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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A Word from the President

2014년은	한국문학번역원이	활주로까지의	지상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궤도에	올라	창공

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세계번역가대회를	다시	부활시켜	매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12월에	이화

여대	통번역대학원과	공동주최로	대규모	번역가	대회를	열었으며,	해외작가들을	서울로	불러	국내

작가들과	만나게	해주는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규모도	대폭	확대	했습니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에

서	수여하는	한국문학번역상도	종전	3종에서	4종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소수언어권	번역가의	수

상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완역원고	출판섭외	제도를	샘플번역	출판섭외	제도로	바

꾸어,	미출간	번역원고가	대폭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2014년에는	로마와	파리에서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을	신설해	시행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작가에	대해	해외대학에서	한	학

기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학기	말에	그	작가를	현지에	파견해서	외국학생들의	작품번역을	현장

에서	돕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워크숍은	앞으로	다른	나라로도	확대	시행될	것입니다.	

2014년도	번역원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이	주빈국이었던	런던	도서전에	번역원과	주

한	영국문화원이	파견한	한국	대표작가	10인의	성공적인	해외데뷔였습니다.	우리	유명작가들의	자

필서명을	받으려고	길게	줄	서	있는	영국독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마존	크로싱을	통한	한국문학의	전자책	진출도	괄목할	만	했습니다.	예컨대	번역원의	

추천으로	아마존	크로싱에	진출한	배수아	작가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전자책	작품집으로	인

기를	얻어	종이책으로도	발간되어	유명	외국작가들과	나란히	뉴욕에서	출간되는	영문	세계문학	전

집에	수록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2014년에는	번역도서의	출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문번역서	출간이	많아져서	매해	십

여	종	정도	출간되던	영문번역서가	2014년에는	스무	권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언어권에서	총	110권

이	출간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또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시리즈를	발간

하는	미국의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에서는	2014년	5권의	한국문학	단행본을	발간해,	현재까지	모두	

15권의	한국문학총서를	출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역원은	35개	국내기관	및	29개	해외기관과도	

협약을	맺고,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타	기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한국작가와	작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세계

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	성	곤

After successfully flying for all these years,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soared to even 

greater heights in 2014.

This year, we decided to hold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nually in Seoul once again. 

Accordingly, we co-hosted the conference in December with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Moreover, we significantly expanded the scale of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to which we invited international writers to interact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We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awardees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to four, 

thus offering more opportunities f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n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to win 

the award. In addition, we changed the focus of the translation grant system from funding the translation 

of entire works to sample translations, thus dramatically reducing the number of unpublished manuscripts.

In 2014, we launch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 collaboration 

with prominent universities in Rome and Paris. Through this program, universities offer a semester-long 

course on a specific Korean writer, who attends the workshop hel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o help with 

the students’ translations. This workshop will be expanded to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Another accomplishment for LTI Korea in 2014 was the successful debut of ten Korean writers, 

selected and sent by LTI Korea and the British Council in Korea, at the London Book Fair, where Korea was 

the Market Focus country. We were very excited to see long lines of British readers, waiting at book signings 

by prominent Korea writers. Also,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e-books through AmazonCrossing 

was a noteworthy achievement for LTI Korea. Bae Suah’s “Highway with Green Apples,” which was 

published online by AmazonCrossing upon LTI Korea’s recommendation, gained enormous popularity 

among international readers. Bae’s story was even included in a collection of world literature, alongside 

prominent international writers, when it was published in book form in New York last year.

Furthermore, the number of publications of translated book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2014. 

Particularly, the number of English translations has risen from about 10 titles in the past to 20 this year, 

adding to a total of 110 titles in foreign languages. In addition, Dalkey Archive Press published a total of 15 

volum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with the second round of five volumes published in 2014. 

At the same time, LTI Korea is collaborating with other organizations, signing MOUs with 35 Korean 

organizations and 2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TI Korea will continue to make the utmost efforts to raise the profile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d 

will keep soaring toward the great blue expanse of the sky in 2015. 

