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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업소개

번역및
출판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Ⅰ.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2010년번역및출판지원사업은전년도에비해더욱체계적이고합리적인제도마련을통해사업의효율성을극대
화하였다. 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문학, 인문·사회, 아동도서를 망라하는 번역지원대상도서를 선정하
여번역가들의적극적인사업참여를유도함으로써보다우수한번역가가선정될수있는발판을마련
하였다. 올해번역지원은모두 14개언어권 111건이며(기획번역 12건포함), 올해처음으로스와힐리어
번역지원이이루어져, 이로써본원지원누적건수는총 30개언어권 608건이되었다. 2차년도에해당하
는 KLTI Translator 제도를 통해서는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번역가 5인을 추가 선정하여 기획번역을
통한우수번역가지원을진행하였다. 영상·공연번역지원에서는업무협약을맺은 5개기관을통하여
38건을지원하였다. 

출판지원사업에서는 15개언어권 53종의작품(인문·사회도서 1종포함)이지원사업을통해해외현지에서출간
되었다. 3차년도출판저작권수출활성화사업에서는출판제안서번역및제작지원, 해외출간지원, 해외
출판마케팅지원, 외국어정기계간지 list 제작등을통해체계적인사업운영을하였다고평가할수있겠
다. 출판제안서번역및제작지원에서는 141개출판사, 849종 도서, 초록 815건, 샘플 351건, PDF 551건
을지원하여작년대비지원건수와수혜출판사수가모두대폭증가하였다. 해외출간지원사업에서는 9
개언어권 11개국 31개출판사에 68건을지원하였다. 해외출판마케팅지원사업에서는브라질,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열린 5종 도서의 작가 파견 등에 대한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였다. 외국어계간지
list는 올해 7호부터 10호까지 총 4호를 발간하여, 볼로냐 아동 도서전, 서울 도서전, 도쿄 도서전, 북경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과달라하라 도서전 등의 여러 국제도서전에 배포하고, 전 세계 5,000여
개출판사와에이전시에발송하였다. 

Through efficient and systematic policie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in 2010 were considera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year before. In the case of translation grants, LTI Korea solidified a
base in selecting proficient translators by invi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ranslators through
the LTI Korea Recommended Works project which selected books not only from existing
literary works but covering genres such as social and human sciences as well as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grants were offered to 111 works (this includes the 12 designated
translation pieces) of Korean literature in 14 languages. For the first time, the trans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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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iterature into Swahili was supported by LTI Korea, resulting in a total of 608 Korean
works being translated into 30 languages. This is the second year the KLTI Translator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and 5 more skilled translators in English, French, German, and Chinese
were selected to work on designated pieces at the institute. Translation grants relating to live
performances and media footage went to 38 projects from 5 organizations. 

Publication grants were dispersed to 53 works of Korean literature being published in 15 languages
abroad. This was the 3rd year since the overseas publication grant program was launched and
the program has continued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support translation and production
of publishing proposals, overseas publications, overseas publication marketing and the
production of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The translation and production of publishing
proposals included 141 publishing companies, 849 books, 815 abstracts, 351 book samples, and
551 PDF files, signifying a great increase in proposals that were both submitted for and
supported by the grant. 

Overseas publication grants were given to 68 projects with 31 publishers in 11 countries in 9 languages.
Overseas publication marketing support was offered to Brazil, Vietnam, Italy, and Russia by
dispatching writers to the marketing events held in each country. 4 issues of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volumes 7 through 10, has been published this year and conveyed to 5,000
publishers and literary agencies worldwide. The magazine has been distribut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book fairs such as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he Tokyo Book Fair, the Beijing Book Fair, the Frankfurt Book Fair and the Guadalajara
Book Fair. 

1. 한국문학번역및출판지원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1) 번역지원

Translation Grants
2010년한해동안한국문학번역원은총 14개언어권 111건에대해번역지원을하였다. 이중자유공모에의해선

정된 번역지원은 34건, 지정공모에 의해 선정된 번역지원은 65건이었으며 도입 2년 차에 접어들며 보
다안정적인시스템을갖추게된KLTI Translator에의한번역지원은 7건, 기획번역은 5건이었다. 

2010년에도예년과마찬가지로소설에대한번역지원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55건), 이외에도시(13건), 고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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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희곡 등기타장르(3건), 인문·사회(17건), 아동(18건) 등 다양한장르의도서에대
해번역지원을하였다. 특히지난 2009년처음으로덴마크어로의한국문학번역지원이이루어진데이
어 2010년에는처음으로스와힐리어에대한번역지원이결정되면서한국문학이아프리카대륙으로진
출하는발판을마련하기도했다. 

2010년 3분기부터는우수한문학및인문·사회, 아동도서에대한번역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번역가가번역대
상작품을선택하여지원하는자유공모제는폐지하고‘한국문학번역원번역지원대상도서’만을대상으
로하는지정공모제를도입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번역지원대상도서’도입이후 3, 4분기두차례에
걸쳐진행된지정공모에는 15개 언어권 147편의 응모작이접수되었으며이중 11개 언어권 65건이 최
종 선정되었다. 자유공모를 시행했던 1, 2분기 번역지원 응모작이 16개 언어권 83건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의 도입이 번역지원 사업에 대한 번역가들의 보다 큰 관
심을이끌어내는데성공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지난 2009년지정공모에 48건의지원이접수되
었다는점과비교해볼때도한국문학번역원번역지원사업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한다는사실을알
수있다. 

한국인 심사자 1인과 해당 외국어 원어민 심사자 1인으로 구성된 완역원고평가단을 통한 완역원고평가시스템은
번역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꾸준히진행되었으며, 2010년에는이와같은방식으로 10개언어권 42건
에대한평가작업이이루어졌다.

이와더불어수준높은번역물에대한해외출판사의요구에부응하고자기존번역원고에대한윤문사업도병행하
였으며그결과, 5개언어권 8건에대한윤문작업이완료되었다. 

In 2010, LTI Korea supported 111 publications in 14 languages. 34 were selected through the open
subscription method, 65 through the designated subscription method, 7 through the LTI Korea
Translator program and 5 through the special translation project.

In 2010, novels accounted for the greatest number of works submitted (55 works), as in the previous
year. However, submissions were made from various genres such as poetry (13), classics (5),
plays and other genres (3),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7), and children’s literature (18). In
particular, a grant for a Danish project was approved this past year, followed by an approval in
2010 for a Korean work to be translated into Swahili. With this grant, we look forward to the
progress of Korean literature on the African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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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3rd quarter of the year 2010, we have abolished the previous open subscription method and
adapted the designated subscription method. The previous method allowed translators to freely
choose the work they wanted to translate, but in order to develop a well-rounded body of
excellent literary work including books in the humanities and arts as well as books for children
that faithfully represented Korea, the designated subscription method through the list of “LTI
Korea Recommended Works”was established. Since the introduction LTI Korea Recommended
Works, the 3rd and 4th quarter of the year yielded in the selection of 65 works in 11 languages
chosen from a submission pool of 147 works in 15 languages. The newly implemented
method’s success can clearly be seen in comparison to the 1st and 2nd quarter of the year when
the open subscription method resulted in the submission of only 83 works in 16 languages. The
designated subscription method wa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interest of translato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Moreover, the general numbers of submission are on the ri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ere only 48 submissions were made, proving that interest in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Korean literature is increasingly growing. 

The newly implemented evaluation system from last year has made steady progress. Evaluation
committees consisting of a native Korean speaker and a speaker of the target language have
worked hard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nslation in the 42 works in 10 languages that were
evaluated in 2010. 

In addition, a new editing system was implemented in meeting the demands of overseas publishers for
high-quality translation work. As a result, 8 works in 5 languages were completed by the newly
implemented system. 

[ 2010년도 신규번역지원 신청 현황 ]     { 2010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

34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29 10

2/4분기 54 24

3/4분기 64 31

4/4분기 83 34

KLTI Translator - 7

인문도서 기획번역 - 5

총계 111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25

불어 7

독어 11

스페인어 6

중국어 26

일어 14

러시아어 6

베트남어 8

아랍어 2

체코어 2

불가리아어, 

리투아니아어,

몽골어, 각 1건

스와힐리어

총계 111



[ 2010년도 신규번역지원 작품 및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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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작품명(원작자)

1 홍지명(번역가) 채식주의자 (한강)

2 박정은(번역가)/ 랜달 콘란드(작가, 번역가) 파란 눈의 내 동생 (이지현)

3 최정례(시인)/ 브렌다 힐만(시인)/ 피터 웨인 드 프레메르(미국 하버드대학 한국연구소 근무) 최정례 시선 (최정례)

4 이성일(전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고려 및 조선조 시인 시조 선집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외)

5 안선재(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정은귀(서울대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이상근 예술가곡집, 이상근 합창곡집 (이상근)  

6 이영준(하버드대 한국문학 강사) 김수영 시전집 (김수영)

7 유인례(미국 멘도시노 고등학교 교사)/ 루이스 빈치게러(작가) 저녁이 아름다운 집 (구효서)

8 정예원(통번역가)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 (장은진)

9 권윤정(KNN방송사 근무)/ 그랙 바츠(COREM Language Institute 근무) 신기생뎐 (이현수)

10 윤해진(번역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박완서)

11 최월희(번역가)/ 로버트 E. 헉스(Hawks Media, inc. 대표) 시절 하나 온다, 잡아먹자 (이경림)

김 알리사(홍익대 전임강사, 번역가)/ 이형진(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광림 희곡집(총 4편)(날 보러 와요, 

12 영어 사랑을 찾아서,홍동지 놀이, 
하워드 블래닝(마이애미대 연극과 조교수)

나는 꿈에 장주가 되었다) (김광림)

13 노영주(번역가)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최시한)

14 앤드류 맥컬러(American Counsils for International EdcaTION, Program Ass.)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15 허정범(통번역가)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김연수)

16 김소라(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전임강사) 늑대 (전성태)

17 최돈미(Renton Technical College Instroctor-English/ GEO Instruction) 불쌍한 사랑 기계 (김혜순)

18 서미혜(번역가)/ 패트릭 엘렌(번역가) 아로와 완전한 세계 (김혜진)

19 이은경(번역가)/ 네이슨 알렌 드보아(번역가)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20 김지영(기상청_통번역, 영문교정 담당, 번역가)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김일권)

21 박현주(번역가)/ 박현아(번역가)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라 (전호태)

22 자넷 풀(토론토 대학 한국학 연구소 근무) 이태준 단편선집 (이태준)

23 브루스 풀턴(캐나다 UBC 한국문학 교수)/ 주찬 풀턴(Northeast Airline 근무) 생강 (천운영)

24 존 리(UC Berkeley 사회학과 교수) 조선왕조의궤 (한영우)

25 존 휴스턴(번역가) 고구려 건국사 (김기흥)

26 김혜련(번역가)/ 오렐리 고디야(번역가) 농군: 이태준 단편선 (이태준)

27 문소영/ 이승신/ 이주현/ 이태연/ 정현주/ 황지영/ 오렐리 고디야(전원 번역가) 악기들의 도서관 (김중혁)

28 손미혜(라로셸대 실용언어학과 계약교수)/ 도미니크 아드리앙(프랑스 문화부 근무)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김연수)

29 불어 차향미/ 박혜리(소피 브랑)/ 프리코 샤를린(전원 번역가)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30 김승욱(프랑스 Bourgogne 대학 철학전공 DEA) 고구려 건국사 (김기흥)

31 최애영(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벨맹 노엘(전문번역가) 강 어귀에 섬 하나 (이인성)

32 정은진(파리국립동양어문대학 한국학 강사)/ 작크 바틸리오(번역가) 카스테라 (박민규)

33 백은휘(번역가) 동백꽃 (김유정)

34 양귀분(HD Volkhochschule 강사)/ 볼프강 쉬벨(Mannheim대학 도서관 근무) 우리는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 (마종기)

35
양한주(보훔 대학 한국학과 박사과정 재학)/ 

이상 산문선집 (이상)
하이너 펠트호프(시인, 소설가, 자유기고가, 번역가)

36 독어 서정희(번역가) 열대 (신달자)

37
김혁숙(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한국학과 강사, 번역가)/ 

만프레드 젤쩌(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재학)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은희경)

38 왈 바바라(번역가)/ 이동명(출판사 대표) 조선왕조의궤 (한영우)

39 최문선(서강대 독문과 시간강사)/ 자이페너 크리스토프(서울대 초빙교수) 열두 띠 동물 까꿍 놀이 (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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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작품명(원작자)

40 이기향(번역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글: 조대인/ 그림: 최숙희)

41 독어 이기향(번역가) 메아리(글: 이주홍/ 그림: 김동성)

42 정영순(번역가) / 헤르베르트 야우만(그라이프스발트대학 독문학 교수) 신기생뎐 (이현수)

43 호이슬러 쏘냐(번역가) 서울, 북촌에서 (김유경)

44 이현아(번역가)/ 다니엘 바라하스(NGO Comrade 스페인어 강사) 이대영 희곡집 (이대영)

45 김은경(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올리베리오 코엘료(작가, 저널리스트) 광휘의 속삭임 (정현종)

46 유소연(아카리아스 에이전시 및 고래이야기 출판사 해외 저작권 팀장)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유은실)

47
스페인어 윤선미(단국대학교 및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강사 및

KBS라디오 국제방송국 한-서 번역 프리랜서)
껌 (김기택)

48 유지연(보림출판사 해외사업팀 팀장)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49 고혜선(단국대학교 서문학과 교수)/ 프란치스코 카란차(번역가)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50 김학철(중국 하얼빈공업대학 한국어학과 부교수)/ 정병남(번역가) 도망자 이치도 (성석제)

