생산 구조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독립 문예활동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창작 학습과 수용의 과정을 지식의 생산과 전달, 공유로 파악하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체계론적 접근(system approach)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시대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창조적 사용자(creative user)들은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창조적 공유

지에서 생산, 공유, 학습의 상호작용을 실행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용호 등은 문장 커뮤니티는 온라인 창작 커뮤니티 문장(Munjang)에서 창작과 평가 

그리고 공유와 학습 과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서 집합적 상호작용 패턴이 작동하는 

창조적 공유지(creative commons)로서 설명한다.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 서클과 동인들의 

문예지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전통적 창작 커뮤니티들은 디지털과 인터넷의 

기술 혁신이 조성한 문학을 둘러싼 기술적 변화와 창작 방식의 변화에 의해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창조적 생산의 민주화(democratizing of creative production)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경험한다. 그 적응과 진화의 과정이 창조적 사용자 커뮤니티와 문학의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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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출현이다(장용호 외, 201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 Poetica)에

서 지식에 대해 첫째, 보편적 객관적 지식인 에피스테메(episteme), 둘째, 테크놀로지, 
예술 들의 창조 능력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나 실질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네(techn
e), 셋째, 특정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이자 진실을 

포착하는 결정적 마음의 습관인 프로네시스(phronesis)로 유형을 구분한다. 노나카 이쿠

지로(Nonaka Ikujiro)는 프로네시스에 대해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신

중한 결정을 내리고 시의적절하게 실행에 옮기는 실용적 경험으로 획득하는 지식을 암

묵적 지식이라고 정의한다(Nonaka, et al., 2008; Drucker, et al., 1998; Nonaka, et al., 1995).
구체적 언어로 설명되는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2)이 표준과 효율 중심의 대

규모 제조업 중심 산업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암묵적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묵적 지식이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지식으로서 경험에 

내재된 신념, 생각, 통찰력, 영감, 직감, 가치체계 같은 무형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집단

적 인간 행위의 필수 요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힘들며 개인의 

행동과 경험, 사상, 가치, 감정 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암묵적 지식의 가장 

확실한 학습은 직접 경험과 상호작용이며, 학습을 위한 모방과 배우려는 사람의 오랜 

반복 작업과 경험을 통해 전달되고 재창조되는 것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산업 시스템에서 암묵적 지식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Polanyi, 1962; Druck
er, et al., 1998 ; Nonaka, et al., 2008).

이쿠지로는 인간이 지식을 통해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개인, 집단, 기업 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지식 창조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전환 형태이므로, 
지식 창조를 위해 이 차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은 ① 암묵적 지식에서 명시적 지식으로 ② 명시적 지식에서 명시적 지식으로 ③ 

명시적 지식에서 암묵적 지식으로 ④ 암묵적 지식에서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되는 네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상호작용 단위는 개인, 집단, 기업인데, 상호작용은 지식 창조와 

교환, 변환 과정이다. 그는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

식이 창조되며 이 지식 변환의 과정을 공유화(socialization), 표출화(externalization), 연결

화(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지식창조 루틴으로 설명한다. 지식 창조 루틴

의 나선운동은 개인의 암묵적 지식이 표출되어 명시적 지식으로 변환되고 다른 사람들

에게 지식이 공유되고, 공유된 지식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완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탄생

한다는 것이다(Nonaka, et al., 2008).
공유화 단계에서 개인은 직접 경험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체득하고 새로운 암묵적 

지식을 창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한다. 견습공의 예를 들면, 개인은 다른 

숙련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말보다는 관찰하고 모방하며 연습하는 작업을 통해 숙련도

를 높인다. 암묵적 지식의 열쇠는 경험이다.3) 공유화 단계에서 수집된 암묵적 지식은 

2) 명시적 지식을 ‘형식적 지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달 형식보다는 전달과 학습의 방법에 

초점에 맞춰 ‘명시적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공유화 작업은 시장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이 공급된 이후 고객과의 상호 관계을 통해 제품 개발자가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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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화 과정을 통해 명시적 지식으로 바뀐다. 기업은 표출화를 통해 암묵적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표출화 단계에서 개인의 암묵적 지식은 대화로 표현되

며 더 나아가 개념화되어 다듬어진다.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개념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명시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문서, 회의, 전화, 컴퓨터 통신망, 교육 과정 등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

을 교환하고 결합한다. 연결화 단계에서 명시적 지식은 수집되어 편집되는 과정을 거치

면 복잡하고 체계적인 또 다른 명시적 지식으로 거듭난다. 기업에서 연결화 형식은 주로 

중간 관리자의 참여와 조작 과정에서 발견되며 수집된 정보나 지식 연결망을 통해 신개

념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을 통해 창조되고 공유된 명시적 지식은 내면화 과정에

서 구체화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으로 다시 변환된다. 내면화는 반드시 의식이 수반되어

야 하는데 의미를 숙고하고 명시적 지식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기술로 바꾸는 과정이

다. 내면화 형식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사례, 경험 기록처럼 과거의 경험이 암묵적인 정신모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다(Nonaka, et al., 2008; Nonaka, et al., 1995).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미래의 조직을 병원, 교향악단, 대학교의 조직과 흡

사한 지식 기반 조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작업은 TFT(task force 
team)가 수행하고 자발적 참여와 통제에 의존한다고 예견한다. 제임스 브라이언 퀸(Jame
s Brian Quinn)은 현대 기업에서의 경제 및 생산력은 토지, 설비, 장비 등과 같은 물질적 

자산보다는 지적, 시스템적 역량에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가치는 인지적 

지식(cognitive knowledge. know-what), 진보적 기술(advanced skills. know-how), 시스템적 

이해(system understanding. Know-why), 자발적 창조력(self-motivated creativity. care-why) 
등 지식에 기초한 무형 자산(knowledge-based intangibles)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Drucker, et al., 1998).
문학 작품은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예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예술(Wikipedia: Literature)로서, 공감되고 감상(사용)되기 위한 장벽이 낮기 때문에 대중

적으로 즐겨 사용되며 호감도 높은, 마니아 또는 마니아 집단을 지닌 콘텐츠이다. 하지

만 문학 작품은  독자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여 다른 이에게 공개하여 공감되는 성과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노하우 자체가 구체적 

언어나 매뉴얼만으로 전달될 수 없으며 관찰, 모방, 연습,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창작 지식의 전달과 학습과 평가는 전통적으로 등단(登壇)4)과 

동인잡지(同人雜誌)와 작가 지망생5) 서클과 문학 창작 관련 학과가 담당해 왔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명시적 지식만으로는 문학 창작과 작가적 역량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도 공유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Nonaka, et al. 2008; Nonaka, et al. 1995).
4) 등단은 시/시조이나 소설, 희곡, 동화, 평론 작품을 문학 잡지에 발표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작품을 출판해서 

문학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신문사의 신춘문예(新春文藝), 문학 전문 잡지의 게재 또는 문학상 

공모 등을 통해 등단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창비 문학상 및 작품 공모: http://www.changbi.com/about/award.asp; 
동아신춘문예: http://www.donga.com/docs/sinchoon/2012/). 

5) 본 논문에서는 등단을 통해 전문 작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 학습을 하는 이들을 ‘작가지망생’으로 

정의하며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을 문학 애호가(愛好家)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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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problem solving)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협업적 창작과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커뮤니

티를 공동체 재화(community goods)로서 파악하는 경제적 접근과 커뮤니티를 산업적, 
사회적 지형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진화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생태계적 관점을 적용한다.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 서

클과 동인지 중심의 커뮤니티와 전통적 창작 방식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노하우(kn
ow-how)와 지식을 배워 체득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암묵적 지식의 학습 과정이다. 창작 

노하우의 암묵적 지식으로서의 속성은 작가 지망생의 창작 학습이 폐쇄적인 강한 연대 

공동체의 습작과 평가, 모방과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벤클러(Yochai Benkler)는 비시장적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협

업적 공유(collaborative sharing)에 의한 동료적 생산(peer production)의 출현에 주목하였

다. 교육과 문화, 연구개발 등과 같은 정보생산체계에서 시장 중심의 사적 소유 전략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며, 배타적 지식재산권 확대는 사용자 비용을 증대 

시켜 사회적 생산 모델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정보 처리와 저장, 커뮤니케이션 기

술 발달은 생산 영역에서 개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사회적 생산 및 공유 모델을 더 

효율화하여, 기업 같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동료적 생산이 부상한

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한 경제의 생산 모델에서는 개인 역량과 자율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노력에 대한 시장적 대가가 없어진 상황에서 기여를 통한 심리적 보상이나 

칭찬, 사회적 연결성과 같은 동기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을 수행한다

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고도로 진보한 정보 경제에서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이 통신 및 계산 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사회적 공유와 교환이

라는 시스템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구 제작자의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 틀에 박힌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개방적인 도구로 자기 표현과 협동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주장한다(Benkler, 2005/ 2007). 
히펠(Eric von Hippel)은 리드 유저(lead user)라고 정의한 주도적 참여자들의 제품 개

발과 수정 과정에서의 성과 비중이 10~40%에 이르며, 사용자들의 혁신 능력 증가 트렌

드는 소프트웨어 상품과 물리적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리드 유저의 앞선 

니즈에 따라 제품 개발과 수정이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니즈(needs)를 갖는다는 것이다(Hippel, et al., 1999). 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성향의 소비자 집단을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라
고 한다면, 리드 유저는 시장에서 니즈를 앞서 가지고 다양한 생산 도구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며 혁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도적 사용자 집단을 뜻한

다. 이 기업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니즈와 축적된 노하우(know-how) 그리고 

창의적 지식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발과 혁신에 참여하는 과정을 ‘혁신의 민주화’(democ
ratizing innovation)라고 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에 기반한 대량화되고 표준화된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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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기존 혁신과 대조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액세스 

도구, 레고(Lego) 블록 같은 컴포넌트(component) 등 대중화된 도구들(toolkit)의 등장과 

함께 사용자 커뮤니티의 공유적, 협업적 활동을 통한 참여와 공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Hippel, 2005; 장용호 외 2011).
리드 유저와 그들의 혁신 활동은 다음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리드 유저들은 시장의 

중요 트렌드(trend) 선도에서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과정을 통해 많은 이익을 기대

한다. 혁신가들의 자유로운 공개 활동들은 또 다른 이들을 불러들여 또 다른 작업을 

진행시키는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든다(Hippel, 2005). 둘째, 독창성 있는 개발 제품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큰 구매력을 일으키는 강한 유인력을 지닌다. 셋째, 리드 유저들은 

배우는 즐거움과 문제 해결의 즐거움에서 강력한 동기를 받아 혁신에 참여하는 성향을 

지닌다(Hertel, et al., 2003; Lakhani & Wolf, 2003). 넷째, 소수로 진행되던 리드 유저들의 

혁신 활동은 인터넷과 SNS 활성화에 힘입어 공유적, 분산적, 집합적, 협력적 진행과 성

공 사례를 늘이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상품 성과를 개인에게 국한하는 사적인 투자 모델

(private investment model)과 구별하여 혁신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협력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성과와 해법을 공유하여 공공재를 만드는 것을 사적 집합 모델(private collective 
model)이라고 부른다(Hippel & Krogh, 2003).

다. 창조적 사용자와 커뮤니티

혁신 작업의 성공에서는 사용자들의 노력을 조합하여 지렛대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협업적 형태로 참여하여 관련 네트워크들과 커뮤니티들

이 함께 참여하는 비공식적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협력 형태가 일반적이다. 리드 유저들

의 활동이 신제품 설계와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기업들은 리드 

유저 이론을 상품 개발과 혁신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나 오픈 소스(open sourc
e) 분야처럼 생산 도구들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

에 적극 나서고 있다(Hippel, 2005).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자원(commons)에 대한 성공적인 운영과 통제

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발전하는 커뮤니티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에 

대해 다음과 설명한다. 첫째, 자원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 공유자원을 

사용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과 가계와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

게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공유자원에 활성화 규칙은 현지의 필요 및 조건에 부합되어

야 한다. 획일적인 규칙들 대신에 자원들의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규칙을 수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전환 비용이 낮은 집단적 선택을 통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넷째, 
공유지들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개인들은 그 커뮤니티의 나머지 부분에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구성원들 스스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단계별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시와 제재조치는 외적 권위가 아니라 참여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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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해지며, 제재 역시 가벼운 수준이고 서로 활동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데 별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여섯째,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저비용의 갈등 해결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성원 권리

가 외부 당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여덟째, 이용, 공급, 감시, 징계, 분쟁 해결, 다른 

지배구조적 활동 같은 자원 관련 활동들이 위계적(hierarchy) 구조 형태를 지닌다(Ostro
m, 1990; Hess, et al., 2011).

공유자원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원을 가리키는데 이용과 지배, 지속 가능성과 관련

하여 이용 경쟁, 무임승차, 남획, 상품화와 사유화, 비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을 지닌다. 
자원이 지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징들을 드러낸다. 인간적 필요와 경제재

라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면서도 축적되어 쌓이는 성격을 지녀서, 축적된 방대한 지식에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될 때 지식은 공공재(public goods)로 여겨지는 것이다(Hess, et al., 
2011).

라인골드(Howard Rheingold)는 사이버 공동체(virtual community)에 대하여 네트(net)
에서 출현한 사회적 집단들로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인간적 감정을 지니고 인간

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공공토론을 수행한다(Rheingold, 
2000)고 설명한다. 쿠엔틴 존스(Quentin Jones)는 사이버 공동체의 사이버 공간(cyber plac
e)이 가상의 거주지(virtual settlement)로 되기 위해 첫째, 최소한의 상호작용과 둘째, 공동

의 공적 공간에 메시지를 올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터의 존재 셋째, 공동의 공적 공간에

서 상호작용하는 집단들 넷째, 구성원의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고 설명한다(Jones, 1997).
장용호는 가상의 공유자원의 성격을 갖는 사이버 공동체를 공공재, 외부성(externalit

y),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지닌 전형적 재화로 설정하고, 공동체의 호혜성(reciproc
ality)과 어떻게 균형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한다. 개방 체계 공동체는 시장거래의 모형이 

따르며 협동의 조건이 되는 네트워크 호혜성(network reciprocality)6)을 기반으로 하는 지

식 거래는 실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방 체계 공동체는 외부에 무한정 열린 

장(infinite open field)으로서 강한 유대 공동체와 달리 경계가 분명치 않으며, 접근과 퇴

출이 자유로워서 구성원들의 이동성도 높은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netw
ork effect)7)와 네트워크 호혜성은 개방 체계 공동체에서 협동 작동의 핵심 변수로 판단

하였다. 지식의 거래와 교환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참여자가 증가하며 네트워크 호혜

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혁명은 공동체의 상호의존관계를 

무한으로 확장하여, 가입자가 감소하는 커뮤니티는 소멸하고 규모의 효과가 작용하는 

다이내믹한 변화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강한 유대 공동체는 강하고 친밀한 유대를 형성

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폐쇄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

6) 네트워크 호혜성은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혜택을 교환하는 개별적 호혜성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이 지니지 못한 지식을 제공받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수혜를 자신이 

보유한 지식으로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뜻이다(장용호, 2004).
7)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제품/서비스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하며, 사용자가 많을수록 상품의 사용 가치가 더욱 커아지는 특성을 뜻하며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장용호, 2004; Wikipidia: network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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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외부성(externality)을 차단한다. 또한 낮은 거래비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장용호는 공동체의 공유자원으로서 첫째,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 간 형성되며 협력

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 둘째, 이기적 행위자들 간에 교환과 협력을 가능하게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서로 호혜성을 지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셋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성원들의 행위를 지시하는 규

범 등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공유자원에 대해 공동체 스스로 정보와 지식의 중개자(infor
mation/knowledge intermediary)로서 기능하여 새로운 자원들을 창조해낸다는 것이다(장
용호, 2004).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합평, 동인지와 문학 단행본 출판, 뉴미디어 출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의 방식으로 집합적 창작 학습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라고 정의함

∙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을 ‘참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문학적 정체성, 또는 문학적 연대감

을 지닌 채 문예지, 또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과 문학 관

련 상품 개발을 통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이라고 정의함

문학 창작의 암묵적 지식

∙ 암묵적 지식의 가장 확실한 학습은 직접 경험과 상호작용이며, 학습을 위한 모방과 배우려는 

사람의 오랜 반복 작업과 경험을 통해 전달되고 재창조됨

∙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협업적 창작과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커뮤니티를 공동

체 재화(community goods)로서 파악하는 경제적 접근과 커뮤니티를 산업적, 사회적 지형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진화적 접근 방법이 필요

라. 출판 가치 네트워크 환경와 독립 문학창작 집단

플랫폼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성화에 따른 국내의 온라인 전자책 출판 서비스 

확산 추세와 국내외 전자책 플랫폼 출현은 전자책 가치사슬도 변화시키고 있다. 종이책 

출판사와 전문 저자와 창조적 사용자(creative user)들은 직접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하

는 창발적(emergent)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책, 오픈마켓, POD의 새로운 행위자들

의 연결 관계 생성과 행위가 활성화되며 창고, 도매업, 인쇄와 제본 등의 기존 행위자들

의 활동과 지형이 축소되고 출판사와 전문 저자 그리고 서점과 저작권 에이전트 등 기존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변화된 환경에 학습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가치

사슬의 선형적 관계는 출판 가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에서 비선형적이

며 유연한 생산의 상호작용 관계로 변화했다(장용호 외, 2011).
비교역사분석 방법에 의해 장용호 등은 출판 산업 지형의 다이내믹한 변화 과정은 

디지털 기술 혁신 과정이 창작/창조의 민주화와 더불어 생산·유통·수용 도구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와 SNS 확산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복잡도 높은 상호작

용을 통해 작동하는 가치 네트워크를 작동시켜 왔다고 설명한다(장용호 외, 2013).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과 커뮤니티 속성을 지니고 기획, 



- 15 -

창작, 생산, 유통, ‘독자들과의 소통’에서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며 문예

지와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다(공병훈 외, 2013, pp16-19). 이 독립 문예지, 독립 출판 현상

은 2019년을 기준으로 수많은 독립 출판사, 독립 잡지, 독립 서점이 운영 중이며,8) 독립 

문화로서 영화·음악·게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연구

되어 왔다(유승호, 2000, pp.50-52). 전통적 문예지를 전체 문화(total culture)로서 정의하

며 이 연구는 독립 문예지 현상과 독립 문학창작 활동에 대해 출판·경영·유통에서 차별

적 특성을 지닌 채 전체 문화의 대안으로 등장한 하위문화(subculture, 또는 독립 문화)라
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옥스퍼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전체문화와 차별화된 관심과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포함되는 집단’을 하위문화라고 정의한다. 하위문화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에서 비행(非行)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청년 

문화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종족, 젠더(gender), 성적 집단에도 적용되었다.
새로운 출판 가치 네트워크로서 독립 출판물의 유통은 독립 서점과 독립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서점은 개인이나 1인 출판사가 만들어 기존 도서 유통

망을 거치기 힘든 독립 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 지역서점은 체인 유통망을 가지지 

않고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 된다고 정의될 수 있다(한수진 외, 2017). 독립 출판에 

대한 연구에서 박정명은 독립 출판이 생겨난 맥락과 미술계, 출판계의 동시적 운동을 

통해 탄생한 배경을 중심으로 독립 출판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한다. 독립 

출판이 소규모출판, 대안출판으로서 갖는 특징을 가지며 독립서점, 독립 출판물페어 등

이 주요한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박정명, 2018).
독립 서점의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독립서점은 다양한 콘셉트로 수익구

조를 만들고, 문화 활동을 하며, 책을 사고 파는 상점을 벗어나고 있다. 독립서점이 대안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 취향이 맞는 사람들, 창작자

들을 모으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독립서점의 가장 두드러

진 변화를 커뮤니티 유형에 대해 구분하였다. 유형은 정서적 공감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심 커뮤니티, 창조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구분되었으며, 커뮤니티마다 다

른 참가 목적과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선아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서점 수는 

2018한국서점편람 조사 결과에서 조사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복합서점, 독립서

점, 큐레이션 서점, 트렌드서점 등으로 불리는 서점을 기타서점으로 조사 한 결과 301개
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이 1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제주가 41개, 
경기도가 25개 순이라고 설명한다(구선아 외, 2018).

독립 서점은 자본을 기반으로 도서 유통을 통해 이윤을 실현하는 전통적인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난 활동을 벌이며 종이책 출판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수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는 점에 대해 뉴스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취재가 있었다. ‘서점’
이라는 정형화된 공간에서 변화하여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어 독자들은 책을 읽고 구매

8) 구선아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서점 수는 2018한국서점편람 조사 결과에서 조사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복합서점, 독립서점, 큐레이션 서점, 트렌드서점 등으로 불리는 서점을 기타서점으로 조사 한 결과 301개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이 1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선아 외, 2018,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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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커피나 차를 마신다.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이나, 공연 등이 개최되면서 책을 통

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그리고 옷이나 가방, 여러 소품 

등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하는 모습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9)

독립 출판을 둘러싼 특징적 현상으로 독립 출판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세계 최대 온라

인소필몰인 아마존(Amazone)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creative space)를 통해 출판사를 

거지 않는 방식으로 블로그, 스마트폰 사진, 여행 사진 등을 제작, 출판하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과 개인들에게 POD(pu
blish on demand)이라는 주문 후 제작과 유통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KDP(Kindle Direct 
Publishing)라는 전자책 출판·유통 시스템을 제공하며, 에소프레스북머신(Espresso Book 
Machine)을 통해 단행본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즉시 만들어 주어 독립 출판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10)

옥스퍼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전체문화와 차별화된 관심과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포함되는 집단’을 하위문화라고 정의한다. 하위문화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에서 비행(非行)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청년 

문화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종족, 젠더(gender), 성적 집단에도 적용되었다.
국내에서도 독립 출판이 책을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POD 플랫폼으로 교보문고의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교보 

퍼플(Pubple),11) 2014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인 창작자들의 책을 출판하여 주는 부크크

(Bookk),12)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2018년부터 활동하는 인디펍(Indiepub) 등의 사례가 

있다.13)

독립 문예활동과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출판 활동에서 자금 조달의 주요 방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지원받는 

수단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활용되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문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자금 수단

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김동호, 2014; 박인정, 2013).14)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며 All-Or-Nothing(AON)의 자금 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는 텀블벅(Tumblbug)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관련 프로젝트가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킥스타터(Kicstarter) 플랫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게임·공연·디자인·만화·공예·사진·영화 및 비디오·음식·음악·출판·
테크놀로지·패션·캠페인으로 총 14개의 상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  4~5개
의 하위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텀블벅은 프로젝트별 대표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9) 정윤정(2020), 개성 넘치는 서울의 독립서점 [문화 공간], 『아트인사이트』, 2020.1.15.
10) Kindle Direct Publishing, Available(2020. 1. 5): https://kdp.amazon.com/en_US/help/topic/GSJULX3WGP36HQ3R
11) 교보 퍼플(Pubple), Available(2020. 1. 5): http://pubple.kyobobook.co.kr/
12) 부크크, Available(2020. 1. 5): http://www.bookk.co.kr/
13) 인디펍, Available(2020. 1. 5): https://indiepub.kr/
14) 국내에서는 2012년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포함하였고, 2015년 크라우드펀딩이 공식적으

로 입법화되어 2016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의 입법화 후, 2016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2년간 
총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45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되었다(금융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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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젝트를 소개 페이지에 선보인다(유창한 등, 2018). 
텀블벅의 프로젝트 소개 페이지는 최종 모금액, 목표금액, 댓글, 보상, 과거 펀딩 참

여 이력, 시각 자료, 법인 종류(영리·비영리), 온라인 링크 첨부 여부, 프로젝트 제안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링크 첨부 여부, 달성 금액 백분율, 후원 기간, 후원자 수 등의 기본적

인 자료를 명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제안자의 기본적인 이력이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투자자가 그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투자금액 

한도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마다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텀블벅은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트위터(Twitter), 페
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계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다(유창한 등, 2018).

텀블벅은 2010년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염재승과 디자인을 전공하던 소원영을 

비롯한 4명의 멤버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창작물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영향행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텀블벅이 추구하는 독립적인 문화

컨텐츠 제작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어느 누구든 자신의 창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으며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초반에 창작자의 팬이나 네트워크에서 밀어주면 

보다 빨리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모금액의 40프로가 팬이나 주변 네트워

크에서, 60프로가 새로운 후원자들에게서 모인다고 평가된다.

출판 가치네트워크

∙ 가치사슬의 선형적 관계는 출판 가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에서 비선형적이며 

유연한 생산의 상호작용 관계로 변화

∙ 다이내믹한 변화 과정은 디지털 기술 혁신 과정이 창작/창조의 민주화와 더불어 생산·유통·수
용 도구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와 SNS 확산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복잡도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가치 네트워크를 작동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과 커뮤니티 속성을 지니고 기획·창작·생산·
유통, ‘독자들과의 소통’에서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며 출판 활동을 벌임

∙ 독립서점이 대안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 취향이 맞는 사람

들, 창작자들을 모으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 독립 출판을 둘러싼 특징적 현상으로 독립 출판 플랫폼을 들 수 있음. 아마존 크이에이티브 

스페이스와 KDP, 국내의 교보문고 퍼플, 부크크, 인티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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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가. 사례분석 방법 

∙ 사례분석 대상 :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동인창작활동, 문학과 타 장르의 융합,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문학 창작 모임들을 대상으로 진행함 

∙ 사례분석 대상의 선정 : ① 2019년 11월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인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한 17개의 커뮤니티,  ② 온라

인문학신문『뉴스페이퍼』에서 취재한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추가로 고려하여 특

이성이 있는 18개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사례분석 방법 : ① 문헌분석, ② 직접관찰, ③ 심층면접15)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

며, 그 결과물을 통합하여 분석 결과로 정리하였음

15) 심층면접은 온라인 심층면접과 오프라인 집단 심층면접의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커뮤니
티 개별 심층면접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음. 그 결과물은 참고 자료 1로 수록하였음 

커뮤니티 이름 특징적 내용

미씽아카이브
작가이자 기획자인 송한별이 운영하는 SF, 판타지, 미스터리 같은 장르 소설을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는 독립 출판사

허들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잡지를 출간하는 활동을 하며, 활자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유튜브, 게임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소곡
문학과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틈입할 수 있도록 시seal 스티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

베개 비등단 창작가들과 소통하는 매체가 되고자 하는 문예지

대체장마 동국대학교 시분과에서 시작된 문집을 만들기 위한 임시 모임

프리낫프리
지면으로 만나는 느슨한 프리랜서 연대를 지향하는 독립 잡지로서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아 위안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음

오즈
교보문고의 주문형 개인 출판(publish on demand) 방식으로 출간하는 독립 문예지. 
독서 좋아하는 일반 독자들이 지적 감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문학 장르와 아울러 사회과학 분야의 글도 실음

유후
‘시 모임’에서 출발하여 문학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 문학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목적으로 활동함.‘같은 제목으로 시 쓰기’, ‘빈칸 채워 완성하는 시 쓰기’를 시도

사월유니버스 퀴어(Queer) 그림책을 출간하여 김나율 작가 1인이 운영하는 독립 출판사

공통점
공통점은 광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 
창작 및 합평 모임. 공통점 모임의 목표 중 하나는 매주 진행하는 합평 모임을 
통한 문학 창작 및 연구

괴이학회
괴이학회는 괴담, 호러 전문 출판 레이블로, 괴담과 호러 콘텐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2018년에 만들어진 창작 커뮤니티. 실험적인 서사와 창작방식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콘텐츠를 제작

문학 스튜디오
무시

문학스튜디오 무시가 펴내는 올-라운드 문예지이다. 사진, 만화, 그림, 음악 등의 
문학 외 장르들이 문학과 교차하며 다양한 장르의 재미와 그들을 넘나드는 신선한 
즐거움을 추구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

이메일 문학 구독시스템은 이메일을 콘텐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메
일을 통해 작가가 독자가 작품을 전달하고 독자가 작가에게 구독료를 지불하는 

<표4-1> 분석 문학창작 커뮤니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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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분석 내용

1) 미씽아카이브

① 목적 및 활동 

미씽아카이브는 작가이자 기획자인 송한별이 운영하는 SF‧판타지‧미스터리 같은 장

르 소설을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는 독립 출판사이다. 작가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형태를 갖추어 유통

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장르소설 전

문 편집자 경력을 살려 원고집필, 디자인, 
홍보, 제작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자체적으

로 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미씽아카이브의 인력구성은 1인이며 

향후에도 증원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약 

서른 명의 작가와는 협업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장르소설 업계에서 업무 관련으로 

알게 되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네트워크이다. 2019년부터는 공동단편집

을 기획하면서 공개적으로 작가모집을 하

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새로운 

작가들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여 공

동 단편집에 합류하고 있다. 미씽아카이브

<그림 4-1> 텀블벅, 『fly like a butterfly』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방식

잘 팔리는 
문학회 
팟캐스트

소설 낭독과 작품 감상, 독립서점과 독립작지 인터뷰, 영화와 애니메이션 감상, 
문단 내 성폭력, 친일 문학, 등단제도 등 소설과 문화,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는 
문학 팟캐스트

문학은 개뿔 
팟캐스트

2017년 등장 문단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팟캐스트. ‘부귀’와 ‘영화’라는 별칭으로 
활동 중인 두 국문학 전공자가 지난해 7월부터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문학 팟캐스트

카카오 
시워(詩)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톡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임을 운영함. 카카오톡에서 
창작한 시를 공유고 합평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자신의 작품을 올려 활동을 
하고 있음 약 115명의 동인이 활발하게 활동 중

켬
생태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한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펼치는 
시인과 평론가 모임 

공전
1:1 문학서적 추천 시스템인 북어드바이징을 기반으로 설립된 문학레이블로서, 
신진 문학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 문학 공동체를 
지향한다. 패션과 문학이 합쳐진 복합잡지 형태의 비쥬얼문예지『모티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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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 개념은 또렷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독립 출판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구조보다

는 오히려 출판사의 편집자-작가 구조에 가깝다.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작가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미씽아카이브의 방침이기도 한데, 이런 적당한 거리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중철본 시리즈로 단편소설을 제작하는 며, 『궤도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의 지구

권 SF 연작 단편집을 제작하였다. 작가의 개인출판을 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작가와의 

협업 작업을 통해 작품집을 기획, 출간하기도 하였다.

④ 재원 

미씽아카이브의 예산은 모두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루어지

고 있다. 처음 조직을 기획할 때부터 최저한도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게끔 설계하였으며, 
출판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씽아카이

브 운영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별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16) 

2) 허들

① 목적 및 활동 

허들(Her:dle)은 ‘그녀들(her)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hurdle)’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잡지 출판 활동을 

하며 기반으로 유튜브, 게임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여성의 삶과 권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프레임을 뛰어넘는 것이 

이 잡지의 첫 번째 발걸음이며, 두 번째 발걸

음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허들을 허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 발걸음은 여성이

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 밖의 타자에 대해 고

민해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허들은 한 명의 그녀에서 그녀들로, 나아

가 우리 밖의 타자에 대한 이해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을 중

심축에 두고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16) 텀블벅 『fly like a butterfly』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flylikeabutterfly

<그림 4-2> 텀블벅, 『Her:dle』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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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동물 등 주류의 페미니즘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끊

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의 연대는 

상호교차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Her:dle』이 지향하는 바이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허들의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죠안, 호현, 열이름, 이니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를 쓰고 디자인을 하고 회계나 비품을 챙기고 홍보를 하는 등 각자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있지만, 독립 출판의 특성상 각자의 일이 따로 없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서울예술대학교 동문들인데 3명은 문예창작과 동기이며 1명은 시각 디자인

과 출신이다. 
잡지 원고의 경우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고 

보완점을 찾고 각자 맡은 원고를 집필하고 있다. 유튜브는 활자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

고자 시작하였는데, 팀원들이 함께 원고를 쓰고 영상 콘티를 짜고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촬영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8년 12월에 허들 매거진 창간호를 만들었으며 2019년 12월에 허들 매거진 2호를 

발간하였다. 유튜브 채널 ‘허들HER:DLE’17)도 운영중이며, 모두 15개의 영상콘텐츠가 

게재되어 있다. 구독자는 1만 7천명 정도이다.