KIM Seong-Kon, Ph.D.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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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아마존	크로싱을	통한	한국문학의	전자책	진출도	괄목할	만	했습니다.	예컨대	번역원의	

추천으로	아마존	크로싱에	진출한	배수아	작가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전자책	작품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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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수록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2014년에는	번역도서의	출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문번역서	출간이	많아져서	매해	십

여	종	정도	출간되던	영문번역서가	2014년에는	스무	권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언어권에서	총	110권

이	출간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또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시리즈를	발간

하는	미국의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에서는	2014년	5권의	한국문학	단행본을	발간해,	현재까지	모두	

15권의	한국문학총서를	출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역원은	35개	국내기관	및	29개	해외기관과도	

협약을	맺고,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타	기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한국작가와	작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세계

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	성	곤

After successfully flying for all these years,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soared to even 

greater heights in 2014.

This year, we decided to hold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nually in Seoul once again. 

Accordingly, we co-hosted the conference in December with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Moreover, we significantly expanded the scale of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to which we invited international writers to interact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We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awardees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to four, 

thus offering more opportunities f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n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to win 

the award. In addition, we changed the focus of the translation grant system from funding the translation 

of entire works to sample translations, thus dramatically reducing the number of unpublished manuscripts.

In 2014, we launch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 collaboration 

with prominent universities in Rome and Paris. Through this program, universities offer a semester-long 

course on a specific Korean writer, who attends the workshop hel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o help with 

the students’ translations. This workshop will be expanded to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Another accomplishment for LTI Korea in 2014 was the successful debut of ten Korean writers, 

selected and sent by LTI Korea and the British Council in Korea, at the London Book Fair, where Korea was 

the Market Focus country. We were very excited to see long lines of British readers, waiting at book signings 

by prominent Korea writers. Also,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e-books through AmazonCrossing 

was a noteworthy achievement for LTI Korea. Bae Suah’s “Highway with Green Apples,” which was 

published online by AmazonCrossing upon LTI Korea’s recommendation, gained enormous popularity 

among international readers. Bae’s story was even included in a collection of world literature, alongside 

prominent international writers, when it was published in book form in New York last year.

Furthermore, the number of publications of translated book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2014. 

Particularly, the number of English translations has risen from about 10 titles in the past to 20 this year, 

adding to a total of 110 titles in foreign languages. In addition, Dalkey Archive Press published a total of 15 

volum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with the second round of five volumes published in 2014. 

At the same time, LTI Korea is collaborating with other organizations, signing MOUs with 35 Korean 

organizations and 2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TI Korea will continue to make the utmost efforts to raise the profile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d 

will keep soaring toward the great blue expanse of the sky in 2015. 

KIM Seong-Kon, Ph.D.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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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런던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2014년은	영미권의	대표적인	도서전인	런던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3

년	하반기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십여	차례

의	기획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함께	전체	행사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주빈국	행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은	현지의	영국문화원,	런던도서전	조직위,	주영한국문화원	등의	협조	아래	20

여	차례의	다양한	문학행사와	주빈국관	한국문학	작가존	및	한국문학	번역도서	전시	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이번	행사가	기존의	주

빈국	문학행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현지	영국문화원과	작가	선정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동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현지	맞춤형	행

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	집행	예산을	영국문화원과	분담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를	위해	사전,	사후	행사를	기획하여	영국의	출판	편집자,	언론인,	작가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문학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현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영미권도서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	이번	행사는	번역	도서의	진입	장벽이	높은	출판대국	영국에서	한국문학의	관심과	출판

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런던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황선미,	김혜순	작가의	작품이	현지에서	출간되고	한강	작가의	출판이	확정되었으

며,	황석영과	이승우의	소설	저작권	수출이	성사	단계에	있는	등	한국문학의	본격적인	영국	출판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1. Market Focus Program at the 2014 London Book Fair

The year 2014 was significant in that Korea was chosen as the Market Focus country at the London Book Fair. Working groups from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Publishers Association,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the Art Council Korea held more than ten times of meetings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event.

The Korea Market Focus program was held from April 6 to 11. With the help of the British Council,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London Book Fair and the Korean Culture Center UK, LTI Korea hosted over 20 events and set up a Korean Writers Zone and an exhibition 

booth for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t the Market Focus Zone. This year’s market focus program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as 

the British Council joined LTI Korea in curating the event by selecting the participating writers, holding event promotions and tailoring the 

program to local taste. We were also able to reduce the budget for the event, as the expenses were shared by the British Council. In addition, 

we invited editors, journalists, and writers from the UK for events held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Market Focus program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o them, maximizing the effect of the event in the UK. 