51 서려홍(번역가)/ 설주(번역가) 깊은 슬픔 (신경숙)

52 김애령(번역가) 아들의 겨울 (김주영)

53 강애영(서울대 국문과 석사 수료) 엄마의 말뚝 (박완서)

54 이정교(동아대, 한국외대 중국학부 강사)/구페이(SBS 북경지국 통번역 담당)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55 허선철(청도 Sekay광고기획사 근무) 달려라, 아비 (김애란)

56 박명애(번역가)/ 리얼(리롱페이) 페스트 (최수철)

57 윤옥금(번역가) 바리데기 (황석영)

58 박선희(대련외국어대 한국어학과 부교수)/ 하동매(대련외국어대 한국어학과 교수, 학과장) 검은 꽃 (김영하)

59 김춘택(연변교육출판사 부편심) 바람과 강 (김원일)

60 이학당(산동대 한국학대학 교수) 전갈 (김원일)

61 정생화(번역가)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62 김재민(한양여자대 중국어과 부교수)/ 맹춘영(한양여자대 중국어과 초빙교수) 조선왕조의궤 (한영우)

63
중국어

호미(중앙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문관규(부산예술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조교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서정오)

64 왕기(중국 산동성 청도호텔 관리학교 교사)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65 남광철(중국 연변자치주 번역국 전직 번역) 아라리 난장 (김주영)

66 송시진(설주)(시인, 번역가) 빛의 제국 (김영하)

67 왕책우(장안대학 관광중국어과 원어민 전임) 너는 모른다 (정이현)

68 이연(번역가)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연수)

69 장위(번역가) 회색인 (최인훈)

70 리옥화(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총편판공실 부주임)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유은실)

71 서정애(주중 북경문화원 한국어 강사) 관계(글: 안도현, 그림: 이혜리)

72 김성심(번역가)/ 김산화(번역가) 해님달님(글: 송재찬/ 그림: 이종미)

73 박정봉/ 도의(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김민수)

74 박성일(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박사 연구생)/ 조연(세명대학교 중국어학과 외국인 교수) 한시 미학 산책 (정민)

75 김련란(청도빈해외국어대 근무)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김연수)

76    와다 케이코(번역가) 독신 (이신조 외)

77 사나다 히로코(릿쿄대 겸임강사) 신경림 시선 (신경림)

78 일어 가나즈 히데미(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칼날과 햇살 (김용만)

79 이양민(통번역가) 침이 고인다 (김애란)

80 하시모토 지호(장안대학교 일본어과 강사) 봄빛 (정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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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작품명(원작자)

81 인단비(번역가)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82 현재훈(번역가) 카스테라 (박민규)

83 이효심(나고야 한국학교 교장)/ 송희복(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남해금산 (이성복)

84 김안숙(서울 서초구 구의회) 미리 가 본 국립중앙박물관 (오명숙)

85 강방화(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번역과 문학번역 강사) 화성에서 온 미루(글: 이성숙/ 그림: 윤미숙)

86
박복미(일본高崎대학 강사)/

일어
선지수(일본 도호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전기과정 재학중)

조선 유학의 거장들 (한형조)

87
이와까다 히사히꼬(부천대학 비서과 원어민 교수, 

부천대학 비서행정과 초빙교수)
조선왕조의궤 (한영우)

88 아이자와 가쿠(번역가) 고구려 건국사 (김기흥)

89 나카무라 가츠야(한문화언어공방)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서연호)

90
승주연(성 페테르스부르크 대학 언어학 석사)/

알렉산드라 구질료바(모스크바 성상화 학교 성상화 제작 및 복원 전공)
침이 고인다 (김애란)

91 그리고리 리(한국학 중앙연구원 석박사 통합과정) 오늘 그리고 내일 (김남조)

92
르즈코프 안드레이(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러시아어 허승철(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바리데기 (황석영)

93
박 미하일(번역가)/ 전 류바(Ten Liubov)(A3-plus, 

Design and Print LLC Company 재직)
둔황의 사랑 (윤후명)

94 나데쯔다 러바(번역가)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연수)

95 마리아 꾸즈네초바(번역가)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96 쩐 티 빅 프엉(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삼국유사 (일연)

97 응웬레투(인하대 한국학과 박사과정(현대문학 전공))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98 훈 호아 튀 띠엔(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 강사)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99 도 옥 루이엔(번역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서정오)

100
베트남어

레 티 투 지앙(하노이 인문사화과학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학과장) 내 동생 싸게 팔아요 (글: 임정자/ 그림: 김영수)

101 레 티 투 지앙(하노이 인문사화과학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학과장)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글: 조대인/ 그림: 최숙희)

102 다오티미칸(한국외대 한국어 연수 중) 어린이 삼국유사1,2 (서정오)

103
송정남(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학과장 및 동영어대학 부학장)/

응웬 프엉 럼(한국외대 박사과정)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윤명철)

104 이동은(한국외대 아랍어과 및 통역대학원 강사)/ 

살라흐 이드리스(카이로 DEO Evangelical German 중등학교 교사)
김소월 시전집 (김소월)

105
아랍어

조희선(명지대학교 아랍자익학과,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회장)/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전임강사)
상행 (김광규)

106
체코어

이바나 그루베로바(번역가) 경허집: 선시선 (경허)

107 또마쉬 호락(프라하 Charles 대학 동아시아 예술, 철학학부 재직) 보조법어 (지눌)

108 불가리아어 루드밀라 아타나소바(한국외대 재직) 한국고전 여성시 (허난설헌 외)

서진석(리투아니아 카우나스 비타우타스 마그누스대학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109 리투아니아어 아시아지역학과 한국학 담당강사)/

사울례 마툴레비치에녜(Vilnius 대학 리투아니아문학과 강사)
어떻게 되었나 (김영하)

110 몽골어
이안나(울란바타르대 한국어학과 한국학연구소장, 부교수)/ 

게 바야르마(울란바타르대학교한국어학과 전임)
나의 집을 떠나며 (현길언)

111 스와힐리어 양철준(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강사, 스와힐리어)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2) 영상 및 공연자막 번역지원

Video and Performance Subtitle Translation Grants

2008년부터국내문화산업관련공공기관과의업무협약을통해해당기관이선정·추천하는영상및공연에대해
자막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영상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국악원, 서울애니메
이션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등 5개기관을통하여 38건을지원하였다. 

Since 2008, LTI Korea has supported video and performance subtitle translation grants for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In 2010, LTI Korea accepted 38 projects from 5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Film Archive, the Art Business Support Center, the National
Gugak Center, the Seoul Animation Center and the Korea Foundation.

[ 2010년 영상자막 번역지원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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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지원기관

1 변신자동차 또봇 영어 하연주 가브리엘 실비안

2 정크빌 상상공작소 영어 유승희 폴 툭스베리

3 천로역정 영어 장해니 달시 파켓
서울애니메이션센터

4 소중한 날의 꿈(2009 지원작/재감수) 영어 - 가브리엘 실비안

5
암살자

일어 동소현 카나즈 히데미

6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7 휴일 일어 이희라 반노 신지

8
검은머리

일어 오미지 연지미

9 영어 조응주 김소라 러셀

10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일어 김명순 박정윤

11 영어 노혜진 달시 파켓

12 독 짓는 늙은이 영어 박찬순 앤드류 김

13
갯마을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14 일어 김명순 박정윤

15
안개

영어 조응주 폴 툭스베리

16 일어 김아선 오영아
한국영상자료원

17
어느 여배우의 고백

영어 박찬순 앤드류 김

18 일어 동소현 조영주

19
야행

영어 노혜진 앤드류 김

20 일어 정희정 조영주

21
돈

영어 유승희 가브리엘 실비안

22 일어 오미지 오영아

23
구름은 흘러도

영어 장해니 리처드 니콜스

24 일어 고니시 나오코 반노 신지

25
만다라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26 일어 이희라 반노 신지



번역 및 출판 지원
T R A N S L A T I O N  A N D  P U B L I C A T I O N  G R A N T S  

KOREA

[ 2010년 공연자막 번역지원 작품 ]

3) 출판지원

Publication Grants

2010년에는 출간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15개 언어권에서 53종의 도서가 출간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
이며 영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권 출간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
겠다. 

53 works in 15 languages were published abroad in 2010 due to the publication grants awarded. These
number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with a steady number of publications made in the
major world languages includ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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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지원기관

1
황진이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2 중국어 왕기맹 손지봉

3 오늘이 영어 하연주 가브리엘 실비안

4 강령탈춤 영어 유승희 리처드 니콜스
국립국악원

5
태평서곡

불어 권지현 자비에 리오데

6 폴란드어 파베우 키다 최성은

7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수정부분)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8 보이첵(연극) 불어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9 천변살롱 영어 장해니 리처드 니콜스 예술경영지원센터

10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11 페르귄트 영어 알리사 김 앤드류 김

12         G20 계기 복합장르음악극 나무 영어 김선미 안선재 한국국제교류재단



[ 2010년도 해외출간지원 대상작 및 출판사 ]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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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검은 꽃 Schwarze Blume: historischer roman 김영하 양한주/ 미카엘 클라우스
konkursbush

Verlag

나도향 대표 Na Dohyang: Der Sohn des Dieners und 엘케 골셔트 정/
2

단편선 <물레방아> andere Erzahlungen
나도향

그란터 리허/ 김향
EOS

3
독어

아, 입이 없는 것들 Gedicht Band 이성복 강여규/ 우베 콜베 Wallstein

4 운영전 Die Geschichte der Unyong 작자 미상 렌타 렌트너 Peperkorn

5 이옥의 전과 부 Trauer ueber einen Schmetterling 이옥 왈 바바라/ 이동명 Peperkorn

6 퇴계시선
Toegye: Als der Hahn im Dorf am Fluβkrahte,

이황 최두환/ 최레기네 Edition Deltahing der Mond noch im Dachgesims  

7 구운몽 Сонвзаоблачныx высяx 김만중 뜨로체비치 Гиперион

나타샤 세르게예브나
Pushikinskiy

8 김동리 단편선 ПΛАЧ СОРОКИ 김동리 시로트코-시비르스카야/ 

백승무
Dom

9 마당 깊은 집 Дом c rлyбoкимдвором : Pоман 김원일 그리고리 리
Moscow 

University Press

10 만인보
Ичерныйжуравль

고은
이은경/ Khudozhestven

спускалсяснебес… 스타니 슬라브 리 naya Literatura

11  러시아어 박완서 단편소설선 Какихмного! : Рассказы 박완서 함영준/ 이상윤 Vremya

12 비밀과 거짓말 Тайнаиложь 은희경 이상윤/ 조근희 Vremya

13 서편제 Songs of Westland 이청준
정인순/ Moscow

이리나 카사트키나 University Press

HACTABΛEHИΕ ЦΑΡЮ ЦΒΕΤΟΒ: 김부식 외
Hyperion

14 한국한문학선집 Βысокая проза
6인

뜨로체비치 Publishing 

Кореи XI-XVIII веков House

15 흙속에 저 바람속에 ВТЕХ КРАЯХ, НАТЕХВЕТРАХ 이어령
정인순/

Natalis
이리나 카사트키나

16 김유정 단편선 Tuyen tap truyen ngan: Kim You-jeoong 김유정 이정숙/ 응웬 티 김 쭝
NHA XUAT BAN

HOI NHA VAN

17 내일의 노래 bai hat ngay mai 고은 레 당 호안
bai hat ngay

mai

Nha xuat ban 
18 미스 사이공 Miss Sai gon 이동수 배양수/ 히우 팅

Van hoc

Publishing

19 베트남어 이상 단편선 TUYENTAPTRUY ENNGAN 이상 하밍타잉 Houseof Writers’

Association

20 채식주의자 NGUOI AN CHAY 한강 황하이번
Tre Publishing

House CO., LTD.

21 퀴즈쇼 CHOI QUIZ SHOW 김영하 응웬 티 히엔
Tre Publishing

House CO., LTD.