④ 재원 

운영 자본은 주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예대 독립 출판 프로젝트 지

원 사업을 통해 허들 매거진 창간호를 만들게 되었다. 지원금이 많지 않아 매거진 제작

을 위해 학교 축제에서 디자인 굿즈(goods)들을 판매하고 텀블벅 펀딩을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에 진행하였다. 올해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문학 부문 지원금을 받게 

되어 사업 진행비와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기에 비정규직으

로 일을 병행하고 있는 팀원도 있다.18) 

3) 소곡

① 목적 및 활동 

소곡은 ‘자유롭고 독립된 곡’을 뜻하며, 문학과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틈입하고 달라붙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seal 스티커가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며 소곡의 대표 작업이다. 비등단 작가 및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작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을 일상 위에 접붙임으로써 소곡은 문학과 예술의 지면 확장 더 나아가 

17) 허들 유튜브채널, Available(2020. 1. 5) : https://www.youtube.com/channel/UC2stc5V1xj2mT0x2Wu4SawQ/featured
18) 텀블벅 『Her:dle』 창간호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her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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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면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

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018년 초 시를 좋아하는 4명이 팀

을 결성했으며, 2019년 1월 출판사를 

등록하여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주요 콘텐츠인 시seal을 vol.4까지 

제작했다. 독자들은 소곡에서 출간하고 있는 시seal을 통해 작품의 일부를 스티커 형태

로 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이루고 있는 각 행의 순서를 뒤바꿔보고 사진 조각들의 

위치를 옮겨봄으로써 작품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시와 사진이 지면에서 벗어나 원작품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경험 문학과 예술을 일상의 세계로 불러들

여 수용자가 능동적인 창작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소곡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

들이 문학과 예술이 지속되고 확장되게 할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여름 시를 놀이처럼 감각해보는 새로운 체험을 위한 [시-소타기] 전시를 진행했다.

④ 재원 

소곡의 활동비, 제작비 모두 팀원 개개인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팀원들은 필요한 

비용을 생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이를 일부 

회수하고 있지만 팀원들의 생계와 팀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4) 베개 

① 목적 및 활동 

베개는 2017년 봄에 등단이라는 승인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문학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모토로 창간된 독립 문예지이다. 비등단 창작가들과 친절하게 소통하는 매체가 

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베개는 매호마다 <베개의 시인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장차 

독립적인 창작가로 확연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다른 독립문

학의 주체들에게도 동행(同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베개는 등단에 연연하지 않는 20대, 30대의 젊은 시인들이 마음을 모아 시작하였다. 
상근편집자인 이원규 시인은 등단 작가이나, 『베개』의 수평주의에 공감하여 현재 실

무를 참여하고 있다. 

<그림 4-3> “소곡”이 만들고 있는 시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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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징 및 결과물

2017년 초여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3월에 

베개 2호, 2018년 7월에 베개 3호, 2019년 8월에 

베개 4호를 발간하였다. 
베개에 실리는 글들은 주로 SNS를 통해 공모

된 원고들이다. 시 원고는 매호마다 다른 <베개

의 시인들>에게 선정을 위임한다. 선정 기준은 

① 비등단, ② 동 세대의 (젊은) 시인들의 참여이

다. 시 이외에도 스케치, 10분 희곡, 그림동화, 에
세이 등도 응모 받아 싣는데, 지금의 삶에 대한 

반영(反影), 새로운 감정과 세련된 언어를 기준으

로 원고를 선정한다.

④ 재원 

매호 700만원 남짓의 출간비용이 드는데, 텀
블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있

다. 2017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예지 발간지원기금>을 지원받아 2호와 3호를 

낼 수 있었지만, 이때에도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병행하였다. 2018년도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4호는 반 년 동안 창작 강좌를 열어서 수익금으로 원고료 일부와 책 

제작비용을 마련하였다.19) 

5) 대체장마

① 목적 및 활동 

대체장마는 동국대학교 시분과에서 문집을 만

들기 위한 임시 모임에서 비롯되었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교내 문집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학생들이 

원고를 보내주었고, 전체적인 기획과 만드는 과정

에서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이 제작에 참여하

였다. 
교내 문집을 교외에서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

표였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글의 선정은 기획자가 부

탁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원고를 투고한 경

19) 텀블벅, 베개 창작호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pillow

<그림 4-4> 텀블벅, 베개 창간호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그림 4-5> 텀블벅, 대체장마 문집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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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표지 디자인은 외주를 맡겼으며, 스티커나 엽서 같은 굿즈는 팀원의 지인에

게 부탁하였다.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출판을 시작하였기에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9년 10월에 대체장마의 문집에 대한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이 있었다.20) 이 책에는 

3편의 시와 ‘물’을 주제로 하는 1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었는데 책이 먼저 나왔고, 팀은 

나중에 결성되었다. 

④ 재원 

책의 출간비용은 학교 지원금으로 충당하였다. 

6) 프리낫프리

① 목적 및 활동

프리낫프리는 지면으로 만나는 느슨한 프

리랜서 연대를 지향하는 독립 잡지로서 유연

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프리랜서)의 이야기

를 담아내고 있다. 
매거진『프리낫프리 Free, not free』는 점으

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지면으로 이야기를 

공유하며 느슨한 점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

향한다. 동료가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의 

특성상 고립되기 쉬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홀로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때 매

거진 속 다른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보며 위안

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라

고 있다. 또한, 매거진을 통해 프리랜서라는 노

동자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프

리랜서 노동 권익 보호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자 한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프리낫프리는 협업의 어려움으로 처음에는 1인이 제작하였으나, 지금은 지인 디자이

너와 편집자, 그리고 다양한 프리랜서가 도와주고 있다. 프리낫프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20) 텀블벅, 대체장마 문집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alternative_monsoon

<그림 4-5> 텀블벅, 『프리낫프리』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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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인터뷰와 칼럼을 구상하

고 섭외한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나 주제에 벗어나더라도 하고

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게재한다. 관련 주제에 대한 사유가 깊어지게 되면, 
추가 꼭지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주제에 맞는 정책이나 연구 조사 자료, 
혹은 전문가 가이드 등을 꼭 추가하려고 한다. 프리랜서에게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이야

기(회계, 계약법 등)와 프리랜서 담론을 키우는 이야기(실태조사 자료, 정책 소개 등)를 

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8년 12월 25일 창간호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는 ‘프리랜서도 프리랜서가 

궁금하다’를 주제로 발행되었으며, 2019년 12월 3일 2호는 ‘창작하는 프리랜서’를 주제

로 발행되었다. 비정기간행물로 1년에 최소 한 권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재원 

창간호 때에는 텀블벅 펀딩 후원금과 자비를 투자를 통해 발행되었으며, 2호는 창간

호가 판매된 수익금과 텀블벅 펀딩 후원금으로 제작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었다.21) 
 

7) 오즈

① 목적 및 활동

『오즈』는 교보문고의 주문형 개인 출판

(publish on demand) 방식으로 출간하는 독립 

문예지이다. 오즈가 출간된 이유로는 첫째로

는, 유서 깊은 문예지 폐간에 대한 안타까움으

로 지면 걱정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환경을 

만들고 또 동료 선후배 작가들과 공유하고 싶

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로는 기존 문예지

에 다소 어려운 평론이나 논문 수준의 글들이 

실리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셋째로는, 
기술 발달로 독립적인 문예지 출판이 용이해

진 덕분이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오즈의 편집장은 소설과 동화를 쓰는 주애

령 작가이며, 편집위원이자 사회과학 분야로 

21) 텀블벅 『프리낫프리』 2호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freenotfree02

<그림 4-7> 문예무크지,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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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연, 전순호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디자인과 편집은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내부 구

성원이 봉사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9년 6월에 창간호를 내고 2019년 10월에 2호를 출간했다. 독서를 좋아하는 일반 

독자들이 지적 감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평론, 서평 등 다양한 문학 장르와 아울러 사회과학 분야의 글도 싣고 

있다. 

④ 재원 

오즈는 교보문고의 주문형 출판 시스템(publish on demand, POD)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간에 필요한 자금은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만 소요된다.

8) 팀 유후

① 목적 및 활동

팀 유후는 공동시집을 만드는 팀으로서, 문
학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 문학 활동에 대한 다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집을 만드는 방식은 

투고와 청탁을 병행하고 있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팀 유후는 ‘시 모임’에서 출발하게 되었는

데, 다양한 시들을 보다가 우리도 출판을 해보

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평소에 

독립 출판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른 문예지와 

다른 점으로 ‘같은 제목으로 시 쓰기’, ‘빈칸 채

워 완성하는 시 쓰기’를 시도하였다. 경계를 허

물고 문학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시 쓰기라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한 명의 창작자가 작품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지며, 다른 창작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 쓰기의 속성을 

두고 고민하여 같이 쓰지 않으면서 같이 쓰는 법은 무엇일지 대해 팀 유후는 텀블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빈칸 채워서 시 쓰기, 공동시집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와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제목으로 따로 시 쓰기, 시집 『유월 오후의 우유』”(2018년 

<그림 4-8> 텀블벅, 『유월 오후의 우유』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 27 -

4월 21일)를 기획하였다.22)

④ 재원 

공동시집 출간을 위한 최소 비용 대부분은 팀원들이 자비로 마련하고 있으며, 텀블벅

을 통해 시집의 홍보와 제작비용을 마련하기도 한다.

9) 사월유니버스

① 목적 및 활동

사월유니버스는 퀴어(Queer) 그림책을 출

간하는 독립출판사이다. 아무도 내줄 것 같

지 않은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출판과 텍스트를 통해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출판사를 차

리게 되었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로 규정

되는 존재들을 위한 문학을 하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

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있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김나율 작가 1인이 운영하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8년 1월 김나율 

작가의 『고민이 자라는 밤』을 텀블벅 크

라우드펀딩으로 발간했다. 펀딩금액은 목표

금액의 232%인 9,296,500원으로 296명이 후원했다.

④ 재원 

출판을 위한 자본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당한다. 

10) 공통점

① 목적 및 활동

공통점은 광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 창작 

22) 텀블벅 『유월 오후의 우유』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ohoo6milk

<그림 4-9> 텀블벅 『고민이 자라는 밤』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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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평 모임이다. 모임 이름이자 문예지

의 이름이기도 한 ‘공통점’은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는 뜻으로, 구성원 중 

조온윤이 쓴 「공통점」(문장 웹진 2019
년 8월호 게재)이라는 시에서 가져와 짓

게 되었다.23)

공통점은 ‘공통점(共通點)’이라는 의

미와 함께 ‘공-통점(共-痛點)’이라는 중의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통점의 궁극

적인 목표는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

감과 이해를 차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대하겠다는 지향점을 갖

고 있다. 
공통점 모임의 목표 중 하나는 매주 진

행하는 합평 모임을 통한 문학 창작 및 연

구이다. 기존 멤버 및 객원 멤버들의 참여

를 통해 시, 소설, 수필 등 각 참여자의 문

학 창작물에 관한 면밀한 비평과 의견을 

주고받는다.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르는 시이다. 다른 목표로는 연간으로 독립 문예지를 제작하여 등단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지면을 형성하는 것이다.24)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016년에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합평을 진행하고 있으

며, 독립 문예지 『공통점』 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은 김나연, 김병관, 김원경, 
김현진, 신헤아림, 이기현, 이서영, 조온윤까지 총 8명이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7년에 문학 창작물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한 무크지를 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독립문예지 『공통점』1호를 발행하였으며, 2018년에 2호를 발행하였고, 2019년에 3호
를 발간하였다. 

④ 재원 

독립 문예지 발간의 경우 매번 자본 확보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2017년에 발행

한 첫 호는 구성원들이 사비를 각출하여 제작하였으며, 2018년 두 번째 호는 광주지역 

23) 텀블벅 『공통점』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commonpoint_3
24) 송진아, 「"공통점" 문학 창작 모임으로 시작한 독립 문예지까지! 매주 합평 모임 역시 진행해」, 『뉴스페이퍼』, 

2019. 12. 31, Available(2020. 1. 5)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2

<그림 4-10> 텀블벅 『공통점』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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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에서 진행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제작하였다. 세 번째 호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제작비를 마련하였다.

11) 괴이학회

① 목적 및 활동

괴이학회는 괴담, 호러 전문 출판 레이블로, 괴담과 호러 콘텐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2018년에 만들어진 창작 커뮤니티이다. 전설과 신화, 민담을 포함한 괴담을 바탕으

로 기괴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괴이학회를 만든 이유는 공포 장르 출간물이 출판계에서 비주류기 때문이다. 황금가

지에서 한국공포문학단편선을 비정기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포나 호러 타

이틀을 달고 출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괴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괴담, 
호러 문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창작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괴담, 호러 문학을 써온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출판 레이블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괴이학회의 목표는 괴담, 공포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작가들의 작품을 세

상에 선보이는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공

포 문학의 출판 활성화를 꿈꾼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018년 8월 25일 도시괴담 소설집 

『괴이, 서울』에 대한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476명 8,153,000원의 펀딩 성공)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엄길윤, 김선민, 배
명은, 엄성용, 남유하, 이시우, 사마란 등 

7명의 작가들이 처음 시작했다.25)

실험적인 서사와 창작방식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한 번

도 본적 없는, 비틀린 상상력을 환영한다.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존의 관습

에 도전하는 주제와 창작 기법 등을 적극

적으로 독려하며 새로운 장르 콘텐츠를 

창작하고자 한다.26)

25) 텀블벅 『괴이, 서울』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www.tumblbug.com/strangestory
26) pena, 「괴이학회: 작은 모임에서 호러 대표로」, 『거울』, 2919. 2. 15. Available(2020. 1. 5) : http://mirrorzine.kr/feat

ures/128813

<그림 4-11> 『괴이, 서울』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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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징 및 결과물

괴이학회가 독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는 앤솔로지 제작이다. 『괴이, 서울』(2018)
과 『괴이, 도시』(2019)라는 단편집을 텀블벅 펀딩으로 출간했다. 괴물과 고양이를 결합한 

『괴양이 앤솔로지』로 펀딩을 계획 중이다. 참여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책을 제작할 예정이다. 각 작가들의 단편 3개를 담은 문고본과 

중철본 동인지들을 제작하여 레이블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작품집 제작을 통해 작가들

과의 연결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창작을 진행하고 있다. 
펀딩과 함께 작가 대담회나 괴이한 티파티 같은 크고 작은 행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강연

과 대담회, 도서전 참여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④ 재원 

앤솔로지 제작비용은 펀딩 자금에서 주로 모으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괴이, 서울』(2018) 펀딩 자금은 LH 소셜벤쳐 창업 

지원금에서 충당하였다. 

12) 문학스튜디오 무시

① 목적 및 활동

『TOYBOX』는 문학스튜디오 무시

가 펴내는 올-라운드 문예지이다. 사진, 
만화, 그림, 음악 등의 문학 외 장르들이 

문학과 교차하며 다양한 장르의 재미와 

그들을 넘나드는 신선한 즐거움을 추구

한다. 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감각

의 ‘콜라보 실험실(Collaboration Lab)’ 가 

되고자 한다. 기존 문학/문단 체제와는 

다른, 자유로운 사람들이 기획한 문예지

이다. ‘문학’이라는 경계, 장르 간 경계를 

벗어나, 문학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통섭

하는 예술 작품과 실험성을 추구한다. 재
미와 즐거움의 영역을 넓히는 일, 비등단 

작가들에게 필요한 지면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
『TOYBOX』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운다. 첫 번째는 ‘문학’의 경계를 넓히고 허무는 

것이다. 문학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장르들을 문예지 위에 포섭해 <무엇이 문학인

가?>를 함께 질문하고, 작품으로 각자의 대답을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콜라보 

실험서’로서의 기능이다. 작가와 작가, 장르와 장르의 협업을 통해 문학 하기의 범주를 

<그림 4-12> 텀블벅 『TOYBOX』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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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고, 문학에 다양한 예술을 열어 융합예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한다. 한 명의 

작가가 혼자 한 작품을 만든다는 상식을 넘어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종합 예술 작품, 
줄글의 형태를 뒤틀거나 뒤섞는 작품, 장르와 장르의 협업 작품,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

는 작품 등이 『TOYBOX』와 함께 한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TOYBOX』를 만드는 ‘문학스튜디오 무시’는 5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시 수업을 듣다 처음 만나 문예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편집장 1명을 비롯, 팀원들 모두가 

기획, 편집, 회계, 홍보, 입고, 재고 관리 등을 함께 하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활동기간 2년 동안 문예지 3호를 발간하였다. 창간호는 2018년 9월 2일 텀블벅 크라

우드펀딩에서 264명의 후원을 받았으며, 기대 금액의 181%인 9,091,000원을 모금했

다.27)

④ 재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당한다. 

13)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

① 목적 및 활동

이랑 작가가 운영하는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는 이메일 구독 시스템28)으로서, 
암에 걸린 ‘친구’의 치료비를 보태는 프로젝트로서 기획되었다. 30인의 필진들(친구친

구)이 돌아가며 글을 써서 구독자(친구친구친구)에게 매일 아침에 배달한다. 메일의 형

식은 시, 소설, 에세이, 인터뷰, 만화 일러스트, 레시피, 사진, 영상, 믹스트랙, 오디오북 

등 다양하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7) 텀블벅 『TOYBOX』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tumblbug.com/toybox01
28) 문보영 시인이 2019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일기 딜리버리’는 작가가 정기구독을 신청한 독자에게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시인이 쓴 글들이 ‘이메일로 연재하면서 전송되는 구독시스템 방식’의 문학 출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별히 첫 번째 원고와 마지막 원고는 전자 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봉투에 담아 배달되는데 문보영 작가는 
군대에 간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연재하는 느낌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때 그 행위가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줬고, 편지라는 물성을 통해서 포장하고 붙이는 재미를 얻어 우편 전송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보영 
시인은 ‘일기 딜리버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블로그에 일기를 써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글을 써서 일주일에 두 번 글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로서도 만족스럽고 
돈을 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문보영 시인은 글쓰기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글이 상품화된다며,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글쓰기도 노동이라 생각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글쓰기도 노동이기에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지현, 「이메일 구독 시스템 운영중인 문보영 시인과 이랑 작가 문학주간에 
만나...,」, 『뉴스페이퍼』, 2019. 9. 18. Available(2020. 1. 5)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
no=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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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필진에는 이랑 시인, 원대한 디자

이너, 임진아 수필가, 이종산 소설가, 김봇자 

편집자, 이소영 화가, 정아람 아키비스트, 히
로카와 다케시 판화가, 사진가 정멜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9) 
③ 특징 및 결과물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 구독서비

스는 2019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독료는 월 1만 5천원이다. 구독자

들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2020년 1월 5
일 현재,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중인 상태이

다.30)

④ 재원 

사용자들의 월별 구독료를 통해 충당한

다.  

14) 잘 팔리는 문학회

① 목적 및 활동

‘잘 팔리는 문학회’(이하, 잘팔문)는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소설학회31)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이다. 2016년 6월에 팟빵(Podbbang)에 채널을 열었으며 꾸준하게 인

기를 유지하여, 2020년 1월 현재 1,038명의 구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32) 매주 하나의 

소설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독립서점 문단 내 성폭력 친일 문학 등단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는 텍스트와 문학을 가지고 놀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종이

가 온라인 웹매거진 식으로 시작하려는 것이 바뀌어 지금의 팟캐스트가 되었다. 문학이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문학 이슈 말고도 독립서점 리뷰나 그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최초에 잘팔문 팟캐스트가 시작된 것은 2015년도 소설학회 학회장이었던 김진영이 

29) 이랑, Available(2020. 1. 5)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IuMDZs1uAAmLBgDm9CO-qd_1Cm_QmnZRZ6
w14iq8Q/edit

30)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 인스타그램, Available(2020. 1. 5) : https://www.instagram.com/alibaba30s/
31) 소설학회는 2003년 장르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로서.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설을 연구하며, 학회원이 쓴 소설을 합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약 40명 내외의 
학과생이 잘팔문에 가입한 상태다. 

32) 잘 팔리는 문학회 팟빵 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www.podbbang.com/ch/12365

<그림 4-13>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 
인스타그램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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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운영을 제안하면서였고, 
총 6명의 인원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을 주축으로 운영된 잘

팔문 시즌 1은 2017년 6월 24일까지 

30화로 마무리되었고, 시즌 2는 새

로운 기수에 의해 운영되었다.33) 군
대를 가거나 졸업을 해야 하는 대학

생들의 특성상 매년 새 운영진이 꾸

려지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잘팔문 팟캐스트는 2019년 6월부

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12
월 현재 총 66화의 콘텐츠를 송출하

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페이스북 

페이지34) 운영을 시작하였다. 페이

지를 만든 목적은 팟캐스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에서 밝히고 있다.35) 
같은 목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잘팔문 인스타그램 채널36)도 운영하고 있다. 

④ 재원 

팟빵 플랫폼에 후원하기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만 거의 후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녹음 스튜디오 이용이 필요

한데, 이 비용은 운영자들의 자체적인 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15) 문학은 개뿔

① 목적 및 활동

‘문학은 개뿔’ 팟캐스트37)는 문단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팟캐스트로서 2017년 7월
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등단을 준비하던 문학 지망생이었던 운영자들은 2016년 말 

발생한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사건 이후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문단과 문학에 

대한 거침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팟캐스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33) 문학이 잘 팔린다고?...대학생이 만드는 팟캐스트 ‘잘 팔리는 문학회’, Available(2020. 1. 5) : http://jobnjoy.com/portal
/job/character_view.jsp?nidx=224054&depth1=1&depth2=2&depth3=1

34) 잘 팔리는 문학회 페이스북 페이지, Available(2020. 1. 5) : https://www.facebook.com/jalpal4seoultech/
35) [알림] 잘팔리는문학회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Available(2020. 1. 5) : https://cafe.naver.com/jal

pal4seoultech/85
36) 잘 팔리는 문학회 인스타그램 채널, Available(2020. 1. 5) : https://www.instagram.com/best_selling_society/
37) 문학은 개뿔 팟캐스트, Available(2020. 1. 5) : http://www.podbbang.com/ch/14538

<그림 4-14> ‘잘 팔리는 문학회’ 팟캐스트 팟빵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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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서른살 동갑인 ‘부귀’와 ‘영화’가 ‘문학은 개뿔 팟캐스트’의 운영자이며, 같은 대학 

국어국문학과 동기로 만나서 작가의 꿈을 키워오던 중, 문단 내 성폭력 폭로사건을 겪으

면서 문단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영화는 매년 신춘문예에 투고하는 습작생이었으며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정도로 문학과 등단을 꿈꾸고 있었지만,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나온 이후 대학원을 

그만 두었다. 부귀는 2012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그만 둔 영화가 부귀와 프랑스에서 합류하여 2주간 팟캐스트를 녹음하여 ‘문학은 개뿔’
이 탄생하게 되었다.38)

③ 특징 및 결과물

2017년 7월 18일 1화 ‘오늘 나는 

등단을 포기한다, 아니 거부한다’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13일까지 15
회가 송출되고 중단된 상태이다. 이
에 대해 운영자 ‘부귀’의 건강문제

로 휴식기를 갖게 되었다39)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계정40)을 운영중이다. 

④ 재원

팟빵 플랫폼에서 후원이 발생하지만 미미하며, 녹음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서 직접 녹음하는 등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방식을 택하고 있다. 

16) 카카오 시워(詩)

① 목적 및 활동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톡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모임이다. 자신이 창작한 시를 공

유하고 합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019년 7월 4일부터 개설되었으며, ‘시붕이/충북’이 방장이다. 운영진으로는 불, 너바

38) [인터뷰] 문학은 개뿔, "나는 등단을 거부한다", 경향신문, 2018.07.30., Available(2020. 1. 5) : http://news.khan.co.kr/k
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301349001

39) 문학은 개뿔 페이스북 페이지 2018년 8월 14일자 포스팅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https://www.facebook.com/mungaep
ul/photos/a.1813149205661832/2019660018344082/?type=3&theater

40) 문학은 개뿔 트위터 계정, Available(2020. 1. 5) : https://twitter.com/mungaepul

<그림 4-15> ‘문학은 개뿔’ 트위터 계정 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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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햔, 김동우, 캄, 배움, 장미, euna, 시가 팔딱팔딱, Yun, 표면, 개화기가 활동하고 있다. 
200명이 입장가능한 대화방에 2019년 12월 현재 약 115명의 동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등단 작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오픈채팅방에서 운영되기에 엄격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신규 입장시에는 인

기척이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최초 입장시 

24시간 이내 인사 없으면 강제 퇴장당하며, 
입장료로는 톡방 하트 클릭을 요구한다.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자작시를 올릴 수 있

다.  
자작시는 이틀에 1편만 가능하며, 즉흥

시, 하루 만에 쓴 시,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퇴고하지 않은 시는 지양하고 있다. 합평은 

이틀 내에 올라온 자작시 중 1편 이상 합평

에 참여한 분들만 자작시를 올릴 수 있다. 일
방적으로 합평만 요구할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된다. 합평 중에는 잡담과 자작시를 금

지하며 합평은 성의있게, 개개의 합평에 대

한 답장을 필수로 한다. 이외에 공지 미준수, 
비방글, 과도한 분쟁, 도배, 반말, 홍보, 운영

진 경고 무시, 한달 기준 자작시나 좋은시 공

유 1편 미만의 잠수계정인 경우에는 강퇴, 
경고, 가리기 대상이 된다. 

④ 재원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온라인 합평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17) 켬 동인

① 목적 및 활동

창작 동인 ‘켬’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여성 시인 및 평론가들의 모임으로서, 개인적 

주제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각종 사회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성차별문제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창작동인 켬이 주장한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한 형태다. 기

존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 

<그림 4-16> ‘시워(詩’)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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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2018년 11월 이서하 시인 이소연 시인 주민현 시인 전형규 평론가가 모여 만든 문학 

동인이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8년 11월 1일 켬 트위터 계정41)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9월 26일
에 켬 인스타그램 채널42)을 오픈하였다. 2019년 12월 26일에는 에코페미니즘 낭독회인  

“쓰레기낭독회”를 진행하였으며,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4명의 문학가

의 문학활동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④ 재원

작가들이 자비를 들여 활동하고 있으나, 향후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8) 공전

① 목적 및 활동

공전43)은 1:1 문학서적 추천 시스템인 북어드바이징을 기반으로 설립된 문학레이블이

다. 신진 문학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 문학 공동체를 지향한다. 

41) https://twitter.com/turnondongin
42) 켬 동인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https://www.instagram.com/turnondongin 
43) 공전홈페이지 https://gongjeon.com/

<그림 4-17> 켬 동인의 마크 모양 케잌을 든 
켬 동인의 모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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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구성 및 활동기간

문학레이블 공전의 구성원들은 20대의 젊은 문학인들로서 책임편집인 이리, 발행인 

유수연, 포토 디렉터 이유수, 마케터 김의석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중심으

로 하여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방송인 작사가 비평가를 비롯한 모든 장르의 문학 

아티스트와 함께 하고 있다.

③ 특징 및 결과물

2018년 4월에  비쥬얼문예지 『모티프』 창간호  ‘Dirty Cash’가 발간되었으며, 2018
년 10월에 2호 ‘Miss Call’을 발간하였다. 2019년 4월에 3호 ‘time off’가 발간되었다. 세 

권의 책 모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간되었다. 이외에 ‘문학나이트 2018’, ‘문학은 사

랑을 싣고’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④ 재원

『모티프』발간은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창간호는 247명에게

서 6,799,000원을 펀딩받았으며, 2호는 164명에게서 5,678,500원을 펀딩받았다. 그러나 

이런 펀딩규모로는 원고료, 인쇄비, 촬영비,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지원금으로 발간하였다. 

<그림 4-18> 공전의 비쥬얼문예지 『모티프』1, 2, 3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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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특징과 유형

사례 조사한 18개의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면 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을 하는 사례와 뉴미디어 기반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

면 <그림 4-19>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9>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유형 구분

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이란 ‘문예지, 잡지,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는 활동’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잡지는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글로 구성되는 장르 융합적 특징을 지닌다. 
책 미디어 기반의 활동 커뮤니티는 팀 유후, 괴이학회, 대체장마, 베개, 공통점, 오즈, 

공전, 허들, 프리낫프리, 무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창작 커뮤니티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는 미씽아카이브와 사월유니버스처럼 출판사 대표 자신의 작품집이나 다른 작가

들의 작품들을 계약하여 출간하는 방식, 동인의 작품들을 문집 형태로 출간하는 대체장

마의 방식, 여러 작가와 독자의 시를 모아 출간하는 유후의 방식,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서 직접 단행본 출판 활동을 주도하는 괴이학회의 방식 등이 있다.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문예지와 잡지는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다양

한 주제와 종류의 글을 통해 구성되는 장르 융합적, 참여자 융합적 특징을 지닌다. 허들, 
베개, 프리낫프리, 무시, 공전, 공통점 등은 창작된 작품과 글들을 문예지 형태로 출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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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등단 제도를 중요시하지 않으면서도 등단한 작가, 작가 지망생, 아마추어 

작가, 독자들이 함께 활동한다. 프리낫프리, 무시, 공전은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주제에서의 융합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학 단행본 출판은 시 창작 모임 구성원의 작품집을 직접 출판하여 독립 서점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대체장마, ‘같은 제목으로 따로 시 쓰기’, ‘빈칸 채워서 시 쓰기’ 등으

로 작품을 공동 창작하고 여러 작가와 독자의 시를 모아 출간하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

는 팀유후, 괴담 단편 소설 출판을 통해 직접 주도하여 분야 작가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는 괴이학회 등이 있다. 이  사례들은 작가, 또는 커뮤니티가 작품을 창작하고 편집

하여 직접 출판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계약된 작가의 장편소설이나 단편소설집, 시집을 

묶어내는 전통적 문학 출판 방식과 차별화된다.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은 인터넷과 이메일,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 문학 

기반 개발 상품 등 창작자와 독자의 문학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티가 출판의 

주체이자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 
방식이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다.