The London Book Fair was the first book fair in the Anglosphere to invite Korea as the Guest of Honor Country, and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us to boost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the UK, a market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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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ts high entry barrier. Through the Market Focus program at the London Book Fair, Korean literature has begun gaining a foothold in the 

UK publishing market: works by writers Hwang Sun-mi and Kim Hyesoon were published in the UK; publication of novelist Han Kang’s 

work was confirmed; copyrights for Hwang Sok-yong and Lee Seung-u’s work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uccessfully exported to the UK.

1)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행사는	작가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김인숙,	신경숙,	김영하,	한강,	시인	김혜순,	아동작가	황선미,	웹툰

작가	윤태호	이상	10인이	참여하여	런던	도서전	및	시내	행사장,	케임브리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및	웨일즈	애버리스트위스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구성은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작가와	영국작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의	문학세미나	6회,	한-영	작가의	1:1	대담	형식

의	문학살롱	4회,	런던도서전	조직위에서	선정한	‘오늘의	작가	행사’,	한국문학출판세미나,	한국문학번역세미나,	영국	펜(PEN)과	함께	영어권	번역

가	2인이	번역	실력을	겨루는	한국문학번역	경연대회,	대영도서관,	런던리뷰	서점	등	현지	외부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저녁	외부	문

학행사	9회	등	총	20여	차례의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다.	

런던도서전이	저작권	거래를	위한	출판	관계자들에게만	제한된	전문가	도서전임에도	불구하고	문학행사에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였고,	티켓	판

매	형식으로	진행한	도서전	외부	행사의	경우에도	많은	독자들이	직접	입장권을	구매하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임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런던도서전	조직위원회에서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황선미	작가의	경우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영역판이	영국	대형서점인	포

일스의	런던	워털루	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언론	인터뷰와	행사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다.

1) Market Focus 2014: Korea
From April 6 to 11, ten writers, including novelists Hwang Sok-yong, Yi Mun-yol, Lee Seung-u, Kim Insuk, Shin Kyung-sook, Kim 

Young-ha and Han Kang, poet Kim Hyesoon, children’s books author Hwang Sun-mi, and web cartoonist Yoon Tae-ho, participated in 

various events in the Market Focus program, held at the main venue for the London Book Fair and at venues in London and Cambridge, as 

well as Edinburgh, Scotland, and Aberystwyth, Wales. 

More than 20 events were held throughout the program. Writers from Korea and the UK held discussions on the diversity and main 

issues of Korean literature in 6 literary seminars. In 4 “Literary Salon” sessions, Korean writers and UK writers had one-on-one conversations 

about literature. Other events included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a Korean literature publication seminar, a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seminar, a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co-hosted with the English PEN in which 2 translators competed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and 9 literary events held in the evening outside the fair in collaboration with local partner organizations such 

as the British Library and the London Review Bookshop. 

Although the London Book Fair is primarily a book-publishing trade fair open only to publishers, booksellers, rights agents and industry 

suppliers, we were able to witness th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s visitors flocked to literary events and bought tickets to participate in 

outside events. Moreover, children’s book author Hwang Sun-mi, who was selected as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by the London 

Book Fair organizers, received a lot of spotlight in the media, as the English translation of her boo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topped the sales chart for fiction at the Foyles bookstore at Waterlo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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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as confirmed; copyrights for Hwang Sok-yong and Lee Seung-u’s work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uccessfully exported to the UK.

1)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행사는	작가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김인숙,	신경숙,	김영하,	한강,	시인	김혜순,	아동작가	황선미,	웹툰

작가	윤태호	이상	10인이	참여하여	런던	도서전	및	시내	행사장,	케임브리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및	웨일즈	애버리스트위스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구성은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작가와	영국작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의	문학세미나	6회,	한-영	작가의	1:1	대담	형식

의	문학살롱	4회,	런던도서전	조직위에서	선정한	‘오늘의	작가	행사’,	한국문학출판세미나,	한국문학번역세미나,	영국	펜(PEN)과	함께	영어권	번역

가	2인이	번역	실력을	겨루는	한국문학번역	경연대회,	대영도서관,	런던리뷰	서점	등	현지	외부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저녁	외부	문

학행사	9회	등	총	20여	차례의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다.	