22 한국문학강의 NHUNGBAIGIA NGVANHOCHA NQUOC 조동일 외 쩐 티 빅 프엉
NhaXuatBanVa

nHoc

23 불가리아어 한국고전문학 입문서
Корейскакласическа 고미숙, 

최권진/ 김소영 Iztok-zapad
литература 정민, 정병설

Anthologie de la poesie Editions
24 불어 16세기 가사와 시조

coreenne du 16e siecle
송순 외 이병주/ 오딜 샤르메이으

Memoire Vivante

c

c

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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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물 있사옵니다 A la Soupe! 이근삼 김현숙 Editions IMAGO

26 불어 리진 Li Chin 신경숙
임영희/ Philippe

프랑스와즈 때롱 Picquier

27 이현화 희곡집 Qui etes-vous? 이현화 임혜경/ 카티 라뺑 Imago

28 세르비아어 한국대표시선집 ДАМАРИ ЖИВОТА 김소월 외 김지향
AKADEMSKA

KNJIGA

29 식물들의 사생활 La vida secreta de las plantas 이승우
조갑동/ 

Ermitano
베르나르디노 에르난도

30
스페인어

가을의 환 Espejismos de otono 김채원 권은희/ 성초림 Ermitano

31 한국 5인선 Cinco  Poetas Contemporaneos de Corea 고은 외 정권태 Aldus

32 길 위의 집 A House on the Road 이혜경 이수분 Stallion Press

33 김영랑 시집 Until Peonies Bloom 김영랑 안선재 Merwin Asia

34
난 유리로 만든 배를

I Drift on Unknown Waters in a Glass Boat 전경린 정혜진/ 레베카 킹 Stallion Press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

35 남해금산/ 뒹구는 돌 I Heard Life Calling Me 이성복 전혜진/ 죠지 시드니
Cornell East

Asia Series

36 먼 길 The Long Road 김인숙 스테판 앱스타인 Merwin Asia

37 영어 목민심서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정약용 최병현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8
법정스님

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법정 브라이언 배리
Jain Publishing

에세이 모음집 Company

39
소설가 구보씨의

On the Eve of the Uprising 박태원 외 박선영/ 제프 가트롤
Cornell 

하루 외 East Asia Series

40 아늑한 길 The Cozy Path 정찬 이보경 Stallion Press

41 열하일기 Jehol Diary 박지원 최양희 Global Oriental

42 한국현대단편선 A Moment’s Grace 김동리 외 존 홀스타인
Cornell East

Asia Series

43 이태리어 왕오천축국전
Pellegrinaggio alle 

혜초 마우리찌오 리오또
O barra O 

cinque regioni dell’India edizioni

44 그러나 されど 홍성원 안우식 本の泉社

45
일본어

까마귀 軍艦島 한수산
야스오카 아키코/

Sakuhinsha
카와무라 아코

46 멸치 漁 김주영 권혁률 吉林大學出版社

47 중국어 백낙청 평론선 白樂晴 分斷體制·民族文學 백낙청
이욱연/ 쭈메이/ 臺灣社會

쑨하이룽 硏究雜誌社

48 봉순이 언니 順姐姐 공지영 김련순 二十一世紀出版社

49 체코어 매월당 김시습 시선집 Kim Si-sup Slysim padat snih 김시습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50 터키어 원미동 사람들 Uzak ve Guzel Mahalle 양귀자 괵셀 튀르퀘쥬 DeltaPublishing 

51 포르투갈어 한국현대단편소설선 Contos Contemporaneos Coreanos 김채원 외 임윤정 Landy Editora

아담 쇼스트키에비츠,
Społeczny

52 고은 시선집 Raptem deszcz 고은 Instytut 

폴란드어

미에치스와프 고딘
WydawniczyZnak

53 꿈꾸는 우리 민화
Tradycyjnemalarstwokoreanskie.

윤열수 킨가 드굴스카 DIALOG
Symboleiwierzenia

¨



3. 출판저작권수출활성화사업
Copyright Export Vitalization Project

2010년한국문학번역원의출판저작권수출활성화사업은한국도서의해외출간촉진을위해국내외출판사및에
이전시를대상으로 1)출판제안서번역및제작지원, 2)해외출간지원, 3)해외출판마케팅지원등총세
개분야에서다각도로지원했다.

- 출출판제안서번역및제작지원사업
2010년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초록 322건, 샘플 351건,

PDF147건)함과동시에, 번역원번역지원대상도서및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 내자사추천도서
의 초록번역과 PDF제작을 진행(초록 493건, PDF 404건)해 해당 출판사에 제공했다. 이로써 본 사업
이용률이낮은중소규모출판사와저작권수출이활발하지않은인문문학분야의도서들도지원할수
있었다. 총지원규모는141개출판사, 849종도서, 초록 815건, 샘플 351건, PDF 551건으로지난해에비
해지원건수와수혜출판사수가모두크게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한국문학및아동도서해외소개
확대를위한소책자를각각3,000부씩제작했고, 이책자는2011년도해외도서전에서배포될예정이다.

- 해해외출판지원사업
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판을 준비 중인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해외출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3차

에걸친지원마감과선정회의를통해 9개언어권 11개국 31개출판사 68건 109책을지원하였다. 2009
년에이어해외출판지원대상은한국도서의주요수입국인대만과중국에각각 17건, 30건씩으로집중
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해해외출판마케팅지원사업
해외출판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도서의 출판기념회 및 출판마케팅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의

42

국가(11개국) 가족/교육 만화 문학/픽션 실용/경영 아동 (1~5세) 아동 (6~9세) 예술/여행 인문/과학 청소년 합계

대만 3종 2종 1종 3종 1종 7종 17종

독일 1종 1종

미국 1종 1종

브라질 2종 2종

스페인 1종 1종

아르헨티나 2종 2종

일본 3종 2종 1종 6종

중국 1종 1종 6종 1종 1종 4종 6종 5종 5종 30종

폴란드 1종 1종

프랑스 3종 1종 1종 5종

헝가리 2종 2종

총합계 4종 7종 10종 3종 4종 12종 8종 7종 13종 68종



항공비및체류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0년에는브라질, 베트남, 이탈리아에서열린
3종 도서의 홍보 마케팅 행사에 작가 참석을 지원하였고, 2006년 <한국고전문학시리즈>로 협약을 맺
은러시아의도서 2종에대한홍보마케팅행사를추가로지원하였다.

[ 2010 해외출판마케팅 지원사업 ]

In 2010, LTI Korea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Copyright exports to publishers abroad. 3 areas
of focus were determined to promote copyright export interest to publishers at home and
abroad: 1) Copyright Export Proposal and Production Grants, 2) Overseas Publication Grants
and 3) Overseas Publishing Marketing Grants

- CCopyright EExport PProposal aand PProduction GGrant
In 2010, as in previous years, we accepted applications from domestic publishers and agencies for 322

Abstracts, 351 Sample translations, and 147 PDF Brochures. We also provided publishers with
493 Abstracts and 404 PDF Brochures for books on the LTI Korea Recommended Works list and
books recommended by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In this way, we were able to support smaller publishing companies that do not have strong ties with LTI
Korea, and also support books in the humanities that lack copyright exports. The total of
projects completed were 815 Abstracts, 351 Sample Translations, 551 PDF Brochures from 849
books by 141 publishers. The total number of projects completed and the number of publishers
involved have greatly increased from last year. In addition,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abroad, LTI Korea published 3,000 pamphlet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hese brochures will be circulated at international book fairs in 2011.

- OOverseas PPublication GGrants
LTI Korea provides publication grants for overseas publishers who have already purchased copyrigh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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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출판 지원
T R A N S L A T I O N  A N D  P U B L I C A T I O N  G R A N T S  

KOREA

연번 국가 출판사 도서명 저자 장르

1 브라질 Cosac & Naify Edicoes Ltda 거울속으로 이수지 아동

2 이탈리아 Lietocolle 고은시선 고은 문학

3 러시아 Hyperion Publishing House 구운몽 김만중 문학

4 러시아 Hyperion Publishing House 한국한문학선집 김부식 외 문학

5 베트남 Publishing House of Writers’Association-Vietnam 내일의 노래 고은 문학

s



Korean books. Through 3 rounds of application deadlines and selection meetings 109 books
from 68 publishers and 31 countries in 9 languages were awarded grants. As in 2009, most of
the grants were awarded to Taiwan and China with 17 and 30 works each. 

- OOverseas PPublishing MMarketing GGrants
LTI Korea provides overseas marketing grants to support publication marketing events and publication

ceremonies of Korean books abroad. Writers who participate in such events are awarded the
airfare as well as room and board. In 2010, grants were awarded to writers participating in
marketing events in Brazil, Vietnam and Italy. Support was also offered to events held in Russia
in relation to the 2006 <Korean Classic Series> convention. 

6. 한국도서 소개 포털사이트 운영

Website for Korean Books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이하 KBPP, 주소: www.koreanbooks.or.kr) 웹사이트는한국도서의해외
수출진흥포털사이트이다. 한국문학에관심을가지고있는해외출판사, 에이전시, 한국문학을알리려
모색하는국내출판사/에이전시를주대상으로하고있다.

200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KBPP 온라인시스템은 2008년 데이터베이스 통합작업을 거쳐 현재 국내외 430여
개의출판사및에이전시가회원으로등록되어있다. 회원들에게정확하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
해도서및출판사정보의업데이트를꾸준히실시해왔으며, 온라인사업신청도보다편리하게이용할
수있도록사용자편의성을고려하여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용자의편의성을증대하기위해번역원은 2011년부터기존의 KBPP 사이트에서제공하던모든서비스
를새롭게구축하는KLTI 포털사이트내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여통합적인정보시스템속에서제공
할예정이다.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KBPP: www.koreanbooks.or.kr) is a website constructed to promote
Korean books abroad. The website targets overseas publishers and agencie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domestic publishers and agencies seeking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KBPP online system was first launched in 2007 and a database integration process was completed in
2008. About 430 publishers and agencies from both home and aboard are now registered
members. Data is constantly updated to provide members with practical and accurate
information on books and publishers. Our user-friendly services allow members to apply for
various grants online as well. 

In 2011, in order to increase user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KBPP, we plan to integrate the existing
system into the KLTI website. All of the services offered at the KBPP website will be accessible
via the KLTI website in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mat that is user-friendl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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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문학 해외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2010년도해외교류사업은KLTI 포럼, 수교기념문학행사, 해외교류기획사업, 세계작가축제, 작가레지던스프로
그램, 해외독자대상독후감대회등을통해한국문학이전세계의다양한독자들에게좀더다가서는데
기여했다.

KLTI 포럼은한국작가, 번역가, 출판인, 언론인등이한데모여한국문학수용과관련된다양한의견을나눔으로
써, 현지에서의한국문학인지도를제고하고한국도서의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기획된행사로, 2010
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칸디나비아(핀란드와 스웨덴), 중국, 일본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
다. 향후에도세계주요거점지역에서지속적으로 KLTI 포럼을추진하여한국문학의저변을확대하고
현지화에이바지할수있는행사로발전시킬계획이다.

2010년도는 스페인과의 수교 60주년, 몽골 및 러시아와의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작가교류 행사를 통
해양국문인간의우애를돈독히함과동시에양국문화교류확대의기반을다지는뜻깊은해가되었다.

5월에는 세계 11개국에서 초청한 12명의 작가와한국작가 12명이 한 데 모여작품세계에대하여토론하고작품
낭독을하며우애를다지는‘2010 세계작가축제’를개최하였다. 이번으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이행사
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학과 한국문학이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한국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다가서는데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독일베를린, 미국아이오와와오하이오, 프랑스파리, 스페인살라망카에작가 1인씩을파견하는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세계 16개국에서‘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
최하여한국문학의저변확대도힘썼다. 

In 2010,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contributed to bringing Korean literature closer to readers
across the globe by holding events such as the KLTI Forum, literary events in commemo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ternational
writers’festivals, writers’overseas residency Programs, and book review competitions for
readers overseas.

The KLTI Forum was launched as a venue for Korean writers, translators, publishers, and press to
exchange their views on the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ereby review the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d promote the distribution of Korean books. In 2010, th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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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held in a total of six regions; the US, France, Germany, Scandinavia (Finland and Sweden),
China, and Japan. The KLTI Forum will continue to be held in significant regions around the
world, expanding the base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year 2010 marked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pain relations and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
Russia relations. Consequently, it was a meaningful year of consolidating friendship among
literary person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expanded cultural exchanges through various
writer-exchange programs.

In May, the “2010 International Writers’Festival”was held with 12 writers hailing from 11 countries and
an additional 12 writers from Korea. The participants cultivated 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discussions of literature and readings of their work. This was the 3rd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hosted by LTI Korea,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exchanges between various literary
cultures and furthering the advancement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literary scene. 

In addition to these events, the Writers’overseas residency Program sent writers to Berlin in Germany,
Iowa and Ohio in the US, Paris in France, and Salamanca in Spain. The “Book Review Contest
for Overseas Readers”was held in 16 countries and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abroad.

1. 문학행사
Literary Events

- 한-독일 문학행사

KLTI 독일포럼이열렸던주베를린한국문화원에서함께있었던한-독
일문학행사에는독일어로소설이번역출간된소설가김원
일, 성석제, 은희경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 현지출판인, 한국학과학생등과한국문학에관심있는일반독자까지약 70명의청중이모였
다. 행사는한국문학을소개하려는의미와함께작품낭독회를자주개최하는유럽현지의분위기에맞
춰세작가의한국어작품낭독과독일어작품낭독을병행해진행됐으며, 한국작가및한국문학작품에
대한청중의관심과집중도가높아한국문학을현지에알리는데있어좋은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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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헝가리 문학행사

한-독일문학행사와연이어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도처음으로한국문학행사를개최했다. 참석작가는소설가김
원일, 성석제, 은희경으로같았다. 헝가리작가협회와번역원의공동주관으로이루어진행사로번역원
은 2010년헝가리작가협회가발행하는문예지‘머저르넙플로’의한국문
학 특집기사 게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번역원의 지원으로 작가
를파견하거나혹은헝가리작가가‘2006 서울, 젊은작가들’행사에참여
한적은있었지만직접적으로한국작가가 참여하는문학행사를헝가리에
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헝가리 국민배우로
알려진 차싸르 언겔러가 직접 작품 낭독을 맡아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이
한국문학을느끼고이해하는것이보다수월했다. 

- 한-멕시코 문학행사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도서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도
서전에 맞춰 소설가 은희경, 박민규, 평론가 김동식을 파견했다. 은희경
의『새의 선물』, 박민규의「코리언 스탠더즈」의 스페인어 출간을 기념하
여 과달라하라 도서전, 과달라하라대학 등에서 한국문학 강연회 및 낭독
회가열렸으며, 현지언론과의인터뷰가진행되었다. 특히이번문학행사
에는한국문학평론가를파견함으로써현지인들의한국문학에대한올바
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번역원은 2006년 이래 과달라하라도서전
에참가하고한국문학관련행사를개최함으로써중남미문화권내에한국
문학을 지속적으로 홍
보해오고있다.