소곡의 ‘스티커 형태의 시seal’은 문학과 일상을 향유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독자들

이 스티커를 통해 시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 웹 콘텐츠를 중심으

로 벌이는 부도심의 활동은 장르소셜과 순수문학 경계를 나누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의 반영이다. 앨리바바 친구는 작가 커뮤니티가 문학 작품을 독자들

에게 매일 배달하는 이메일 구독시스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암에 걸린 ‘친구’의 치료

비를 보태는 프로젝트로서 작가와 커뮤니티, 그리고 독자의 친구와 동료 같은 연대와 

지원의 관점이 담겨 있다. 문학 팟캐스트를 통해 문학 작품을 공유하며 문학 생태계와 

사회문제, 문화 이야기로 소통하지만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

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잘팔문의 방식에는 ‘문학을 가지고 놀자’는 문학적 관점이 

표현된다.
하지만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의 ‘책 미디어 기반의 출판 활동’과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의 유형 구분에서 커뮤니티들은 구분을 넘나들며 하이브리드(hy
brid)적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미디어 기반의 출판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들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한 독자와의 문학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이다. 
또한 사례처럼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들도 종이책 미디어

를 기본으로 하는 독립 서점과 독립 잡지에 대한 큰 관심을 다루고 있고 낭독회와 전시,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는 전통적 문학 출판사들과는 활동과는 상대적으

로 차별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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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설계 및 진행

1)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조사의 목적

- 2019년도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44) 실태 조사

- 문학인과 문학 지망생들의 창작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수집 및 분석

∙ 설문조사의 대상 

-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동인창작활동, 문학과 타 장르의 융합 창작 등 문학

을 중심으로 하는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 창작 모임 활동 참여자 

- 문학창작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 지망

생들

2) 설문조사의 시행 

∙ 조사기간 : 2019년 11월 13일~2019년 11월 25일
∙ 조사방법 

-  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조사 도구로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

하여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이메일과 SMS로 설문참가 웹 주소 발송

- 해당 링크를 관련자들에게 포워딩하여 참여토록 권장

- 수집된 자료를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료 분석

44) 독립 문예활동이란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동인창작활동, 문학과 타 장르의 융합 창작 등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 창작 모임들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항목 항목 내용

조사목적

∙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 실태 조사
∙ 문학인과 문학 지망생들의 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함

∙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정책적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 참여자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함

조사대상 ∙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동인창작활동, 문학과 타 장르의 융합 창작 등 문학을 중심으로 

<표 6-1> 설문조사의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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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참여자 정보 

∙ 설문 참여자 : 432명 

∙ 성별 : 여성이 56.6%, 남성 42.0%, 기타 1.4%로서 여성이 16.6% 많이 참여

∙ 연령대 : 25~29세(14.7%) > 20~24세(14.1%) > 35~39세(11.3%) > 30~34세(10.4%) 순 

∙ 지역 : 서울(39.5%) > 경기(27.7%) > 광주(4.8%) > 인천(4.5%) > 대구(3.2%) 순

구분　 빈도 퍼센트

남자 184 41.6%
여자 248 56.6%
기타 6 1.4%
합계 438 100.0%

<표 6-2> 설문 참가자 성별 

<그림 6-1> 참여자 연령대별 분포 

하는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 창작 모임들의 활동 참여자 438명. 
∙ 문학창작 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 지망생들 

조사기간 ∙ 2019년 11월 13일~2019년 11월 25일

조사방법

∙ 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조사 도구로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여 무기
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이메일과 스마트폰 문자로 설문참가 웹 주소를 발송
∙ 해당 링크를 관련자들에게 포워딩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참여토록 권장
∙ 수집된 자료를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료 분석

전체표본 및
유효표본

∙ 전체표본 : 438건 (119개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자)
∙ 유효표본 : 432건 (미달된 응답 6건 제외)
  * <참고 자료 3> 119개 문학창작커뮤니티 리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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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참여자 지역별 분포 

4) 설문 항목 구성45) 

설문지 구성은 ①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내용, ②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활동 

내용, ③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 및 참여 경험 내용, ④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지원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총 4꼭지,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설문참여자 정보 내용(2문항) ∙ 성별, 거주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활동 내용(16문항)

∙ 관심 문학 장르, 문학 관련 계기, 문학 습작 시기 
∙ 관심과 열정 정도, 문학 활동 내용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과 참
여경험 내용(36문항)

∙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소개, 활동 지역, 문학 장르
∙ 커뮤니티 형성 계기, 지속 기간, 활동 내용
∙ 등단자 포함 여부, 구성원 규모, 모임 형태와 방식, 소통 방식
∙ 커뮤니티 참여 계기, 참여 커뮤니티 수, 참여 이유와 경험
∙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문학 생태계 관계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
책 지원 의견(15문항)

∙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
∙ 정책 지원 세부 내용

<표 6-3> 설문 항목 구성

45) 전체 설문내용은 참고 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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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분석46)

1)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활동

①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을 시작한 나이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을 시작한 나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15~19세 31.6%, 20~24
세 27.3%, 10~14세 10.5%, 25~29세 9.1%, 30~34세 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창작

자들의 문학 창작과 습작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창작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6-3>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을 시작한 나이

②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한 질문에서 100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81.35점이라

고 답변하였다.

③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 시 65.4%, 소설 58.8%, 평론과 장르

문학 19.9%, 수필 18.8%, 동화 14.7%, 웹툰 12.0%, 웹소설 10.6%, 만화 10.2%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전체에서 장르문학, 웹툰, 웹소설, 만화에 대한 관심이 전통적 

46) 이 설문조사에는 첫째, 20세에서 29세까지의 문학 창작자들이 28.8%로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둘째, 경험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학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세대이며, 셋째, ‘불안정성 속에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하면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라는 관점에서 항목에 따라 20대의 설문자료를 별도로 분석, 정리하려고 한다. Arnett, J. 2004a. 
“Emerging Adulthoo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1(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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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장르이던 시조와 동시/동요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현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학 창작의 장르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상하게 한다.(<그림 6-4>의 첫번째 차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에 에 대한 20세~29세의 문학 창작자들만의 설문 결

과를 차트로 정리하면 <그림 6-3>의 두 번째 차트로서 나타낼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만화 51.1%, 웹소설 51.1%, 웹툰 47.2%, 장르문학 46.6%, 평론 39.8%, 동화 36.9%, 소설 

34.6%, 수필 33.7%, 시 34.0% 등으로 답변하였다. 
20세~29세의 문학 창작자들은 전체 세대 창작자들에 비해 만화, 웹소설, 웹툰 같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의 설문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대 설문 참여자들의 자료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실태와 조사, 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중요하며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그림 6-4>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

④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는 문학 도서를 읽다가 53.2%, 시인·소설가에 대한 

호감 31.6%, 문예창작과 진학 28.6%, 백일장 수상 23.9%, 문학 동아리 활동 11.4%, 문예

지를 읽다가 10.0% 등으로 나타났다.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문학 도서 읽기의 확산과 작가들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문예창작과 입학, 
문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원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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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 7.7%, 웹소설이나 웹툰의 영향 5.9%인 것도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다. 
(<그림 6-5>의 첫 번째 차트)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20세~29세의 문학 창작자들만의 설문 결과를 

차트로 정리하면 <그림 6-5>의 두 번째 차트로서 나타낼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웹소

설이나 웹툰의 영향 69.2%, 영화나 드라마 원작에 대한 관심 55.9%, 문예창작과 진학 

54.8%, 문학행사 참여 44.0%를 선택하여 웹소설과 웹툰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영화나 드라마의 관심이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문예창작과 진학, 문학 행사, 시인과 소설가에 대한 호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5>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복수 선택)

⑤ 문학 활동의 범주

<그림 6-6>의 설문 참여자의 문학 활동의 범주에서 등단한 작가 51.5%, 등단 지망생 

18.5%로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등단과 관련 없는 작가(10.7%), 취미 아마

<그림 6-6> 문학 활동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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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작가(8.0%), 다른 분야 전문가로서 창작(6.6%)으로 전업적 작가가 아니거나 등단 

지망생이 아닌 창작자의 비중이 25.3%에 이르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문학 창작

의 대중적 확산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답변으로서 문예창작과 학생, 
창작자 지원, 문학 도서 출판, 문학 출판 제작, 서평, 웹소설 작사 등이 제시되었다. 취미

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⑥ 현재 하고 있는 문학 활동

<그림 6-7>에서 설문 참여자가 현재 어떠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학 서적 탐독 67.0%, 문학 관련 행사 참여 40.2%, 취미 차원의 습작 활동 33.0%, 
문예지 탐독 33.0%, 등단 준비 18.6%, 문예창작학과 재학 또는 준비 9.3%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창작 동아리 운영, 소셜 비평, 강의, 소설 책 출간, 정책 연구 등이 있었

다. 이 설문의 결과는 창작자들의 일상적인 문학 활동이 문학 도서 읽기와 행사, 습작, 
문예지 탐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설문 참여자 관점에서의 문학창

작 커뮤니티의 활용 내용으로서 판단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중요 시사점

을 제공한다. 
<그림 6-7> 현재 하고 있는 문학 활동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활동

∙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 시작한 나이 : 15~19세 31.6%, 20~24세 27.3%, 10~14세 10.5%, 
25~29세 9.1%, 30~34세 6.6% 순

∙ 관심 문학 장르 : 시 65.4%, 소설 58.8%, 평론과 장르문학 19.9%, 수필 18.8%, 동화 14.7%, 
웹툰 12.0%, 웹소설 10.6%, 만화 10.2% 순

∙ 20세~29세 문학 창작자 관심 문학 장르 : 만화 51.1%, 웹소설 51.1%, 웹툰 47.2%, 장르문학 

46.6%, 평론 39.8%, 동화 36.9%, 소설 34.6%, 수필 33.7%, 시 34.0% 순
∙ 문학 관심 계기 : 문학 도서를 읽다가 53.2%, 시인·소설가에 대한 호감 31.6%, 문예창작과 

진학 28.6%, 백일장 수상 23.9%, 문학 동아리 활동 11.4%, 문예지를 읽다가 10.0%
∙ 20세~29세 문학 관심 계기 : 웹툰의 영향 69.2%, 영화나 드라마 원작에 대한 관심 55.9%, 
문예창작과 진학 54.8%, 문학행사 참여 44.0%

∙ 현재 하고 있는 문학 활동 : 문학 서적 탐독 67.0%, 문학 관련 행사 참여 40.2%, 취미 차원

의 습작 활동 33.0%, 문예지 탐독 33.0%, 등단 준비 18.6%, 문예창작학과 재학 또는 준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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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참여 경험

①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과 활동 지역 

<그림 6-8>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경험과 커뮤니티의 활동 지역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52.0%가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

으며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29.0%이다. 문학 창작자들의 활동이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지역

은 서울 67.9%, 광주광역시 9.3%, 경기도 5.0%, 대구 3.6% 순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이 거주지역은 서울(39.5%)과 경기도(27.7%)가 주를 이루었고 광주, 인천, 대
구 순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학 창작자들의 커뮤니티 활동 지역과 어느 정도 수준에

서만 관련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

②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 계기와 지속 기간  

<그림 6-9>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역 모임 기반 

25.0%, 같은 학교/학과를 기반으로 21.4%, 온라인 활동 기반 17.1%, 사회활동 기반 12.
9% 등으로 조사되었다. 창작자가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과 소속되어 있는 학교/학과

를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카페 등의 온라인 활동 17.1%와 NGO, 사회운동, 모임, 단체 등의 사회활동 12.9%
도 커뮤니티 형성에 계기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 계기에 대한 기타 답변으로서 알음알음, 온라인 모집, 작가 

주도 공부방, 수업, 독립 문예지 활동, 문예지 등단, 문학상 등이 제시되었는데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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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를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커뮤니티 지속 기간은 5년 이상 24.3%와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4%, 1년 이상 3년 

미만 17.1%, 3년 이상~5년 미만 11.4%이다. 커뮤니티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활동하는 비중이 79.3% 수준이며 6개월 미만인 경우가 5.7% 수준인 것은 문학

창작 커뮤니티가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6-9>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 계기와 지속 기간

③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창작자들의 동인 활동 52.5%, 
독립 문예지 출간 12.9%, 문학 분야 도서 출판 10.1%,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6.5%, 문학 소재 상품 개발 및 판매 5.8% 등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은 

동인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독립 문예지 출판과 

문학 분야 도서 출판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타 답변으로서는 ‘서로의 초고를 

봐주고 더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합평해준다’, ‘도서출판, 전시기획, 동인활동, 타 장르와

의 융합 시도, 문학소재 상품개발 및 판매’,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한 합평’, ‘쓴 글이 

모이면 책을 펴낼 계획’,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참신한 신인발굴’, ‘소설 창작’ 등이 

제시되었다.(<그림 6-10>의 첫 번째 차트)
하지만 <그림 6-9>의 두 번째 차트에서 보이는 20세~29세의 문학 창작자 설문 참여

자들의 답변은 문학을 소재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75%, 문학분야 도서출판 42.9%, 
그리고 독립 문예지 출간, 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활동,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등이 각각 33.3%를 차지하였다. 20세~29세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문학 

소재 상품 개발과 판매, 문학 분야 도서 출판과 융합에 대한 시도와 연구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작된 문학 작품을 싣는 미디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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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예지를 역할 짓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립 출판을 포함하여 문학에 기반한 상품 개발

과 판매를 창작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 동인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현상과 함께 독립 문예지 출판(1

2.9%)과 문학 분야 도서 출판(10.1%)이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또
한 융합 시도와 문학 소재 상품에 대한 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답변으로서는 

‘서로의 초고를 봐주고 더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합평해준다’, ‘도서출판, 전시기획, 동인 

활동, 타 장르와의 융합 시도, 문학 소재 상품개발 및 판매’,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한 

합평’, ‘쓴 글이 모이면 책을 펴낼 계획입니다’,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참신한 신인 

발굴’, ‘소설 창작’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6-10>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④ 관심 문학 장르 

<그림 6-11>에서 참여 중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 62.0%, 소설 23.5%, 수필 23.2%, 평론 19.0%, 동화 14.8%, 장르문학 

14.8%, 시조 9/9%, 동시/동요 9.9%, 웹소설 7.7%, 희곡 7.0%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그림 6-4>에서 설문 참여자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에 대한 설문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웹툰(12.0%), 웹소설(10.6%), 만화(10.2%) 장르에서는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된다. 이 장르들에 관심을 가지는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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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관심 문학 장르(복수 선택)

⑤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 

<그림 6-12>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등단 작가들을 포함하는 사례가 68.8%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등단 작가와 미(비)등단 작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형태와 미(비)등단 작가들이 활동하는 형태로서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커뮤니티가 운영되거나 구성원의 규모는 6~10명 29.3%, 5명 이하 27.1%, 30명 

이상 20.7%로서 커뮤니티들에 있어서 모임 규모는 다양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6-12>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

⑥ 커뮤니티 활동 방식

<그림 6-13>에서와 같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횟수는 월 1~2회 47.8%, 주 1~2회 

26.1%로서 자주 만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참여자들은 단체 채팅방 77.0%, 소셜 미디어 25.9%로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대부분 온라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반

하여 문학창작 커뮤니티들 간의 상호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 콘텐츠 플랫폼이나 웹사이트가 커뮤니티들의 소개와 함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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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공유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도 작가 또는 창작자 또는 문학 애호

가들이 서로 교유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와 출간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6-13> 참여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방식

⑦ 커뮤니티 활동 방식

참여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모임 활동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창작물에 대한 낭독과 합평, 이론과 작법 등 학습, 독서토론, 작품 감상과 

추천, 강연, 토론, 기획 등 문예지 관련, 작품집 출판, 정보 교류, 친목 도모, 그림 감상 

등이 제시되었다(참고 자료2 참조).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참여 경험

∙ 활동 지역 : 서울 67.9%, 광주광역시 9.3%, 경기도 5.0%, 대구 3.6% 순
∙ 형성 계기 : 지역 모임 기반 25.0%, 같은 학교/학과를 기반으로 21.4%, 온라인 활동 기반 

17.1%, 사회활동 기반 12.9% 등
∙ 주요 활동 : 창작자들의 동인 활동 52.5%, 독립 문예지 출간 12.9%, 문학 분야 도서 출판 

10.1%,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6.5%, 문학 소재 상품 개발 및 판매 5.8%
∙ 20세~29세 문학 창작자 주요 활동 : 문학을 소재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75%, 문학분야 도서

출판 42.9%, 그리고 독립 문예지 출간, 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활동,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등이 각각 33.3% 
∙ 커뮤니티 지속 기간 : 5년 이상 24.3%,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4%, 1년 이상 3년 미만 17.1%, 

3년 이상~5년 미만 11.4% 순
∙ 커뮤니티에 등단 작가들을 포함 : 포함 68.8%, 포함되지 않음 31.2%
∙ 커뮤니티 구성원 규모 : 6~10명 29.3%, 5명 이하 27.1%, 30명 이상 20.7% 순
∙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횟수 : 월 1~2회 47.8%, 주 1~2회 26.1% 순
∙ 구성원 소통 방식 : 단체 채팅방 77.0%, 소셜 미디어 25.9%, 포털 커뮤니티 16.5%, 전화통화나 

문자 서비스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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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커뮤니티 운영 자금 마련 

<그림 6-14> 첫 번째 차트의 ‘문학창작 커뮤니티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거나(46.4%), 그때마다 회원들이 갹출하는 방식(41.4%)이 다수

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15.2%)이나 판매 수익 활동(13.8%)도 운영 

자금 마련도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답변으로는 발행인, 
학교 지원금, 동네 책방 후원, 재단의 후원, 운영 자금이 들지 않음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6-13> 두번째 차트에서 보이는 20세~29세의 문학 창작자 설문 참여자들의 답

변은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이 76.2%, 도서/문예지/기프트 판매 등 수익활동이 68.4%, 
그리고 그때마다 각자 자비로 지출하는 방법이 54.4%를 차지하였다. 20세~29세 문학창

작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사용자 참여 크라우드펀딩을 문학 활동 운영 자금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1월 현재 국내 콘텐츠 창작과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웹사이트로서는 텀블벅(Tumblbug)이 있다. 텀블벅은 예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을 위한 

펀딩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판과 문예지 창간과 출간에도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

다.
<그림 6-14> 문학창작 커뮤니티 운영 자금 마련(복수 선택)

⑨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 계기 

현재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커뮤니

티 설립을 주도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54,0%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먼저 활동하던 

지인이 권유(13.7%)하고 그 커뮤니티를 알던 지인이 소개 또는 추천(12.2%)하는 경우 

순서였다. 기타 답변으로는 수업, 학교 행사, 문예지 등단 등이 제시되었고 수업이 다수

의 답변에 있었다. (그림 6-15)
현재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4%로서 가장 

큰 비중이며 5년 이상 17.1%, 3년 이상 5년 미만 16.4%, 2년 이상 3년 미만 15.7%,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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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년 미만|이 14.1% 순이었다. 개인 참여 활동에서 1년에서 2년을 기준으로 장기간

에 걸쳐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림 6-15> 설문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

⑩ 다른 커뮤니티 활동 여부 

<그림 6-16>에서 다른 커뮤니티 활동 여부에 대해 33.8%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66.
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커뮤니티 참여자들 중에 33.8%는 복수의 커뮤니티에

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필요, 지인의 권유, 정보 교환, 받은 만큼 베풀기 

위해, 요청으로, 모임의 특성과 차이, 공연, 여러 단체 가입 등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다수 제시되었다. 

<그림 6-16> 과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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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5년 이상 21.3%,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5%, 6개월 미만 17.6%, 1년 이상 2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14.8% 순이었다. 개인 참여 활동에서 6개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장기간 활동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⑪ 다른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의사 여부 

하지만 <그림 6-17>에서 앞으로 활동할 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활동할 생각이 

있는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0.9%, 반드시 활동할 계획이 6.5%로 나타나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림 6-17> 다른 커뮤니티 활동할 의사 여부

⑫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이유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답변으론  개인 일정, 활동의 

폭이 달라짐, 정해진 기간 종료, 창작물에 대한 표절, 독자적 창작, 등단, 배울점이 없어

서, 시간 여유, 취업 등이 제시되었으며 등단을 전후한 결정이었다는 답변이 다수 있었

다.(참고 자료 5 참조)

⑬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좋았거나 보람을 느꼈던 점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좋았거나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해 문학을 함께 준비하는 힘, 창작의 개선방안을 발견, 동기부

여, 작품세계 확장, 동료애, 유대감, 문학 지형의 바깥을 알게 됨, 소통, 합평,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과 공유, 느낌 공유, 외로움 극복, 작품 발표, 창작 활동의 지속, 동료의 

작품 읽음, 동인지 준비, 삶의 성찰, 출판, 등단, 감정 소통, 독자와의 만남, 낭독회, 선의

의 경쟁, 교유, 창작 의욕, 꾸준한 독서, 자기 성장, 지역 공동체, 동인지, 소통, 창작 능력 

향상, 칭찬과 격려, 드라마와 영화화 등을 제시했다. 합평, 창작의 개선 방안, 동료애, 
유대감, 정보, 작품 전시, 창작 의욕, 동인지, 소통, 독자와의 만남, 창작 역량 향상 등에 

대해 다수 답변하였다. (참고 자료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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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해 대학 문창과 서열, 입시를 위한 문학, 커뮤니티의 부족, 구성원

의 비전문성, 의견 상충, 공간 문제, 지방 거주, 행사 참여, 비용, 곱지 않은 시선, 시간 

여유, 관계, 출판 노하우, 유통 노하우, 디자인 노하우, 문학 유통의 한계, 인디자인 학습, 
출판 인쇄 학습, 매뉴얼의 부재, 정보 부족, 회계 지식, 행정 지식, 활동의 지속성, 지방 

거주, 모임 빈도, 커뮤니티 접근성 등을 제시했다. 비용, 공간 문제, 의견 차이, 정보 부족, 
시간 여유 등에 대해 어려움으로 다수 답변했다.(참고 자료 7 참조)

⑭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문학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젊은 문학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국내 문학 생태계에 어떠

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6-3>과 같이 나타났다.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문학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학 지망생 학습 기획 확대, 문학의 

대중화와 독자 창출, 비주류 문학의 활성화 순으로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문학 작품 발표 기회 확대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여주었다.47)

구분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문학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학 지망생 
학습기회 제공

비주류 문학의 
활성화

문학의 
대중화와 독자 

창출

평균 4.26 4.11 4.06 3.95 4.03 

분산 0.78 0.90 0.93 0.98 0.95 

<표 6-4>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문학 생태계 영향

 

<그림 6-18>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문학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47)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산이 적을 수록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의견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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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와 참여 경험

∙ 운영 자금 : 회비 46.4%, 그때마다 갹출 41.4%, 크라우드펀딩 15.2%, 판매 수익 활동 13.8%순. 
기타 답변으로는 발행인, 학교 지원금, 동네 책방 후원, 재단의 후원 등

∙ 20세~29세 커뮤니티 운영 자금 :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76.2%, 도서/문예지/기프트 판매 등 

수익활동 68.4%, 그리고 그때마다 각자 자비로 지출 54.4% 순
∙ 다른 커뮤니티 활동 여부 : 33.8%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66.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

∙ 20세~29세 문학 창작자 주요 활동 : 문학 소재 상품 개발 및 판매 75%, 문학분야 도서출판 

42.9%, 독립 문예지 출간, 문학 학술 연구,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등이 각각 33.3% 
∙ 현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기간 : 5년 이상 21.3%,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5%, 6개월 미만 

17.6%, 1년 이상 2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14.8% 순
∙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문학 생태계 영향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학 지

망생 학습 기획 확대, 문학 대중화와 독자 창출, 비주류 문학의 활성화 순

3)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① 필요한 문학창작 커뮤니티 지원 정책

<그림 6-19>에서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설문 답변은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4.0 
이상의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어 7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표 6-4>와 같이 조사되었는데 창작자 지원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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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 지원, 행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출판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세무지식 교육 및 컨설팅, 법률지식 교육 및 컨설팅 순으로 

동의 정도를 보였다. 창작자 지원정책 소개/안내,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 지원, 행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여주었다.48)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 지원은 <참고 자료 7>의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

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에서도 동일하게 다수 의견이 제시되어서 문

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 심층면접의 

내용과 분석 내용을 고려할 때,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은 문학 독립 출판물과 문예지, 그리

고 문학 커뮤니티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 확산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창작자 지

원정책 소개/안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창작자들에게 지원 정책에 대한 충분하고 효율적

인 정책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한다. 

구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행사비 
및 운영
활동비 
지원

행사장소 
및 활동
공간 지

원

창작자 
지원정책 
소개/안내

출판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세무지식 
교육 및 
컨설팅

법률지식 
교육 및 
컨설팅

평균 4.32 4.37 4.40 4.50 4.18 4.01 4.07 

분산 0.86 0.83 0.81 0.68 0.85 0.93 0.88 

<표 6-5> 필요한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그림 6-19> 필요한 문학창작 커뮤니티 지원 정책

48)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산이 적을 수록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의견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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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뮤니티의 2020년도 운영계획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2020년 계획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문예

지 발간, 낭독회, 창작물 출판, 웹 문학 활동, 타 예술과 교류, 지면 만듦, 출판, 낭독, 
문학 동아리 페스티벌, 행사, 커뮤니티의 문학 교류, 장르 간 협업 플랫폼, 장르문학 공

부, 독립 출판, 스터디, 합평, 문학 기행, 등단자와 문학 애호가의 소통 모임, 온라인 플랫

폼 등이 제시되었다. 그중 문예지 발간, 장르 간 융합, 커뮤니티의 문학 교류, 낭독, 독립 

출판에 대한 답변이 다수 있었다. (참고 자료 8 참조)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 정책 의견 : 창작자 지원정책 소개/안내,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 지원, 행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

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출판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세무지식 교육 및 컨설팅, 법률지식 교육 

및 컨설팅 순

∙ 2020년 계획 : 예지 발간, 낭독회, 창작물 출판, 웹 문학 활동, 타예술과 교류, 지면 만듦, 출판, 
낭독, 문학 동아리 페스티벌, 행사, 커뮤니티의 문학 교류, 장르간 협업 플랫폼, 장르문학 공부, 
독립 출판, 스터디, 합평, 문학 기행, 등단자와 문학 애호가의 소통 모임, 온라인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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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 전략

가. 연구 결과 내용

1) 연구의 설계와 방법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 실태조사 연구는 다음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조사

와 분석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과제 1은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과제 2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의 문학지원정책 의견과 요

구사항 수렴’ 이다. 이 연구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의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

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합평, 동인지와 문학 단행본 출판, 뉴미디어 

출판, 문학 관련 상품 개발 등의 방식으로 집합적 창작 학습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라고 

정의한다.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은  ‘참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문학적 정체성, 
또는 문학적 연대감을 지닌 채 문예지, 또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과 문학 관련 상품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뜻한다. 
이러한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집합적, 협업적 창작과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커뮤니티를 공동체 재화(community goods)로서 파악하는 경제적 접근과 커뮤니티

를 산업적, 사회적 지형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진화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문헌조사 결과 

출판 생태계는 가치사슬의 선형적 관계는 출판 가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에서 비선형적이며 유연한 생산의 상호작용 관계로 변화하는 출판 가치 네트워

크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독립서점이 출현하여 대안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 취향이 맞는 사람들, 창작자들을 모으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독립 출판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적 현

상으로서 아마존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와 KDP, 국내 교보문고 퍼플, 부크크, 인디펍 

등의 독립 출판 플랫폼을 들 수 있다. 

3) 문학창작 커뮤니티 사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례 조사한 18개의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면 

‘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을 하는 사례와 ‘뉴미디어 기반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책 미디어 기반의 활동이란 ‘문예지, 잡지,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는 활동’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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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잡지는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글로 구성되는 장르 융합적 특징을 지닌다.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문예지와 잡지는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다양

한 주제와 종류의 글을 통해 구성되는 장르 융합적, 참여자 융합적 특징을 지닌다. 
문학 단행본 출판은 시 창작 모임 구성원의 작품집을 직접 출판하여 독립 서점을 

중심으로 유통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작품을 공동 창작하고 여러 작가와 독자의 시를 

모아 출간하는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소외받는 장르의 단편 소설 출판을 통해 직접 

주도하여 분야 작가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는 사례 등이 있다. 이  사례들은 작가, 
또는 커뮤니티가 작품을 창작하고 편집하여 직접 출판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계약된 작

가의 장편소설이나 단편소설집, 시집을 묶어내는 전통적 문학 출판 방식과 차별화된다.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은 인터넷과 이메일,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 문학 

기반 개발 상품 등 창작자와 독자의 문학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티가 출판의 

주체이자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 공유 활동’ 
방식이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다.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형성 계기는 문예지와 문학 단행본을 출판하거나, 문학 창작의 

플랫폼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작가들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소수자들을 위한 문학활동

을 지향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정체성은 소외받는 장르의 창작, 새로운 문학독자의 창작경험

을 개발하고 지면을 확장, 소수자들을 위한 문학활동, 창작자들 간의 이해와 공감 등으

로 나타났다. 구성원으로는 미(비)등단 작가와 등단 작가가 함께 활동하거나 미(비)등단 

작가만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자나 디자이너, 전문가 등이 함께 활동하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활동내용으로는 커뮤니티 모임으로서 합평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

고, 문학 단행본이나 독립 문예지, 문학 관련 상품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동을 중요한 비중으로 펼치고 있었다. 이외에 독자와의 만남을 위한 낭송회, 좌담회, 
직거래장터,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유

로운 문학 활동, 개인의 창작활동을 커뮤니티를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의견

을 밝혔다. 그러나, 커뮤니티 활동과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출간한 

책에 대한 행사․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어려움

으로 들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소통 방식은 주로 카카오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 소통을 주되

게 사용하며, 오프라인 모임도 병행하고 있었다. 활동 계획으로는 작가 발굴과 지면의 

확장, 작가들간의 협업 성장을 들었다.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커뮤니티 활동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독립 문예 

출판물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공간 및 기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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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는 총 432명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

사는 전 연령대의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20~29세를 중요

한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문학 창작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대부분 20~29세의 연령대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적 관점’에서 문학 창작 

커뮤니티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세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도 20~29세의 비율이 28.8%로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적극적으로 문학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본격화하는 세대로서, ‘불안정성 

속에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하면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

하는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분석과 함께 항목에 따라 20~29세 연령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을 시작한 시기는 15세~24세로서 창작자들의 활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세대에 대한 창작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심 문학 장르는 시, 소설, 평론, 장르문학 순으로 나타났지만, 20~29세의 경우에는 

만화. 웹소설, 웹툰, 장르문학 순으로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문학도서를 읽거나 시인·소설가에 대한 호감 때문이

라고 답변함으로서 문학 책 읽기와 작가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
9세는 웹툰과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양한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문학이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낼 미래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재 하고 있는 문학 활동은 문학 서적 탐독과 문학 관련 행사 참여. 취미차원의 습작

활동 순이었다. 문학 창작자인 동시에 문학 독자로서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학 창작자 혹은 문학 창작 지망생들이 문학 생태계에서 프로슈머(prosumer)로서 중요

한 영향을 끼치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서울이라고 답하였으며, 커뮤니

티 형성 계기는 지역과 학교/학과 모임과 같은 지인관계에 기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

만, 온라인 기반의 형성사례도 17.1%에 달하였다. 인터넷 모바일 기술에 기반하여 새로

운 문학창작 커뮤니티 방식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창작자 동인 활동이 대표적으로서 모임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이외에 독립문예지와 문학 분야 도서 출판을 부수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9세의 경우에는 문학을 소재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문학분야 도서출판, 독립문예

지 출판, 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활동,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시도 등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세대는 모임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문학에 대한 적극

적인 실험과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학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커뮤니티에 등단 작가가 포함된 경우는 68.8%,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31.2%이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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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규모는 10명 이하가 56.4%였다. 월 1~2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으며, 77%가 단

체채팅방으로 소통하였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도 25.9%였다. 
운영자금은 회비나 그때마다 갹출하는 등 회원들의 자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

9세의 경우에는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다는 의견이 76.2%였다. 이는 문예지, 
단행본,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세대 커뮤니티 활동의 특성의 반영으로서, 문
학창작 커뮤니티 지원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문학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

대하고 제한된 지면을 벗어나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문학 지망생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문학 대중화와 독자를 창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비주류 문학 활성화에 대한 지지율은 3.95였는데, 이는 

장르의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창작자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와 안내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의 지원, 
행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홍보 

및 마케팅의 기회의 지원, 출판실무나 세무지식 법률지식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

도 제시되었다. 