런던도서전이	저작권	거래를	위한	출판	관계자들에게만	제한된	전문가	도서전임에도	불구하고	문학행사에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였고,	티켓	판

매	형식으로	진행한	도서전	외부	행사의	경우에도	많은	독자들이	직접	입장권을	구매하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임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런던도서전	조직위원회에서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황선미	작가의	경우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영역판이	영국	대형서점인	포

일스의	런던	워털루	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언론	인터뷰와	행사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다.

1) Market Focus 2014: Korea
From April 6 to 11, ten writers, including novelists Hwang Sok-yong, Yi Mun-yol, Lee Seung-u, Kim Insuk, Shin Kyung-sook, Kim 

Young-ha and Han Kang, poet Kim Hyesoon, children’s books author Hwang Sun-mi, and web cartoonist Yoon Tae-ho, participated in 

various events in the Market Focus program, held at the main venue for the London Book Fair and at venues in London and Cambridge, as 

well as Edinburgh, Scotland, and Aberystwyth, Wales. 

More than 20 events were held throughout the program. Writers from Korea and the UK held discussions on the diversity and main 

issues of Korean literature in 6 literary seminars. In 4 “Literary Salon” sessions, Korean writers and UK writers had one-on-one conversations 

about literature. Other events included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a Korean literature publication seminar, a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seminar, a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co-hosted with the English PEN in which 2 translators competed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and 9 literary events held in the evening outside the fair in collaboration with local partner organizations such 

as the British Library and the London Review Bookshop. 

Although the London Book Fair is primarily a book-publishing trade fair open only to publishers, booksellers, rights agents and industry 

suppliers, we were able to witness th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s visitors flocked to literary events and bought tickets to participate in 

outside events. Moreover, children’s book author Hwang Sun-mi, who was selected as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by the London 

Book Fair organizers, received a lot of spotlight in the media, as the English translation of her boo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topped the sales chart for fiction at the Foyles bookstore at Waterlo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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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빈국관 기획 전시

런던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의	일환으로	초청	작가	10인으로	꾸며진	작가존과	한국문학번역원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10인	작가존에는	각	작

가별	사진	아래로	다양한	언어의	한국문학번역작품	총	196종을	전시하고	작가소개자료를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작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도록	했다.	특히	전시	기간	중에	영국	찰스	왕세자의	부인	카밀라	콘월	공작부인이	10인	작가존에	방문하여,	런던도서전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황

선미	작가와	담소를	나누고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	운영한	한국문학번역원	전시	부스에는	지난	2001년	이후	해

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번역작품(문학,	인문사회,	아동	등)	22개	언어권	109종의	번역도서를	다양하게	전시하고,	안내데스크에서	10인	작가소개자

료,	영문	외국어간행물	_list:	Books	from	Korea,	기념품	등을	배포하면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알렸다.

2) Market Focus Pavilion
As part of the Market Focus program, LTI Korea set up a Writers’ Zone with 10 guest writers, and an exhibition booth. At the Writers’ 

Zone, a total of 196 title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different languages, were displayed under the pictures of the corresponding 

authors. In addition, pamphlets about the authors were made available for visitors. In particular, Camilla, Duchess of Cornwall and wife of 

Prince Charles, visited the Writers Zone and met with Hwang Sun-mi,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who presented her with a copy of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The LTI Korea exhibition booth showcased a total of 109 titles of Korean fiction, humanities, children’s 

books and others that were translated into 22 languages and published overseas. At the booth’s information desk, pamphlets about the 10 

guest writers, _list: Books from Korea (an English publication that introduces Korean literature), and souvenirs were provided to introduce 

and promote Korean literature.