- 기타 문학행사

한국문학번역원은 2010년 한 해,
상기의 행사 이외에도
해외 문학행사에의 한
국작가 파견, 국내외에
서 개최되는 한국문학
및 번역관련 행사 지원
등 21건의 다양한 행사
를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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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사명 행사월

1 <인도-한 센터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 파견 1월

2 타이페이 국제도서전 한국작가 파견 1월

3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대학 (UBC) 한국학과 2010년 봄학기 지원 1~4월

4 영국 셰필드대학 한국학과 2010년 봄학기 지원 2~6월

5 AAS 도서전 참가 및 콜럼비아대 도서 기증 3월

6 코스타리카 국제 시 축제 작가 파견 4월

7 인천 AALA 문학포럼 참가 4월

8 중국어역『멸치』출판기념 문학행사 참가 5월

9 한중작가회의 참석 5월

10 인도 타고르 문학상 수상자 초청 간담회 6월

11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세미나 지원 6월

12 한중어문학교류연구 국제학술대회 참가 7월

13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한국학 스페셜 포럼 지원 8월

14 한국 시 낭송의 밤 지원 9월

15 인도작가 초청 레지던스 작가파견 2회 9~10월, 12~’11년 1월

16 북미한국문학워크샵 지원 10월

17 G20 「세계문학기행」행사 도서전시 및 기증 11월

18 제3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스페인 시문학 분과 자료집 제작 지원 11월

19 한국문학 전문블로그『글마당』운영자 초청 12월

20 일본 Kodansha 업무협약체결 12월

21 영문 문예지 AZALEA 출판 지원 ‘11년 1월



- KKorea-Germany LLiterary EEvent
The Korea-Germany Literary Event was held alongside the KLTI Forum in Germany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Berlin. Korean writers Kim Won-il, Sung Sukje, and Eun Hee-Kyung, whose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German, participated in the event. An audience of about 70 people
consisting of professional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local publishers, students of Korean
studies, and general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participated in the event. Coupling
the European culture of reciting works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the
audience, three writers recited their works in both Korean and German. Due to the high level
of interest from participants, the event served 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on a local scale.

- KKorea-Hungary LLiterary EEvent
Following the literary event in Germany, a Korea-Hungary Literary Event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Budapest, Hungary. The participating writers were the same writers as in Germany; Kim Won-
il, Sung Sukjae, and Eun Hee-Kyung. The event was co-hosted by the Hungarian Writers’
Association and LTI Korea. In 2010, LTI Korea also contributed a feature article on Korean
literature in a literary magazine published by the Hungarian Writers’Association, The
Hungarian Diary. In the past, Korean writers supported by LTI Korea have visited Hungary.
Likewise Hungarian writers have participated in events in Korea such as the “2006 Seoul,
Young Writers Fastival”. But this was the first time a literary event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Korean writers was held in Hungary. For this event, the renowned Hungarian actor Czaszar
Angela was invited to read aloud selected works from Korean literature. His reading helped the
audience to be more understanding of and susceptible to the emotions behind Korean
literature.

- KKorea-Mexico LLiterary EEvent
Held from late November to early December, the Mexico Guadalajara Book Fair is the largest book fair in

all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Korean writers Eun Hee-Kyung and Park Min-gyu, and literary
critic Kim Dong-shik participated in the festivities. Lectures, recitations, and interviews with the
local press were held at locations such as the Guadalajara Book Fair and the University of
Guadalajara to celebrate the publications of the Spanish version of Eun’s Gift of the Bird and
Park’s Korean Standards. LTI Korea enlisted a Korean literary critic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nd this helped provide locals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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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TI has continuously promoted Korean literature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by
participating in the Guadalajara Book Fair and hosting related events on Korean literature.

- OOther LLiterary EEvents
Besides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LTI Korea sponsored 21 other events, including the dispatch of

Korean writers to literary events overseas and spons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ents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2. 2010 세계작가축제
2010 Seoul International Writer s Festival           

올해로 3회를맞는세계작가축제는‘환상 + 공감’을주제로해외작가와한국작가각 12명씩모두 24명이참가한
가운데열렸다. 서울문학의집에서환영리셉션과개회식을시작으로 5일간의일정에들어간세계작가
축제는, ‘서울, 젊은 작가들’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던 이전 두 차례 행사와는 달리 모든 연령대의 작
가들을아우를수있도록초청범위를넓혔다.

이번축제에는 <오스카와오의짧고놀라운삶>으로퓰리처상을수상한주노디아즈를비롯해 <백만장자를위한
공짜음식>의 재미 소설가 이민진(미국), 핀란드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레나 크론, <펭귄의 우울>로 국
내에알려진우크라이나의안드레이쿠르코브, <레이캬비크 101>의아이슬란드작가하들그리뮈르헬
가손등이참가했다. 시인으로는한국계인마야리랭그바드(덴마크), 에드윈썸부(싱가포르), 비벡 나
라야난(인도), 이네스 아바시(튀니지), 질 시르(캐나다)가, 아동문학가로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폴
란드), 기타무라 사토시(일본)가 참가했다. 한국 작가로는 소설가 김애란, 박형서, 배수아, 정찬, 편혜
영, 시인권혁웅, 김민정, 김행숙, 나희덕, 최승호, 아동문학가김혜진, 김남중이자리를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작가와 해외 작가 1명씩 팀을 이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 일부를 읽어주는 낭독회와,
이어독자들이궁금해하는작품세계와구상과정등을밝히는‘작가들의수다’를진행했다. 수다의주
제는‘내작품속의환상’이었다. 3일째에는전주한옥마을을찾아떡메치기와다도등을체험하고한
정식과막걸리등을맛보기도했다. 행사마지막날에는서울코엑스에서열린서울국제도서전을찾아
또한번낭독회와사인회를열고, 이어환송만찬을가짐으로써, 5일간의축제일정이마감되었다.

참가작가들은이번축제를통해작가간의교류뿐만아니라, 독자와도보다친밀하게소통할수있는기회를가졌
다. 본원은 앞으로도 세계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내작가들이 각국의 작가들과 인적 네트워
크를구축하고문학의지평을넓혀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이문학축제를격년으로계속개최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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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0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opened for the third year this year, with 24 participants - 12
from Korea and 12 from abroad - under the theme “Fantasy + Empathy”. The festival, which
started with a welcoming reception and opening ceremony at the Seoul Literature House and
continued for five days, differed from the past two festivals titled “Seoul, Young Writers
festival”in that writers of all ages were able to interact together.  

This year’s participants were Pulitzer Prize winner Junot Diaz <The Brief Wondrous Life of Oscar Wao>,
Korean-American writer Min Jin Lee <Free Food for Millionaires>, Finnish writer Leena Krohn,
Ukranian writer Andrey Kurkov <Death and the Penguin>, and Icelandic writer Hallgrimur
Helgason <101 Reykjavik>. Participating poets included Maja Lee Langvad from Denmark,
Edwin Thumboo from Singapore, Vivek Narayanan from India, Ines Abassi from Tunisia, Gilles
Cyr from Canada, children’s writer Iwona Chmielewska from Poland, and Satoshi Kitamura from
Japan. Korean fiction writers that participated included Ae-ran Kim, Hyoung-Nyuh Park, Suah
Bae, Chan Jeong, Hye-young Pyun, poets Hyeok-woong Kwon, Min-jeong Kim, Haeng-sook
Kim, Hee-duk Ra, Seung-ho Choi, children’s writer Hye-jin Kim, and Nam-joong Kim.

The event consisted of readings, where a Korean writer and a foreign writer were paired up to introduce
works of literature to the audience, and then a Q&A session took place. During this time,
readers were able to converse with writers about the writing process. The theme of the
conversation was “Fantasy in Writing”. On the third day, the writers traveled to Jeonju Hanok
Village, experiencing the making of “Tteok”, Korean rice-cake, and participating in a traditional
tea ceremony. Afterwards, they sampled Korean cuisine and Makgeoli, a naturally fermented
alcohol.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readings and signings were held at the International
Book Fair at the COEX Mall, followed by a final banquet, which ended the five-day festival. 

Through this event,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not
only interact with other writers but also communicate
closely with readers. In hopes of continuousl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network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riters and expanding the
influence of Korean literature, LTI Korea plans to host
the festival bienn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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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학번역출판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한국희곡과연극의해외소개를위한번역과출판’을주제로한 <제 9회한국문학번역출판국제워크숍>이 6월
25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한국 문학도서의 해외 소개에서
한 발 나아가 한국희곡과 연극의 해외 진출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극작가 및 국내외 공연 관계자, 번역
가, 학자등다양한관련분야의전문가가함께발표하고토론하는시간을가졌다.  

[ 제 9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

The 9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was held on June
25th 2010, at the COEX Conference Center, under the theme of Introducing Korean Theatre and
Plays Overseas through Translation and Publishing.

At this international workshop, not only was the initial aim of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chieved but playwrights, theater industry professionals, translators,
academics and other experts from related field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re in attendance and discussed the possibilities in how the
translation and export of Korean theater and plays could be further facilitated.  

4. 국제도서전
International Book Fairs

- 미국 아시아학협회 도서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필라델피아에서열린미국아시아학회(AAS) 도서전에참가했다. 이 도서전은미국
현지와아시아지역의대학출판사, 학자들이출판물을전시하고, 아시아학관련토의와강연을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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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발제자 주제

기조강연 이윤택(시인, 극작연출가) 한국희곡과 해외연극

발제 1 한유미(공연 예술 번역/자막가)
프랑스에서 한국 희곡을 번역하고 공연 자막을 만드는 것 : 

번역이론과 실제에 대한 소고

발제 2 최석규(아시아 나우 프로듀서) 신체연극(Physical Theatre)에서 희곡자막의 효과적인 소통 찾기

발제 3
마디아스 R. 엔트레스

유럽 관객을 위한 판소리의 번역과 공연
(독일 음악평론가, 큐레이터, 작가)

발제 4
에르베 페조디에 프랑스에서 한국 희곡을 출판한다는 것 : “센느 코레안느 (SCENES

(프랑스 이마고 출판사 편집장, 극작가) COREENNES)”콜렉션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전망

발제 5 박찬응(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다국적 판소리 창작과 공연의 체험적 논고

、

、



자리다. 2010년 도서전에는 107개 출판사가 전시에 참가하고, 282개 세션을 통해 730여 명의 학자가
발표했다. 참가한 주요 출판사는 코넬대, 듀크대, 콜럼비아대, 하버드대, 캘리포니아대 등이다. 한국
관련세션은총 20여개가마련되어, ‘허물어지는한국의경계’, ‘동북아안보와안정에걸림돌인북한’,
‘20세기 일본과한국의예술, 그리고 전쟁’등의주제가다뤄졌다. 한국문학번역원은영어로번역·출
간된도서 43종전시를통해본원사업을안내하는등, 미국내에서의한국도서의번역·출판확대노력
에주력했다. 

-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제47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참가했다. 이번 도서전에서 번역원은‘가족’을
주제로한한국그림책소개행사‘Showcasing Family’를 개최하고, 전시장내마련된행사장에서한
국 동화구연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도서전에는 아동문학평론가 김서정, 김지은, 그
리고동화책일러스트레이터조혜란이참석했다. 도서전참가이외에도베니스카포스카리대학동양학
부학생을대상으로한한국아동문학특강과볼로냐동양학연구소방문등다양한한국도서홍보활동
을벌였다. 

- 서울 국제도서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0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2010 서울국제도서전의 주
빈국이었던프랑스는프랑스유명작가초청행사뿐만아니라프랑스어로된원서및프랑스관련도서
전시, 프랑스출판포럼등다양한관련행사및전시를진행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개언어권의한
국문학번역서및문화 / 예술 / 아동분야에서다양한주제의번역서를전시하고, 한국문학번역서소개
를위한간행물과기관소개자료를관람객에배포했다. 

- 도쿄도서전

7월 8일부터 11일까지아시아최대규모의국제도서전인일본도쿄도서전에참가했다. 올해도쿄도서전에는우리
원의지원을받아일본에서출판된도서 18종및전문선정위원단의심사를거쳐엄선된한국아동도서
19종을 전시하여 세계 각지의 출판인과 일본 독자에게 선보이고, 한국도서 해외소개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 등 번역원발행간행물과기관소개자료, 도서 엽서등도서소개자료를관람
객에배포했다.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세계최대규모의국제도서전인독일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참가했다. 111개국 7,533개출
판사가 전시부스를개설한올해도서전의주빈국은아르헨티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7개 언어권 30
여종의번역서와본원발간홍보물들을함께전시하며한국도서와본원사업을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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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라하라 도서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중남미최대도서전인멕시코과달라하라도서전에참가하여본원발
간 홍보물들과 함께 한국문학번역서 및 문화예술도서 20여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본원
은 2006년 이래과달라하라도서전에참가, 도서전전후로다양한문학행사를개최함으
로써한국문학번역및출판의성과를보다적극적으로알려오고있다. 

- TThe BBook FFair oof tthe AAssociation ffor AAsian SStudies ((AAS)
LTI Korea participated in the Book Fair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which was held from

March 25th to 28th, 2010 in Philadelphia. University presses and scholars from the U.S. and
Asia attended the book fair and held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opics related to Asian Studies.
This year’s book fair was attended by 107 publishers and 730 academics spoke through the 282
sessions that were held. The main publishers that attended were Cornell University Press, Duke
University Pr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and California University
Press. A total of 20 sessions related to Korea were held under themes such as “Disintegration of
Korean Borders”, “North Korea: Obstacle of Security and Comfort in North East Asia”, “20th
Century Art and War of Japan and Korea”. LTI Korea displayed 43 Korean book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made efforts to increas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books in the United
States.