나. 정책 전략

1)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문학지원정책의 관점  

∙ 기존의 문학지원정책은 창작자, 문예지, 출판사에 대한 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 
이와 같은 문학지원정책은 문학 생태계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술적·문화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문학 생태계는 창작자, 문예지, 출판사 이외

에 다양한 행위자들(문학 독자, 작가지망생, 비등단 작가, 아마추어 창작자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치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하였음 

∙ 이들의 활동은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의 문단과는 

다른 실험적이고 개방적이며 융합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독립 문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독립 문예 활동은 정체되어 있는 문학산업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형성할 동력이 

라는 관점이 문학지원정책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문학지원정책의 대

상으로서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 활동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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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정책 방안

∙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의 현상과 사례들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한 실험,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셜 미디어 통한 소통, 장르와 미디어 융합을 통한 독자 접점 확대 등 

기술과 사회 변화 환경 적응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특징을 보여줌. 문학의 미래는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의 실험적인 활동에서 다양성과 풍부함을 낳을 수 있는 원초

적 모델과 미래 과제를 찾을 수 있음

① 문학창작 커뮤니티 실태조사 정기화 

∙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문학지원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 주요한 활동 변화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문학창작 커뮤니티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한 문학 생태계 분석 기준으로 활용함

∙ 이를 기반으로 한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미래전략의 수립을 위한 근거와 모델을 

개발함  

② 문학창작 커뮤니티 독립문예활동 연간 지원사업 

∙ 문학 단행본, 독립 문예지와 융합 잡지, 뉴미디어, 문학 기반 상품, 이벤트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독립문예활동을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 

∙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지원서 작성방식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창작자들의 역량을 성장시킴 

∙ 선정 이후에도 젊은 창작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업진행, 정산방식, 결과보고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진행함 

③ 문학창작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창작자 측면에서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을 공유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 독자의 측면에서는 독립문예활동이라는 문학의 새로운 현상과 활동을 접하며 참여

와 소통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수행함 

∙ 독립문예활동 지원사업 측면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 교육과 컨설팅 등의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체계로 운영 

∙ 기존 문예지와 출판사 측면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실험적이며 다양한 문학 활동과 

작품을 접하며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④ 문학창작 커뮤니티 인프라 지원사업 

∙ 녹음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장비, 회의 공간, 행사 공간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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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신청하고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 

∙ 문학창작 커뮤니티 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출판, 콘텐츠 제작, 저작권 및 법률, 세무 

등의 전문교육과 컨설팅 지원 

⑤ 외부 기관·기업 협업 지원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회의실, 전시 공간, 숙박시

설 등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포털 협업,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알맞은 카카오의 브런치나 

네이버 웹소설과 협업,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같은 전자

책과 종이책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 모색

⦁문화 행사, 지역 축제,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 공간을 활용하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의 독립 문예지와 독립 문학 출판을 소개하는 열린 장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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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문학창작 커뮤니티 심층면접

가. 심층면접 설계

1) 심층면접의 목적

○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설문조사 문항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 독립문예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2) 심층면접의 대상 

○ 독립문예페스티벌 참가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자 대상 

○ 온라인 심층면접 13명, 오프라인 심층면접 9명  

3) 시행 및 방법 

○ ‘온라인 심층면접’과 ‘오프라인 집단 심층면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됨

○ 오프라인 심층면접은 온라인 심층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진행

○ 이후 ‘커뮤니티 개별 심층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음 

나.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자 온라인 심층면접

1) 온라인 심층면접 개요 

○ 진행 기간 : 2019년 10월 25일 ~ 10월 28일
○ 진행 대상 : 독립문예페스티벌 참가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자 13명
○ 진행 방법 : 구글 설문지(Google Servey)49)를 활용하여 진행

○ 질문 내용 

Ÿ 참여자와 정보 내용

Ÿ 문학창작 커뮤니티 만든 계기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

49) 구글 설문지, Available(2020. 1. 5): https://https://docs.google.com/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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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의 소통 방식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계획

Ÿ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참여 현황 

Ÿ 시, 소설, 수필, 동화, 만화, 문학평론, 시사비평 등의 다양한 장르 커뮤니티에

서 활동하는 13명 참여(참고문헌 표 5-1)
Ÿ 작가, 기획 편집자, 총괄, 홍보, 출판사 대표,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 출판 편집, 

디자인, 필진, 문예지와 출판사 주간, 운영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 장르 커뮤니티에서 역할

미씽A 미씽아카이브 소설 ⦁작가 및 기획편집자

소곡B 소곡 출판사 시 ⦁총괄 기획, 홍보, CS

무지C 무지개 기린, 무지긴 동화
⦁글, 그림, 출판, 홍보 등 모든 역할
에서 활동

주머D 주머니시, 말그레 수필, 시 ⦁주머니시에서는 대표로, 말그레
에서는 단원으로 참여

코믹E IAN COMICS 만화 ⦁대표

장마F 대체장마 시

⦁SNS계정 운영, 텀블벅 관리, 책
과 사은품 인쇄, 교열, 원고 모으는 
역할, 교정과 교열, 디자인 외주 맡
기는 일

사월G 사월유니버스 동화 ⦁1인 출판이라 다 함 

공통H 공통점 소설, 수필, 시 ⦁모임 운영과 함께 모임 내에서 
발행하는 독립잡지의 편집자 역할

유후I 팀 유후 시 ⦁시집 기획 및 교정교열 등

유후J 팀 유후 시
⦁기획, 편집, 디자인, 필진으로 참
여

유후K 팀 유후 시

비릿L 비릿
문학평론, 소설, 
수필, 시, 시사비
평

⦁편집주간

괴이M 괴이학회 소설 ⦁운영자, 작가

<참고문헌_표 1> 온라인 심층면접 참여자와 정보 내용

2) 온라인 심층면접 분석 결과 

① 문학창작 커뮤니티 만든 계기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만들고 형성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작품을 책이나 문예지, 문학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수입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의 자연스런 연장으로서 창작과 합평의 내용을 출판하거

나, 기본의 문단이나 출판사들에서 작품을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에

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둘째, 문학 작품 게재나 출판을 위한 기존의 지면

과 문학 생태계를 확장하거나 커뮤니티의 활동을 플랫폼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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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셋째, 마음에 맞는 다른 작가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한 계기를 하였

다. 넷째, 성 소수자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출판 등 친밀한 문학 작품과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모하기 위한 활동 등을 들었다.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만든 계기 범주화

미씽A
자기 작품을 직접 퍼블리싱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작가들
에게 출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임

출판 및 수익창출
창작 협업 

소곡B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서. 이것으로 돈을 벌고, 문학 
생태계와 지면의 테두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임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무지C
퀴어와 여자 어린이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음. 어릴 때 알았으면 덜 방황하
고 힘들어 했을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함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주머D

문학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주머니
시를 개발하게 되었음. 주머니시 제품 안에 구성될 작품을 
찾다가 기성 작가 아닌 분들의 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플랫폼적 성격을 가진 주머니시가 탄생함. 주
머니시 작품을 공모하거나 작가를 모집하다 보니 자연스레 
커뮤니티가 탄생함

출판 및 수익창출 
창작 협업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코믹E
문학창작은 아니지만 메이저에서 받아 주지 않는 창작물 
내가 만들어 팔고 말지란 마음으로 1인 만화 출판사를 
만들어 독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운영하고 있음

출판 및 수익창출 
창작 협업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장마F
대학교 내 시 모임에서 시집의 형태로 문집을 만들기 위해 
모임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사월G
아무도 내줄 것 같지 않은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음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공통H
함께 글을 쓰는 대학 동기, 선후배와 습작 합평을 목적으로 
처음 모임을 형성하게 됨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유후I
함께 모여 창작을 하다 보니 자연히 모이게 되었음.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음.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창작 협업

유후J
마음이 맞는 이들과 모여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던 도중 
스스로 지면을 만들어내고 싶어서임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창작 협업

유후K
창작자들이 스스로 지면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음

출판 및 수익창출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창작 협업

비릿L
한국의 경우 문학 채널이 일원화 되어있는 형편인데, 이 
창구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시장성 취약한 문학 영역 발굴

괴이M 지면확보를 위한 책 출간
지면 확장 및 창작 플랫폼 역할
출판 및 수익창출
창작 협업

<참고문헌_표 2> 문학창작 커뮤니티 만든 계기

②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정체성

참여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지닌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르 소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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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소비자의 창작경험, 문학의 일상화, 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시적이지 않은 시 등의 

장르, 소수자를 위한 문학, 누구나 참여하는 문학, 이해와 공감, 재미 등 문학의 생산과 

소비의 특징적 내용 등의 답변을 작성하였다.   

참여자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정체성 범주화 

미씽A 장르 소설 창작 동인 문학의 다양성 

소곡B 탈지면. 소비자의 창작 경험 확대. 문학의 일상화. 문학의 확장

무지C 퀴어와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학

주머D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산하는 것. 문학성과 
대중성을 잇는 징검다리. 문학의 근접화. 문학의 확장 

코믹E 따로 없음 없음

장마F 시를 쓰지만 시적이지 않은 것임 개성있는 문학적 지향

사월G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존재들을 위한 문학을 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학

공통H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문학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저희 모임
의 정체성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음.

개성있는 문학적 지향

유후I
단순하게 말하자면, '재미'가 정체성임. 재미있는 시집을 
만들고, 유후 활동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는 것임. 재미있는 문학 활동

유후J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학 재미있는 문학 활동

유후K 문학을 넓히기. 재미있는 문학 활동

비릿L 다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학의 다양성 

괴이M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문학의 다양성 

<참고문헌_표 3>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정체성

③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구성원

온라인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커뮤니티들의 구성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등단하지 않

은 창작자, 또는 작가 예비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중에 등단한 작가도 있지만 

등단한 작가를 구성원으로 두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다. 괴이학회는 작품 출판 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참여자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 구성원 등단여부

미씽A

1인 커뮤니티이지만 다수의 작가들과 협업하고 있음. 
같이 작업하는 작가의 신상이 중요하지 않다 여겨 조사
하지 않음. 출판 작가도 있고 아예 경험이 없는 작가도 
있음. 중요한 것은 작품이지 작가의 신상이 아님.

1인 커뮤니티
창작자 협업,
20~30대

등단여부가 
중요하지 않음

소곡B 등단자 없음. 함께 글쓰기 수업을 듣다가 결성되었음 4명, 20대 등단자 없음 

무지C 1인 커뮤니티임. 등단자는 없음
1인 커뮤니티
20대 등단자 없음 

주머D
등단 준비자,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있지만, 글쓰
기를 해온 사람들이 더 많음 

창작자 협업
20대 등단자 없음

코믹E 1인 커뮤니티임 
1인 커뮤니티
20대

장마F 동국대 학생. 비등단자만 있음 4명, 20대 등단자 없음

사월G 1인 커뮤니티임. 등단자 없음. 1인 커뮤니티 등단자 없음

<참고문헌_표 4>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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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첫째, 합평과 협업 등의 창작 

활동, 둘째, 공동 작품집, 그림책, 시 스티커, 독립 출판, 만화, 잡지, 크라우드펀딩 등 

출판 활동, 둘째, 판매전, 전시, 온라인 서점, 낭독회 등의 문학 작품 전달 및 유통 등으로 

답변하였다. 창작과 협업, 출판, 전달과 유통 등 문학 활동의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공통H

현재 구성원은 총 8명으로, 문예창작학과 출신 6명과 
타 학과 출신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학생 신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명 외엔 모두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졸업을 한 상태임. 모임 내 등단자는 2명이지만 등단과 
비등단에 대한 구분 및 위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지양
하며 활동하고 있음

8명, 20대 등단자 있음

유후I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기들로 구성되어 있음. 주로 비등
단 시인으로 활동하는 멤버가 많음 

19명, 20대 등단자 있음

유후J
대부분 비등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등단을 한 
구성원도 있음. 19명, 20대 등단자 있음

유후K
함께 시를 쓰던 친구들과 모이게 되었음. 독립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며 데뷔한 시인들이 포함되어 있음. 19명, 20대 등단자 있음

비릿L
학교 동창인 지인들로 구성되었음. 웹진비유에 소설을 
발표한 구성원은 있으나 공식적인 등단자는 없음 

5명, 등단자 없음 

괴이M
계약작 한 개 이상, 혹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를 구성원으로 초청하고 있음 

7명, 20~30대 등단여부가 
중요하지 않음

참여자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 키워드

미씽A
부정기적으로 특정 테마를 주제로 한 공동 단편집 제작. 
판매전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가. 작품/작품집 출간을 
바라는 작가가 있으면 출간 지원.

독립출판, 창작협업

소곡B
시 스티커, 사진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매함. 문학 평론가와 
함께 콜라보 작업하며 전시회를 개최함

문학 상품 개발 판매

무지C
퀴어 여성의 동성혼에 관한 그림책을 텀블벅을 통해 독립 
출판하였음. 다음 책은 젠더에 관한 책을 출판할 계획임

독립출판, 퀴어문학

주머D

주머니시라는 제품의 작가가 되어 활동하고 있음. 주머니
시란 주머니 속 시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품명 또는 기업
명으로, 새로운 문학 소비 형태임. 이를 통해, 본인들의 
작품을 알려 나가고 있음

문학 상품 개발 판매

코믹E

IAN COMICS는 온/오프라인에서 책을 입고 및 독립 출판 
오프라인 행사를 뛰며 만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음. 
온라인 독립만화 서점 사이드비(side.B)와 협력을 맺어 
독립만화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판매를 함께 하고 
있음

독립만화출판

장마F 시집출판, 문학 커뮤니티 활동 독립출판, 문학모임

사월G 퀴어그림책 『고민이 자라는 밤』을 출간함 독립출판, 퀴어문학 

공통H
매주 창작시 합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하여 연간으로 독립잡지를 발행하고 있음. 문학모임, 독립문예지 

유후I 팀 유후는 공동시집을 만들고 있음. 하나의 제목을 나누어 문학모임, 독립출판

<참고문헌_표 5>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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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단이나 문예지 

체계에서 포용하지 않는 다양한 문학 장르의 특수성과 자유로운 문학 활동을 개척하기 

위해서였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개인 활동인 창작을 커뮤니티적 활동으로 확장하려는 

자연스런 과정이었다는 의견들을 밝혔다.

갖고, 그 제목으로 쓴 여러 편의 시를 엮어 하나의 시집으로 
만듬. 지금까지 총 두 권의 공동시집을 제작함.

유후J
공동시집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문단이 시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음. 문학모임, 독립출판

유후K 시집을 만들고 낭독회를 진행함 문학모임, 독립출판, 낭독회

비릿L
『비릿』이라는 반년간 문학잡지를 만들고 있음. 그 외에, 
텀블벅에서 매주 에디터의 연재 기획을 진행하고 있음

독립문예지, 텀블벅

괴이M
앤솔로지 제작 및 타 커뮤니티와 함께 콜라보 창작 활동 
진행

독립출판, 문학모임, 창작협업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 범주화

미씽A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활동’이 없었기 때문임. 인디든 
오버든 내가 좋아하는 장르 소설을 생산하는 커뮤니티가 많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려면 결국 직접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음.

자유로운 출판 기회의 획득 

소곡B
바뀔 것들이 보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임. 문학 
활동, 문학 작품이 돈으로 연결되고, 소비자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임.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수익창출 

무지C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야 자유롭게 하고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검열되지 않기 위해 1인 출판사를 만들었음. 자유로운 출판 기회의 획득 

주머D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임 자유로운 출판 기회의 획득 

코믹E 스태프분이 메일로 컨택함 참여 권유

장마F 매주 보는 만큼 쓰고 읽을 기회가 많아서임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사월G
다른 문학 활동의 갈래 중,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등단'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자유로운 출판 기회의 획득 

공통H
개인이 아닌 모임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 같음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유후I
창작은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임. 그래서 자연스레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활동
하게 되었음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유후J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한다는 점이 매력적임.  조금 
더 품이 들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에 반해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임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유후K

작품에 대한 제도적 인증 절차 없이 자신이 쓴 글을 다듬어 스스로 
세상에 발표하며 활동하는 작가들의 자리를 넓혀서, 기성 작가에
게 평가받고 허락받은 뒤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등단)만으로 
작가가 생겨나는 구조가 더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임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비릿L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한번
쯤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활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다양한 문학 활동의 시도

<참고문헌_표 6>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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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에 대하여 커뮤니티 활동과 출판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는 비용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들었음 그 성과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

는 부분과 책 제작 비용, 행사, 홍보, 마케팅, 혼자서 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어려움과 

판매전 행사에 대한 바램 등의 의견을 밝혔다.

⑦ 커뮤니티 구성원의 소통 방식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의 소통 방식으로는 카카오 단톡방을 가장 많이 활용

하며 트위터, 네이버 카페 등의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되는 형태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아예 하지 경우도 있었다. 

괴이M 아무도 호러, 괴담 소설집은 내주지 않아서임 출판 기회의 획득 

참여자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 키워드

미씽A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 텀이 길어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작품을 들고 나가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전 행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임. 2~3개월에 
한 번이면 적절할 것임.

출판물 판매

소곡B
초기 자본, 사무실/작업실 구하는 것, 문학과 문학 활동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경제적 문제, 공간, 편견

무지C 책 제작비용과 홍보, 마케팅 경제적 문제, 출판물 판매

주머D
자금, 공간, 체계(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인력 
등 거의 모든 것이 어려움. 경제적 문제, 공간, 시스템, 인력 

코믹E N잡러라 혼자 모든 걸 다하려니 너무 힘이 듬 1인 출판의 어려움

장마F 교내모임으로 가입자도 없고 원고도 모으기 힘듬 원고청탁

사월G 혼자 하려니 버거움 1인 출판의 어려움

공통H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보니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에 있어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가 있음. 감정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 가장 어려운 일임 

팀워크 

유후I
창작 커뮤니티에서 창작을 하면서 힘든 점은 특별히 없고, 
독립 출판을 위해 책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이 많음. 창작은 
혼자 하면 되지만, 출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임

출판과정 

유후J 자본금 경제적 문제

유후K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비릿L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큼. 구성원 모두 수익을 기대하
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칠 
때가 있음

경제적 문제

괴이M 자금 경제적 문제

<참고문헌_표 7>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의 소통 방식 범주

미씽A
오프라인 모임은 일절 가지지 않음. 소셜미디어(트위터)상에
서 대외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 구성원과는 이메일 및 메신저
로만 연락을 주고받음. 미씽아카이브는 송한별의 개인 브랜

온라인 소통

<참고문헌_표 8> 문학창작 커뮤니티 구성원의 소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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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견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제작 비용의 지원과 함께, 오프

라인 판매전 등 행사·원고료·사무실 등 커뮤니티 활동비, 독자들이 더 많이 읽는 환경, 
판매전이나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정기적 행사, 출판과 문예지, 홍보와 마케팅 등에 대

한 지원 등을 바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드임을 표방하는 만큼 송한별 개인이 일원적으로 모든 활동
을 관리함.

소곡B
단톡방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음.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지고 있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무지C 1인이라 해당사항이 없음. 1인 커뮤니티로 해당사항 없음

주머D
단체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따로 없으며, 곧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예정임

온라인 소통(1:1)

코믹E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소통(1:1) 
장마F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사월G
혼자 진행해서 해당사항이 없음. 외주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커뮤니티를 찾아 맡김 

1인 커뮤니티로 해당사항 없음

공통H 일정 조정 및 공지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음 온라인 소통(단톡방)

유후I 카톡 단톡방을 주로 활용하고 비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소통(단톡방)
오프라인 모임 병행

유후J
두 개 다 사용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거주지가 
멀어 온라인 회의를 선호함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선호

유후K 단체 채팅방/오프라인 모임을 병행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비릿L
온‧오프라인 모임을 함께 갖고 있고, 대체로 오프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함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괴이M 카톡방 + 네이버 카페 +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 범주화 

미씽A

제작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커뮤니티/생산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함. 작은 규모여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판매전이 있으면 많은 커뮤니
티/생산자가 의욕을 얻을 것임.

판매기회 제공

소곡B

사무실/작업실 공간이 필요함. 우리와 같은 독립 문학 팀들이 
모여 작업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또한, 문학 평론가들이 독립 문학 출판물과 활동 팀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업하고, 비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공간 지원, 
독립문예 지원 플랫폼

무지C
제작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 그리고 책을 보관할 사무실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공간 지원, 
경제적 지원 

주머D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글이 더 잘 읽히는 환경이 만들
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문학 창작을 위한 지원도 좋지만, 
저는 사람들이 더 잘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 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지원없이도 스스로 
책을 만들고알릴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초중고 기본교육에서부터 야기된 독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독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한 사람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사건(1. 이슈)과 
공간(2. 판촉 경로)을 만들고 지속적인 독서를 위해 교육 

독서 환경 지원, 
판매기회 제공, 
창작자 지원 

<참고문헌_표 9>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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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창작 커뮤니티 집단 심층면접 결과

∙ 형성 계기 : 문예지와 문학 단행본 출판, 문학 창작의 플랫폼, 작가들과 도움 주고받기, 소수자 

활동 등

∙ 정체성 : 장르 소설 창작, 소비자 창작경험, 문학 일상화, 소수자, 이해와 공감 등

∙ 구성원 : 등단하지 않은 작가와 등단 작가 등

∙ 활동 내용 : 합평, 작품집, 문학 단행본 출판, 잡지, 행사, 크라우드펀딩 등의 협업

∙ 커뮤니티 활동 선택 이유 : 다양한 문학 장르 특수성과 자유로운 문학 활동, 개인 창작 활동을 

커뮤니티적으로 확장

∙ 활동 어려움 : 비용과 수익, 행사, 홍보, 마케팅, 혼자 하는 점, 행사 바램 

∙ 소통 방식 : 카카오 단톡방과 오프라인 모임

∙ 정책적 지원 의견 : 행사, 커뮤니티 활동비, 독자들이 더 많이 읽는 환경, 홍보와 마케팅 

다.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자 집단 심층면접

1) 집단 심층면접 정보와 방법

○ 진행 목적 : 온라인 심층면접 결과를 검증하고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심화

된 분석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함 

시스템(3. 교육)을 구축할 수 있다면, 문학 창작자의 환경이 
자연스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음 

코믹E 홍보마케팅 출판마케팅 지원  

장마F 아직은 잘 모르겠음 모름

사월G
창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가장 우선일 것 
같음. 창작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함

창작자 지원

공통H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보다 더 독창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좋겠음. 독립 문예지를 만드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인쇄를 찍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데에 쓰이는 자본 문제라고 
생각함. 기업이 아닌 이상 이러한 자본 문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임 문예지 발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좋겠음 

경제적 지원 

유후I
금전적 지원. 창작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아무
래도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창작 커뮤니티 내부에서 자체
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임 

경제적 지원 

유후J
지원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것 같음. 사무실이나 기타 여건은 많은 대응책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자본만큼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경제적 지원 

유후K 원고료에 대한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음 경제적 지원 

비릿L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을 기대하게 됨. 에디터 
개개인의 급여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출 금액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음.

경제적 지원 

괴이M
지원금의 항목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산 
체제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음

정산 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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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시 : 2019년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 ~ 9시 

○ 참가 인원: 온라인 심층면접에 참가하였던 13명 중 9명이 참여하였음(표 5-11)
 

참여자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 장르 커뮤니티에서 역할

미씽A 미씽아카이브 소설 ⦁작가 및 기획편집자

소곡B 소곡 출판사 시 ⦁총괄 기획, 홍보, CS
무지C 무지개 기린, 무지긴 동화 ⦁글, 그림, 출판, 홍보 등 모든 역할

주머D 주머니시, 말그레 수필, 시 ⦁주머니시에서는 대표로, 말그레
에서는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코믹E IAN COMICS 만화 ⦁대표

사월G 사월유니버스 동화 ⦁1인 출판이라 다 하고 있음 

유후I 팀 유후 시 ⦁시집 기획 및 교정교열 등

유후J 팀 유후 시 ⦁창작자/편집

작가K 시인/평론가 시, 평론 ⦁창작자/편집

<참고문헌_표 10> 집단 심층면접 참여자

○ 진행 방법 : 집단 심층면접 방식은 연구 과제에 기반하여 작성된 ‘문학창작 

커뮤니티 관련자 온라인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고 심화하는 

질문들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상세한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

로운 토론 방식으로 상세한 질문을 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대답과 반응을 도출하

여 다른 방법들이 다루기 힘든 주제들을 다루었다. 면접 결과와 진행 상황에 알맞

게 질문을 추가하였다. 문학창작 커뮤니티 현황과 미래 전망처럼 다른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자료와 커뮤니티 참여자의 경험과 의견, 관점, 전망을 중요

하게 수집하였다. 
심층면접 질문들은 현상 구조와 과정 파악 틀로서 상황, 행위/상호작용, 귀결 구성

을 사용한 그레이그 힐 시게코의 근거 이론 접근법을 본 논문의 연구 과제에 적용

하여 도출하였으며, 관련 업체 보고서와 언론 기사의 주요 소재들 그리고 관심 

사항에 대한 면접 참여자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최종혁, 2011).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질문 순서는 이야기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시켰다. 연구자의 일방적 질문과 방향 설정보다 참여자가 응답하

는 과정에서 구체적 주제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취하기 위해서이다. 
집단 심층면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이루어졌으며 20
19년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0분 정도 진행하였다. 동의를 받아 녹음기와 

연구 메모를 사용하였고 추가 질문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보완하였다. 집단 심

층면접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집단 심층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가 제시되었으

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참고문헌_표 12>와 같다.

번호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 비고

1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커뮤니티 형성 계기

<참고문헌_표 11> 집단 심층면접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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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심층면접 내용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집단 심층면접의 결과 자료를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과 

독립 출판의 계기’, ‘커뮤니티 정체성과 경험’,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분하여 커뮤니티별, 주제별로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과 독립 출판의 계기

집단 심층면접에 참여한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은 문학 출판을 계기로 모임을 형성하

고 출판을 기획하고 편집하며 홍보하는 과정을 중요한 활동으로 삼았다. 문학 출판의 

형태는 시를 담은 스티커 형태, 공동 시집, 일인 출판, 시문집, 퀴어 그림책, 단행본, 독립 

문예지 등의 잡지 등이다. 출판이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 계기이며 크라우드펀딩에 중심

으로 자금 조달과 홍보,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곡은 ‘시씰’이라는 스티커 형태의 시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

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경험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낼 기회를 마련하려는 계기로 

활동하였다. 종이 매체 속 텍스트로서의 문학 외에 스티커 제작, 전시, 참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하게 독자와 만나고 있다. 디자인과 제작 실무들을 4명의 구성원이 모여 만드

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각자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다르지만 시와 글을 쓰는 사람

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글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원고 청탁도 

2 참여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문학적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문학창작 커뮤니티, 기존 문
학 동인이나 문예지와 구별되는

3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문학 생태계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향을 끼치는 것을 동의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4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독특
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거나 준비중이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중심으로

5 경험적으로 볼 때,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
되는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6 다른 다양한 문학 활동이 있음에도 문학창작 커뮤니
티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작이 개인 활동이지만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이유

7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활성화되기 위한 긍정적 관점에서

8

문학창작 커뮤니티들이 서로 교유하는 기회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들 중 인
상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이 필요

9
문학창작 커뮤니티는 문예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나 
바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계획이나 바람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장기적 계획, 계획의 동기나 취
지

10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프라, 
행사, 상담, 컨설팅, 교육 등

한국문화예술위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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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운영되지만 플랫폼처럼 잘 팔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유후는 시 모임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 시집 12권을 출간한 경험이 있다. 누가 

작가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자신이 완성한 글을 책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유

롭게 출판할 수 있게 활동하는 장점을 지녔다. 창작을 위한 모임이나 커뮤니티라기보다

는 공동시집이라는 지면, 즉 장을 만드는 오프라인에 기반한 시도를 위해 활동한다.

미씽아카이브는 개인 브랜드로서 독립 출판 수행하고 있다. 장르 소설을 기획·제작

하는 곳으로 완성된 작품을 오프라인 판매전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씽아카이브를 

이끌고 있는 송한별 작가는 온라인 소설 창작 카페, 동인 활동, 격월간지 제작 등 여러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거쳐온 경험을 가지고 현재 미씽아카이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문학창작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다소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며 

출판인과 편집자로서 일해 온 그간의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7년 전부터는 웹진을 운영

하였는데 작가를 데리고 작품집을 묶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 학기 때 출판사를 등록하고 

상업 출판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출판사 운영과 함께 웹소설 편집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미씽아카이브라는 개인 브랜드에서는 독립 출판 활동을 진행한다. 

대체장마는 동국대에서 수업하다가 이루어진 모임인데 작은 학교 문집을 내는 작업

으로 시작했다. 우연히 학교 책 외부로 가며 호평을 받았고 그래도 좀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칭찬이 동력이 되었고 서점, 위트앤시니컬에서 우연히 판매를 

하게 되었다. 현재는 동국대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인데 구성원을 10명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4명이 활동 중이고 모임을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에 모양 크기라도 시집처럼 했다. 낭독회도 하고. 팔리는 수도 늘어

나면서 교내에서 나아가 사회에 진출하였다.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월유니버스는 퀴어(Queer) 그림책을 텀블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출간한 1인

이 운영하는 독립 출판사이다. 사월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사랑의 고민을 

처음 겪는 주인공 ‘트네’의 이야기를 담은 김나율 작사의 『고민이 자라는 밤』을 텀블

벅에 크라우드펀딩을 실행하여 9,296,500원을 모은 바 있다. 수수료와 유통망을 활용하

기 위해 출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유후는 스스로 커뮤니티라고 말하기엔 애매하게 시작했다. 현재 개인이고 소속이 

없는 상태이다. 맨 처음에 미등단 작가로 활동하게 되기 전에는 문예창작학과 전공 재학 

중이었다. 국내 문학 환경에서 작가라는 타이틀은 문학 제도 안에서는 등단 거쳐야 한

다. 그 점이 다른 예술 미술 음악 디자인과 다른 점이다. 

공통점은 광주에서 글을 쓰는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일 년에 한 

권씩 독립 잡지를 만들고 있다.

무지긴은 주로 여성과 퀴어의 이야기. 올해 시월에 펀딩에 성공해 첫 책을 출판 했어

요. 그림책 『결혼할 거야』, 『모니와 키위』라는 여성 퀴어 책인데 어린이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를 떠나 무지긴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생각하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

고 싶어서 시작했다. 1인 출판사에 책도 제가 만들고 있어서 글도 그림도 편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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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팀의 분업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영향력 : 영향력이라는 이름은 어디로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글을 쓴다는 의미에서 지었다. 전업 작가가 아닌 두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밤과 주말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물 위에 배를 띄우는 심정

이다.

영향력 : 독립 출판 시작하고 갖게 된 것은 질투였다. 우리 책에 좋은 글 많고 작가님

들도 좋은데 어떤 책이 되게 잘 팔리면 샘난다. 시장의 논리로서 기성 출판계와 마찬가

지로 독립 출판계에도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타작가가 있다. 자연스레 질투가 나기도 

한다. 그런 걸 잘 이겨내면서. 단순히 판매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

가 만들어 낸 출판물에 최소한 나는 부끄럽지 않게 꾸준히 만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문학창작 커뮤니티 형성과 독립 출판의 계기

∙ 텍스트 이외의 문학으로서의 스티커, 글 쓰는 사람들의 직접 판매 경험의 플랫폼

∙ 공동 시집 출판, 장을 만들기 위한 오프라인적 시도

∙ 일인 출판사로서 출판사 운영, 웹소설 편집자로 활동 

∙ 학교에서 수업하다 형성된 모임, 문집을 내는 작업을 시작

∙ 퀘어 그림책을 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여 출판 활동

∙ 글을 쓰는 청년들이 모여 독립 잡지를 만들고 있음

∙ 책을 내고 글을 쓰면서, 좋은 글과 작가들의 책이 판매되는 데 대한 질투

(2) 커뮤니티 정체성

문학창작 커뮤니티 또는 문학 독립 출판 주체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집단 십층면접 

내용이다. 제본되지 않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스티커를 통해 문학을 독자의 일상에 문학

을 침투시키려는 소곡, 공동 창작이라는 문학 활동의 방식으로 통해 텍스트의 확장을 

시도하는 유후, 물이라는 것의 특성과 날씨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이름을 

붙인 대체장마, 책을 내면 작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프로

젝트를 준비하는 한계, 텍스트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 
젠더 퀴어에 기반한 다양한 여성 책을 출판하려는 무지긴,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

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텍스트는 중요하다고 보는 영향력 등이 참여했다. 

