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창작공모전’ 소설 총평

이번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창작공모전은 “창작을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하자”는 주제
로 시행되었다. 지난 학기 문화콘텐츠 강의 과제의 키워드를 “코로나 19”로 했던 나는 코
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엇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까뮈의 <페스트>
에서 의사 리외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번 공모전 소설 분야에 응모한 편수는 모두 29편이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기대
하기 어려운 응모 편수라는 점에서 우선 반가웠다. ‘소설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이 특히 횡
행하는 요즘이 아니던가. 학생들 모두 각자 할 일들을 하며 코로나를 맞바람으로 맞고 있
는 듯 보였다.
응모작 중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상소설, 코로나로 빚어진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
코로나 블루에 대한 것, 우화를 활용한 소설 등이 있었다. 단편소설 안에 담기 어려운 내
용도 있었고, 현재 상황이 곧바로 담긴 것도 있었다. 대화체가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드러
나는 것을 보며 어떤 작품은 시나리오나 희곡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중 당선작으로는 <빌라도>를, 가작으로는 <점순의 하루>, <코발트블루>를 선정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3편을 선정하였다. <빌라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이러스 빌라도의 자아 문제에 관한 탐구라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되면 된다는 문제의식이 눈에 띄
었다. <점순의 하루>는 단조로운 구성인 듯 보이지만 화자 점순의 넋두리 같은 문체가 흥
미로웠다. <코발트블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 서현과 ‘함께 느끼기’를 통해 수현도
불확실성 등의 느낌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소설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소설가 박완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만 견딜 뿐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이 공모전에 응모한 학생들이 코로나를 견디는 방식으로 소설을 선택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에게는 매순간 현재가 있을 뿐이다. 잘 견디고 좋은 소설을
쓰기 바란다.

2020학년도 ‘창작공모전’ 시 총평

창작 공모전에서 뽑힌 세 편의 시도 글쓴이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은 코로나 시대에 더 심각해진 싸피엔스의 외로움에 주목
합니다. 싸피엔스 개개인을 섬에 비유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주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는 주제의식도 좋고 해석과 표현도 좋습니다. 다만, 감정이나 감각을 배제해서 실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년 내내 비가 내리는 세상>은 코로나 시대가 장마철과 같다는 발상이 참신합니다. 비
유를 증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비유를 발전시키거나 비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 더 좋
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사피엔스를 더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 있는 주제의
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시련을 겪는 존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코로나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구체적인 예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를 잘 쓰려면 훌륭한 시인이 쓴 시를 읽고 시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합니다. 훌륭하지 않
은 시인이 쓴 시를 모방하거나 연구해서 시를 쓰면 시를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인
과 좋은 시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시는 멋진 의도를
담고 있으며, 시인은 자기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를 찾아서 자기 의도
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2020학년도 ‘창작공모전’ 수필 총평

수필에 응모한 학생들은 총 41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학
생들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소재가 명료한 만큼, 수필에 제시된 주제도 명확하며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
나-19는 아직까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러한 난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
떻게 모색해 나가야 하는지 젊은이다운 패기와 희망을 가꾸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문명사
적 충격을 통해 성찰과 극복을 문학적으로 의미화 해보자는 공모전의 취지에 걸맞게, 참여
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응모작 모두
자신의 실생활에서 성찰한 바를 다루고 있지만, 일련의 체험 중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
할 만한 사례와 성찰을 담은 내용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학생 외에도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