- BBolognaa CChildren’s BBook FFair
LTI Korea attended the 47th Bologna Children’s Book Fair held from March 23rd to 26th. At this book

fair, LTI Korea held an event under the theme of “Showcasing Family”to introduce Korean
picture books and hosted Korean storybook readings and meetings with writers at the event
hall within the exhibition space. Children’s book critic Kim Suh-jung and Kim Ji-eun along with
storybook illustrator Cho Hye-Ran attended this book fair. Asides from the book fair, LTI Korea
further promoted Korean literature through holding a special lecture for Asian studies students
at Ca’Foscari University in Venice o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by visiting the Bologna’s
Center of Asian Studies (Centro Studi d’Arte Estremo-Orientale). 

- SSeoul IInternational BBook FFair
LTI Korea attended the 2010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May 12th to 16th at the COEX

conference center in Seoul. The book fair’s main featured country, France, invited prominent
French writers, displayed books in French and hosted various events and exhibitions such as
the French Publication Forum. LTI Korea displayed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books in various genres, including culture, arts, and children’s literature, in 28 languages, and
also distributed publications and materials introducing LTI Korea to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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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okyo IInternational BBook FFair
LTI Korea attended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the largest of its kind in Asia, from July 8th to 11th. At

this year’s fair, LTI Korea displayed 18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Japan through LTI funding
as well as 19 books that were carefully selected through a committee of judges for publishers
from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the Japanese audience. Additionally, LTI Korea distributed
publications and material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nd LTI Korea including list_Books
from Korea to visitors. 

- FFrankfurt BBook FFair
LTI Korea attended Frankfurt Book Fair,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from October 5th to 10th,

2010. The main featured country for this year’s fair where 111 countries were in attendance and
7,533 booths were opened, was Argentina. LTI Korea displayed 30 translated works in 7
languages, promoting Korean books and the institution’s projects. 

- GGuadalajara IInternational BBook FFair
LTI Korea attended the Guadalajara Book Fair, the largest book fair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from

November 27th to December 2nd in Mexico. LTI Korea displayed 20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s well as promotion materials issued by the institution. LTI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since 2006, informing
other countries about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5. 작가레지던스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s

국내외작가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지난 2003년에시작한작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이 2010에는 4개국 5
개기관에서진행되었다. 

참가작가로는미국아이오와대국제창작프로그램에조용미(시인),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레지던스프로그램에
김언(시인), 독일 베를린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성석제(소설가), 프랑스 파리7대학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권지예(소설가), 스페인살라망카대학레지던스프로그램에서영은(소설가), 5인이각각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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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작가들은 6월에서 12월사이약 3개월간현지에머물며각종토론회, 낭독회등에참가하고, 현지작가, 한
국학자,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한국문학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각국 고유의 문화를 접하고 얻은
감상과경험을활용하여새로이구상중이던작품활동을마무리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established in 2003 to enhance writers’creative
capacities and facilitate association with writers from abroad, was held in 5 institutions in 4
countries in 2010.  

Poet Cho Yong Mee was sent to the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IWP) at the University of Iowa, poet
Kim Un to the Ohio State University residency program, novelist Sung Suk-je to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in Germany, novelist Kwon Ji-ye the Paris 7 University residency program,
novelist So Young-eun to the residency program in Salamanca University in Spain. 

The five selected writers stayed at the different locations for three months between June and December,
participating in various discussions, book readings, and book fairs. During their stay, they
engaged in active association with local writers and scholars and students of Korean studies,
sharing with them the strength of Korean literature. They accomplished various achievements
as well, such as completing their work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the local culture.

6. 번역가레지던스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를 초청해 연구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한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생산하기 위
해 시작한‘해외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2010년 4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9개 언어권 18명의
번역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번역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문학
연구의 기회를 제공했다. 

해외원어민번역가초청연수사업초청자들은체류기간동안총 6회의작가와의만남을통해다양한작가들과심
도있는토론을나누었다. 총 8회에걸쳐진행된번역가세미나는한국문학의흐름을이해하고우수번
역은무엇인가에대한토론및의견을교환할수있는장이되었다. 또한윤흥길(익산및부안), 정현종
(제주도), 이승우(장흥) 작가와함께작품의배경이었던공간과문화유산을답사하며한국문화를가까
이에서체험하고한국문학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다. 이 외에도‘제4회세계번역가대회’, 작가와
의만남및번역세미나및워크샵, 한국문학번역원번역아카데미수강생들인‘예비번역가와의만남’
에참여하였으며, 개인별로작가와출판사관계자들을만나는등번역연구를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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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기행 : 총 3회 진행

·윤흥길(2010.10.27~28/전북익산및부안), 정현종(2011.1.5~7/제주도), 이승우(2011.2.17~18/전남장흥)

- 작가와의 만남 : 총 6회 진행

· 윤대녕(2010.10.7), 박범신(2010.12.21), 정호승(2011.1.11), 배수아(2011.1.25), 정찬(2011.2.8), 하성란
(2011.2.21)

- 번역 세미나 및 워크샵: 총 8회 진행

·레지던스번역가세미나1: 번역원 / 2010.9.7
·현대문학전문가와의만남세미나: 번역원 / 2010.11.9 
·아틀리에번역가와의심포지움: 번역원 / 2010.11.17
·레지던스번역가세미나2: 번역원 / 2010.12.16 
·글로벌시대의한국연극세미나: 번역원 / 2011.1.19
·러시아어권번역가세미나: 서울대학교 / 2011.1.25
·중국어권번역가세미나: 서울대학교 / 2011.2.23
·독일어권번역가세미나: 고려대학교 / 2011.2.24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which invites overseas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was launched 4 years ago to produce outstanding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through supporting their research. This year 18 translators from 9 countries were
invited and given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Korean literature through
meetings with writers, literary travels and translation seminars.  

Invitees of the residency program held in-depth discussions with writers through a total of 6 meetings
during their stay. The translation seminars that were held a total of 8 times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and communicate opinions on trends in Korean literature and
qualifications of outstanding translation. In addition, participants went on literary travels with
Yoon Heung-gil (Iksan and Busan), Jung Hyun-jong (Jeju Island), Lee Seung-woo (Jangheung)
where they visited the settings of the writers’own works. They were able to further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se visits and by experiencing Korean culture
at a close hand. Besides this they attended “4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had
meetings with writers, went to translation seminars and workshops, participated in “Meeting
with Future Translators”with trainees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and met with publishers to
further their research i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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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TTravel: 33 ttimes
·Yoon Heung-gil (2010.10.27~28 Iksan and Buan), Jung Hyun-jong (2011.1.5~7 Jeju Island), Lee Seung-

woo (2011.2.17~18 Jangheung)

- MMeeting wwith WWriters: 66 ttimes
·Yoon Dae-nyung (2010.10.7), Park Bum-shin (2010.12.21), Jung Ho-seung (2011.1.11),  Bae Soo-ah

(2011.1.25), Jung Chan (2011.2.8), Ha Sung-lan (2011.2.21)

- TTranslation SSeminar aand WWorkshop: 88 ttimes
·Residence Translator Seminar 1: LTI Korea/ 2010.9.7
·Meeting with Contemporary Literature Expert: LTI Korea/ 2010.11.9
·Symposium with Atelier Translator: LTI Korea/ 2010.11.17
·Residence Translator Seminar 2: LTI Korea/ 2010.12.16
·Korean Theater in Global Times Seminar: LTI Korea/ 2011.1.19
·Russian Translator Semina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1.25
·Chinese Translator Semina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2.23 
·German Translator Seminar: Korea University/ 2011.2.24

7. 해외독자대상독후감대회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2010년 해외독자대상독후감대회는 16개국에서다양한한국문학작품을대상으로개최되었다. 2005년 3개국개
최로 시작해 올해는대학한국학과학생들뿐만 아니라고등학생부터 일반인으로까지 참가자격을넓혀
해외독자들의한국문학과문화에대한관심을유도하는대표적인한국문학행사로자리매김하였다.

11월에는 각국 대회의 1등 수상작끼리 경합한 최종 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섯 명(멕시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을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 시기에 한국으로 초청하여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5
박 6일간한국의다양한문화를직접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초청자 5인은한국문학번역신인
상시상식에참석하고, 경복궁, 인사동등한국전통문화체험뿐아니라국립중앙박물관, 난타공연관
람등을즐기며다채로운한국문화체험의기회를가졌다.

In 2010,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was held in 16 countries with various design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The contest, launched in 2005 in three countrie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event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In 2010, the contest was open not only to students
of Korean studies, but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thus foster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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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in readers from abroad. 

In November, five winners from Mexico, Great Britain, Spain, Italy, and Taiwan, whose essays won the grand
priz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who then went on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final
evaluation, were invited to Korea and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gain firsthand experience
in the various cultures of Korea. Their stay lasted for six days, from November 17th to 22nd. The
5 winners attended the award ceremony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and enjoyed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through visits to Gyeongbok Palace
and Insa-dong, which allowed them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also through
a trip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Nanta”performance. 

[ 2010년도 해외 독후감대회 개최국 및 대상도서 ]

8. 선택적집중교류국가사업
Intensive Exchanges with Selec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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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주관기관 대상도서

1 요르단 요르단대학교 외국어대학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김유정 <소낙비> 

2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 대학 동아시아학부 고은 <노래성>

3 폴란드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조경란 <혀>, 

고은 <고은 시선집>, <가을여자 외 단편소설집>

4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5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모스크바한국문학번역가협회 이청준 <서편제>

6 베트남 하노이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염상섭 <만세전>

7 대만 대만정치대학교 한국학과 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

8 영국 주영국한국문화원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9 중국 주중한국문화원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10 몽골 몽골 국립대학교 외국어문화대학 한국학과 <열녀춘향수절>

11 터키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12 프랑스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김영하 <검은꽃>

13 독일 함부르크, 본, 보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대학 성석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14 일본 주일대한민국대사관문화원 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

15 스페인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말라가 대학 김만중 <구운몽>

16 멕시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에르미따뇨 출판사,

과달라하라대학 및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문학행사

2010년 4월, 선택적집중교류대상국가행사의첫번째로한-스페인수교 60주년을기념하여스페인마드리드와
말라가에서‘문학의밤’을포함한다양한문학행사를개최했다. 한국문학홍보및양국간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위해개최된이행사에는김훈, 김광규, 이인성 작가가참가했다. 현지 문인 및 학자들, 일
반청중들과 함께작품세계공유및문화에대한진지한토론을진행하며양국간문화에대한교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대학 한국학과 유관기관에 한국문학 번역도서 및 홍보자료를 기증함으로
써현지독자층확보를위한한국도서유통강화의계기를마련하였다. 

- 한-몽골 수교 20주년 기념 문학행사

2010년 9월, 한국과 몽골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몽골 수교기념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소설가 현길언, 오정희, 시인 박미산이 참여하였고, 몽골 측에서는 칠라자
브(몽골 문인협회 이사장, 몽골 국립도서관장), 몽흐체체그(몽골 문인협회 사무총
장), 보양자야(울란바타르문인협회회장), 바이라(시인) 등이 이 행사에참여하였
다. 몽골 국립대학교한국문학강연회, 울란바토르대학교한국문학강연회, 한-몽
골 작가대담등으로구성된이행사를통해, 현지 문인과독자, 학생들의 한국문화
에대한뜨거운관심을확인할수있었다. 아직까지한국문학의불모지라할수있
는이지역에한국문학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던소중한계기가되었다.

- 한-러시아 수교 20주년 기념 문학행사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러시아 수교기념 문학행사>가 2010년 10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
르부르크에서개최되었다. 이행사에는문학평론가김치수, 소설가오수연, 시인송찬호총 3명의한국
문인이참여했다. 10월 5일에는모스크바주러한국문화원에서러시아문인협회에서추천한러시아문
인들과함께낭독회, 작품해설강연및독자와의대화를가졌고, 10월 6일에는모스크바대학교한국학
과 세미나실에서 모스크바 3개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 한국문학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또한, 10월 8일에는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한국학과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 <2010 한
국문학과의만남> 행사를가지며한국문학을소개하는시간을가졌다. 이 행사에는한-러수교 20주년
기념러시아저명작가초청및집필지원사업에서지원을받은알렉산더멜리호프도참여하여한국문
화에 대한 강연을 가지는 등 양국 문화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교기념의취지를살리고 2010년 한 해러시아현지에서출간된 7종의한국도서및 2011년 출간예
정도서에대한홍보효과가상승할것으로기대된다.  

- SSpain
As the first of the intensive exchanges, in April 2010, various literary events were held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Spain, including the “Night of Literature”
event held in Madrid, Spain. The event, held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in Spain and to
facilitate liter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attended by writers Kim Hoon, Kim
Gwang-gyu, Lee In-sung, Spanish writers and academics and the general public where they
discussed each others’works and cultures. In addition,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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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motional material were donated to Korean departments of local univers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which hopefully, will provide a platform to increase readership and
circulation within Spain. 

- MMongolia
In September 2010,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

literary event was held in Ulaanbaatar, Mongolia. Novelist Hyun Gil-un, Oh Jung-hee and poet
Park Mi-san attended from Korea and from Mongolia, the Chairman of the Mongolian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Chilrajabeu, the secretary
manager of the Mongolian Literary Writers’Association, Mongheuchechegeu, the Chairman of
the Literary Writers’Association of Ulaanbaatar, Bouyangjaya, along with the poet Bayira were
in attendance. Through this event which consisted of a lecture on Korean literature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nd one at Ulaanbaatar College, public conversations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writers, interest in Korean culture from local literary figures, readers and
students was confirmed. It was a valuable time in which the po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was
verified in a place where Korean literature had yet to be formally introduced. 