소곡은 책 자체보다 비제본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둔다고 이야기한다. 한 문장씩 

떼어 붙일 수 있게 삶에 침투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이다. 시집을 사지 않고 문학을 즐기

지 않는 사람도 시인의 시를 살 수 있게 되고 마음껏 재조합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

이다. 서울청년예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공간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시씰이라는 

제품을 확장하려고 한다. 시를 잘 모르고 입시를 위해 접근한 사람에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 활동의 중요 내용이다. 1차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과 30대 중반까지 구매층을 나눌 수 있다. 원래 문학에 관심 있는 시씰의 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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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굿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문학

이 많이 읽히지 않고 팔리지 않으며 일상에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판매자가 되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종이 지면을 탈피

해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문학이 침투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스티커 형태를 개발하

였다고 설명한다.

유후 : 시를 창작한다는 건 개인의 작업이지만 어떻게 공동 창작으로 이어지는지 

가능성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마켓은 피드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판을 키워지고 

바로 평가된다. 유후는 등단제도.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다. 등단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도 존재한다. 유후는 스스로에 대해 창작을 위해 모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동 시집이라는 지면을 위한 모임으로 규정한다. 이는 문학 장을 

만들 수 있는 오프라인에 기반한 시도이며 독립 출판에서 문학뿐 아니라 텍스트의 확장

을 의미한다.

유후 : ‘언리미티드에디션’이라든가 ‘퍼블리셔스테이블’ 같은 곳에 셀러가 아닌 구매

자로 참여했을 때 느낀 것 중 하나가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출판물을 판매하기가 어렵구

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고 굿즈도 예쁘고 사고 싶어 함. 그래서 유입이 

쉬운데 텍스트로 된 출판물은 사람들이 펼쳐보기도 조심스러워하는 경우 많음. 셀러로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다. 처음은 가벼

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고 사전회의도 가지며 좀 더 느끼는 바가 

많았다. 사람들이 독립 출판을 왜 하는가에 대해 들어볼 기회 없었는데. 도처에서 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고 마켓을 하면 참가팀이 2, 300개씩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나 생각하게 된 계기. 그런 시도를 목격하는 스타트가 된 것이 

좋았다. 제로 텍스트 시대라지만, 여전히 영상보다는 글이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글

을 찾아 읽는 이들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텍스트가 찾아 가야 할 길은 뭐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다.

대체장마에서는 팀 이름 정한 것도 시모임에서 책 원고를 놓고 제목을 투표로 뽑아

보자 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이 책은 던져도 깨지지 않으며, 물이라는 것의 특성과 날씨

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체장마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한계는 고정관념 깨는 차원에서 책을 내면 작가라는 관점에서 자비 출판을 하면서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남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안일한 것이다. 
커뮤니티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정체성이나 가치는 아무래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재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통점 : 텍스트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호로써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되게 

많은 표현 방식이 있다. 이미지, 영상 등등. 텍스트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길. 많이 읽어주시길 바란다.

무지긴 : 분노나 불편함. 그것을 좋게 바꿀 수 있거나 어린이에 관해 어린이들이 

가진 편견을 없애줄 수 있는 책 만들려고 한다. 다음 책은 젠더 퀴어나 다양한 여성성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다. 내가 머리가 짧고 화장 안 하면 어린이들이 빤히 본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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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다. 나도 어렸을 때 중성적인 사람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했다. 이건 어린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남자를 나눠놓은 매체로 인한 학습.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영향력 : 요즘은 콘텐츠를 소비 방식이 다양하게 많다. 종류가 많아지고 다른 매체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텍스트 비중이 적

어진 거지 옛날과 비교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출판 마켓은 

참가자 입장에서 안심이 되기도 한다. 마켓이라는 공간이 소개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찬찬히 글을 읽어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지에 끌리거

나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텍스트가 왜 그렇게 큰 위기를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냐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문장으로 이루어

진다.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텍스트는 중요

하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쓰는 일이 모든 이들의 기본 욕구인데 했냐 안 했냐 차이지만 

모두 가지고 있다.

영향력 : 시나 소설은 등단을 하지 않으면 발표할 지면을 얻기 힘들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물성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 등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독자를 만나게 해줄 매개가 있는 곳이라면 상관없는 분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

고 있다. 오직 등단만을 목표로 잡고 못 하면 실패라거나 단순 지망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도 어딘가에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작가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우리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판하게 된다.

커뮤니티 정체성

∙ 제본되지 않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스티커를 통해 문학을 독자의 일상에 문학을 침투키키려는 

‘소곡’
∙ 공동 창작이라는 문학 활동의 방식으로 통해 텍스트의 확장을 시도하는 ‘유후’
∙ 물이라는 것의 특성과 날씨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이름을 붙인 ‘대체장마’
∙ 책을 내면 작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한
계’

∙ 텍스트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유효한 기호라는 ‘공통점’
∙ 젠더 퀴어에 기반한 다양한 여성 책을 출판하려는 ‘무지긴’
∙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텍스트는 중요하다고 보는 

‘영향력’

(3) 커뮤니티 활동 경험

집단 심층면접 참여 커뮤니티들은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창작 활동과 문학 독립 

출판을 벌이고 있으니 그 방식과 형태는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많은 관련성을 있음이 

발견된다. 유후는 공동 시집을 묶어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준비하여 

원고를 모으고 선별, 편집, 제작하는 협업 과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미씽아카이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판 활동을 하지만 독자층과의 소통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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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작가가 스스로 창작하고 알리는 과정을 중요한 방식으로 삼고 있다. 무지긴은 

퀴어라는 정체성에 알맞은 방식으로서 독립 출판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영향력은 등단

과 상관없이 투고를 받고 원고를 청탁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독립 문예지를 출판하

고 있다.

유후 : 공동 시집 묶는 우리는 작은 시모임에서 시작한 팀이다. 시를 같이 쓰고 서로 

것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를 어떻게 쓰나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다. 틀이 짜여 있어서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같은 제목의 다른 이들의 시를 보는 재미가 있었다. 이처럼 억지로 영감을 짜내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이다. 열아홉 명의 작가분들 후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었다. 

유후 : 책을 출간할 때 새로운 작품집을 독자들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지려

고 노력하는 과정이며 우리 활동의 자부심이기 했다. 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출간을 하는 

것도 지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판은 협업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유후 : 도대체 무슨 돈으로 출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유후는 텀블벅으로 

한다. 텀블벅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그 단점이 커뮤니티에 후기가 잘 올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팟캐스트 녹음에서 만났던 ‘공전’ 팀은 흥미로웠던 게 주로 각출하여 책을 냈

다. 여행 가려고 모아둔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해서 수익금으로 하거나 등단한 분도 

있어서 강연해서 벌기도 한다. 아무래도 독립 출판할 때 자본이 없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크라우드펀딩이다.

미씽아카이브 : 그림책은 글 그림으로 구성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은 후반의 책보정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외주가 골머리였다고 서술한다. 처음에 예산이 있었다면 

빨리 진행했을 텐데,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펀딩받고 예산 받고 그때 진행

하는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한다. 어린이 책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독자로 

하는데, 어린이 독자를 못 만나서 원하는 독자층의 피드백을 못 받는다고 한다.

한계 : 문예지에서 1인이나 독립 출판 쪽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애초에 등단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바꾸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인플루언서

나 유투버 개개인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시대이다. 작가도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단순하게 어디에서 찾아주는 사람 있을 때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어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무지긴 : 독립 출판하는 게 즐겁다는 말에서 나아가자면 책을 만드는 과정도 글과 

그림 그리는 과정도 즐거운데, 책이 나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활동들. 작가와의 

모임, 이런 부스에 와서 다른 이들의 반응을 보고, 하고 싶은 일(교육산업 성 평등 그림

책 만들기 워크숍) 등 따라오는 부수적 활동들이 즐겁다.

무지긴 : 저도 아직 학생이어서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부모님 등골 밖에 없다. 안전

한 방법으로 펀딩도 하고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1인 창업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시나 구

청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센데 학교는 경쟁률도 3:1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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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긴 : 그림책을 만들긴 했지만, 글을 썼다는 자각 없었다. 계속 일러스트 작업해

왔고 스스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했다. 텍스트아케이드에서 메일 받고 아, 내가 글

을 쓰긴 썼구나. 확 와닿았다. 여기 있는 것도 처음엔 뻘쭘한데 다들 글을 쓰시던 분들 

사이에 무모하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딱히 전문가의 첨삭을 받은 것도 아니다. 텍스트

는 나에게 무모하게 엄청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장 저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쓰는 그림책은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그림책은 의성어도 많이 

쓰고 글 자체의 틀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는 더 즐겁게 글을 쓰고 싶다.

영향력 : 문예지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등단 작가가 없는 경우는 적다. 한두 

분 정도는 등단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문예지 중에 우리에게 보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격은 꼬박꼬박 책을 낸다는 것, 저기에 글을 보내면 언제까지는 답을 

받고 책이 나온다는 믿음, 책을 만들고 남의 글을 받아 싣고 안 싣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영향력 : 책은 2016년 2월에 창간해서 2주 전에 12호가 나왔는데 모두 텀블벅을 활용

했다. 등단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좋은 글 보내주시면 글을 모으고 추려서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만든다. 둘이서 만들고 편집 디자인하고 개선하고 정산하고 모든 업무를 

둘이서 나눠서 한다. 13호는 내년 봄쯤 나오는데 13호는 폐간호이다. 1호를 창간호를 

만들었듯 잡지는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폐간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간호라고 정식

으로 표시하여 만들 것이다. 언제 그만두는 게 좋을까 고민 후에 결정했다. 너무 빡빡하

게 하는 것도 지치게 만드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출판이 본업이라면 몰라도 상황에 

따라 느슨하게 하면 덜 지치고 오래 했을 것 같다. 

커뮤니티 활동 경험

∙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창작 활동과 문학 독립 출판

∙ 책 자체보다 비제본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둔다고 이야기한다. 한 문장씩 떼어 붙일 수 있

게 삶에 침투했으면 좋겠다는 의도

∙ 공동 시집을 묶어내는 지면을 위한 모임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준비하여 원고를 

모으고 선별, 편집, 제작하는 협업 과정의 활동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판 활동을 하지만 독자층과의 소통의 한계를 인식

∙ 작가가 스스로 창작하고 알리는 과정을 중요한 방식으로 삼고 있음

∙ 퀴어라는 정체성에 알맞은 방식으로서 독립 출판을 선택하여 활동

∙ 등단과 상관없이 투고 받고 원고를 청탁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독립 문예지를 출판

(4)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과 정책 의견

집단 심층면접에 참여자 대부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밝혔는

데 주요하게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세금 처리, 마케팅, 디자인 등 실무적인 부분

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홍보 문제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많았

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의 실질적 지원 방식에 관한 논의 또한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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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주 토요일 상시적 출판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낭송회가 되고 그때

그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소곡 : 많은 독립문학 출판 팀들이 어려운 게 디자인과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한다. 

디자인은 이미지화해야 보여주는 건데 부족한 점이 많으면 노출되기 어렵다. 그런 걸 

예술위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 비등단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이

라도 묶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작품집을 출간한다. 지원사업은 문학 독립 출판을 하는 

신생 출판사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비용을 제하

고는 세금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실무라

는 건 책을 구매해서 본다고 해도 요령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출판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케팅이나 디자인 관련해 전문가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인큐베

이팅처럼 초반의 그런 것에 대한 도움도 중요하다.

미씽아카이브 : 서점 유통 외에 ISBN은 특별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SBN을 얻기 위해 출판 업무를 전담할 경제적 여건은 안 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책이 나왔다는 등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서점 유통하려면 출판 창고 

계약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활동에서 정보의 수집 어렵다는 점을 중요시했

다. 독립 출판 판매 플랫폼이 필요하며 상업 서점에도 독립 출판물을 꽂아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작가에게 청탁 원고 모집하여 열아홉 명의 시인과 공동 시집

을 만들려는 중이다.

한계 : 문학 하면서 독립 출판으로 사업 등록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자본의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첫 책이 출간된 후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공수표에서 토크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곳은 독립 서점도 같이 하던 곳이다. 모든 행사 

서울인 게 현실적인데 청주에서 진행되어 내려갔는데 책을 산 지방 독자 만남을 갖게 

되어 신기했다. 하지만 서울의 문학 독립 출판은 그 기회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한계 : 시와 문학 평론으로 활동하는데 디자인과 홍보 작업이 힘은 들지만 해내고 

있다. 남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안일함의 결과이다. 차현지 소설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곳이 온라인 플랫폼이다. 텍스트텍스트텍스

트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미술평론 다루는 곳이다. 
커뮤니티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정체성이나 가치는 아무래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재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올해에도 텀블벅으로 신작 준비

를 하고 있다.

공통점 : 지금까지 3호까지 냈는데 첫 호 때는 멤버들 사비 각출했다. 두 번째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청년센터에서 지원금 받았다. 이렇게 만든 건 

판매가 불가능했다. 독립서점이나 영화관에 무료 배포했는데 3호 때는 텀블벅으로 준비

했다. 원고를 청탁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내부 구성원은 받지 못한다. 독립서

점에서 입금된 돈으로 정산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지긴 : 문예지는 홍보를 많이 한다고 많이 읽히는 건 아니다. 찾아서 읽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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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익히 아는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에세이는 소개가 되고 드라마, 토크쇼 등에 

나오는 것만으로 관심을 받고 많이 팔리지만, 문학은 진짜 관심 있는 이들이 찾아서 

읽는 것 같다. 특별한 방식을 통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에 대해 

열리고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다. 정치인은 문학을 많이 읽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이들의 삶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이야기를 읽는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대안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문화나 삶 전반의 분위기가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책이 알라딘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독립서점에서 판매

한다. 구석구석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꽂혀있다는 것만으

로도 그 반경 안의 사람에게는 우리 책이 소개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교보나 알라딘 같은 대형서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 팔렸

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소개되거나 추천되는 책은 한정적이다.
무지긴 : 독립 출판이 주목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영향력처럼 12권을 낸 팀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팀도 있다. 우리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현재 유통

망과 연결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처음 시작은 자본이 적으니 주류 편입이 힘들지만, 
지속해 나간다면 주류와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먼저 하는 팀이 있다

면 다른 팀들 역시 접근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향력 : 텀블벅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제작비의 전체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판매하

면 비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기는 한다. 4호까지는 계속 적자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덜어진 상태이다. 우리는 지원사업에 신경 쓰는 것 자체에 책 만드는 에너지 뺏기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끝난 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원고료는 

받았는데 수익금 분배 못해서 노동 대가는 못 받았다. 분배가 어렵다. 팀으로 할 때는 

회사가 아니고 책을 만들고 싶은 이들끼리 모여서 노동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산을 어떻

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영향력 : 원고료를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만약에 본업이고 사업이라면 

큰 영향이겠지만, 취미라고 생각하면 원래 취미는 돈이 드니까. 나의 노동력에 대한 대

가, 원고료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저희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가분

들에게는 더 많은 원고료를 드릴수록 좋을 텐데 걱정이나 고민이 되긴 한다. 사업에 

선정이 돼 원고료를 많이 주는 곳이 있다. 다만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아예 잡지를 못 

만들기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다.

커뮤니티 활동의 어려움과 정책 의견

∙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세금 처리, 마케팅, 디자인, ISBN과 유통을 둘러싼 출판 활동의 현

실적 어려움, 커뮤니티 활동 비용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 시낭송회가 되고 그때그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상시적 출판 

시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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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학창작 커뮤니티 개별 심층면접50) 

[미씽아카이브]51)

1. 미씽아카이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미씽아카이브는 작가이자 기획자인 송한별의 개인 브랜드로, SF, 판타지, 미스터리 같은 장르 소설을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편소설을 중철본으로 제작하는 중철본 시리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구권 SF 연작 

단편집 <궤도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같은 단행본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따금 다른 작가와의 협업 작업을 

통해 작품집을 기획, 출간하기도 합니다.

2. 미씽아카이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미씽아카이브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미씽아카이브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형태를 갖추어 유통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많은 작업을 내부에서 

소화하고자 합니다. 다른 작가와의 협업 작업이 아닌 경우, 원고 집필부터 디자인, 홍보, 제작까지 모든 작업을 

내부에서 해결합니다. 장르 소설 전문 편집자로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3. 미씽아카이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

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미씽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저 한 명입니다. 앞으로도 인원을 늘려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 미씽아카이브와 협업했거나 하고 있는 작가는 약 서른 명가량입니다. 그중 다수는 장르 소설 업계에서 업무 

관련으로 알게 되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작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미씽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작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상반기에 '소녀와 나비, 

상승' 세 가지 소재를 주제로 한 공동 단편집 <fly like a butterfly>를 기획하면서 공개적으로 작가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미씽아카이브와 인연이 없던 작가들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 

단편집에 합류했습니다. 미씽아카이브는 현재 '용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는 소재로 공동 단편집 <drag_•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도 처음 만난 작가 다수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ly like a butterfly>에 이어 

두 번째 공동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 미씽아카이브의 구성원 개념은 또렷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독립 출판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구조보다는 일반적인 출판사의 편집자-작가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작가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미씽아카이브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미씽아카이브는 이런 적당한 

거리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미씽아카이브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미씽아카이브의 예산은 모두 개인 저축에서 나옵니다.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씽아카이브 활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까지 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별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씽아카이브는 출판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자체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처음 조직을 기획할 때부터 최저한도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게끔 설계했습니다.

50) 커뮤니티 개별 심층면접은 2019년 11월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개최한 독립 문예 출판 페스티벌 ‘텍스트 
아카이브’에 참가한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문학신문 뉴스페이퍼에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물은 온라인 뉴스로 송출되어 독립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동인과 단체, 개별 
작가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51) [독립문예활동 특집] (1) "미씽아카이브" SF, 판타지, 미스터리 소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송한별 작가의 개인 
브랜드,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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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두 가지 지원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첫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텍스트 아케이드와 같은 판매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개최 주기는 매월 혹은 격월이 적합하겠습니다. 언리미티드에디션 같은 독립 출판물 전문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트북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설, 시, 

비평 같은 문학 출판물은 주목 받기 어렵다는 점, 책보다는 엽서나 배지, 포스터 등의 부가 상품이 주력인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점, 개최 시기가 짧고 공간이 비좁아 충분히 많은 창작자가 원활히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만약 문예위가 판매전 행사를 지원한다면 다양한 창작자가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자주 개최되는 행사를 기획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소소마켓, 홍대 놀이터의 

플리마켓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문예위에서 독립 출판물을 종합해서 유통하는 유통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독립 출판 

창작자들이 어렵게 책을 만들어 낸 이후 유통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서점 입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데다 분산되어 있는 독립서점에 개별적으로 입고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예위에서 일괄적으로 독립 출판물을 입고 받고, 전국 각지의 독립서점으로 배본한다면 개인 혹은 

소규모 창작자들이 대답히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문예위의 유통센터가 독립 출판인들을 대신해 ISBN을 

발급 받고 상업 서점으로도 책을 유통해 준다면 보다 큰 단계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는 창작자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편 지원사업에 신청한 창작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원고료나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 출판 창작자들은 독립 출판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기는 하나 다들 여건도, 목적도, 상황도 

다릅니다. 다만 독립 출판 창작자들은 만들고 싶은 것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실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공간, 즉 

플랫폼입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장르 소설 편집자로 경력을 쌓은 입장에서 등단이라는 제도는 사실 조금 규모가 큰 공모전처럼 보입니다. 이 

공모전을 위해 길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몇 년씩 매진하는 현상이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등단하지 못하며, 등단하더라도 전업 작가로 생존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작품으로 

전업하지 못하는 작가는 문예창작학과의 강단으로 돌아가 등단을 꿈꾸는 문창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예지에 대해서는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문예지는 팔리고, 어떤 문예지는 팔리지 않습니다. 일정 이상 

팔리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장래가 불투명한 문예지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중 문예지라고 할 만한 지면이 하나도 없다는 현상이 조금 더 이상합니다.

• 단행본 초판 2,000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국의 

도서관과 문창과 학생 수를 더하면 2,000에서 위아래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엄정하고도 엄격한 

등단 제도가 배출한 등단 작가의 첫 작품집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정가 15,000원에 인세 10%를 

잡으면 인세로 총 3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등단 제도의 현실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일장-문창과-등단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은 등단을 실재보다 너무 크게 받아들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문단 외부의 문학을 상상할 수 없게 합니다. 탈 문단을 선언하고도 문단 문학의 미덕들을 추구해 나가는 

작가를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등단/미등단 선언은 등단 제도에서 벗어남을 설명하기 위해 등단을 

언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단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단 문학 외부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단 문학이 일종의 장르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미씽아카이브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책을 만들고 판매전에 나갑니다. 재미있는 기획을 하고,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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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결국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씽아카이브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기발해 보여도 결과물이 부실하면 다시 찾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지금까지 참가한 독립 출판물 판매전 중에서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참가한 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의 창작물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좋은 환경이었고, 알음알음 인사하고 선물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람객이 적기는 했지만 덕분에 천천히 접객할 수 있었습니다. 연례 행사보다는 월례 

행사에 어울리는, 아담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없습니다. 

• 기사가 발행되기 이전에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들]52)

1. 허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허들(Her:dle)은 '그녀들(her)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hurdle)'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는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매거진을 기반으로 유튜브, 게임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2. 허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허들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허들은 한 명의 그녀에서 그녀들로, 나아가 우리 밖의 타자에 대한 이해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여성을 중심축에 두고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 동물 등 주류의 페미니즘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매거진의 원고의 경우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고 보완점을 찾고 각자 

맡은 원고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 활자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작한 유튜브의 경우는 팀원들이 함께 원고를 쓰고 영상 콘티를 짜고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촬영을 합니다.

3. 허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

기를 듣고 싶습니다.

• 허들은 총 4명으로 죠안, 호현, 열이름, 이니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원고를 쓰고 디자인을 하고 회계나 비품을 챙기고 홍보를 하는 등 각자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있지만, 

일당백으로 이루어지는 독립 출판의 특성상 각자의 일이 따로 없이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 저희 넷은 서울예대 동문으로 세 명은 문예창작과 동기이며 한 명은 시각 디자인과입니다. 서울예대 독립 출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허들 매거진 창간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많지 않아 매거진 제작을 

위해 학교 축제에서 디자인 굿즈들을 판매하고 텀블벅 펀딩도 병행하였습니다. 창간호에는 지인들의 원고와 

작품을 일부 받았는데 재정상 원고료를 많이 못드린 것이 아쉽습니다.

4. 허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을 어디서 얻고 있나요?

• 저희는 올해 11월까지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문학 부문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사업 진행비와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비정규직으로 일을 병행하고 있는 팀원도 있습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생활비 중 책값으로 지출이 많은 편이라 원하는 도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현재 등단제도와 문예지 시스템은 좋은 작가를 선별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52) [독립문예활동 특집] (2) "허들(Her:dle)" 그녀들(her)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hurdle)! 페미니즘 매거진, http://www.
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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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글을 좀 더 자유롭게 내보일 수 있는 장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독립 출판은 다양한 기회와 취향으로 구성됩니다. 소위 '주류'가 결정하는 취향이 아닌, 나만의 책 읽기와 

취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현재의 등단제도가 문학장에 들어서는 하나의 권위로 

작용한다면, 독립 출판은 그 '문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7. 허들이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튜브 제작과 SNS, 행사 기획, 각종 페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르셋을 주제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도 듣고 참가자들과 생각을 주고받는 맥주 파티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문학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입장권과 무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우리가 진짜 멋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곡]53)

1. 소곡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소곡은 자유롭고 독립된 곡을 뜻한다. 문학과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틈입하고 달라붙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seal 스티커가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며 소곡의 대표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비등단 작가 및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작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름의 의미처럼 시와 사진 문학과 

예술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 소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소곡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문학과 예술을 일상 위에 접붙임으로써 소곡은 문학과 예술의 지면 확장 더 나아가 탈지면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seal을 통해 마음에 달라붙은 작품의 일부를 스티커 

형태로 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이루고 있는 각 행의 순서를 뒤바꿔보고 사진 조각들의 위치를 

옮겨봄으로써 작품을 재구성해볼 수 있게 했다. 시와 사진이 지면에서 벗어나 원작품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경험 문학과 예술을 일상의 세계로 불러들여 수용자가 능동적인 창작자가 되어보는 경험, 

소곡이 만들어 낸 이러한 경험들이 문학과 예술이 지속되고 확장되게 할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3. 소곡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소곡은 2018년 초 시를 좋아하는 명의 팀원이 결성했다. 2019년 1월 출판사로 등록했다. 꾸준히 활동하여 

주요 콘텐츠인 시seal을 v•l.4까지 제작했다. 2019년 여름 시를 놀이처럼 감각해보는 새로운 체험을 위한 

[시-소타기] 전시를 진행했다.

4. 소곡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활동비, 제작비 모두 팀원 개개인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팀원들은 필요한 비용을 생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이를 일부 회수하고

• 있지만 팀원들의 생계와 팀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이 (

• 질문은 기사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재고관리, 작업, 회의 공간 제공 / 기본적인 출판, 인쇄 지식 교육 / 법률 자문 및 교육 (계약서 작성 실무, 제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상식) / 기본적인 세무 지식 (소득세, 원천세, 

53) [독립문예활동 특집] (3) "소곡" 문학과 예술이 일상 속으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시seal 스티커로도 유명, http://ww
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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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 행정 및 회계 교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 행정체계, 기본 회계 원리 등) /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예를 들어 시를 조각, 작은 건축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협업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문학판 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전체의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지속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등단 및 출판자본과 무관하게 문학과 예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단을 통해 시스템에 편입된 작가들조차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 적자생존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 출판과 문단 시스템 또는 문단 권력이 서로 대치하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7. 소곡이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로 SNS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주로 활용한다. 오프라인 마켓 참여를 통해 

시seal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시seal을 모르는 분들에게 시seal을 소개하는 기쁨도 얻는다.

• 인스타그램, 트위터: @si_seal_april

8. 텍스트 아카이브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 출판계에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사업의 기획 실무를 

도맡아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성공적인 행사에 우리 팀이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 다만, 이러한 

관심과 시도가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치거나 여타 다른 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보여주는 관료적 전시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든다.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 출판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및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대체장마]54)

1. '대체장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대체장마는 동국대학교 시분과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교내 문집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학생들이 원고를 

보내주었고, 전체적인 기획과 만드는 과정에서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먼저였고 팀 결성은 나중에 생기게 됐습니다. 문집을 만들기 위한 임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체장마'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대체장마'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교내 문집을 교외에서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것이지만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의 텍스트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모임이기도 

합니다. 표지 디자인은 인맥이 없어서 따로 외주를 맡겼어야 했습니다. SNS에서 '커미션'을 받는 계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인디자인 같은 경우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식을 단정하게 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시가 레이아웃이 중요한 장르라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텀블벅을 

진행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관리했습니다. 스티커나 엽서 같은 굿즈는 제 (작성자 이자연) 가족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형제가 있어 부탁했습니다.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 시작해서인지 결과물은 소소한데 불구하고 

굉장히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3. '대체장마'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시 모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글을 실은 학생은 제가 부탁한 학생도 있고 자발적으로 제출한 

학생도 있습니다. 되도록 어느 정도 텍스트가 괜찮은 친구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기획같은 경우에도 제가 

54) [독립문예활동 특집] (4) "대체장마" 동국대학교 시모임에서 시작해 '텍스트 아케이드' 참가하다, http://www.news-
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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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4. '대체장마'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학교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표지디자인, 인디자인이나 마케팅 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저는 등단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침달처럼 많은 원고를 보고 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지 시스템은 잘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을 빨리 읽는 것과 현 시류에 대한 

대담같은 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글을 안 실어도 될 것 같은 작가의 글이 실려 있는 게 자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7. '대체장마'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SNS, 축제, 모임)

• SNS 외엔 없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일단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대단한 책도 아닌데 이렇게 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독립 출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없음.

[프리낫프리]55)

1. '프리낫프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지면으로 만나는 느슨한 프리랜서 연대를 지향하는 독립잡지로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2018년 12월 25일 창간호 '프리랜서도 프리랜서가 궁금하다.' 가 발행되었으며, 2019년 

12월 3일 2호 '창작하는 프리랜서' 가 발행되었습니다. 비정기간행물로 1년에 최소 한 권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창간호 소개 : https://brunch.co.kr/@ida0724/35

• 2호 소개 : https://brunch.co.kr/@ida0724/44

2. '프리낫프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프리낫프리'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프리낫프리의 목적

• 매거진 <프리낫프리>는 점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지면으로 이야기를 공유하며 느슨한 점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든 계기 자체도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다른 프리랜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동료가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의 특성상 고립되기 쉽고, 힘든 상황에서 자책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홀로 

맞서야 하고요. 그럴때 매거진 속 다른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보며 위안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 혹은 개념을 다루는 매거진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 결국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묶음이 개개인의 경험과 결합해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규정지을 수 없는 존재 혹은 개념을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귀결되었다.' - 창간호 

서문 중

55) [독립문예활동 특집] (5) "프리낫프리" 각자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만남을 통해 프리랜서의 노동에 관해 들여다보
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7



- 92 -

• 추가로 매거진을 통해 프리랜서라는 노동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피상적인 

프리랜서의 묶음이 아니라 다양한 프리랜서 계층에 맞는 노동 권익을 보호할 제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하는 노동 환경에 적절한 정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는 책상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프리랜서를 만나며 

필요한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필요한 메시지에 맞는 꼭지의 인터뷰와 칼럼을 구상하고 섭외를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의 글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이야기가 담기는 지면을 지향하기 때문에 주제에 벗어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게재합니다. 

•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관련 주제에 대한 사유가 깊어집니다. 따라서, 만드는 도중 추가 꼭지를 넣습니다. 사유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피상적인 방식으로만 기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관련 주제에 맞는 정책이나 연구 조사 자료, 혹은 전문가 가이드 등을 꼭 추가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이야기(회계, 계약법 등)와 프리랜서 담론을 키우는 이야기(실태조사 

자료, 정책 소개 등)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프리낫프리'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

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프리낫프리'는 기본적으로 저 혼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을 맞춰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시작은 혼자 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보를 보고 지인 디자이너와 

편집자, 그리고 다양한 프리랜서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민호씨는 창간호 표지 및 내지 

디자인, 굿즈 디자인 등을 했고, 2호 표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그림작가인 Zudo 작가는 

창간호 일러스트 포스터, 2호 계약서 가이드 포스터를 디자인했어요. 글 쓰며 그림을 그리는 이모양은 2호 

기고와 스티커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전문편집자인 Editoriver(박혜강)은 1호부터 교정/교열자로 참여하며 

더 좋은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 Manman은 고정 코너에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있어요. 

•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기꺼이 글과 그림을 주고, 인터뷰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정일호 변호사는 

창간호부터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자문해주고 있고요, 2호에는 계약서 관련 글도 써주었습니다. 

아트로 김유나 변호사는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에 관련한 법을 쉽게 풀어 전하고 있고요. 

거의 프로보노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고료가 작고 귀여워서요. 

