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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 이문열(���, 1948년 5월 18일 ~ ) - 1948년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에서 출생 -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으로 등단 - 저서 : [그해 겨

울],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영웅시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2017-01-24

조지훈
-  ��� (1920.12.3~1968.5.17) -  � (��), (��), (��) -  � (��)  (��) -  �1920-1968 (��)

조헌영(���)의 둘째 아들 - 활동사항�한글학회 국어 교본 편찬원, 진단학회(����) 구사 교본 편찬원, 한국 문학가 협회 창립위원, 사상계(���)의 편

집위원 - 시 집�[청록집(���)](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공저), [풀잎단장], [역사앞에서], [여운(��)], 시론집: [시의 원리], [시와 인생], 번역시집: [당시선

(..

2017-01-24

오일도
- 오일도(���)( (1901∼1946) -  � (��), (��), (��) -  � (��)  (��), (��)  (��) -  �1901-

1946 오시준(���) 칠원현감(����)의 10세손이며 오익휴(���)의 둘째 아들 - 활동사항�시원(��) 창간(��), 시집 (오일도시(����)), 산문

집 (저녁놀)

2017-01-24

이병각
- 호는 몽구(��), 본명 이병각(���) - 1910.1.5~1940.11.28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 305번지 출생. - 1939년 ����, ��, �� 등에 작품 활동함.

- 시에 구국혼이 깃든 시사상(���)이었으며, 배일정신이 강하였음

2017-01-24

조애영
- 호는 은촌(��) 본명은 조애영(���) - 1911년 2월 1일 영양군 일월면 주곡에서 출생. - 저서 : 은촌내방가사집 (������� ) 내용은 6부로 분류, 1∼5

부까지는 가사작품이고, 6부는 가사문학 일반에 대한 이론을 조윤제(���)·백철 등 13명이 각기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수록된 가사작품은 총 19편으로 저자의

소녀시절 작품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갑에 이르는 동안에 지은 작품이다. 가사작품으로 �화전가(���)�·�직녀가(���)�·�애련가(���)�·�산촌향

가(����)�·�일월산가(����)� 등은 저..

2017-01-24

조동진
- 호는 세림(��), 본명 조동진(���, 1917~1937) - 조지훈의 형으로 지훈의 어린 시절 학문의 싹을 키워주면 큰 영향을 끼친이는 형 동진이다. 그는 일찍부터

문재를 보여 14세때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를 조직하고 문집 에 동요와 동시를 발표하였다. 상경하여 시원사(���)에 머물며 시작에 힘썼으나 일제 치하의 참담

한 현실에 절망하여 낙향한 후 연극 등의 문화활동을 하여 청소년 의식화에 앞장섰다. 일경의 집요한 취조와 가택 수색 및 감시에 시달리면 울분에 쌓인 나날들을 보

내다 아깝게도 21세에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2017-01-24

조동탁
-  ��� (1920.12.3~1968.5.17) -  � (��), (��), (��) -  � (��)  (��) -  �1920-1968 (��)

조헌영(���)의 둘째 아들 - 활동사항�한글학회 국어 교본 편찬원, 진단학회(����) 구사 교본 편찬원, 한국 문학가 협회 창립위원, 사상계(���)의 편

집위원 - 시 집�[청록집(���)](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공저), [풀잎단장], [역사앞에서], [여운(��)], 시론집: [시의 원리], [시와 인생], 번역시집: [당시선

(..

2017-01-24

남장희
- 호는 소향(?�), 본명은 남장희(���)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동 207번지에서 출생 - �한글�,�사상계�,�신태양�, �새벽�,�수필문학� 등 월간

지 수필 발표 - 대구매일신문에 정치평론 발표 - �여원� 에 행복론 발표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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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poet?idx=46945&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poet?idx=46945&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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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신동석
- 경북 여양군 영양읍 동부동 출생

2017-01-24

강준용
- 약 력 : 1952년 경북 영양군 영양읍 출생. 1987년 예술계 희곡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데뷔 1988년 월간문학 단편소설부문 신인상 당선 - 저 서 : [별나라

를 지나는 소풍], [스콜], [천재의 울음] 등

2017-01-24

이위발
- 약 력 : 1959년 경북 영양군 석보면 출생.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 졸업. 1993년 시전문지 [현대시학]으로 등단. 2002년 시집 [어느 모노드라

마의 꿈] 출간. 현 이육사 문학관 사무국장. - 저 서 : [바다풀의 노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도사님 거꾸로 걷다] 등

2017-01-24

김부식
- 약 력 : 1957년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출생. 2001년 한민족글마당 신인상. 총신대학 음악과 작곡 전공. - 저 서 : [선바위 예찬], [묘지], [간도아리랑] 등

2017-01-24

김창동
- 약 력 : 1946년 경북 영양 출생. 소설가. 문학저널 발행인. 한국문인협회회원. 영등포문인협회회장. - 저 서 : 1973년 수필집 [내마음 구름을 타고] 출간. 1974년

 [  ]  1975  [  ]  ,  1978  [  ]   1978   [ ] 

1979..

2017-01-24

김용식
- 약 력 : 1925년 1월 9일, 경북 영양군 청기면 소청리 출생. 1980년 대표작인�규중비사�가�연변문예�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연재. 1983년 길림성 제6기 인

민대표에 당선. 1986년 향년 향년 62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침. - �소쩍새 울던 밤�(1981), �산골녀성들�(흑룡강조선민족, 1984), �무영탑�(료

녕민족, 1987) 등 - 1986년�문학과 예술�잡지 7-8월호에는 김용식(���)의 서거를 애도하는 특집 추모란이 마련 되었고..

2017-01-24

황명자
약 력 : 1989년 [문학정신]으로 등단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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