- RRussia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a <Korean-Russian

Literary Event> was held in Moscow and St. Petersburg in October, 2010. Literary critic Kim
Chee-soo, writer Oh Soo-yon and poet Song Chan-ho attended from Korea. On October 5th,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Moscow, readings and lectures along with conversations with
readers were held with together Russian literary figures recommended by Russia Writers’
Association and on October 6th, at the seminar room of Korean studies at Moscow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Meeting 2010> was held with students from the Korean department of 3
universities in Moscow. Korean literature was introduced through another <Korean Literature
Meeting 2010> to students at the Korean department of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 the
general public on October 8th. Alexander Melikhov attended the event, through an enterprise
to support prominent Russian writers in commemoration of 20 years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Lectures on Korean culture were held and served as an occasion to revitaliz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is event, we hope that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will be celebrated and that the event will foster the recognition
of the 7 Korean books published in Russia in 2010,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he Korean
book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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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문인력 육성사업
FOSTE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2010년 한국문학 전문번역가육성사업은여러가지측면에서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우선 본원 건물 4층
에 최신 기자재를 갖춘 교육관을 3월에 완공하여 수강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있게되었다. 교육관은대강당, 회의실, 번역아틀리에세미나실을갖추고있으며로비에는컴퓨터와
복사기를설치하여수강생들이수업준비를할수있도록배려했다. 교육관의신설은고질적인강의실
부족문제를해소하고번역아카데미의위상을높일수있는계기가될전망이다. 

번역아카데미의 강좌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정규과정에 스페인어권을 신설하여 원어민 연수지원자를 5개 언어권 15명으로 확대했다. 심화과정에
는 프랑스어권을 신설하여 특별과정의 우수한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에
여름방학기간중에운영되던단기집중과정은 2011년부터는더이상개설하지않을예정이다.

2010년에는또한번역아카데미각과정의우수한수료생에게번역아틀리에번역가로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
했다. 7개 언어권에서 선발된 총 15명의 번역가들은 본원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자료 번역을 담당하는
한편으로특강과세미나를통해전문번역가가되기위한경험을쌓고있다.

9월에개최된세계번역가대회는‘번역의진화’를주제로번역가와작가뿐만아니라해외의번역지원기관관계자
도참석하여다양한의견을주고받는등, 소통의한마당이었다. 9회 째를맞는한국문학번역신인상에
서는 7개언어권모두당선자가나왔다.

In 2010, the Professional Translator Fostering program made many noteworthy achievements. First of all,
an education center furnished with the latest equipment was completed in March and trainees
are now able to receive the best education in a high-quality environment. The education center
has a large lecture hall, a meeting room and a seminar room for the translation atelier. In the
lobby, a computer and a copy machine are provided to help trainees prepare for cla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center is expected to solve the persistent problem of lecture hall
shortage and enhance the reputation of the translatio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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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ctures at the translation academy endeavor to achieve maximum training effect through applying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ccordingly, a Spanish department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the regular program and the native speaker trainees have been increased to 15
people from 5 language backgrounds. In the advanced curriculum, a French department has
been established and is now able to provide education opportunities to outstanding students in
the special program. However, the short-term intensive programs that were provided during
summer vacation will be discontinued in 2011. 

In 2010, the translation academy offered the opportunity for outstanding students in each program to
work as a translator in the translation atelier. The 15 translators chosen from 7 languages were
in charge of translating materials requested by our office while getting experience to be a
professional translator through attending special lectures and seminars.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conference held in September with the theme of “Evolution of Translation”
was attended not only by translators and writers but overseas translating agencies as well and
was a lively hub for communication where many different opinions were exchanged. The 9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had awardees from all 7 languages.

1. 번역아카데미
KLTI Translation Academy

- 정규과정

2008년신설된번역아카데미정규과정은 2010년스페인어권을추가함으로써총 5개언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권)으로확대되었다. 

정규과정은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과 번역능력을 갖춘 해외거주 원어민 연수지원자를
선발하여한국왕복항공권과체재비를장학금으로지원하고있다. 이밖에도번역능력을갖춘국내거
주내외국인을수강생으로선발하고있다. 

2010년에는 연수지원자 15명, 일반 수강생 10명 등 총 25명이 정규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외국인은 19명,
한국인은 6명이다. 

수강생들은한국의문학과문화및번역이론수업을통해한국문학번역을위한기본지식을익히고실질적인번
역실습교육을받고있다. 또한‘정찬작가와의만남’(작품: 「두생애」, 10. 18), ‘김연수작가와함께하
는진주·진해문학기행’(작품: 「바다쪽으로세걸음」, 11. 11~11. 12), ‘조경란작가와함께하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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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기행’(작품: 「국자이야기」, 12. 15)과같이작가와의직접적인소통을위한기회를가진바있다.

2010년 9월 1일에시작된본과정은 2011년 6월 10일까지 2학기에걸쳐 28주동안진행될예정이다.

[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

- 특별과정

2010년도 번역아카데미특별과정에서는전체지원자 123명 중, 서류심사, 번역시험및면접을통과한내국인 38
명과외국인 22명 등총 60명을수강생으로선발했다. 이 과정은 4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주당 2시
간씩 24주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등총 7개언어권을대상으
로운영되었다.  번역실습수업이외에한국문학과번역이론에대한특강, ‘김애란작가와의만남’행사
도병행했다.

특히‘박찬순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기행’은 수강생들이 번역 실습작품의 작가와 함께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답사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토론하는 좋은 기회였다. 60명의 수강생 중 평가를 거쳐 내국인
32명과 외국인 15명 등, 총 47명이 과정을수료했다. 수강생중 2명은한국문학번역신인상(러시아어,
일본어)을수상하기도했다.

- 심화과정

보다심화된번역교육을원하는번역아카데미우수수료자와신진우수번역인력을위한번역아카데미심화과정은
프랑스어권이추가되어총 4개언어권(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을대상으로운영되었다. 총 38
명의지원자중서류심사와면접심사를통해외국인 7명, 내국인 19명등 총 26명을수강생으로선발했
다. 수업은 4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격주로 3시간씩, 총 12번에걸쳐이루어졌다. 수강생중 22명이
본과정을수료했다.

심화과정수강생은지금까지 7명이본원번역지원대상자로선정되는등, 뛰어난번역실력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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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서어권 노어권 총계

연수지원자 4 2 3 2 4 15

일반지원자 2 1 2 2 3 10

국적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서어권 노어권 총계

외국인 5 1 4 2 7 19

한국인 1 2 1 2 0 6



- 단기집중과정

여름방학기간(6. 21.~8. 27, 10주) 중집중적인번역실습(주당 4시간) 및번역이론수업(주당 2시간)이이루어진
단기집중과정은 심화과정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권이 추가되어 총 4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중국
어, 일본어)을 대상으로운영되었다. 이 과정에는내국인 26명과 외국인 3명 등 총 29명이 등록하였으
며그중에서 25명이수료했다.

단기집중과정에속한프로그램으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된 번역캠프에는 작가와 전문번역
가, 번역아카데미수강생등 총 48명이
참가했다. 3회의언어권별번역세미나,
번역실습작품「레고로만든집」의윤성
희 작가와의 만남 행사뿐만 아니라 백
담사문화체험은참가자모두에게깊은
인상을남겼다.

- 번역아틀리에

번역아틀리에는번역아카데미의우수수료자들에게실제적인번역활동기회를제공하고번역에대한동기부여
를위해신설되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등 총 7개언어권에
서선발된 15명의번역아틀리에번역가들은본원에서의뢰한번역업무를담당하는한편으로번역이론
및출판에관한특강, 번역세미나등을통해전문번역가로서의꿈을키워나가고있다. 

- TTranslation AAcademy IIntensive C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which opened in 2008 added Spanish to its intensive course in 2010 and

expanded to a total of 5 languages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The intensive course selects overseas native speaker applicants equipped with translation skills and
knowledge in Korean literature to train them as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provides them with
a full scholarship along with airfare and a stipend. In addition, local residences with translation
skills are also chosen as trainees.

In 2010, a total of 25 trainees of which 15 were overseas trainees and 10 were general trainees enrolled in
the intensive program. 19 of them were foreigners and 6 were Koreans.

The trainees go through classes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along with translation theory to learn
basic knowledge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this trains them to have substantial hands-
on translation skills. In addition, they we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have direct
communication with writers through events such as “Meeting with Jung Chan”(writer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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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10. 18), “A Literary Journey through Jinjoo·Jinhae with Kim Yon Soo”(writer of 3 Steps
Towards the Sea, 11. 11~11. 12) and “A Literary Journey through Seoul with Cho Kyung Lan”
(writer of The Story of a Ladle, 12. 15). 

The course started on September 1st, 2010 and is expected to finish June 10th, 2011 in two semesters
over a total of 28 weeks. 

- TTranslation AAcademy SSpecial CCourse
A total of 60 applicants, consisting of 38 Koreans and 22 foreigners, were selected from among 123

applicants through submissions of sample translations, written examination, and interviews,
to take part in the Translation Academy Special Course. The course was held for 24 weeks
from April 1 to November 28, with classes being held once a week in seven languages-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Besides practical training
on translation, special lectures were held on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theory, and an
event to meet with writer Kim Ae-ran was provided as well. A literary field trip with writer
Park Chan-soon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trainees to discuss questions on literature
and translation while touring the place that provided the background for a literary work. 

Out of the 60 students a total of 47 students, 32 Korean students and 15 foreign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and two of the students received awards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for their translations in Russian and Japanese. 

- TTranslation AAcademy AAdvanceed C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Advanced Course is operated for outstanding graduates of the Translation

Academy and promising new translators seeking a more in-depth training in translation.
French has now been added to the curriculum and training is provided in English, French,
Chinese and Japanese, a total of 4 languages. Among the 38 applicants, 7 foreigners and 19
Koreans, a total of 26 translators, were selected through written evaluations and interviews.
The advanced course was held from April to November 28th with a total of 12 three-hour
biweekly lectures. 22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The students in the Advanced Course have been proving to be outstanding translators with 7 among the
trainees being selected to receive funding for transl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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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ranslation AAcademy SSummer IIntensive C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Summer Intensive Course held during summer vacation for ten weeks between

June 21st and August 27th, and consisting of intensive practical translation courses 4 hours per
week and classes on translation theory 2 hours per week was operated in four language groups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French which was added this year as with the Advanced
Course. A total of 29 students, 26 from Korea and 3 from abroad, participated in classes on
translation practice and theory, and 25 completed the course. 

As part of the Summer Intensive 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Camp was held from July 13th to 15th
in Manhae Maeul, Baekdamsa, Gangwon-do, with 48 participants, consisting of writers,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trainees from the academy. The 3 translation seminars for each
language group, meeting with writer Yoon Sung-hee whose novel A House Made of Legos was
assigned for translation for the summer intensive course, and the cultural experience at
Baekdamsa left a deep impression on all those who attended. 

- TTranslation AAtelier
The Translation Atelier was established this year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outstanding graduates of the

Translation Academy to motivate them and provide them with practical translation experience.
15 translators from 7 language groups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were chosen and were responsible for translation work provided by the institution
and are gaining experience through special lectures on translation theory and publication and
attending translation seminars.

2. 제4회 세계번역가대회
4th International Translators’Conference

2010년 4회째를맞는세계번역가대회가 2010년 9월 13
일과 14일 양일에 걸쳐‘번역의 진화’라는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었
다.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감동번역의 조건’, ‘젊은 번역가
들이 말한다’, ‘감동 번역의 실제’, ‘번역지
원기관의역할과성과’로나누어진분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노벨문학상수상작가의작품을번역한

68



해외번역가들의경험담은훌륭한번역을위한조건으로서작가와의의사소통의중요성을되새기는계
기가 되었다. 또한 해외 번역지원기관의 업무 소개는 본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세계번역가대회는 번역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단순 조명에 그치지 않고 번역 과정에서 실제로
겪게되는문제점과그해결방안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다루었다는평가를받았다. 