• 혼자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나서서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도움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느슨하게 

함께 다른 일로도 서로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며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3호로 주제로 

생각하는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 '프리낫프리'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우선, 창간호 때 텀블벅과 외주로 번 돈을 투자해 발행을 했고요, 창간호가 판매된 비용과 텀블벅 펀딩으로 

2호를 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외주, 책 판매금, 텀블벅 펀딩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제 경우에는 인쇄비는 어떻게 텀블벅 펀딩으로 모금할 수 있겠으나, 매거진 제작에는 더 중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료이지요. 제 매거진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많은 프리랜서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창간호는 고료를 줄 돈이 없어서 무료로 받았고, 2호는 이미 낮게 

책정된 고료의 시장가도 미처 채우지 못하는 정도로 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매거진이든 책을 만드는 액터가 

있다면, 그 책과 매거진을 채우는 창작자들의 고료와 그림비 등을 위원회에서 지불해주는 방식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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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독립제작자들은 인쇄 부수가 적고 판매되는 빈도가 낮아 메이저 출판사에 입고하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배본사를 통해 입고를 해야하는데, 배본사 기본 비용과 배본비용을 고려하면 결국 최소한의 

유지비용도 벌어들일 수 없거든요. 소규모 독립 출판 창작자를 위해 일부라도 위원회에서 배본 위탁사를 

선정해 일정 기간 교보문고, 영풍문고와 같이 메이저 출판사에 배본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책 자체의 판매량 

증대 및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등단과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 바 없어서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말로(얼마전에 기사화도 되었죠) 책 밀어내기 방식으로 등산을 

시켜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100부를 선구매하면 등단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돈으로 등단을 

사게 되겠죠. 

• 등단이라는 조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 출판은 독립 출판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겠지만, 예술 관점에서 

최소한의 필터링이 없이는 해당 예술계 전체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새로운 작가의 발견이라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등단제도의 실천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좋은 작가를 발굴할 때 소수의 평론가의 의견으로만, 혹은 반대로 대중의 인지도로만 

평가된다면 분명히 가려지는 작가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개방적 태도로 등단 시스템을 재편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7. '프리낫프리'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선 SNS를 운영합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간헐적으로 브런치에 소식을 올립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뉴스레터를 월 1건 정도 보내고 있어요. 프리낫프리 소식과 프리랜서가 읽으면 좋을 이야기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냅니다. 

• 텍스트 아케이드처럼 북마켓과 북페어에도 참여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프리랜서'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10명 규모의 프리랜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종 강연 문의가 들어오면 강연으로 독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창비의 문학웹진 문학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매거진 등 프리낫프리가 아닌 다른 매체에 기고로 

독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다른 페어를 다녀보면 아무래도 직관적이며 유려하게 아름다운 시각 작품이 주목을 받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작품은 한 번 봐서 대중에게 매력이 전달되기 어렵죠. 그래서 늘 텍스트 중심의 마켓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텍스트 아케이드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기다렸던 콘셉트의 북마켓이었습니다. 또한, 사전 펀딩을 통해 

참여자를 모으고, 당일에도 기획자와 문예위 관계자분들이 모든 부스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작자의 책을 한 권씩 구매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셀러의 인지도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마켓도 있습니다. 물론 셀러는 마켓에 참여하며 해당 마켓의 부흥을 위해 홍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셀러는 북페어의 콘텐츠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텍스트 아케이드는 셀러를 대하는 방식, 운영하는 방식 등에서 정말로 창작하는 사람들, 셀러를 

고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했던 북마켓 중 가장 잘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 규모의 창작자 중심의 북마켓이 가져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늘 상상력의 부재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일자리의 상상력의 부재가 프리랜서를 복지의 맹점에 놓이게 

만들고, 관계의 상상력의 부재가 제도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태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이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 예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학이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문학이라는 장르로 표현될 수 있는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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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풍부해져야 더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성과 유연성, 상상력의 확보는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꼭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팀 유후]56)

1. '팀 유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 시집을 만드는 팀 유후입니다. 지금까지 "유월 오후의 우유"라는 제목으로 열두 명의 

시인이,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_" 이라는 제목을 빈칸으로 두고 열아홉 명의 시인이 참여해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2. '팀 유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팀 유후'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문학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학 활동에 대한 다양성...?

• 방식은 투고를 받기도 하고 청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지향하기에 '같은 제목으로 시 

쓰기', '빈칸 채워 시 쓰기'가 있습니다.

3. '팀 유후'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저희는 '시 모임'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들을 보다가 우리도 출판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독립 출판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다른 문예지와 다른 점으로 같은 제목으로 시 

쓰기, 빈칸 채워 완성하는 시 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4. '팀 유후'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사실상 최소 자본은 팀원끼리 돈을 걷어 만들기도 하고, 제본을 하기 위해서는 텀블벅을 통해 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 돈으로 최소 자본을 만듭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사실상 대부분의 독립 문예지가 그렇듯 자본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독립'이라는 이유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최소의 자본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문학 활동의 지속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7. '팀 유후'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텍스트 아케이드>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었고 주로 활동은 SNS를 통해 업로드합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생각보다 많은 분이 출판물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로지 출판과 텍스트를 통해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사월 유니버스]57)

1. ‘사월유니버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그림책을 만듭니다. 1인 출판사예요. 

2. ‘사월유니버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56) [독립문예활동 특집] (6) "팀 유후" 열두 시인의 공동 시집 "유월 오후의 우유"를 발간한 후 꾸준한 활동 이어와,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8

57) [독립문예활동 특집] (7) "사월유니버스"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 그림책을 만드는 1인 출판사, http://www.
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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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은 분이 출판물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로지 출판과 텍스트를 통해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3. ‘사월유니버스’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

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1인입니다.

4. ‘사월유니버스’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메인 직업이 따로 있어요. 출판을 위한 자본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당합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지원금 관련 사업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등단제도 자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 부분은 알기 어려워 답변을 생략합니다.)

7. ‘사월유니버스’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SNS로 소통을 하고, 책이 나오면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텍스트 기반의 출판물만을 다루는 페어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안코믹스]58)

1. ‘이안코믹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 일루전을 연재, 차후 차기작을 투고해봤지만 안 받아주길래 썽이 나서 

만화 출판사 IAN COMICS(이안코믹스)를 만들고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리고 책으로 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안코믹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이안코믹스’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독립만화 전문 출판사인 IAN COMICS는 출판을 목적으로 두고 만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작가분들의 

원고를 청탁하여 출판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 SNS나 독립연재 플랫폼 등에 연재한 연재물을 소셜 크라우드펀딩 '텀블벅'을 통해 책으로 출간을 하거나 다른 

작가분들 혹은 출판사와 함께 만화와 관련된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이안코믹스’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됐나요? 그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일단 구성원없이 1인 출판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독립만화 전문 온라인숍 사이드비(sideB.kr)과 협업하여 

사이드비를 운영, 만화 관련한 북토크나 페어 등을 통해 만화 작가님들을 규합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독립만화출판의 씬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안 코믹스는 1인 만화 출판사라 개인이 그린 만화로 출판하고 유통하는 등 기본적으론 혼자 운영하고 

있지만 이안코믹스를 통해 다양한 작가님들과 콜라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4. 이안코믹스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외주 및 직장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자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 한국예술위원회에 아는 정보가 없어 당장은 따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58) [독립문예활동 특집] (8) "IAN COMICS(이안코믹스)" 독립만화 전문 출판사로서 온라인숍 사이드비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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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분야의 사람이라 등단제도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화 분야에도 데뷔등단이라는 

시스템이 있기에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자면, 2000년 이후 SNS 출혈로 독자들을 대면할 수 있는 장벽이 매우 

낮아졌기에 정식등단을 거쳐야 정식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엔 세상의 폭이 깊고 넓어졌습니다.

• 등단을 통해 이르는 정식 작가라 함은 메이저산업의 투자를 받고 플랫폼을 통한(혹은 출판을 통해) 연재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프로의식를 함양하며 창작을 대하는가에 따라 당락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 독자와 약속한 마감을 잘 엄수하느냐, 정해진 시간 속에 일정한 퀄리티로 양질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등이 등단한 작가(프로작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SNS나 

자유연재 플랫폼의 출현과 성황을 통해 등단이라는 제도가 꼭 메이저자본을 등에 업어서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인가를 따져볼 때 등단 제도의 효용가치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슬아 작가분만 해도 메일링 연재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며 문예계의 씬을 넓히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의 주가는 기존 기성 출판사의 작가들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녀의 연재방법을 따르는 후발주자 작가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등단하지 못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다양한 색깔들의 작가들을 SNS를 통해 만날 수 있었고요. 이슬아 작가님은 아직은 독립 출판계에서 

(특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인디밴드 혁오처럼 지면 위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오밴드는 기성 공영방송의 도움을 받았기에 크게 알려진 케이스였지만요.) 언어의 온도 

또한 독립 출판이라는 비주류 장르를 대중들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 물론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거대한 자본산업을 등에 업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앞서 말했 듯 이제는 어느 

작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냐를 넘어 독자가 작가를 선택함으로써 독자 대 작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양 방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독립연재 플랫폼과 SNS를 통해 독자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열린만큼 작가 또한 기성 

제도에 기대어 등단을 고대하기보단 때때론 필요에 의해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프로의식을 함양하며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 그런 의미에서 독립 출판 페어든, 텍스트 혹 문예지 전문 페어인 텍스트 아케이드든 독립계열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가진 힘(?)을 믿고 넓게 포진되어 있는 작가분들을 규합해 독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씬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판자본과 등단제도의 원리나 작가간의 관계성을 하나도 모르고 순전히 만화계의 경험으로 쓴 것이라 당치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한 사람의 소견으로 너그럽게 봐 주세요.

7. 이안코믹스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온라인으론 SNS를 통해 연재하거나 포스타입이나 딜러헙같은 독립연재 플랫폼을 이용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독립 출판 관련 페어에 출전하여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거나 강연을 통해 출판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 또한, 추후 독자모집을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매주 구독자들에게 만화를 우편발송해주는 우편만화 프로젝트가 

예정 중이고 독립만화를 그리는 작가분들과 크루를 만들어 계간 만화잡지를 출간하는 프로젝트 등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소규모의 페어라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만, 스탭분들도 그렇고 준비 위원진분들도 운영하는데 

열정적이고 셀러분들을 섬세하게 케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열정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특히 맘에 들었던 시스템은 입장권인 동시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페이백 쿠폰을 발급하는 것인데 이 

쿠폰을 통해 단순히 페어에 놀러오는 것을 넘어 창작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소통하려 하고 책을 

사고자 하는 확실한 구매 의지가 다른 페어보다 더 강력해서(?) 확실히 타 페어에 출전했을 때보다 판매도가 

높았습니다. (매우..감사합니다..ㅜㅜ)

• 다만 규모나 장소가 협소하여 페어에 참여하신 독자분들도 좋은 퀄리티 대비 규모가 조금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5~7팀이라도 더 받아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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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홍보도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그 외엔 접근성이나 아담하고 장 내 차분한 분위기 등 매우 만족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기대도 안하고 

설레설레 온 주제에 염치가 없습니다만)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통점]59)

1. '공통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공통점은 광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 창작 및 합평 모임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햇수로 4년째 매주 하루의 저녁을 함께하며 합평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 문학 창작물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한 무크지를 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간으로 

동명의 독립 문예지 <공통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김나연, 김병관, 김원경, 김현진, 신헤아림, 

이기현, 이서영, 조온윤까지 총 8명입니다. 모임 이름이자 문예지의 이름이기도 한 ‘공통점’은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는 뜻으로, 구성원 중 한 명이 쓴 「공통점」(문장 웹진 2019년 8월호 게재)이라는 시에서 

가져와 짓게 되었습니다.

• 아래는 독립 문예지 <공통점> 1호를 발행했던 2017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문360 

사이트에 공통점이 소개되었던 기사입니다. 

https://inmun360.culture.go.kr/content/382.do?mode=view&cid=104411

2. '공통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공통점'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공통점은 ‘공통점(共通點)’이라는 의미와 함께 ‘공-통점(共-痛點)’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점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차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대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은 타인의 삶과 감정을 체험해보는 일, 서로 다른 통점을 지녔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같은 통점이 되어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문학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모임의 목표 중 하나는 매주 진행하는 합평 모임을 통한 문학 창작 및 연구입니다. 기존 멤버 및 객원 

멤버들의 참여를 통해 시, 소설, 수필 등 각 참여자의 문학 창작물에 관한 면밀한 비평과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르는 시입니다.

• 다른 목표로는 연간으로 독립 문예지를 제작하여 등단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지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되고, 그 책이 독자들의 손에 건너가 문학적 

교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순환의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3. '공통점'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공통점의 시작은 같은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나연, 이기현, 신헤아림, 조온윤으로 구성된 

대학 내 소규모 스터디였습니다. 시창작 수업을 함께 들었던 게 계기가 되어 예습 및 복습을 목적으로 한 

스터디를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 이후 문학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새 구성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및 문학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인원 모집을 진행한 결과 같은 

학과생이었던 김현진, 이서영 씨와 더불어 타과생이었던 김원경, 김병관 씨가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는 대부분 구성원이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그간의 합평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공통점 구성원인 이기현 씨가 2019년도 현대시학 하반기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정식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4. '공통점'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59) [독립문예활동 특집] (9) "공통점" 문학 창작 모임으로 시작한 독립문예지까지! 매주 합평 모임 역시 진행해,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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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문예지 발간의 경우 매번 자본 확보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2017년에 발행한 첫 호는 구성원들이 

사비를 각출하여 제작하였으며, 2018년 두 번째 호는 광주지역 청년센터에서 진행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제작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는 텀블벅에서 진행한 <공통점> 3호 발간 프로젝트 웹페이지입니다.

• https://tumblbug.com/commonpoint_3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5번 질문은 기사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그간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각 문학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혜화역 

공공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던 텍스트 아케이드처럼 여러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각 지역에서 

자주 열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잡지를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제작비용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정 

수준의 원고료가 보장된다면 독립 문예지에 대한 작가들의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좀 더 많은 

독자들이 독립 문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등단제도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 각각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재의 등단제도 

자체는 작품 발표의 기회와 창작 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상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등단제도만을 문학 창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경로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 등 타 장르의 창작자들이 수상 경력이 없어도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 또한 특별한 수상 경력이 없어도 창작자들이 글을 쓰는 작가로서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7. '공통점'이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 SNS, 축제, 모임)

• 독자를 비롯한 타 문학 커뮤니티와의 교류, 독립 문예지 및 모임 활동 홍보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commonpoint_mook)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광주에서 개최된 2018 세계청년축제에 

참여하여 독립 문예지 및 모임 홍보를 목적으로 시화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문학모임 

노-북의 주최·주관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열렸던 ‘노-북 인스턴트 시 마켓’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탓에 다른 문학 커뮤니티와 자주 교류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텍스트 아케이드 

행사에서 다양한 문학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공통점> 3호를 만들면서 사실 

자본이나 제작 역량 등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텍스트 아케이드 때 받은 격려와 응원이 앞으로의 

활동을 계속해볼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행사였습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지역에서 문학창작 커뮤니티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내에 문학 창작을 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은 데다, 문학 관련 지원 제도 또한 수도권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을 위해 지역별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현재 한국문학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받는 게, 문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거나 작가를 목표로 

삼은 예비작가들이 곧 문학의 주요 소비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수가 아니어도 취미 생활로 노래를 

부르고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운동을 하듯이 문학 또한 전공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시나 소설을 읽고 창작할 

수 있는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동아리 혹은 인디밴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독립 문예지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독립문예 커뮤니티가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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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이학회]60)

1. '괴이학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괴이학회는 괴담, 호러 전문 출판 레이블로, 괴담과 호러 콘텐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창작 

그룹입니다. 전설과 신화, 민담을 포함한 괴담을 바탕으로 기괴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창작 그룹입니다.

• 괴이학회는 실험적인 서사와 창작방식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한 번도 본적 없는, 비틀린 

상상력을 환영합니다. 특징으로는 양꼬치를 먹으면서 결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에는 작가님들과 

함께 양꼬치를 먹습니다.

2. '괴이학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괴이학회'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괴이학회를 만든 이유는 공포 장르 출간물이 출판계에서 비주류기 때문입니다. 황금가지에서 

한국공포문학단편선을 비정기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포나 호러 타이틀을 달고 출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영미권에서는 호러 작가인 스티븐 킹이 가장 파워 있는 작가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상한 일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바꿔보자는 의미로 작가들이 직접 움직여 보자 하여 괴이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괴이학회의 목표는 괴담, 공포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괴이학회의 작품들이 잘 되서 다른 출판사들이 너도나도 공포 문학을 출판하도록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괴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괴담, 호러 문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창작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괴담, 호러 문학을 써온 장르문학작가들과 함께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출판 레이블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 괴이학회는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는 주제와 창작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새로운 장르 콘텐츠를 제작하는 혁신 창작 그룹이 되고자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론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도시 괴담 앤솔로지> 시리즈입니다. 작년에 텀블벅을 통해 펀딩을 

성공한 [괴이, 서울>과 올해 펀딩을 성공한 [괴이, 도시]가 도시 괴담 앤솔로지의 결과물입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앤솔로지를 창작하기 전에 ‘세계관’을 먼저 만드는 기획 작업이 선행된다는 점입니다.

• 괴이, 서울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괴이한 이야기들을, 괴이, 도시는 경기도 월영시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괴이한 이야기들을 모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단편들이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에 모두 읽고 나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괴이학회의 콘텐츠는 작가들의 개성적인 창작력과 흥미로운 기획력을 결합하여 독자분들께서 쉽고 재미있게 

괴담, 공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단편소설집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시리즈가 거듭되면 중편과 장편은 물론 텍스트 콘텐츠를 넘어서 게임 혹은 영화 등의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관 기획이 이미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유리한 창작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3. '괴이학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

를 듣고 싶습니다.

• 괴이학회의 창설은 창립멤버 작가님들과 황금가지의 웹플랫폼 서비스인 브릿G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금가지 출판사 계약 작가님들이신, 엄길윤 작가님, 배명은 

작가님, 엄성용 작가님, 남유하 작가님, 이시우 작가님, 사마란 작가님, 저까지 해서 7명이서 창립 멤버입니다. 

동시에 성수동 안전가옥이라는 장르문학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곳을 중심으로 작가님들과의 교류가 

60) [독립문예활동 특집] (10) "괴이학회" 괴담, 호러 전문 출판 레이블! '도시 괴담 앤솔로지'를 비롯한 공포 출판물 
꾸준히 출간 중, https://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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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성용 작가님이 만드신 브릿홀이라는 사조직에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2017년 초기에 성수동에서 작가 강연이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서 양꼬치 거리를 가서 양꼬치와 칭따오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잔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호러 쪽은 작품을 낼 곳이 

없다는 한탄이었습니다. 연태고량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괴이, 서울'이라는 도시괴담 앤솔로지의 

펀딩으로 연결 되면서 괴이학회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 현재는 더 많은 작가님들께서 괴이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서 서른여섯분이 넘는 작가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 운영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웹진 거울을 저희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탄탄한 커뮤니티를 토대로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괴이학회'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괴이학회의 주요 활동은 앤솔로지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자본은 펀딩 자금에서 주로 모으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괴이, 서울> 펀딩의 경우 책 

제작과 함께 60여명의 독자님들이 참여하신 대담회를 성수동 안전가옥에서 진행했는데, 이 자금은 LH 

소셜벤쳐 창업 지원금에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지원금이 없었다면 작가님들과 독자님들께서 

함께 즐겁게 만날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5번 질문은 기사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정산이 쉬운 방식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 창업 기업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 혹은 기기 구매 용도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항목 제한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면 지원사업의 의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피로한 

회계 정산은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이다보니 행정, 징빙서류의 

간략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결국에는 자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등단제도와 문예지를 통해 인기 작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책을 팔았던 것이 출판계에 유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하고, 등단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작가들이 스스로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아진 

상황에서 등단제도와 문예지는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반드시 유명 문예지에 단편으로 등단한 사람만을 소설가로서 인정하고 청탁을 하겠다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주최 측 스스로가 판매 시장을 축소하는 셈이 될 테니, 문화산업 경쟁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단제도가 아니더라도 재능 있는 많은 작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자유롭게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7. '괴이학회'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SNS, 축제, 모임)

• 괴이학회가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는 앤솔로지 제작입니다.현재 [괴이, 서울]과 [괴이, 

도시>라는 단편집을 텀블벅을 통해 펀딩을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괴물과 괴양이를 결합한 [괴양이 

앤솔로지>로 펀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이 늘어난 만큼 도시괴담 앤솔로지만으로는 지면이 부족하여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각 작가님들의 단편 3개를 담은 문고본과 아주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중철본 동인지들을 제작하여 레이블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작품집 제작을 통해 

작가님들과의 연결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창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펀딩과 함께 작가 대담회나 괴이한 티파티 같은 크고 작은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연과 대담회, 

도서전 참여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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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괴이학회 플랫폼을 제작해 소속 작가님들의 정보 및 작품 정보 등을 게재하여 

독자님들과 콘텐츠 제작 관계자 분들께서 괴이학회의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독립 출판사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를 고민하다보면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지원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활동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제가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할 때 지원사업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항상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미션이 왜 사회적 가치를 

가졌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BTS가 얻은 화려한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정작 

창작자들의 상황과 그들을 도와야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 창작자들은 자신이 좋아서 그 일을 하니까 고생하거나 어려운 건 당연하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당연히 성과를 얻기 위해서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장이 왜곡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의 문제로 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과 결과물들 역시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 토대를 다지지 않고 열매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창작과 창작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시각 혹은 지원사업 주체들의 편견들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이박스]61)

1. '토이박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토이박스>는 올-라운드 문예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재미와 그들을 넘나드는 신선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감각의 ‘콜라보 실험서(Collaboration Lab)’ 가 되고자 합니다.

• 기존 문학/문단 체제를 진지하게 사수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기획한 문예지입니다. ‘문학’이라는 경계, 

장르 간 경계를 벗어나, 문학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통섭하는 예술 작품과 실험성을 추구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의 영역을 넓히는 일, 비등단 작가들에게 필요한 지면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 '토이박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토이박스'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문학’의 경계를 넓히고 허무는 것입니다. 문학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장르들을 문예지 위에 포섭해 <무엇이 문학인가?>를 함께 질문하고, 작품으로 각자의 대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콜라보 실험서’로서의 기능입니다. 작가-작가, 장르-장르 등의 콜라보를 통해 문학하기의 

범주를 넓히고, 문학에 다양한 예술을 열어 융합예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 한 명의 작가가 혼자 한 작품을 만든다는 상식을 넘어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종합 예술 작품, 줄글의 형태를 

뒤틀거나 뒤섞는 작품, 장르와 장르의 협업 작품,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작품 등이 <토이박스>와 함께 

합니다. 

• 기본적인 주제 및 컨셉 기획, 작가 섭외는 멤버들의 기획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섭외된 작가분들은 미팅과 

협의 이후 작업한 원고를 보내주십니다. 또 나머지 원고는 투고를 통해 모집합니다. <토이박스>의 색깔, 

정체성과 맞는 원고를 발굴해 회의를 통해 결정해 수록합니다.

61) [독립문예활동 특집] (11) "토이박스"! 올-라운드 문예지를 표방하며 문학과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 실험서 지향해, 
https://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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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이박스'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기

를 듣고 싶습니다.

• <토이박스>를 만드는 ‘문학스튜디오 무시’는 5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8년 앞겨울 함께 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나 문예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장 1명을 비롯, 팀원들 모두가 기획, 

편집, 회계, 홍보, 입고, 재고 관리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한 지 2년이 채 덜 되는 시간에 문예지 

3호까지 내게 됐습니다. 

4. '토이박스'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자비로 충당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한 비용의 일부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충당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자비로 충당하고 추후 문예지를 각 서점에 입고하고 판매해 그 수익을 조금씩 보탭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5번 질문은 기사화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직접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쇄비, 원고료, 운영비 등에 사용할 용도로요. 그것 

다음으로는 네트워킹이나 행사 지원, 회계나 세무 관련 내용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등단제도는 장기적으로 차차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간 그것을 둘러싼 권력구조와 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등단제도 외의 길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을 두고 차차 힘이 약해지리라 봅니다.

• 문예지는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장르인 듯합니다. 출판계 대형 출판사들도 문예지 판매 자체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니, 시장 생태계에서는 당장 없어질지도 모르는 장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만약 국가의 문화, 문예진흥 차원에서 문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해준다면 그들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버텨온 것 같고요. 

7. '토이박스'이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SNS, 축제, 모임)

• SNS는 홍보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개설 진행 중인데, 작가분들의 동의 하에 몇몇 

작품을 사이트에 아카이빙 해두고자 합니다. 문예지 내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행사나 강연, 전시 등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나 인력이나 재정상황 등 현실적 여력이 충분치 않아 

아이디어를 활발히 실현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8.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또는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작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독자발굴 및 독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느낍니다. 출판시장 

및 독서인구가 너무 작아 단기적으로는 지원으로 유지가 되더라도 더 멀게, 장기적인 유지 및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예 무크지 오즈]62)

1. '문예 무크지 오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첫째, 최근 유서 깊은 문예지들이 폐간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등단한 문예지가 두 번이나 

폐간되는 경험이 있었고요. 지면 걱정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환경을 만들고 또 동료 선후배 작가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 둘째, 기존 문예지들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일반 독자에 맞지 않는 내용의 평론이나 논문 수준의 

글들이 실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문단의 섹트주의가 문예지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실태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작가로서 창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문제는 이미 2000년대 

62) 독립 문예 출판 페스티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사례분석에서 주요하게 생각한 문예 무크지 ‘오즈’를 추가로 
심층면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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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인데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 셋째, 출판 기술이 인터넷 등과 만나 많이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성숙되면 독립적인 문예지 출판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2. '문예 무크지 오즈'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문예 무크지 오즈'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었나요?

• 독서를 좋아하는 일반 독자들이 지적 감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등 다양한 문학 장르와 아울러 사회과학 분야의 글도 싣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글도 독서를 

즐기는 일반 독자의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 교보문고의 주문형 개인 출판 방식으로 제작 중이며, 디자인과 편집은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내부 구성원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3. '문예 무크지 오즈'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

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전체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장은 소설과 동화를 쓰는 주애령 작가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이자 사회과학 

분야로 오성연, 전순호 작가가 함께 1호를 발간했습니다.

4. '문예 무크지 오즈'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현재 주문형 출판 시스템(P•D)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간에 필요한 자금은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만 소요됩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독립 문예지 전문 플랫폼이나, 기존 서점 출판 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좋겠습니다. 또한 

단행본으로 출판할 수 있는 환경 지원도 필요합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단하고 문인이 되어 책이 많이 팔리고, 명성을 쌓아 교수가 되는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단제도가 없어진다면 한 번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조금씩 사라지는 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현재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인적, 물적 자원이 축적되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문학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8.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독립 문예지 콘텐츠가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베개]63) 

1. 베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베개』는 2017년 봄에 등단이라는 승인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문학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모토로 창간된 

독립 문예지입니다.

2. 베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 『베개』는 비등단 창작가들과 친절하게 소통하는 매체가 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베개』는 매호마다 <베개의 시인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장차 독립적인 창작가로 확연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독립문학의 주체들에게도 동행(同行)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1. 베개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나요?

• 『베개』에 실리는 글들은 주로 SNS를 통해 공모된 원고들입니다. 원고는 시의 경우엔 매호마다 다른 <베개의 

63) 독립 문예 출판 페스티벌에 독립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사례분석에서 주요하게 생각한 독립 문예지 
‘베개’를 추가로 심층면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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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에게 선정을 위임합니다. 응모작품을 살펴볼 때 I) 비등단한 II) 동 세대의 (젊은) 시인들이 참여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 시 이외에도 스케치, 10분 희곡, 그림동화, 에세이 등도 응모 받아 싣는데, 지금의 삶에 대한 반영(反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새로운 감정과 세련된 언어를 만날 수 있는 잡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원고를 고릅니다.

3. 베개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또한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었나요? 그간의 이야

기를 듣고 싶습니다.

• 『베개』는 등단에 연연할 생각이 없는 20대, 30대의 젊은 시인들이 마음을 모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등단한 사람도 끼었는데, 『베개』의 수평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이후 그가 상근편집자로 

『베개』의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4. 『베개』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자본은 어디서 얻고 있나요?

• 매호 700만원 남짓의 출간비용이 드는데, 창간호를 낸 다음 〈우수문예지 발간지원기금>을 받아 2호와 3호를 

낼 수 있었고, 4호는 지원금 대신에 반 년 동안 창작 강좌를 열어서 수익금으로 원고료 일부와 책 제작비용을 

마련했습니다. 

5. 어떤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베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독립문학계가 독자적인 생태계가 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독립 문예지들이 기성문단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계(界)가 될 수 있을까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독립 문예지와 기성문예지를 우열과 위계의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듯도 하고요. 전자의 조망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지원이라면 

환영합니다만, 『베개』는 우선 지원받지 않고 자생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베개』는 느리고 느슨해도 괜찮기로 

합의하고 시작한 문예지라서 외부/세상의 리듬에 잘 맞추질 못합니다. 시간과 장소, 자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늘 지원받을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을 입증 받는 대상이 되는 수동성을 내면화한 주체가 아니고 

싶어서 시작한 문예지가 『베개』입니다.

6. 지금의 등단제도와 출판자본의 문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SNS 공간에서는 여성주의 논의와 더불어 등단제도와 출판자본 시스템에 관해서 2016년 가을 이래로 

이전보다 더 활발히 얘기되어왔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은 구성원의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문학수업, 등단, 

문학상심사, 비용이 드는 홍보 등의 여러 국면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를 

의식, 무의식으로 지시하는 문법이 제도이고 시스템입니다. 제도는 "작가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념까지 지배합니다. 

• 독립 문예지의 활성화라는 현상이 관계의 말단이자 현장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 "작가란 

누구인가?"를 새롭게 경험하고픈 소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베개』는 봅니다. 기존의 등단제도와 시스템은 

기성의 형태와 다른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제도가 없다면 다르게 상상할 토대나 이유 자체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7. 『베개』가 독자를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베개』와 같은 독립 문예지는 SNS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거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SNS의 특징은 소리 내지 않으면 우주에서 사라져버릴 듯한 광대함과 덧없음입니다. 발화자와 수신자의 

맥락을 고정시켜주는 시간과 장소의 근거, 사회적 장면과 장소성이 희박하고, 그걸 상상하고 상상을 

유지하기는 피로합니다. 

• 전통적으로 문학이란 고독한 창작가와 고독한 독자의 책을 통한 교감이었지만, SNS와 책을 통한 접촉을 

보충하는 실제 외부현실에서의 접촉(작가-독자)도 상호간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본다. 얼굴과 목소리로 

전달되는 무엇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 곧 5호를 발간하는 『베개』는 지금까지는 책을 내고 여력이 없어 활발한 외부활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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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조금 더 '접촉의 장면'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8. 텍스트 아케이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평화롭고 다정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개』는 부스로 참여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요청한 

입장이었는데, 『베개』의 창간멤버들이 약속도 없이 그곳에서 서로를 만났다. 『베개』다운 일이었다고 

느낍니다. 약속하고 사무적인 일을 벌이고 그런 걸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베개』가 <베개의 시인들>로 여긴 

시인들이 다른 독립 문예지의 시인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어리석고 유머러스했습니다.

