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송운현원영시조문학상(제 9회)
김흥열

시조집 『바람의 얘기들』

•등단 : 2003년 《시조문학》
•시조집 : 『바람의 얘기들』, 『방하에 피는 들꽃』, 『쉼표의 유혹』 외 3권
•저서 : 『현대시조 연구』, 『현대시조 창작법』
•수상 : (사)한국시조협회시조문학상, (사)한국문인협회서울시문학상, 유주현문학상, 서초문학상
•(사)한국시조협회 이사장 역임, 현 (사)한국시조협회 명예이사장

PEN문학상(제 3 6회)
시 부문 정연덕

아동문학 부문 최균희

시 부문 우수상 위상진

PEN번역문학 상 (제 5 0회)
이소영

소설 부문 김호운

PEN해외문학상
서정희
•1991년 번역서 첫 상재, 번역가로 활동
•번역서 : 이청준 『비화밀교』, 구상 『드레퓌스의 벤치에서』, 김남조 『바람세례』, 김양식 『석양이 눈부시어』 외 다수
시집 : 『이 푸른 행성에 나들이 와서』, 수필집 : 『삶을 동반한 편린』 외
•수상 : PEN번역문학상
•국제PEN한국본부 고문

PEN해외공로상
이승희
•등단 : 1988년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1990년 월간 《한국시》
•시집 : 『쓸쓸한 날의 자유』 외 다수, 산문집 : 『할머니의 감자떡』
•수상 : 제6회 영랑문학상 해외본상, 제4회 미주PEN문학상, 국제PEN한국본부 해외작가상
•미주 크리스찬문인협회 회장, 이사장 역임, (현)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현)국제PEN한국본부 미주서부지역위원회 회장

PEN문학 특별상

소설집 『바이칼, 단군의 태양을 품다』

•등단 :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 단편소설 「유리벽 저편」이 당선
•작품집 : 장편소설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헤스트』 등, 소설집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청소부』 등,
콩트집 『궁합이 맞습니다』 등, 인문학서 『소설학림』 등 30여 권 출간
•수상 : 한국소설문학상, 녹색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국립한국문학관 자문위원,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번역집 『미친 아담』(마거릿 애트우드 작)

•1991년 케이트 쇼팽의 『이브가 깨어날 때』 번역, 번역 활동 시작
•번역서 : 『이브가 깨어날 때』, 『더 이상 평안은 없다』, 『홍수의 해』 등 25여 편의 영어권 소설과 문학이론서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강사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회원(번역원 위원)

시집 『시계수선공은 시간을 보지 않는다』

•등단 : 1993년 《시문학》
•시집 : 『햇살로 실뜨기』, 『그믐달 마돈나 』, 『시계수선공은 시간을 보지 않는다』 외 공저
•수상 : 2007년 푸른시학상, 2016년 시문학상, 2011년, 20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가지원사업 기금 수혜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국제PEN한국본부 기획위원장

동화집 『나비를 달아 줄게』

•등단 :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아기참새」 당선
•창작동화집 : 『아기 참새』, 『꼬리표가 붙은 아이』, 『동전 한 닢의 편지』, 『꽹과리 소년』 외 20권
글쓰기지도서 『재미난 이야기글쓰기』, 동시집 『아이와 달맞이꽃』，한영동화집 『아기 참새』 외
•수상 : 한국문학예술상, 한국아동문학창작상, 교육공로특별상, 홍조근정훈장 등
•(사)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시집 『유리벽, 거기』

•등단 : 1978년 《시문학》
•시집 : 『돌과 바람과 고향』, 『사막여행』, 『소리사냥』 외 다수
•수상 : 시문학상, 평화문학상 , 제5회 영랑문학상 대상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역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역임, 주식회사 티에스 대표이사 역임

수필집 『어떤 숲의 전설』

•등단 : 1989년 《한국수필》 봄호 추천완료, 2008년 《조선문학》 문학평론
•작품집 : 『날마다 좋은 날』, 『오렌지색 모자를 쓴 도시』, 『그냥』, 『누름돌』 등 19권
•수상 : 한국수필문학상, 현대수필문학상, 신곡문학상 대상, 조연현문학상 외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월간 《한국수필》 주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시집 『고욤나무 풍장에 들다』

•등단 : 1977년 1월 《시문학》 추천완료
•시집 : 『흘러가는 산』, 『곱사등이 춤꾼』, 『블랙홀에 뜨는 노래』 외 9권
•수상 : 한국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 시문학상, 한국기독시문학상 외
•시문학회 회장, 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교수(겸임)

시 부문 김용언

수필 부문 최원현

윤만근
•등단 : 2013년 《풍자문학》, 2019년 《국보문학》
•작품집 : 『愛 SAY』(2013년), 『사랑 愛 Amor』(2019년)
•수상 : 한국문학신문 시 부문 대상, 우정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시 부문 명인대상
•(현)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현)한국문학신문 자문위원장, Aone eng. co. 대표이사/회장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