[ 제4회 세계번역가대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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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소주제 발제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식 개회사 김주연(한국문학번역원 원장)

10:10-10:50 기조강연 기조강연 김화영(고려대 명예교수)

번역가와 작가의 만남
● 번역가/작가 발표(김원일-그리고리 리/러시아어)

10:50-12:20 - 감동번역의 조건 ● 번역가/작가 발표(오정희-정은진/프랑스어)

사회: 윤부한 (한국문학번역원)
● 번역가/작가 발표(조경란-김지영/영어)

12:20-13:00 종합토론 /   라운드 테이블 (작가/번역가 6인)

14:30-15:00 ● 영어권 발제자: 정재원

15:00-15:30 젊은 번역가들이 말한다 ● 불가리아어권 발제자: 류드밀라 아타나소바

15:30-16:00 사회: 최미경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 베트남어권 발제자: 원옥계

16:00-16:30 ● 일본어권 발제자: 오영아

16:30-17:00 종합토론

시간 소주제 발제자

9:30-10:00 등록　

10:00-10:50
● 발제자: 아폴리나리아 아브루티나(오르한 파묵 러시아어권 번역자)

● 토론자: 이난아(한국외대 터키학/오르한 파묵 한국어 번역자)

10:50-11:40
감동번역의 실제 ● 발제자: 노라 비에리히(오에 겐자부로 독일어권 번역자)

사회: 김현택 (한국외대 노어과) ● 토론자: 신인섭(건국대 일어교육학/오에 겐자부로 한국어 번역자)

11:40-12:30
● 발제자: 메이블 리(가오싱젠 영어권 번역자)

● 토론자: 오수경(한양대 중어중문학/가오싱젠 한국어 번역자)

12:30-13:00 종합토론

14:30-15:20
● 스페인어권 발제자: 하비에르 빠스꾸알(스페인 문화부)

● 토론자: 우연(예술경영지원센터)

15:20-16:10
번역지원기관의 역할과 성과 ● 독일어권 발제자: 에를렌바인 자비에(괴테 인스티튜트)

사회: 고혜선 (단국대 스페인어과) ● 토론자: 안인경(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16:10-17:00
● 터키어권 발제자: 오누르 빌게 쿨라 (터키문화관광부)

● 토론자: 김윤진(한국문학번역원)

17:00-17:30 종합토론

9월 13일

9월 14일



The 4th International Translators’Conference was held from September 13th to 14th at the COEX
Conference Center, under the theme of Evolution of Translation. The conference, which began
with a keynote lecture from Kim Hwa-yong, an honorary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was
followed by presentations from experts in each field on each of the subthemes which were
“Requirements for a Affective Translation”, “What Young Translators Think”, “Actual Affective
Translation”and “The Role and Accomplishments of Translation Suppor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lectures of overseas translators on their experience in translating Nobel Prize
winning literary work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authors in order to produce high-quality translation work.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work of other overseas translation organizations was a good comparison point for LTI Korea in
evaluating their role. This year’s International Translators’Conference was not simply a
highlight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ranslations but was able to delve deeper into the issues of
problems that arise while translating and how it could be solved. 

3. 제9회한국문학번역신인상
9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한국문학의 번역을 담당할 신진번역가 발굴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제도는 현재
7개언어권을대상으로하고있다.

2010년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응모와관련해서는평가의공정성을위해처음으로언어권별로한작품을지정했다.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서양어권의 지정작은 박성원 작가의「도시는 무엇
으로이루어지는가」, 중국어·일본어등동양어권의지정작은이현수작가의「장미나무식기장」이었다. 

2010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응모접수를받은결과 7개 언어권에서총 110편(영어 39편, 프랑스어 11편, 독일
어어 6편, 스페인어 2편, 중국어 16편, 일본어 30편)이 심사에올랐다. 각 언어권별로내국인과원어민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모든 언어권에서 당선작을 선정했다. 2010년 당선작으로 선정된 총 7명의
수상자중에서 2명은본원번역아카데미수강생이었다. 시상식은 11월 18일본원번역아카데미대강당
에서거행되었다.

70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the aim of
discovering new translators who will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broad and is awarded to 7
language groups. In 2010, in order to achieve fairness of evaluation, a specific work was
designated for each language group. 

Park Sung-won’s What Cities are Made From was the work selected for western languages such as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and Russian. Lee Hyun-soo’s Rosewood Cupboard was
selected for Asian languages such as Chinese and Japanese.

There was a total of 110 submissions in 7 languages (39 submissions in English, 11 in French, 6 in
German, 2 in Spanish, 16 in Chinese, 30 in Japanese) in the one month period between August
1 and August 31, 2010. 

Evaluation was carried out on 218 submissions, excluding the two tha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valuation criteria. Through evaluation by a committee consisting of speakers from each
language group and native Korean speaker, works were selected from each language group.
Among the 7 chosen, two were graduates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The ceremony was
conducted at the auditorium at the Translation Academy on November 1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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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사업
PROMOTING 
KOREAN LITERATURE

2010년 한국문학번역원 홍보사업의 방향은 해외홍보 강화와 대외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맞춰
졌다. 해외홍보강화는한국문학번역원의사업목표가‘한국문학의해외소개’와그를통한‘세계문
화의형성에기여’한다는부분에맞춰져있는만큼필수적인요소이다. 구체적인전략은번역원이추
진하고있는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알리기위해국제도서전의카탈로그또는해외출판지/문예지
등에번역원사업을직접홍보하는데초점을맞췄다. 이를 위해해외여러매체를통해번역원의사
업내용을알수있도록광고를늘렸다. 미국의출판전문지 Publisher’s Weekly에 계간지 list_Book
from Korea와 해외출판지원사업 광고를상·하반기에걸쳐게재했으며, 그 외에도중국문예월간지
作家, 과달라하라도서전카탈로그등에광고를실었다. 

양질의컨텐츠제공이라는차원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한국도서를해외에소개하기위해 2009년에창간한한
국도서 해외소개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와 격주로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plus+list
Books from Korea의배포가순조롭게이뤄졌다. 그리고 2010년에는정보화사업을시작해지난 10
년간의 번역원사업으로축적한데이터에대한외부접근성을증대하기위해 KLTI 포털사이트구축
을완료하여정보이용자의편의를최대로고려했다. 

2011년에도한국문학번역원은해외직접홍보를강화하고, 무엇보다 2011년이기관창립 10주년이되는해인
만큼그간의사업성과를국내외모두에홍보하는데집중할계획이다. 

In 2010, LTI Korea focused on building both an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database and providing
quality content to enhance overseas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strengthening of
overseas promotion is imperative as the aim of LTI Korea i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Markets”and by doing so to “Contribute in Forming the World’s Culture”.
Specifically, the strategy directly promotes LTI Korea and its various programs and works in
international book fair catalogues and overseas publications and journals. LTI Korea has
increased advertisements in these mediums. Advertisements about the quarterly magazine list
and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were placed in Publisher’s Weekly twice last ye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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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dvertisements were placed in 作家, a Chinese monthly literary magazine and Exhibitors
and Professionals’Catalog 2010 for the Guadalajara Book Fair.

In order to provide quality content and further promote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market, the distribution of list_Books from Korea, a quarterly magazine that was founded in
2009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d online news letter plus+list books from Korea
was increased. Also in 2010, in order to increase external accessibility of the data that LTI Korea
had accumulated the past 10 years, LTI Korea’s portal site was completed with the information
users’convenience as a target. 

In 2011, LTI Korea plans to strengthen its overseas promotions and as it is the 10 year anniversary of LTI
Korea’s open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ill be centered on the
accomplishments of those years. 

1. 한국도서소개
외국어정기간행물발간

Publication of Periodicals on Korean Books

-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 발간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 8월부터 한국 도서를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는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이하
list)를 발간하고있다. 2010년에는 7호부터 10호까지총 4호를발간하여, 볼로냐아동도서전, 서울도
서전, 도쿄도서전, 북경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과달라하라도서전등의여러국제도서전에배
포하고, 전 세계 5,000여 개 출판사와에이전시에발송하였다. 계간 list는 도서 소개기사(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신간도서소개, 출판사추천도서등)를중심으로기획기사(특별기획, 작가인터뷰, 테마라
운지등), 출판문화관련기사(출판동향, 저작권 뉴스등)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호당 150여 권의 도
서를소개하고있다. 

계간 list 7호는볼로냐아동도서전을대비하여어린이책특집으로꾸며졌다. ‘가족’, ‘학교’, ‘친구’, ‘옛이야기와
놀이’라는네가지주제를통해한국어린이책의현재와미래를압축적으로보여주었다. 작가인터뷰에
서는한국문학의차세대유망주로꼽히는소설가김연수를만났다. 

계간 list 8호는‘한국의영파워’특집으로, 한국젊은이들의이야기를담은책을통해그들의꿈과열정을살펴보
았다. 또한세계적으로도주목받고있는한국의젊은소설가공지영과김영하의인터뷰가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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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list 9호는‘한국의 미술’특집을 기획하여, 2000년대부터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한국의 미술서들을 다양
하게소개했다. 또한소설가박범신과영화감독이창동을인터뷰하여근황과작품세계를논했다.

2010년 마지막호인 10호는‘한국의시’를특집주제로삼았다. 분단, 전쟁 등의역사속에서한국인에게한결같은
사랑을받아온한국현대시의자취를살펴보고, 이를대표하는작품들을함께수록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한국현대시단의거목정현종시인과해외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는소설가이승우를만났다.

계간 list는호를거듭해가며, 보다흥미롭고공신력있는정보를소개하기위해다양한분야의국내외필진을확보
하였으며, 한국의 도서뿐 아니라, 문화, 출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계간
list의모든기사는온라인웹진www.list.or.kr을통해국문, 영문, 중문으로서비스되고있다.

- 온라인 뉴스레터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도서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격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뉴스레터 Plus+list
Books from Korea(이하 Plus+list)를 발송하고있다. 2008년 11월 창간이래, 2010년에는 1월 15일부
터 12월 29일까지총 26호를해외출판사및에이전시 7,000여개사에배포하였다. 

뉴스레터 Plus+list는장르별신간도서를격주로발빠르게소개하여해외출판인들의지속적인관심을이끌어내
고있다. 또한국내베스트셀러순위를제공하여도서판매량및독자들의반응을예측할수있게해주
는 창구이기도 하다. Plus+list는 한국 도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간
list와함께온/오프라인에서지속적이고체계적인한국도서소개망을구축하고있다.

- PPublication oof list_Books ffrom KKorea, aa QQuarterly MMagazine
Since August 2008, LTI Korea has been issuing list_Books from Korea, a quarterly magazine introducing

Korean books to overseas publishers. Issues 7 from 10, a total of four issues were published in
2010 and introduced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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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ook Fair,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Frankfurt Book Fair, and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and sent to 5,000 publishers and agencies around the world. list_Books
from Korea, which introduces about 150 books in each volume, is divided into sections on the
introduction of books (bestsellers, steady sellers, new books, etc.), special sections and
interviews with authors, and articles on the publishing culture (publishing trends, copyright
news, etc.).

List issue 7 was a special issue on children’s literature in preparation of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Through topics of “family”, “school”, “friend”, “traditional stories and games”, it provided a
condensed outlook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Novelist Kim Yon-
soo, an up-and-coming writer of the next generation, was interviewed. 

List issue 8 was a special issue on “Korean Youth Power”and gave an overview on the dreams and
passions of Korea’s youths through introducing books that tell the story of young Koreans.
Also, interviews with Gong Ji-yong and Kim Yong-ha, internationally acclaimed young Korean
writers, were published. 

List issue 9, was produced as a special issue on “the Art of Korea”and introduced various works on
Korean art published since the year 2000. Interviews with novelist Park Bum-shin and film
director Lee Chang-dong where they discussed their present situation and works were
published. 

List issue 10, the last volume for 2010, the special theme was “Korean Poetry”. An overview of the
evolution of Korean poetry through the turmoil of territorial division and war of modern Korean
history was published along with works that represent these times. Jung Hyun-jong, a great
figure in modern Korean poetry, and novelist Lee Seung-woo who is receiving much
international acclaim gave interviews for this issue. 

A diverse range of writers are invited from home and abroad for each issue of list to provide more interesting
and reliable information. The magazine is growing in its contribution to a better understanding not
only of Korean literature, but of the culture and publishing trend of Korea as well.

All the articles in list, the quarterly magazine, can be accessed as well on www.list.or.kr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 OOnline NNewsletter
LTI Korea publishes Plus+list Books from Korea, a biweekly online newsletter, every other Wednesd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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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up-to-date information on Korean books. Since its launch in November 2008, a total of
26 issues of the newsletter has been sent to 7,000 overseas publishers and publishing agencies
between January 15th and December 29th, 2010.

Plus+list Books from Korea is quick to feature recently published books and therefore, is able to
continuously attract the interest of overseas publishers. By providing a list of bestsellers in
Korea, it is also a window that enables the prediction of sales amount and readers’response.
Plus+list Books from Korea provides practical, up-to-the-minute information for overseas
publishers which along with the quarterly list_Books from Korea, a continuous and organized
on/offline platform is established to introduce Korean books.

2. 대외업무협약
External Agreements 

번역원은지난 2007년부터 번역원의사업영역이확장됨과동시에대외여러기관과의업무협약을통해여러지
원사업을펼치며기관의대외이미지강화에노력했다. 대표적으로는번역지원사업으로통합되어진
행되고 있는 영상/공연 자막 번역지원 사업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이나 국립극장의 영상 및 공연물 자막
번역의지원이꾸준히이어지고있다. 또한, 이대통번역대학원이나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등과업무
협약을체결해번역아카데미인력양성사업을위한협력도진행해오고있다. 

이같은노력의일환으로 2010년에도번역원은총네군데의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했다. 네기관은중국역림출
판사, 일본 고단샤출판사, 조선일보사, 숙명여자대학교 등이다. 각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
용은다음과같다. 

중국 역림출판사와의 업무협약은 번역출판 분야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역림출판사가 출간하려는 한국문
학작품에대한번역원의지원, 양국의출판정보에대한교환, 작가 교류등의인적교류협력등이주
요 내용이다. 역림출판사는 중국 최대 규모인 봉황출판미디어그룹 산하의 번역서 전문 출판사로 연간
500종 이상의 외서를 중국 내에 소개하고 있다. 일본 고단샤출판사와의 업무협약도 이와 비슷한 내용
으로하여맺어졌으며일본내에서메이저출판사로분류되는고단샤와의협약을통해출판시장진입
장벽이높다고평가되는일본내에한국문학이더많이소개될수있는중요한기회를만들었다고볼수
있다. 한편조선일보사와체결한업무협약은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새롭게선정된조선일보사에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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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원이문학관련컨텐츠를제공하는것과한국문학번역원이주관하는한국문학강연및작품낭독회
등의 국제교류행사 홍보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와의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과유능한번역인력발굴을목적으로정보공유, 대외홍보, 교류협력사업지원등을구체적인내용으로
하고있다. 