• 앞서 한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구체성이 중요한 뜻이 있다고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충분히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에 

관해 말했는데, 다정하고 화기애애한 만남의 분위기는 제도에서 관계의 방향이 아니라, '관계의 기분으로부터 

제도의 방향으로' 상상을 전개하는 일의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9.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추가하고 싶은 질의응답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독립 문예지를 통해 글을 발표하는 창작가들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제도권에서만 가능한 각종 혜택이 

그들에겐 대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작가로서의 자격을 입증해야 할 때 자격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개』는 결코 베개에 글을 싣는 비등단 작가들의 글이 유명한 유력매체에 실리는 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개』에겐 그분들의 글이 충분한데, 그분들께는 『베개』가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것일 공산이 큽니다. 필자분들께 어떤 식으로건 '충분한' 매체가 되는 것이 『베개』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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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2019년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 실태조사 
설문내용 

안내문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2019년도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독립 문예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 서 

독립 문예활동이란 독립 문예지, 독립문예출판, 동인창작활동, 문학과 타 장르의 융합 창작 등 문학을 중 심으로 

하는 등단, 비등단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 창작 모임들의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젊은 문학인과 문학 지망생들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 게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문학 활동이 싹트고 있는 현장의 모습 들을 

이번 실태조사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학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주 변 

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 : 2019년 11월 13일(수) ~ 26일(화)

▶ 혜택 : 참가하신 분 중 100분께 편의점 기프티콘 2000원권 추첨 증정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훈 교수 드림

(문의 :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010-4284-4452, 

조정미 스토리미디어랩 대표 010-4528-4684)

A. 인구통계학적 속성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 기타(others)

a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 나이 기준)

• 9세 이하 • 10~14세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50~54세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세 이상  

a3.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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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귀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학장르는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시 • 소설 • 수필 • 시조 • 동시/동요 • 동화 • 평론 • 장르문학 

• 만화 • 희곡 • 웹소설 • 웹툰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5. 귀하께서는 어떤 계기로 문학과 관련을 갖게 되셨나요?(복수선택가능)

Ÿ 문예지를 읽다가 

Ÿ 문학도서를 읽다가

Ÿ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하게 되어서

Ÿ 백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어서 

Ÿ 시인이나 소설가를 좋아하게 되어서

Ÿ 문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Ÿ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문학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Ÿ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Ÿ 웹소설이나 웹툰의 영향을 받아서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6. 귀하께서 본격적으로 문학창작이나 문학습작을 시작한 나이는 언제쯤입니까?

• 9세 이하 • 10~14세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50~54세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세 이상  

a7. 귀하께서 문학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열정을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표현한다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0부터 100까지 레버로 이동하여 선택)

a8. 귀하의 문학활동은 다음의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Ÿ 등단한 작가입니다

Ÿ 등단을 준비중인 지망생입니다

Ÿ 등단과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Ÿ 취미로 문학을 창작하는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Ÿ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학에도 관심이 있어 창작하고 있습니다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9. 귀하께서는 현재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Ÿ 현재 활동하고 있다(B로 이동)

Ÿ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C.로 이동)

Ÿ 현재도 활동하지 않고 예전에도 활동한 적이 없다( → 설문 종료) 

B.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경우

b1. 지금 귀하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이름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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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b1에서 답변한 커뮤니티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다른 모임과의 차별성, 특징, 정체성 등)

b3. 이 커뮤니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b4. 이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문학장르는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시 • 소설 • 수필 • 시조 • 동시/동요 • 동화 • 평론 • 장르문학 

• 만화 • 희곡 • 웹소설 • 웹툰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b6. 이 커뮤니티는 어떤 계기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Ÿ 같은 학교/학과를 기반으로

Ÿ 지역 모임을 기반으로(지역동호회, 지역문인모임 등) 

Ÿ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트위터, 페이스북, 포털카페 등) 

Ÿ 사회활동을 기반으로(NGO, 사회운동, 모임, 단체 등) 

Ÿ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b7. 이 커뮤니티는 설립된 후 얼마 동안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잘 모르겠다

b7. 이 커뮤니티에서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Ÿ 독립 문예지 출간    

Ÿ 문학분야 도서출판

Ÿ 뜻을 같이 하는 창작자들의 동인 활동    

Ÿ 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 활동

Ÿ 독립 서점을 중심으로 한 활동    

Ÿ 타 예술장르와 문학의 융합 시도

Ÿ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낭송, 낭독 활동    

Ÿ 문학을 소재로 한 상품개발 및 판매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b8. 이 커뮤니티에는 등단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b9. 이 커뮤니티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Ÿ 5명  이하    

Ÿ 6~10명    

Ÿ 11~15명    

Ÿ 16~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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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1~25명    

Ÿ 26~30명    

Ÿ 30명 이상

b10. 이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Ÿ 주1~2회 

Ÿ 월 1~2회    

Ÿ 연 1~2회

Ÿ 온라인에서만 활동한다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b11. 이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b12.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오프라인 모임 이외의 평상시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복수 선택 

가능)

Ÿ 메신저 단체 채팅방 활용(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등) 

Ÿ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 활용(네이버, 다음 카페 등)

Ÿ 소셜 미디어 활용(페이스북 ,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Ÿ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자체 웹사이트 구축한 경우) 

Ÿ 전화통화 또는 문자서비스

Ÿ 전자우편(이메일 )

b13. 귀하께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잘 모르겠다

b14. 이 커뮤니티의 운영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나요?(복수선택 가능)

Ÿ 회원들의 회비  납부 

Ÿ 텀블벅 등의 크라우드펀딩

Ÿ 도서/문예지/기프트 판매 등 수익활동 

Ÿ 기업/개인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 

Ÿ 정부/지자체 지원금 신청

Ÿ 그때마다 각자 자비로 지출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b15. 귀하께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Ÿ 커뮤니티 설립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게 되어    

Ÿ 온라인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Ÿ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모습을 알게 되어

Ÿ 이 커뮤니티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던 지인의 권유로

Ÿ 이 커뮤니티에 대해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으로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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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귀하께서 활동하고 있는 또다른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Ÿ 예 (D로 이동)

Ÿ 아니오 (E로 이동)

C. 예전에는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

c1. 귀하께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 커뮤니티는 어떤 곳입니까?

c2. 귀하께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잘 모르겠다

c3. 귀하께서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4. 앞으로 다른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Ÿ 전혀 활동할 생각이 없다 

Ÿ 활동할 생각이 없는 편이다 

Ÿ 보통이다

Ÿ 활동할 생각이 있는 편이다 

Ÿ 반드시 활동할 계획이다

c5.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문학활동을 하고 계시나요?(복수선택 가능)

Ÿ 개인적인 취미 차원의 습작 활동 

Ÿ 개인적으로 신춘문예/문예지 등단 준비 

Ÿ 문학서적 독서

Ÿ 문예지 탐독 

Ÿ 문학관련 행사 참여

Ÿ 문예창작학과 학부/대학원 재학 또는 진학 준비

Ÿ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D. 또다른 문학창작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우

d1. 귀하께서 추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모두 몇 개입니까?

Ÿ 1개

Ÿ 2개

Ÿ 3개

Ÿ 4개

Ÿ 5개 이상

d2. 여러 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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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경험자 공통

e1.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좋았거나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e2.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있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e3. 젊은 문학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우리나라 문학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 치기를 

바라십니까?

e4. 문학창작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5.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통해서 2020년에 새롭게 해보고 싶은 활동계획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들려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문학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학 지망생 
학습기회 제공
비주류 문학의 

활성화
문학의 대중화와 

독자 창출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행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

행사장소 및 
활동공간 지원

창작자 지원정책 
소 개/안내

문학의 대중화와 
독자 창출

출판실무 교육 및 
컨 설팅

세무지식 교육 및 
컨 설팅

법률지식 교육 및 
컨 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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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3

설문조사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 이름과 소개64)

• 갈뫼(설악문우회) : 49 집까지 이어온문학 동인지로서 강원도 속초에 연고가 있는 회원으로 구성, 매 달 모여 

회원의 작품 평을 하고 매 년 문학기행이 있으며 회원간의 길흉사 등 돈독한 유대를 중요시 하며 창작활동을 

활발히 함

• 객토 동인 : 80년대 노동자들이 모여 결성한 동인으로, 시대적 위기나 현안 등에 적극참여하며 동인지를 

발간해오고 있음 

• 경북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안동문인협회 : 

• 계간지 윤독 세미나 : 현직 평론가.시인. 소설가. 비등단 모두 참여 

• 곡물창고 : 공개 팀블로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자마다 자신만의 주제와 형식으로 코너를 기획, 계절에 

최소 1편 연재하는 방식입니다.

• 곡물창고 : 공개 팀블로그 형식입니다. 각 필자들이 자신만의 형식과 주제로 코너(태그)를 기획하고 계절별로 

최소 1편씩 업로드하는 것으로 활동합니다.

• 골드문 : 고전과전위

• 공통점 : 광주지역에서 거주,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의 

저녁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쓴 습작 시를 합평하고 문학에 대한 담론을 나눕니다. 연간으로 독립문학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 문학 독립잡지를 잘 맞는 사람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 공통점 : 시를 창작하고 합평하며 독립잡지를 출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 공통점 : 공통점은 통점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광주문학아카데미 :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모임을 가지며 회원 각자가 가져온 작품을 합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문학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 문단의 실태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도 모색합니다.

• 광주문학아카데미 : 30대부터 60대까지 시와 시조 창작 방법 공유

• 광주문학아카데미 : 광주지역을 거주지로 둔 작가들이 창작과 합평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조와 시. 아동문학 평론을 하는 이들이 지역성과 문학성을 모토로 활동중이며 서점이나 문학공간 

등과 같은 주변 문화시설과도 융합을 기획중입니다 

• 광주문학아카데미 : 시조 중심(시.동시포함) 등단 비등단 작가 모임

• 광주문학아카데미 : 등단한 시인과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여서토론 합평회 등

• 광주시조아카데미 : 등단 작가들의 열띤 토론과 시작 활동

•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 등단 시조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이 넘는 단체로서 단단한 인적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림이 있는 글쓰기 : 시라는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놀고 쓰고 낭독하기

• 글담 : 웹소설 작가와 지망생 모임3 

• 글담 : 웹소설 작가들이 닉 가리고 모이는 쉼터

• 글담애월 : 제주 애월도서관 수필 동아리이며 격주로 글을 써서 발표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 글못소 :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무료 강의나 자료도 제공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창작기술도 배우고 

64) 이 연구의 문학창작 커뮤니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이름과 
소개로서 작성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중복된 이름과 소개는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복수의 참여자들이 질문에 
답변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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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기 초보자를 의한 커페

• 까밀레 : 동화창작합평모임 

• 까밀레 :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모여 합평합니다.

• 끌림 : 

• 낮술낭독모임 : 낮술을 서로 나누면서 각자 써온 글이나 좋아하는 글, 혹은 본인이 만든 책의 문구를 

낭독합니다. 

• 낮시밤비 :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서 피드백을 주고 받는 모임입니다.

• 낮에는 시기상조 밤에는 비주류(약칭 :  낮시밤비)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글을 씁니다.

• 넷플연가 : 특정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격주에 모여서 각자 이야기도 나누고 시와 소설로 발전시키기도 

해요 여러 영화중  좋아하는 취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비슷한 취향을 만날 수 있고 시쓰는 것도 같이 해요 

• 노블아카데미 :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역 작가들이 수강생의 텍스트를 읽고 가장 현실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작수업을 합니다. 

• 노이지 : 여성, 소수, 약자에 관한 글을 싣는 문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노코멘트 : 창작공간 입주작가 모임

• 놀 : 오래된 지인끼리의 동인성격

• 다짜고짜 합평모임, 위험한 서재 : 전자-소설 합평을 위한 읽기 및 쓰기 모임 후자-여성문학을 읽는 독서모임 

• 대체장마 : 학교에서 출발

• 독립 문예지 토이박스 : 다양한 형태의 문학 추구, 문학 외 예술과의 협력 등 실험성 추구

• 동국대학교 시분과 및 팀 유후 : 

• 동시쓰기와 장편소설 : 한국작가회의, 충남작가회의

• 동인활동 : 창작 합평 모임 

• 라음동인 : 시 합평 

• 레이업 : 중년 나이에 등단한 작가들, 공모전 준비 

• 명작읽기 : 명작읽기 서평

• 목요클래스 : 소설창작모임 

• 목요클래스 : 일주일에 한번 소설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평

• 목요클래스: 소설 합평 클래스. 소설가 김서령 선생님 지도 아래 등단과 비등단을 가리지 않고 수준 높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요클럽 : 소설을 쓰는 여성들의 모임.

• 무시 : 

• 문맥 : 교내 동아리입니다. 

• 문학동인 턱 : 작품 창작 및 합평, 발표와 출간

• 문학스튜디오 무시 : 타 예술과의 협업, 유희로서의 예술

• 문학스튜디오 무시 (무시 출판사) : 문예지제작문학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제작을 

통해 문학 생태의 색다른 발전을 꾀함

• 물울 : 문학 및 예술 스터디. 2주에 한번 모여 텍스트 강독과 합평 진행. 연례행사로 문학대축제라는 행사와 

워크숍이 있다.

• 미씽아카이브 : 작가 송한별의 작품을 발행하기 위한 개인 브랜드. 때때로 지인 작가들의 요청을 받아 

작품집을 기획 출간하기도 한다. 전문 편집인력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편집, 디자인, 제작 면에서 상업 출판물 

수준의 결과물을 만든다. SF, 판타지, 호러 등 장르 소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정체성의 일부다.

• 민족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인활동 : 삶 전반에 흐르는 내면의 사유와, 현실에 대한 시대성의 고통과 갈증을 

언어로 압축해 표현하고 실천하려는 몸부림의 정체성

• 밤의출항(영향력) : 등단 여부 관계 없이 투고 받은 작품으로 만드는, 키친테이블라이팅 계간문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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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현희의 소설공방 무릎담요친구들 : 등단한 작가나 등단 전 습작생들이 함께 소설 이론과 창작, 합평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모임. 

• 부도심 : 장르문학과 순수문학의 중간 지점, 텍스트 전체에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 부도심 :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에서 중간자 문학을 꿈꾸는 젊은 작가지망생들의 모임입니다 

• 부도심 : 예술 문학과 장르문학이 조화롭게 중도의 길을 만들기 위함

• 부도심 :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이야기라는 틀에서 여러 상상들을 해나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비공개 : 시 합평, 문예지 독서 감상 위주 스터디로 최근에는 여성주의적 글쓰기를 고찰 중입니다 

• 비릿 : 문학잡지 비릿은 매호 한 명의 주제작가를 조명합니다. 그밖의 필진은 주제작가의 작품을 읽고 각자의 

방식으로 원고 쓰기에 임합니다. 모든 작가는 등단과 비등단, 문학 장르 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사분의일 : 자유로운 글쓰기, 시즌제 운영

• 사이버문학광장 글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커뮤니티입니다.

• 샘터문학 : 시,수필창작 모임 

• 샤샤 : 뜻을 같이 하는 학교 동기들이 모여 서로의 마감을 독촉하며 함께 글을 읽고 합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서설 : 특별한 차별성 없음 

• 세수소설 : 합평모임입니다.

• 소곡 : 문학도 돈이 될 수 있다를 모토로 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및 전시를 기획하고 있음

• 소곡 : 소곡은 탈지면을 기본 모토로, 시와 사진 스티커인 의 제작 및 판매, 서울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 전시인 

등등의 활동으로 문학의 접근성과 소비성, 다양한 매체로의 유연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소곡 출판사 : 탈지면, 문학의 실질적 일상화, 경제적 수익 내기

• 소곡(시씰), 해양소녀단 : 소곡   시와 사진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중, 독립 출판이 수익이 남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흑자를 내고 있음, 시를 행 단위로 조각내 독자가 직접 조립하고 새롭게 쓸 수 있음. 시를 

이용한 전시를 2018년 여름에 실행했음(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지원사업선정)해양소녀단   꾸준하고 

느슨하게 만나서 시를 공유하고 공부함. 추후 해양소녀단의 활동보고서 컨셉의 시집을 출간 기획 중 (독립 

출판) 

• 소설 수필 : 소설이나 수필 모두 개인 작업이며, 연2회 정도 작가단체 회지를 통해 발표하는 정도 

• 소설로부터 삶: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치유활동을 합니다. 소설이 영감을 일깨우는 삶의 단상에 대해 쓰고 

이야기하며, 감상을 수필 및 시로 창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 소인(so-in) : '소설 속으로, 사회 속으로'라는 줄임말로 온라인 소설창작동인 모임입니다. 

• 숭글이당당 : 숭실대 글쟁이 모임 

• 스터디 : 그냥 학교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시 스터디 

• 스터디 모임 : 자유로운 합평 활동ㅓ 

• 시 : 문협 지부활동

• 시랑동인 활동 : 문학아카데미 산하 동인 활동 

• 시를 즐기다(시즐)무크 르네포엠 : 시즐은 충남 서천 출신 시인과 지역문인들과의 연계 소통. 르네포엠은 

비정기 무크지로 생활문학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문학 아카데미 : 시를 좀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등의 행사

• 시바견 : 기존 시들을 단어 및 문장 형태로 쪼갠 시퍼즐을 특정 주제에 맞게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시를 

쓰고, 그 조합의 규칙을 적용해 칵테일, 꽃갈피 등 다른 창작 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시와세계 : 가짜가 아닌 시 창작 삶과 죽음이 병치되는 시 

• 시인보호구역 : 순수하고 창의적 예술성을 지향합니다

• 시조아카데미 : 시조시인과 시인동화를 쓰는 작가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열띤 토론과 합평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엽문학관 : 문학관에 오는 관람객에게 문학을 소개 

• '씀' 어플 : 자유로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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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문학 합평 모임 : 

• 아동문학 동아리 : 아동문학, 동시 동화 창작과 발제, 이론, 합평 등을 배우고 나눈다

• 아동‧청소년 문학 합평 : 전문 과정 후속 모임.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주축

• 어등이어 : 2017~2018년 사이 등단한 또래 작가들의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작품을 합평하고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입니다 

•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 아동문학인들의 권익향상 

• 오늘의 문예비평 : 지역거점 문예지

• 오늘의문예비평 : 지역문학비평에 정체성을 둔 매체 발간 

• 오두 : 학교에서 시작한 문학 동인이며 시와 소설을 아우르며 합평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외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합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오즈 : 독립 문예지

• 오후의 티파티 : 오후의 티파티는 '장르문학의 다양성'을 표방하는 커뮤니티이며 호러, 스릴러, 로맨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장르를 모두 수용하고 웹소설을 포함, 각종 형태의 글을 쓰는 작가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다양성 지향 커뮤니티입니다.

• 옥상낭독회 : 일 년에 두 번 시인의 빌라 옥상에서 등단과 비등단 시인, 습작생, 독자가 모여 낭독회를 갖고 

있다. 현재 2회 진행.

• 온라인 문학 플랫폼 던전 : 기존의 문예지와 달리 온라인으로 매일 연재하는 매체이며 문학에 대한 접근성과 

동시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다. 

• 원주독립 출판교류회 : 독립 출판에 관심을 가진 지역 청년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매년 꾸준히 독립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원주문인협회,시문학회 : 문인협회는 종합문학단체이고, 시문학회는 시와 평론을 위주로 한 단체임.

• 웹소설 창작 동아리 : 웹소설에 대해 배우고 있다. 같이 창작도 하고 있다. 

• 웹소설 창작 페이스북 그룹 : 웹소설에 대한 정보공유

• 웹진 : 평론가 동인 집단 입니다. 종이 잡지가 아니라 인터넷 지면으로 활동합니다. 

• 유리잠 : 동덕여대 문창과에서 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만든 동아리입니다. 시합평과 낭독이 주된 활동이며 

문예 제작 활동을 기획합니다

• 이이정 : 철학 사상을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토론과 의견 나누기 및 각자의 창작분야에 적용(시,소설,평론)

• 입니다 : 등단에 상관없이 활동합니다

• 전북수필문학회 : 1979년 창립.40년된 전북의 대표성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며 회원 모투가 

등단작가.순수수필 창작문학 단체.회원100명 정도.반 년간 전북수필 발간.

• 절정문학회 :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후보(예선통과자)에게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며, 한 달에 한 번 합평회를 

열며 일 년에 한 번씩 문예지를 발간합니다. 

• 제주문학, 라음 : 창작에 대한 관심도가 깊고,문학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다. 

• 주머니시 : 문학 콘텐츠 플랫폼문학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큰 차별점, 비교적 가벼운 (물리적, 심리적) 

• 지니어스 :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의 원작 이야기

• 지여시 :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쓴 시를 읽고 합?하며 고쳐 씁니다. 

• 창작21작가회 : 남북 분단문제 극복과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을 문학을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인권, 노동, 다문화이주민, 일본군위안부로 고통받은 할머니들에 대한 현장활동과 창작품을 발표한다. 

• 청천시조학당 : 시조의 근원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와 창작 지도

• 커뮤니티는 따로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어요. (포스타입)

• 켬 : 20대 후반~30대 초반 나이로 구성된 여성 시인 3명과 1명의 여성 평론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적 사유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과 관련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켬 : 여성 시인과 평론가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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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켬 : 여성시인/평론가로 구성

• 클럽 창작과비평 : 창작과비평 2019년 겨울호 프롤로그 활동 

• 토이박스 : 지면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 문학은 돈이 되어야 한다.

• 팀 유후 : 하나의 제목으로 묶여서 오히려 개개인의 개성과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같은 제목으로 

시쓰기’의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팀 유후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장르적인 한계나 고정관념을 깨는 것, 문학이 2차적인 콘텐츠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팀 유후 : 함께 쓰기, 누구나 즐기는 문학 하기를 지향합니다. 

• 팀 유후 : 매번 하나의 프로젝트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유로운 ‘공동시작’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밀한 문학창작이 아니라 다른이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같은 제목으로 시 쓰기” “빈칸 채워 

시 쓰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등단/비등단 작가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팀 유후 : 팀 유후는 공동시집을 출간하는 팀이다. 출간을 한다는 데 있어 소규모 출판사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출판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동의 형태로만 시집을 출간한다는 데에 있다. 공동 

창작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문학의 한계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늘 궁리한다. 

• 페이지 :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장르문학 동아리

• 포스타입 : 독립 창작자가 창작물 판매를 할 수 있고 동인이 많다

• 포항문학 :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 모임

• 한국미스터리작가모임 : 장르문학대표커뮤니티 

• 한국시문학회 : 월간시문학으로 등단한 작가들의 모임. 시를 전문으로 함. 개인창작에 무게를 둠.

• 한국작가회, 한국시인협회, 고양작가회, 현대시학회 등 :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삶의 가치와 인권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혹은 그런 정신) 시와 문학의 의의를 다한다고 할 수 있다.

• 합평모임 : 

• 현대문학 수필작가회 : 현대문학을 통해 수필로 등단한 작가 모임수필로 등단힌 작가가 총 20명을 넘지 

않으며회원들의 작품이 아주 탄탄하다. 

• 현대시선 : 문예지 문학사, 낭송, 낭독, 영상시 

• 현대아동문학작가회 : 아동문학평론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의 모임 

• 현장문학읽기 : 매주 문예지 단편소설을 같이 읽음

• 혜암아동문학상 : 신인을 발굴하기 우해 내 호의 이름을 따서 혜암아동문학상을 제정하고 2019넌 6월 30일에 

제1회 시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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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4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모임 활동

• 1.철학 사상 발제 및 토론  2.관련 도서(저번 주 

발제)나 추천 도서 읽어와서 의견나누기  3.각자 

창작물 제출 및 합평

• 각자 써온 글에 대한 합평

• 강독 및 의견 공유

• 강독 및 합평

• 공동시집 만들기

• 그림 감상. 발표. 및 언어게임. 낭독

• 근황 나누기, 창작 작품 합평, 매주 창의적인 

활동(가령, 역할 바꾸기, 콘텐츠에 대한 의견 토론, 

크로키 등)

• 글쓰기,글발표,첨삭

• 기획 회의 등

• 기획회의 및 창작 활동

• 기획회의, 잡지 발간 등

• 기획회의, 제작회의 등등

• 낭독, 토론, 발표 등

• 다음 호를 위한 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이야기

• 독립 문예지 기획 및 편집

• 독서

• 독서 모임 및 창작 토론

• 독서, 창작, 합평, 낭독회 등

• 독서회, 작법 연구 등등

• 만나서 수다 떨고 회의하고 계약하고 뒷담화 

• 매체 편집, 기획

• 모른다 참여한 적 없다

• 모여서 합평모임을 진행

• 무크지 발간, 세미나 등

• 문예지 기획 편집

• 문예지 만들기

• 문예지 제작(오프라인 회의)

• 문예지 판매 및 구매, 친목활동, 스터디 등

• 문학 강연 및 발표

• 문학 행사와 답사, 문예지 발간

• 문학 향유, 출간

• 문학기행.문학강의.문예지 출간기념.세미나.

• 문학에 대한 정보 교류  창작품에 대한 상호 비정

• 문학제와 본회

• 발제와 합평 이론공부와 창작을 합니다.

•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위한 회의

• 사회적참여 작가권익

• 서로가 쓴 습작 시를 차례대로 낭독하고 합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서로의 글 합평 글 이야기

• 서로의 글을 합평합니다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합평을 합니다

• 서로의 작품을 읽고 합평  이슈가 되는 책들 에대한 

의견 교류

• 서로의 작품을 합평

• 서로의 초고를 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작품을 

추천해준다.

• 세미나

• 세미나, 대담 등

• 소곡 : 문학을 이용한 제품이나 전시를 기획, 

제작해서 판매하기 위한 회의, 정보수집.

• 해양소녀단 : 스터디 및 합평, 새로운 컨셉과 

포맷의 시집을 만들기 위한 기획 회의.

• 소설 합평

• 소설 합평, 문학 담소

• 소설감상 나누기. 창작하기, 창작 나누기

• 소설을 읽거나 쓰고 합평합니다

• 소설작품을 합평한다.

• 소설창작

• 소설합평

• 시 창작 및 합평

• 시 합평

• 시 합평 및 독립 잡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시 합평, 시 얘기(신작시나 최근 시집)

• 시 합평, 프로젝트 모색

• 시 합평회 및 문학기행, 친목활동,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 시낭송 및 시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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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 혹은 시 합평과 토론

• 시창작 토론

• 시창작, 음악, 스피치 레슨

• 시화전 문학인 초정 강의

• 식사를 하거나 수다를 떨고 작업 상황을 

점검합니다. 출간기념헤나 인디자인 워크숍 등도 

진행합니다.

• 영화에서 뻗어나가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 시쓰기 

소설쓰기로

• 오프라인 도서 판매전이 있을 때마다 모임 비슷한 

것을 한다. 미씽아카이브와 관계가 있는 작가들이 

판매전을 구경하러 와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식이다.

• 옥상에서 낭독을 하고 듣는다

• 월간 모임

• 이제 처음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알 수 없음

• 인터넷 잡지 방향과 청탁 최근 아젠다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 읽기 강의 듣기

• 작품 발행 시 토론회

• 작품 토론 및 낭독회

• 작품 품평회, 정보교환

• 작품 피드백

• 작품 합평 및 토로네

• 작품 합평과 정보교류

• 작품합평. 토론. 가타 문학담론 이야기

• 잡담 및 정보 공유

• 잡지 발간, 세미나, 사회의 부조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입장의 성명서, 기타 구성원들과의 

정보, 소통, 교류등등 다양함.

• 전국학생시조백일장 ㆍ  연간집 발행  시낭송등

• 창작 감상 비평

• 창작, 합평

• 창작/합평

• 창작과 평론

• 창작과 합평 위주로 공부, 분기마다 외부 소설가 

초청하여 작품에 대한 집중 탐구.

• 창작과 합평활동을 주로 합니다.

• 창작수업을 목적으로 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논의합니다

• 창작시 합평

• 창작에 대한 토론과 작품 비평

• 창작작품 합평

• 창작품 읽고 합평하기

• 창작품 합평, 책 읽고 감상 나누기

• 창작한 작품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 책읽기 낭독회 합평 등

• 친목도모

• 편집

• 편집, 디자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학 관련 굿즈 제작

• 프로젝트 회의를 주로 한다.

• 합평

• 합평 및 출간

• 합평 및 토론

• 합평.

• 합평/ 독서

• 합평과 현제 시도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을 

나눈다

• 합평모임입니다

• 합평을 진행하고, 시의 구조 분석이나 시인들마다 

시짓기에 사용하는 독특한 지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합니다. 합평이 끝나면 최근에 읽었던 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 합평회

• 합평회. 문학의 미래에 대한 토의. 정보교환. 친목

• 향후 문학활동 계획, 평론회, 강평회

• 회원 작품집 발간

• 회원들의 작품 합평, 연간집 발간, 창작지원금 안내, 

회원들의 개인 작품집 정보 교환, 회원들의 수상, 

작품집 발간 등 경사를 축하한다.2003년 부터 

지금까지 17년200

• 회원의 창작품을 합평 함

• 회의, 기획, 술

• 회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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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5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이유

• 가족사망

• 각자 열심히 하므로

• 각자 활동 폭이 달라지면서 더는 동인의 의미가 

퇴색되어 해산함,

• 각자의 생업

• 개인사정으로...

• 경제적 사정

• 계약 종료

• 교육활동

• 구성원들의 개인일정

• 글에 시간 투자를 못해서

• 기간만료

•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힘이 들었고 

혼자 하는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 나 빼고 다 안 쓰게 됨/성격 차이 등

• 나이 들면서

• 나태함.

• 내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꾸 훔쳐서

• 냄비받침은 경제적 여건과 회원 개개인의 가정사 

및 개인사로 모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 다른 친구들이 바빠져서

• 단체 해체

•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

• 대학생 학기 기준 일정조율 실패

• 독자적으로 창작하고자

• 동아리가 인원부족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 동인 성격의 변화

• 동인 해체

• 등단

• 등단 이후

• 등단 이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 등단 후 후배들에게 자히를 물려줌

• 등단과 구성원의 직업 활동

• 등단을 해서

• 등단하면서 개인 작업

• 등단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에 뜸하게 출석하게 된 

부분도있고, 잡지를 만드는 것은 계속 함께 하고 

싶었지만 잡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즉 경제적인 

문제로 잡지를 계속 출간하기 어려워 모임이 

해체되었다.

• 멤버 간 불화

• 멤버들의 생계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멤버들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중단 됨

• 모임 참가자들의 개인사로 모임이 자동 해산되었음

• 모임 해체

• 문예지에서 더 이상 시 청탁을 하지 않네요.

• 문예창작과 진학

• 문학동아리 사라짐

• 문학적 방향성이 갈라져서.

• 문학적이지 못해서

• 바빠서

• 배울 점이 별로 없어서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서

• 사이트 개편으로 인한 문학동 이용 유저 감소

• 사이트 일몰 진행

• 생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우울증과 

자살사고

• 생업

• 생업으로 인한 지속성의 한계. 내부 교류로만 인한 

폐쇄적인 한계성

• 서로 바빠서

• 소모임 사람들이 대학원 진학, 회사 취업 등으로 

바빠져서

• 소설 창작을 안 하게 됨..

• 시간관계상 할일이 많아서ㅠ

• 시간적 여유부족

• 육아로 인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의욕 저하

• 이사

• 이사 및 육아

• 인사발령

•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 자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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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 작품과 돈을 걷어 생각보다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서

• 작품을 올릴 경황이 없었고 조회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 조직 해체

• 졸업

• 졸업

• 주로 입시 관련해서 정보를 얻다가 대학교 입학 

후에는 안 하게 됨.

• 지방으로 이사

• 직장의 바쁜 일과 때문

• 출판사 사정으로

• 취업

• 취업 등 바빠서

• 취직하여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소원해졌고 하이텔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어 

동호회가 사라짐

• 커뮤니티의 목적이 친목으로 변화

• 커뮤니티 해체

• 커뮤니티가 폐쇄됨

•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개인 생활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여서

• 팀원들과의 시간이 맞지않아 모임이 힘들어져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페이지 활동자체가 비활성화 되어서, 감성충, 오글 

등과 같은 문학습작에 대학 활동에 비관적인 문화 

때문에 습작보단 창작물 소비로 넘어감

• 평 좀 비딱하게 썼더니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시비를 걸어서

• 필요를 못 느껴서

• 하기 싫어서

• 학교 생활이 바빠져서

• 학교 졸업

• 학교 졸업 후 그만 둠

• 학업을 시작하게 되어

• 합평 멤버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 합평 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그만두었습니다

• 합평보다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서

• 협회 내의 소통의 어려움

• 혼자 쓰려고

• 회원이 줄어서

• 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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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6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보람 있었던 점

• 1차 독자들인 회원들의 합평을 통해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 감상을 나누면 이야기와 생각이 풍부해지고 

깊어집니다.