앞으로도번역원은여러기관과의업무협약체결을통해대외협력을통한기관사업의수행과이를통한대외이
미지제고노력을지속할것이다. 

Since 2007, along with the expansion of its work, LTI Korea has striven to increase its presence through
various support activities through agreements with several agencies. As part of the
Production/Subtitle Grant,which is a key project at LTI Korea,  translations of production
subtitles from the Korean Film Archive as well as for the National Theater are being
continuously supported by the institute. Also, through agreements with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TI Korea provides
additional programs for trainees at the Translation Academy. 

As part of such efforts, in 2010, LTI Korea made agreements with four other agencies. The four agencies
are Yuklim Publishing Company in China, Kodansha Publishing Company in Japan, Chosun
Ilbo an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s are as follows.

With Yuklim Publishing Company in China the aim is to increase education in translation and publishing.
LTI Korea will provide funding for the Korean works that Yuklim Publishing Company plans to
publish and publication information of both countries will be shared along with exchange of
human resources. Yuklim Publishing Company is a child company of Phoenix Publishing and
Media Network,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China, and specializes in translated works and
introduces more than 500 foreign books to China every year. The agreement with Kodansha
Publishing Company of Japan is similar in nature to the one with Yuklim Publishing Company.
Kodansha Publishing Company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in publishers in Japan and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books to the
Japanese market which is notorious for its high barriers of entry. On the other hand, the main
goal of the agreement with Chosun Ilbo which was recently chosen as a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 is to cooperate in international exchange. LTI Korea will provide Chosun
Ilbo with literary contents and Chosun Ilbo will help promote lectures on Korean literature and
readings hosted by LTI Korea. The agreement wit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ims to
discover and train future translators through sharing information,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so on. 

LTI Korea plans to increase its presence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hrough various agreements
with extern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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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소개
INTRODUCTION TO LTI KOREA

1. 기관소개
LTI Korea

한국문학번역원은한국의문학과문화를해외에전파하여세계문화의형성에기여하고자하는한국정부의뜻을
실천하는기관입니다. 

문학을비롯한한국도서의수준높은번역이가능하도록번역및출판을지원하는한편, 한국도서해외수출기반
강화와국내외출판인교류네트워크형성을위해다양한해외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한
국문학번역의역량강화를위해번역인력양성사업도시행하고있습니다. 

LTI Korea was fo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aim of promoting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oversea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lobal culture 

LTI Korea sponsor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to promote high-quality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is pushing forward with various overseas exchange programs to strengthen the export base
for Korean literature and establish a network for Korean and overseas publishers. It also works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2. 비전및미션
Vision and Mission

비전

- 한국문학의창조적성취를세계에홍보하여고품격국가이미지선양
- 문화의국제교류를통해한국문학과문화의세계적보편성확보
- 세계인의한국에대한이해확장으로출판산업세계진출을위한기반조성

미션

- 전통적문화강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를정립하고한국문학을해외에소개하는번역중추기관으로위상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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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Enhance the national image of Korea by promoting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 Establish the universality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 Lay 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into the world by expanding

the world’s understanding of Korea

Mission
- Establish itself as a pivotal translation institut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n image of Korea as a

culturally advanced nation, and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3. 연혁
History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설립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명칭변경및조직확대출범, 초대박환덕원장취임
2003. 04. 11    제2대진형준원장취임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공포(한국문학번역원법정기관화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명칭변경(특수법인)
2006. 04. 11    제3대윤지관원장취임
2009. 01. 07    제4대김주연원장취임
2009. 03. 17    기관근거법령이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0조2)

1996. 05. 06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und founded
2001. 03. 02    Renamed as Korean Litearture Translation Institute, organization expanded

Dr. Park Huan-Dok appointed as the founding president
2003. 04. 11    Dr. Chin Hyung Joon appointed to succeed Dr. Park as LTI Korea’s second president 
2005. 01. 27    Declaration of a revision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Law 
2005. 09. 27    Status changed to a special corporation
2006. 04. 11    Dr. Yoon Jikwan appointed as the third president of LTI Korea
2009. 01. 07    Dr. Joo Youn Kim appointed as the fourth president of LTI Korea
2010. 03. 17    Change of the law authorizing LTI Korea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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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및기능
Organization and Function

1원장 2본부 6팀 1실제 (정원 34명)

번역출판팀 한국의 근·현대문학 작품과 고전, 인문예술도서, 아동도서와 영상공연 자막 번역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판제안서 제작지원과 출판지원을 비롯하여 한국문학해외소개 잡지 발행, 저작권
수출섭외지원, 해외출판마케팅지원 등 해외출판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출판사에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교류유통팀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을 확대하고 세계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문학행사 개최 및
지원, KLTI 포럼 개최, 작가 교류, 국제 도서전 참가, 작가 및 번역가 레지던스 지원사업 운영 등의
다양한사업을시행합니다.

전략기획팀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과
국내외홍보업무를담당합니다.  

경영관리팀 인사 및 교육, 재산관리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업무 수행, 물품구매 및 계약, 급여, 보험, 세무 등
관련업무, 청사시설관리등의업무를담당합니다.  

교육운영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운영으로 한국문학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고, 우수
번역가를 선정해 시상하며, 번역출판 국제워크숍과 세계번역가대회 등의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문학번역의질적제고를위한논의의틀을마련합니다. 

정보관리팀 한국문학번역원(KLTI) 포털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하고, 번역원 정보화 구축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시행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외
출판시장에관한통합적인정보를제공합니다. 

한국문학번역도서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문학 해외소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 번역서지 및 번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으로한국문학관련콘텐츠를제공합니다.

82



1 president, 3 divisions, 6 departments (a total of 34 members)

Translations aand PPublications DDepartment
Supports translation of Korean modern/contemporary and classical literature and other related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nd film and theater subtitles. The team is also in charge of production
support of publication applications, publication of magazine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copyright export support, overseas marketing support and providing other activities
that support overseas publications and provide services to domestic and overseas publishing
companies. 

International CCooperation DDepartment
Performs various projects design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by readers overseas

and build partnership with the world. The team hosts and sponsors literary events in both
Korea and abroad, and oversees writers exchange program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book
fairs, and operation of overseas correspondents.

Strrategic PPlanning DDepartment
Organizes the budget for LTI Korea projects, establishes mid-to-long term plans, and overse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team is also in charge of mana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ules and regulations, the board of directors, and promotion at home and abroad.

Administration aand HHuman RResources DDepartment
Oversees personnel and training, management of assets, settlement of accounts, purchases and contracts,

and other related items, such as salaries, insurance, taxes,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Education MMannagement DDepartment
Operates a Translation Academy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focuses on finding promising new

translators, and offering international workshops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 addition,
this team conducts various research projects on trans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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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Management DDepartment
Implements and maintains the KLTI portal site, plans and executes the mid to long term strategy of KLTI’s

information system, and provides overall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book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market through establishing links proper for the new media
environment. 

LTI KKorea LLibrary
The LTI Korea Library is equipped with work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a variety of languages,

and an archive of diverse material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library also provides databases of translators, and bibliography of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online content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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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

나도향 대표 단편선 <물레방아>

Na Dohyang: Der Sohn des Dieners

und andere Erzahlungen

나도향

엘케 골셔트 정 / 그란터 리허 / 김향

EOS

아, 입이 없는 것들

Gedicht Band

이성복

강여규/ 우베 콜베

Wallstein verlog

운영전

Die Geschichte der Unyong 

작자미상

렌타 렌트너

Peperkorn

이옥의 전과 부

Trauer ueber einen Schmetterling

이옥

왈 바바라/ 이동명

Peperkorn

퇴계시선

Toegye: Als der Hahn im Dorf am Fluβkrahte, 

hing der Mond noch im Dachgesims

이황

최두환/ 최레기네

Edition Delta

검은 꽃

Schwarze Blume: historischer roman 

김영하

양한주/ 미카엘 클라우스

konkursbush Verl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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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Сонвзаоблачныx высяx

김만중

뜨로체비치

Гиперион

러시아어

김동리 단편선

ПΛАЧ СОРОКИ

김동리

나타샤 세르게예브나 시로트코-시비르스카야/ 백승무

Pushikinskiy Dom

마당 깊은 집

Домc rлyбoкимдвором:  Pоман

김원일

그리고리 리

Moscow University Press

만인보

Ичерныйжуравль

спускалсяснебес…

고은

이은경/ 스타니 슬라브 리

Khudozhestven naya Literatura

박완서 단편소설선

Какихмного!: Рассказы

박완서

함영준/ 이상윤

Vremya

비밀과 거짓말

Тайнаиложь

은희경

이상윤/ 조근희

Vremya



ζ

베트남어

러시아어

한국한문학선집

HACTABΛEHИΕЦΑΡЮЦΒΕΤΟΒ:

ΒысокаяпрозаКореиXI-XVIIIвеков

김부식 외 6인

뜨로체비치

Hyperion Publishing House

흙속에 저 바람속에

ВТЕХКРАЯХ, НАТЕХВЕТРАХ

이어령

정인순/ 이리나 카사트키나

Natalis

김유정 단편선

Tuyen tap truyen ngan: 

Kim You-jeoong

김유정

이정숙/ 응웬 티 김 쭝

NHA XUAT BAN HOI NHA VAN

내일의 노래

bai hat ngay mai

고은

레당 호안

bai hat ngay mai

미스 사이공

Miss Sai gon

이동수

배양수/ 히우 팅

Nha xuat ban Van hoc

88

서편제

Songs of Westland

이청준

정인순/ 이리나 카사트키나

Moscow University Press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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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단편선

TUYENTAPTRUY ENNGAN 

이상

하밍타잉

Publishing Houseof Writers’Association

불가리어 불어

베트남어

채식주의자

NGUOI AN CHAY

한강

황하이번

Tre Publishing House CO.,LTD.

퀴즈쇼

CHOI QUIZ SHOW

김영하

응웬 티 히엔

Tre Publishing House CO., LTD.

한국문학강의

NHUNGBAIGIA NGVANHOCHA 

NQUOC 

조동일 외

쩐 티 빅 프엉

NhaXuatBanVanHoc

한국고전문학 입문서

Корейскакласическа

литература

고미숙, 정민, 정병설

최권진/ 김소영

Iztok-zapad

16세기 가사와 시조

Anthologie de la poesie coreenne

du 16e siecle

송순 외

이병주/ 오딜 샤르메이으

Editions Memoire Vivante

c c

c

c



세르비아어 스페인어

불어

90

리진

Li Chin

신경숙

임영희/ 프랑스와즈 때롱

Philippe Picquier

이현화 희곡집

Qui etes-vous?

이현화

임혜경/ 카티 라뺑

Imago

한국대표시선집

ДАМАРИЖИВОТА

김소월 외

김지향

AKADEMSKA KNJIGA

식물들의 사생활

La vida secreta de las plantas

이승우

조갑동/ 베르나르디노 에르난도

Ermitano

가을의 환

Espejismos de otono

김채원

권은희/ 성초림

Ermitano

국물 있사옵니다

A la Soupe!

이근삼

김현숙

Editions IM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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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인선

Cinco Poetas Contemporaneos de 

Corea

고은 외

정권태

Aldus

스페인어 영어

길 위의 집

A House on the Road

이혜경

이수분

Stallion Press

김영랑 시집

Until Peonies Bloom

김영랑

안선재

Merwin Asia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

I Drift on Unknown Waters 

in a Glass Boat 

전경린

정혜진/ 레베카 킹

Stallion Press

남해금산/ 뒹구는 돌

I Heard Life Calling Me

이성복

전혜진/ 죠지 시드니

Cornell East Asia Series

먼 길

The Long Road

김인숙

스테판 앱스타인

Merwin Asia



법정스님 에세이 모음집

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법정

브라이언 배리

Jain Publishing Company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외

On the Eve of the Uprising

박태원 외

박선영/ 제프 가트롤

Cornell East Asia Series

아늑한 길

The Cozy Path

정찬

이보경

Stallion Press

열하일기

Jehol Diary

박지원

최양희

Global Oriental

한국현대단편선

A Moment’s Grace

김동리 외

존 홀스타인

Cornell East Asia Series

영어

92

목민심서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정약용

최병현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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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오천축국전

Pellegrinaggio alle cinque regioni

dell’India 

혜초

마우리찌오 리오또

O barra O edizioni

그러나

されど

홍성원

안우식

本の泉社

까마귀

軍艦島

한수산

야스오카 아키코 / 카와무라 아코

Sakuhinsha

멸치

漁

김주영

권혁률

吉林大學出版社

백낙청 평론선

白樂晴 分斷體制·民族文學

백낙청

이욱연/ 쭈메이/ 쑨하이룽

臺灣社會硏究雜誌社

봉순이 언니

順姐姐

공지영

김련순

二十一世紀出版社

이태리어 일본어

중국어



94

원미동 사람들

Uzak ve Guzel Mahalle

양귀자

괵셀 튀르퀘쥬

DeltaPublishing

한국현대단편소설선

Contos Contemporaneos Coreanos

김채원 외

임윤정

Landy Editora

고은 시선집

Raptem deszcz

고은

아담 쇼스트키에비츠, 미에치스와프 고딘

SpołecznyInstyt utWydawniczyZnak 

꿈꾸는 우리 민화

Tradycyjnemalarstwokoreanskie.
Symboleiwierzenia

윤열수

킨가 드굴스카

DIALOG 

폴란드어

체코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매월당 김시습 시선집

Kim Si-sup Slysim padat snih

김시습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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