• 감정의 소통

• 같은 걸 좋아해서 좋다

•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좋았다.

•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보다 좀 더 

체험적인 활동들을 가질 수 있다

• 같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서

•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있다는 점에서 오는 

동질성, 인정성

•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안이 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다. 작품 창작에 자극과 

도움이 된다.

• 같은 취향을 공유할 수 있고 얘기가 통해서 좋아요

• 같이 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 개인적이고 자유로우며 소통이 편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플랫폼적 특징을 가지며 

습작생이나 인터넷 활동작가의 수익 창출을 지향 

한다.

• 계속 버티는 힘

• 고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공감대 형성으로 인생 전반이 행복했다.

• 공동관심사  토론과  문학  공유

• 구독자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게 된 일.

• 글쓰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됨

•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확인하고 인정 받을 수 있었음

• 글을 작성하면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 글을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이 가능

• 끝이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임 유지가 어렵습니다.

•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자기돌봄의 시간

• 나의 글을 읽어 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 

글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

• 나의 글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 

믿을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점

• 나의 글이 읽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각지 못한 개작의 방향을 발견할 때, 토론을 넘어 

인간적인 연대를 느낄 때.

• 나의 발전, 사회참여.  등

• 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낭독회를 통해 독자들과의 만남이 가능했던 점

• 내 글을 피드백 받거나, 작법 팁을 얻음.

• 내 글이 책으로 묶여져서 나왔을 때

• 내 글이 타인에게도 인정받았다 느낄 때

• 내 마음을 정리정돈 할 수 있고 풀 수 있어서.

• 내 문학 강좌를 수강한 제자가 좋은 작품으로 

등단을 하고 수상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행복감을 

느낀다.

• 내 습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 내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내 작품을 읽고 댓글로 응원의 글을 받아서 좋았고 

다음 회를 쓰는 동력이 되었다

• 내가 쓴 시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

• 내면 심리에 대한 객관적 관찰역량 증대와 더불어 

소속감 증대. 창작역량 증가.

•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진지하게 읽어주고 감상에 

대해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 누군가에게 나의 글을 보여주며 또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동질감을 느낌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 다른 사람들의 평이 좋았을 때

• 다수 작품 창작 가능, 작품에 대한 의견 교환

•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기회, 대화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서로부터 배우는 도움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다양한 시선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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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사나 정보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다양한 정보획득과 창작품 감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대학 동기나 시 창작 교실 동기 등으로 이루어진 

합평 모임은 자유로운 만남 아래 이루어져 좋았다. 

졸업 후에도 글을 쓰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음.

• 더 많은 시각과 더 많은 사고를 통해 혼자하는 

글쓰기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 데뷔를 생략했음에도 당시(1999년도) 시 부문에선 

최고로 권위 있는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외에도 

나이는 많았지만 7대 문학상을,  첫 시집으로, 시집 

출간 후 최단시일 내로 수상한 사실입니다. 그밖에 

문화일보에서 지면을 상당히 할애해서 제 시집을 

다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 독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행복했고요. 작가님들이 청탁을 수락해주실 때 

기쁩니다. 잡지가 디자인과 인쇄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갈 때도 즐겁습니다.

• 독자들

• 동기부여, 창작활동 자극

• 동료가 있다는 것

• 동료와의 나눔

• 동인 낭독회를 하게 된 것과 독자들을 포함해 

작가들도 동인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 동인들이 하길 잘했다라고 말했을 때.

• 동인지발표, 등단, 여러 시인들과의 교류, 

문학행사참여기회 확대

•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설쓰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작가로의 삶이 가능해졌다.

• 등단 전에 활동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 

좋았고 구성원들이 작품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았다.

• 등단 준비에 도움. 문학을 주제로 활동해 흥미

• 등단에 꼭 필요한 도움을 얻었다

• 등단자와  애호가들이 함께 활동시의 수준 미달 

회원에 대한 대화의  벽  ㅡ고충  

회원간의  교유 ㅡ 장점

• 등단할 때까지 합평을 해서 서로 조언해준 것

• 많은 문학인 또는 문학동호인들에게 내가 가진 

작품이나 창작에 관련한 지식을 공유했을 때

•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한 명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 매주 스포츠를 하는 기분이다. 글쓰기 운동이라고 

우리끼리는 부른다. 즐겁다.

• 명징한 결괏값이 있어서 좋았다. 창작을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창작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 

시집을 출간했을 때, 비로소 내가 무언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창작하는 것 외에 문학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나아가 창작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다.

• 모두의 노력으로 한 권의 책이 탄생했을 때 기뻤음.  

그 노력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또 계속해주기를 

요청했을 때.

• 모두의 실력이 늘고 있다고 느낄 때

•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충만함 그리고 희열을 

느낍니다

• 무명일 때 동인지를 통한 작품 발표 기회가 좋았음

• 문예지 출간 후 독자들의 관심 및 응원

• 문예창작과 내부, 등단 시인과 가까운 독자뿐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 문우로서 격려. 공동의 모색. 아낌없는 질책 등 

장점이 많다.

• 문학 관련 정보와 합평으로 인한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

• 문학 동료 만남

• 문학 창작 능력 향상

• 문학 창작 역량 향상, 공표 기회 확대

• 문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있지 않아서 관련 활동 

기회가 적은데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 문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의견과 

충돌하게 되어 재밌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의견이 

오가면서 내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설득시키는 말하기를 통해 글쓰기를 베이스로 

말하는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다.

•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정보 교환

• 문학에 대한 정보 교류와 합평

• 문학에 대해 이야기 할 공간이 생겨 좋았다

• 문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좋았고, 입시생 때 했었기 때문에 문창과 

입학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는 것도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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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반대로 더 막막해질 때도 있었지만)

•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창작의 매력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

• 문학을 좋아하는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알게 

된 점

•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문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문학의 미래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그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는데 

현재 문학 지형 바깥의 것들에 대해 많이 알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자리를 조금이나마 

내줄 수 있는 게 보람이 됐다.

• 문학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잇다는 점

• 문학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 문학작품을 읽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글로 썼을 때

• 문학적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 보다 다양한 사람에게 작품을 보여주어서 퇴고할 

때 많은 의견을 참고 할 수 있으며 활동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작품을 써야 한다

• 본인이 가진 문제의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낌

•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혼자 

창작하는 한계를 넘을 수 있고 상호 호혜적이다.

• 비평을 통한 피드백

• 사람들과 평론 시  고심해 썼던 문장을 칭찬받았을 

때

• 살아있음에 대한 열정이나 매순간 자기성찰의 확인

• 삶에 대한 관조  사물에 대한 관찰  이 모든 것에 

대한 표현

•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격려가 많이 됐다

• 상호 연대와 격려

•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 같은 사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서로 동류의식에서 이해관계 없이 순수작품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서로 좋은글 공유

• 서로 힘을 보태 동인지를 만들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 서로의 글이 문집으로 엮여 나오는 것

• 서로의 성장을 보았을 ?

• 소설의 캐릭터를 직접 만드는 것을 하였는데 후에 

소설과 드라마 영화의 등장인물을 만들기 

좋았습니다.

• 소통

• 수익, 새로운 문학 소비 방식 제안

• 습작기간 동안 타인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았음

• 시 낭독의 전형성과 폐쇄성을 탈피하고 서로 

직접적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무목적의 문학 

활동이 주는 투명한 문학성을 나눌 수 있었다.

• 시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 전파

• 시를 더욱 깊게 알게 되고 여러 동인이 등단 함

• 시화전에서 가시적 결과를 내었을 때.  강평에서 내 

글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구성원들의 

참신한 글을 읽을 때.

• 신동엽 시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때

• 실제로 한분이 등단했을 때 다 같이 축하해주던 일

• 아무리 하찮고 미숙해보이는 글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주었던 것

• 여러 사람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오래도록 함께해 온 동인들과 매 해 작품집을 

내는데, 기획회의를 하고 시대적 문제의 현장을 

답방하고 함께 고민하며 작가적 가치를 실현 할 

수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부담없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 외롭지 않다.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다.

• 외롭지 않음

• 우리가 만든 제품(동시에 작품)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때

• 이번 텍스트 아케이드처럼 '텍스트'의 힘과 매력을 

아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일반인의 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 마련.시

• 자기 성장과 사회적 기여

• 자신이 낸 의견이나 취지가 결과물로 선택되거나 

효용성으로 귀결될 때

• 자유로운 토론과 선의의 경쟁 유발

• 자유로운 합평, 다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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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동기 부여가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글을 

쓰지 않은 모임원이라도, 책과 책방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어서 작업을 지속하는 데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작품 교류

• 작품 세계 확장

• 작품 수준 향상  지역 예술인 공동체 형성  작품 

성과의 공유

• 작품 합평 등에서 작품에 대한 시아가 넓어졌고 

퇴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음. 또한 여러 정보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덜 외로움.

• 작품(창작물)을 남기게 됨.

• 작품발표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친목행사, 

작품작업 동기부여

• 작품을 보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었음

• 작품의 객관성을 얻을 수 있어서

• 작품활동, 정보교환, 동인지 발간

• 잘 쓴 사람보고 자극받을 수 있다.

•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청과의 조우

• 제 시가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 시집으로만 

전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창문에 붙어 노을빛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베개에 누워 

음악과 함께 떠다니는 텍스트를 보고 있을 때에는 

시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향후 저의 활동에 어떤 가능성을 엿본 

것 같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 제자가 상을 받거나 등단했을 때

•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창작 동기부여를 받음.

• 존재론적인 외로움 공유

•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학적으로 좋은 시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좋은 작품을 골라줘 편함

•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을 때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술 활동을 했을 때

• 지속적으로 읽고 쓰게끔 만드는 치열한 환경 속에 

놓여있다, 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충실히 독서와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충고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 지속할 수 있고, 동료가 생긴다는 점

• 직접 창작-편집-출판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책을 

만들어 냈다는 고양감이 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응원해주시는 익명의 독자들의 

목소리로 힘을 얻습니다.

• 진솔한 소통의 장. 마음 편히 지적인 대화를 하는 

유일한 창작공간.

• 창작 게시판을 통해 내 습작들을 소개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비슷한 생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친목을 다진 점도 좋았음. 또한 연간 우수작을 

뽑아서 시집을 출간하여 서점 유통까지 했던 점이 

참 보람 있었음.

• 창작 동기 고취

• 창작 동기 부여

• 창작 의욕 고취

• 창작물을 비평하고 비평 받으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문학청년들과 습작하며 

정기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서 단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창작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

• 창작역량 강화 및 다양한 문학세계 탐구

• 창작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다른 

독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창작이 외롭지 않다.

• 창작촌에 입촌할 수 있어서  창작하는데 도움이 

되어 좋았고 창작집을 낳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창작한 시를 발표할 수 있음, 발표하는 지면이 

새롭고 기존에 없는 방식임, 공론장에서 우리 

커뮤니티를 찾거나 선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꾸준한 교류가 

가능함, 등단과 관련없이 창작활동을 해나갈 수 

있음.

•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다는 것

• 첫 문집을 출판하거나 시나 혹은 글을 쓰는 동력을 

함께 나누고 제공할 때

• 출발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았다.

• 타인과 소통

• 타인이 창작물을 애정을 가지고 읽어 주는 경험

• 테마집 출간을 하게 되었다.

• 특별한  경험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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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한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다음 책을 사러 온 

사람을 만났을 때 보람을 느낀다. 첫 구매자가 

재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함께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함께 쓰는 즐거움

• 합평

• 합평 활동을 통해 문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잡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얻는 것 같습니다.

• 합평, 학습 등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문단 사회에 만연한 문제에 대해 함께 문제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이었다.

• 합평을 거친 작품이 다른 모임이나 인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때

• 합평을 통한 창작활동의 즉시적 검증과 공감의정도  

확인

• 합평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고 나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어 좋음

• 합평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객관화가 

가능해짐 퇴고에 도움이 됨

• 합평을 통해 작품 개선을 할 수 있어 좋았음.

• 합평이 도움이된다

• 현실적고민연대

•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저명한 작가님을 직접 뵙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 혼자 글쓰기보다 함께 쓰니 지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 혼자만 쓸때 남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알수없던 내 

작품에 대한 반응을 알게 되고 내 작품을 좀더 

객관적으로 알게 됨

• 활발한 창작활동의 계기가 됨

• 회원의 소식과, 세미나, 문학기행 등으로 회원 간의 

유대가 돈독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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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7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에서 어려웠던 점

• 1. 운영예산 부족  2. 다양한 소통구조 미흡

• 가난으로 생활비 부족이 좀 버겁습니다.

• 각 대학교 문창과 서열놀이, 입시만을 위한 문학...

• 같은 글을 여러 번 읽고 합평을 해야 하거나 합평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현타가 올때

• 같은 사람들만 보다보니 새로운 의견을 듣고 

싶어도 어려워요

• 개인적으론 오프라인 참여날짜에 불참하는 게 

아쉽다. 대체장마 책 판매는 인디자인과 

표지디자인 전문 지인이 없어 아주 힘들었다. 

텍스트를 오래 써온 친구들을 위해 더 근사한 책을 

만들어주지 못 해서 아쉬웠다.

• 경제적 서브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그로 인해 

모임을 그만두는 동료를 볼 때

• 경제적 수입을 내기 어려운 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시적인 활동 불가 : 

문예지 및 무크지 발행 및 모임의 지속 가능성 

유지, 기타 문학 활동의 가능성 발현

•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문제임. 지역 동아리에 지원이 있으면 

더 효율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듯.

•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해서

• 경제적인 어려움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속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의견대립이 있을 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움

• 공간 부족

• 공간부족의 문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와 

접근성 부족. 비슷한 멤버로 오래 합평을 

반복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문학적 사유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여러 체험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며 했던 때가 

힘들었음.

• 관계에서 힘듬

• 구성원들이 취업준비로 인해 자유롭게 글을 쓰지 

못한다. 모두 등단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정성, 지면에 실릴 기회 등으로 인해 

등단을 준비해야만 한다.

• 글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음

• 금전적 문제

•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 내 글이 당장의 성과물로 바뀌지 않아도 계속 해야 

하고, 그럼에도 직업으로 인정받기(맞벌이) 

어렵다는 점. 아이가 있는데, 작가는 직업으로 인정 

받기 힘듦, 그럼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음.

• 다들 나만큼 열심히 안 쓰고/성실히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

•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다수의 작품들을 썼으나 발표지면 확보가 

어려웠다.

• 대체로 없는 편입니다

• 대학원 내부에서 한 세미나라 참여구성원이 그리 

폭넓지 못함

• 도서구입, 다과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지원만 있다면 작가초청 등도 진행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독립 출판물 출판을 위한 비용 문제.

• 독립성

• 독립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모임을 지향하다 보니 다수의 

각기 다른 취향과 의견을 합치하는 게 다소 

어려웠습니다.

• 독립잡지를 만들었는데 제작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폐간하게 되었던 것. 큰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더라도 제작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 독립 출판을 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어려움, 인력 

부족, 자본 부족, 정보 부족이 있습니다.

• 돈

• 동인들과의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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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지 내기가 힘듦

• 동인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항상 문제였다.

• 동호인들의 창작물(글)을 쉬 접할 수 없을 때

• 딱히 없다

• 딱히 없었습니다.

• 때로 유익하지 않은 합평이 소모적임.

•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짜기가 어려웠습니다

• 만날 장소, 친한 사람일 경우 개인 사정 봐주기, 

프린트 값, 교재 값, 이제껏 모임에서 발표했던 

글이나 말을 기록해둘 만한 체계가 없는 점. 

(온라인 토론은 오프라인 토론만큼의 에너지가 

없음)

• 많은 회원이 결석 함

• 매주 모이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적당한 곳을 

찾기가 어려움

• 매체 발간 제반 경비 마련의 어려움

• 멤버끼리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맞추기 

어렵네요.

• 멤버들 간의 개성으로 인한 불편함

• 모두 자신의 작품을 좋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실험적인 작품도 아닌데 제대로 된 구조조차 

없거나 수준미달인 작품도 좋은 평을 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목하기 싫습니다.

• 모르겠다.

• 모임 공간 마련

• 모임 공간을 매번 옮기는 것과 모임 회비에 대한 

부담

• 모임 장소 나 홍보의 결여

• 모임 장소 섭외나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가 그렇습니다.

• 모임의 장소가 미비하여 카페 전전

• 무조건 좋았지만 지속하기는 여려웠다. 나의 

문제는 아니고 바쁜 멤버들이 하나 둘 그만둠.

• 문예지를 출판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의 문제

• 문학계 전반에 관한 정보부족

• 문학관 차이

• 문학도 탐욕의 골목이어서 학연, 지연, 끼리끼리의 

만남이어서 함께 권력화되거나  무더기로 변방이 

되는 아이러니 투성이어서 온전한 공유가 없어 

대체로 쓸쓸해지는 생태계라는 것이지요

• 방향  설정자의 문제

• 별로 없었던 같음

• 별로 없음

• 비용의 문제가 주 문제인데 예산부족

• 비전문가가 많아 얻는 바가 적었다

• 사람들 사이의 갈등

• 상당히 먼거리를 왕유 할때

• 상대 작품의 비평시 관계의 문제

• 생각없이 던지는 상대의 말이나 소문이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가끔은 진실이 묻히는 일이 발생한다

•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생기는 갈등이 활동 이외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점

• 생계문제는 창작 및 동인활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체로 가난한 문인들이 함께 모이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창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게 

가장 큰 애로입니다.

• 생계활동으로 인해 모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음.

• 생업과 병행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생활비

• 서로 다른 피드백을 주니 뭐가 정답인지 혼란에 

빠진다

• 서로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정하는 것

• 서로 지역이 떨어져 있는 점과 장소 대여.

• 소속 회원간 기호와 관심의 차이

• 수익 창출의 어려움, 선례가 없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움

• 시간 여유

• 시간 조율, 커리큘럼 작성의 문제, 회비 문제

• 시간과 장소 맞추기

• 시스템 및 프로그램 부족, 참여도 및 책임감 부족

• 시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로 이곳저곳에서 청탁 

제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작품을 

시집에 발표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될까봐 참여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할 때 비용의 문제로 고료 없이 청탁을 

주시는 경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시인들이 이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임은 잘 아실테고, 독립 

문예지에서조차 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남겨 기존 문예지가 가지고 있던 

문제상황이 또다시 연출된다면 독립 문예지들 

또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시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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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와 함께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개인의 

삶으로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며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식사와 행사 비용 부족

•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쓰는 만큼 글을 내지 

못하는 점

• 싸움

•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음. 과거 

출판영업자가 있어서 대중소형 서점(인터넷 

포함)에 모두 책을 뿌릴 수 있었지만 인쇄제본비를 

뽑은 적이 없었음.

• 아웃싸이더에 있는 문학인도 중심으로

• 아직 힘든 점은 없습니다

• 어려움은 없습니다

• 어려웠던 점은 팀원들과의 의견이 달랐을 때와 

생각만큼 창작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힘들었습니다.

• 어렵고 힘든 점은 예산 문제 밖에 없습니다.

• 없다.

• 없습니다. 애초에 마음이 맞는 사람과 

시작했습니다.

• 없음

• 예산 부족.

• 예술병 걸린 인간들

• 오프라인 모임시 장소 찾기 어려움

•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판매전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낀다. 책을 만들어도 판매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크라우드펀딩 등의 방식에 매진하게 

된다.

• 운영진으로 열심히 활동했으며 대표시삽까지 

하였는데,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상의 관계인지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 원거리 행사 참여의 경우 부담감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 위에서 지적함

• 의견 모으기

• 의욕 없는 멤버들.

• 이론 자료를 모으는 일과 분과장에 대한 자격여부.

• 이제 고학년이라 취업 생각도 해야 한다는 점.

• 인간관계, 작품을 보는 견해의  수준 차이 등

• 인디자인이나 출판인쇄 관련 공부를 할 때 공간이 

없습니다.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임대하는 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다들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모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가하기보다는 가볍게 참석하고 있어, 

커뮤니티가 좀 더 깊이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인원 부족

• 인원이 적었음

• 일선에서 뛰는 관계로 시간에 쫓기는 부분.

• 자금 부족

• 자금지원 부족

• 자방에 살면 오프라인 모임 참여가 어려움

• 자본 문제로 생업과 창작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 

그로 인해 체력과 에너지가 고갈 되고 노동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또 그로 인해 팀내의 

분위기나 결속이 느슨해지는 문제. 자본 문제라고 

손쉽게 답하기는 하지만 이게 가져오는 연쇄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ㅠㅠ

• 자본의 부족  회계 및 행정절차 미숙  지원사업 

등의 정보 수집 어려움

• 자율성을 바탕으로 모이는 모임은 좋았지만, 모임 

시간이나 규칙 등이 유동적인지라 체계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 또, 아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인지라 서로의 차이가 아닌 동일성을 토대로 

움직인다는 점이 아쉬웠다.

• 자주 열리지 않아서 아쉽다

• 자주 참석하기 힘든 점

• 작품집 발간 등 경제적 지원 미흡

• 잘 모르겠다. 유동적인 게 가능해서 개인이 조율 할 

수도 있고 본사 측에서 업데이트도 원활하게 

해준다.

• 장소 대여 및 일정 조정,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학회가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람으로서 겪는 

교통의 어려움

• 장소, 비용의 문제. 특히 모임 장소 잡기 어렵고, 

책출간 등을 목표로 할경우 노하우나 비용이 

궁하다.

• 장점이자 단점이겠지만 평가 받고 개인의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 재정 지원, 매체 발간, 구성원간 소통

• 재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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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합평 모임에 한계를 

느꼈다.

•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음

• 정기적인 모임 추진

•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려움(낭독회 대관료 등), 지원금 신청/증빙이 

복잡하고 어려움

• 제작비 모금

• 제작비, 각자의 생업 때문에 작업이 지연됨

• 조회 수만 올라가고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읽지조차 않을 때.

• 졸업으로 지속적 활동 어려움

• 주지하다시피 소설과 시는 유통과정이 달라, 시를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시만 잘 쓴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죠. 게다가 

시단이 정치판을 닮아서 그런지 시인들이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 쓰는 일이 

일종의 정치행위 같이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데다 지면마저 부족해 설명 부족이 

됐네요^ .̂

• 준비할 시간 부족, 일반인들과 솔직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웠음

• 지방에 거주함으로 주로 중앙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자주 참석  하지 못 함

•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예산이 없거든요.

• 지식과 소양이 없는 사람이 겉멋만 든 것에 

놀랐습니다.

• 지역 커뮤니티가 아닌 탓에 잦은 만남이 어려움

• 지원금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라 만들고자 하는 

사업 포맷에 맞지 않는 점이 크게 어려운 

지점이었다

• 지원이 없고, 개인 사비로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되기가 어려움

• 직장 생활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 질시

• 창작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늘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해야만 했다. 알음알음 알아낸 

정보만을 믿고 일을 진행할 때면 이게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다. 그럴 때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안다면 좋을 텐데, 무언가 도움을 줄 

만한 매뉴얼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 창작에 관한 의견이 간혹 다수의 생각으로만 

치중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

• 창작에 대한 압박, 맨 처음 작품을 낼 때의 

부끄러움

• 책값이 많이 든다는 것

• 책을 출간하고 새로운 행사를 열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 초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출판사 위주의 독서 

모임이 있지만 특정 강좌를 수강하지 않으면 창작 

커뮤니티 존재조차 알기 어렵다

• 초기 진입하기가 어려웠음

• 출판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문학창작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생활비 문제, 공간 지원이 없음, 

문학 외 디자인이나 영상 등등의 지원이 없어 기획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이 힘듦, 독자들은 

늘어가는데 기존 문학 공론장에서는 독립 

출판이나 젊은 문학인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듯 함.

• 치기, 무지  이것이 문학의 자양분이 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 되돌이켜 보면 후회뿐

• 친구들이 생계 뿐 아니라 여러모로 사회 

시스템이나 학내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아야 하는 게 힘들었다. 

친구들이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성추행 피해자가 소문이 날까 

전전긍긍할 때 전이되어 힘들었다. 교수가 자꾸 

입막음하려 들어 힘들었다. 선배가 자살해서 

커뮤니티는 그만뒀다. 혼자 쓰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부조화

• 커뮤니티 자체가 적으며 일괄된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것, 

생업과 학업을 이유로 모두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 커뮤니티의 방향이 다른 구성원 간 갈등이나 

독점하고 주도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힘들다. 

더욱이 사회성이 부족한 구성원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 폐쇄적 성격. 보통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실력 향상의 한계가 명확. 창작 성향이 

획일화되거나 전문가가 있지 않아 활동 자체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발생.

• 표현상의 한계를 느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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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하지 못한 예산. 회원들의 고령화.

• 학교 동아리이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활동과 

자주 바뀌는 스케줄

• 학생들 각자 직업도 있고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라 책을 충분히 읽을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일??.

• 학술모임의 경우 독서력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합평

• 합평 모임을 가지려면 장소를 대여해야하는데 

적합한 곳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면 

외에는 일부 남성들의 도움 되지 않는 

맨스플레인이 문제적이었습니다.

• 행사 준비 및 잡지 발간을 위한 의견 조율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할 때였습니다.

• 행사 참여등 인간관계

• 현실적인 문제, 시간, 비용 등

• 현실적인 응집력 부족.

• 활동 인원이 적어 커뮤니티 활성화가 적다. 피드백, 

리액션이 혹은 목적성이 없어서 커뮤니티를 

올리는 것과 블로그에 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느낌

• 활동비용, 활동공간 없음, 지역한계

• 활동비용의 부담.

• 활동을 안함, 모이는 비용

• 활동이 많은 작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 활발한 소통이 부족하고 소설을 더 심화해서 

배우기 어렵다.

• 활성화가 잘 안됨

• 회비 부담

• 회원 간의 의견 충동

• 회원들 간의 활동 유지가 어려움

• 회원명부에만 있다는 느낌이 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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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8

참여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2020년 계획

• SNS기반으로 지역구분없이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소모임 스터디그룹 만들고 싶다

• 같이 공부한 사람들 소설 모아서 출간

• 개인 시집 발간

• 개인 시집 출판 희망

• 개인지 독립 출판

•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장르가 융합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하고 싶다

• 공동수필집 발간

• 국내외 문학 창작 관련 행사 참여

• 기성 문학 현장의 진보화

• 기회가 되면 커뮤니티를 통해 문학적 교류를 하고 

싶다

• 낭독회

• 낭독회를 열고,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다른 창작자와의 콜라보

• 다양한 문학 장르를 담은 독립잡지 출판

• 다양한 작품을 써서 작가 등단을 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모인 새로운 개념의 

동인을 만들고 싶네요!

• 다양한 접근성을 통해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동인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으로 창작 활동

• 단편소설집 완성

• 단행본 한 권을 출판해서 독립 출판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좀 더 라이트한 채널(유튜브 

같은}을 더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독/필자 오프라인 다과회

• 독립 출판 또는 문예 창작 학과인 대학을 통해 더 

깊은 문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 독립 문예지나 독립문예출판을 하는 

문학창작커뮤니티들이 월 1회 정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도서와 문예지를 판매하는 

장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 독립문집 기획을 하고 싶다

• 독립 출판 및 낭독회

• 독립 출판 혹은 웹진이나 블로그를 통한 작품 

올리기(독립 출판물을 전자책이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게시물 형태로 무료공개나 

유료공개 할 수 있는 정부지원과 연계된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

• 독립 출판과 작가로 경제적 독립과 일로서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독서모임 프로젝트와 창작 커뮤니티가 온전히 

토왑되어있는 스터디그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독자와의 만남 (낭송회 등)

• 동인 활동

• 동인들과 함께 기획 작품에 대한 취재 및 공동창작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동인들이 좋은 글을 쓰고 모아 청소년 소설 

앤솔로지를 내면 좋겠다

• 동인지 발간, 동인 유튜브 채널 개설

• 동인지 출간

• 동인지 출판 및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낭독 

페스티벌 개최

• 등단 비등단 구분하지 않고 문학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기재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들고 싶다

• 등단과 더불어 장르 소설가로도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단을 했으나 발표를 못한 문인들의 소설 및 

작품을 모아서 잡지를 만들어보고 싶음

• 등단자와 문학 애호자의 소통 모임

• 만약 문학창작 커뮤니티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순수한 문학 동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문예지 내기

• 문창과 재학생이라는 타이틀과 학교 이름을 

내세우는 게 많이 부끄러웠다

• 문학 동아리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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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장르만이 아니라 음악,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나 역시 수용자만이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하고자 한다

• 문학창작 커뮤니티 자체가 서울이나 도심 지역에 

몰아져 있다보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아주 어렵다

• 문학창작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모임을 할 계획

• 문학관련 굿즈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개설

• 문학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화

• 문학창작커뮤니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 미술, 음악인들과 같이 하는 낭독작업

• 밖으로 나가서 독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 보다 더 다양한 활동 지원을 받아 창작물을 제작해 

선보이고 싶다

• 비등단 시인들의 단행본 시집 출간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비록 1년에 2권이지만 정기간행물로서의 안정적인 

발행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 비용이나 공간 등의 여건이 확보된다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학을 전파하는 일명 문학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쓰는지 일단 감상

• 새로운 문학 잡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새로운 문학의 패러다임이 열리길 바란다

• 새로운 시를 계속 쓸 것이다

• 새로운 주제의 낭독회, 독자참여형 방식의 

낭독회를 기획/실행해보고 싶음

• 새로운장르도전

• 서로 다른 커뮤니티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다

• 세 명 이상이 책을 출간할 계획

• 세미나 형식의 독서모임을 좀 더 늘리고 싶고   

소설 이외의 합평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다

• 소설 완성해보고 싶다  내내 시만 썼고 백일장도 

시만 써서 상을 받았다  엄청 잘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소설을 잘 쓰는 게 목표다

• 소설집 출간과 소설 북콘서트

• 소소하게 꾸준히 계속해나가고 싶습니다

• 소식지 발간

• 스님들조차 문중이 시원찮으면 종단에서 외면받게 

마련입니다

• 시낭송 토크행사 개최장소 비용

•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 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굿즈 제작

• 시를 쓰고 싶어요ㅎ 일상에서

• 시조집 발간

• 시집 발간

• 아이들 대상으로 쉽게 다가가는 시를 쓰고, 나누고 

싶습니다

• 앤솔로지 발간

• 없음

• 엔솔로지 출간

• 여러 활동에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의 글을 

경험하고 싶다

• 여술 융합형 낭독혹

• 연재작에 대한 피드백과 소재공유, 토론

• 열심히 읽고 쓰겠습니다

• 완성도 있는 단편소설을 쓰고싶다

• 외국작가초청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원하는 곳에 시집을 내고 싶으나 벽과 문이 너무 

높다 ㅡㅡ무서운 권력체계?

• 웹이든 순수문학판이든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 웹진 만들어 동인들과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웹진이나 무크지를 만들고 싶다

• 이번에 마친 텍스트 아케이드를 조금 더 정비된 

형태로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면, 시인과 그림 

작가들의 협업을 진행해 전시를 열고 싶습니다

• 작가에게 헌정할수 있는 작품을 함께 써보기   

출간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니여도 좋은걸로 

ㅎㅎㅎ

• 작가와 독자가 함께 참여해 재창조하는 전시나 

프로젝트

• 작가와의 만남

•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 작품 합평이 기본이자 제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작품 합평을 꾸준히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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