2.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

2014년	9월	21일(일)부터	9월	27일(토)까지	제주와	서울	북촌에서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서울국제작

가축제는	국내외	작가	스물여덟	명이	모여	문학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각자의	작품을	낭독하며	독자와	만났던	일주일	동안의	축제였다.	2014	작

가축제는	국내에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독자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문학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내보였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작가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만나는	지점을	확장하고,	해외작가의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교류	관

계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위해	총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	년	넘게	활동했고,	문학을	춤,	노래,	연극	등의	인접	예술	장르로	풀어내	좀	더	볼거리가	많은	축제를	만들고자	무

대연출을	따로	두었다.	기획위원은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담당	기자(기획위원장),	소설가	김태용,	시인	김행숙,	문학평론가	강유정,	성북문화재단	

김종휘	대표로	구성되었고,	무대연출은	최창근	희곡작가가	맡았다.	총	13차례에	걸쳐	있었던	기획위원회에서는	주제	선정,	작가	선정,	프로그램	기

획	등의	방향을	잡았고,	특히	올해	새롭게	시도했던	낭독	무대	연출과	내용의	사전	점검까지	꼼꼼히	진행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에로스와	꿈”이었다.	사실주의적	글쓰기	경향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제	선정의	배경

이었고,	실제로	참가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에로틱함과	몽환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참가작가	섭외	방식도	전과	같이	국내작

가가	만나보고	싶었던	해외작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만나고	싶었던	작가의	초청이	여의치	않았거나,	특별한	요청이	없었던	경우는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해외작가를	섭외했다.

	

<표 1> 런던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날짜 시간 행사 내용 장소

4.6.
(일)

10:00-11:00
케임브리지 문학행사

- 참석자: 황선미, Angel Gurria
Cambridge

4.7.
(월)

19:00-20:00
런던 문학행사 1

참석자: 황석영, Adam Foulds, Boyd Tonkin
Free Word Centre, London

4.8.
(화)

11:30-12:30
문학 세미나 1

- 주제: 역사와 문학
- 참석자: 황석영, Kamila Shamsie, Grace Koh

Whitehall Room

13:00-13:30
문학 살롱 1

- 참석자: 김영하, Krys Lee 
English PEN

Literary Salon

14:30-15:30
문학 세미나 2

- 주제: 현실과 이상
- 참석자: 이승우, 김혜순, Helen Ivory, Michael Hulse

Whitehall Room

16:00-16:30
문학 살롱 2

- 참석자: 신경숙, Arifa Akbar
English PEN

Literary Salon

18:30-20:00
런던 문학행사 2

- 참석자: 이문열, 안선재, Hamish Todd, Grace Koh
British Library, London

19:00-20:00
런던 문학행사 3

- 참석자: 윤태호, ILYA, Paul Gravett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4.9.
(수)

10:00-11:00
문학세미나 3: 

- 주제: 고국에 쓰는 편지-이주민문학
- 참석자: 김인숙, 김영하, Xiaolu Guo, Ellah Allfrey

Whitehall Room,
Earls Court

11:30-12:00
오늘의 작가 행사

- 참석자: 황선미, Maya Jaggi
English PEN

Literary Salon

13:00-14:00
문학세미나 4

- 주제: 우화와 문학적 상상
- 참석자: 이문열, Marina Warner, Christopher MacLehose  

Whitehall Room 

14:30-15:30
문학세미나 5

- 주제: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
- 참석자: 신경숙, 한강, Kerry Hudson, Rachel Holmes

Whitehall Room

14:30-15:30
주빈국 출판세미나

- 참석자: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성곤, John O’Brien, Krys Lee 
Wellington Room

16:45-17:45
한국문학번역 세미나

- 참석자: 안선재, Krys Lee, Shirley Lee, Cortina Butler
Literature Translation Centre

4.10.
(목)

11:30-12:30
문학세미나 6

- 주제: 작품의 영화화
- 참석자: 황선미, 윤태호, Martin Rowson, Maya Jaggi

Whitehall Room, 
Earls Court

13:00-13:30
문학살롱 4

- 참석자: 황석영, Jo Glanville
English PEN

Literary Salon

14:30-15:00
문학살롱 5

- 참석자: 이문열, Claire Armitstead
 English PEN
Literary Salon

15:00-16:00
한국문학번역 경연대회

- 참석자: Deborah Smith, Eugene Lee, Kelly Falconer
 Literature Translation Centre 

18:45-20:00
런던문학행사 4

- 참석자: 신경숙, Qaisra Shahraz, Krys Lee, Yasmeen Khan
Asia House,

London

19:00-20:00
런던문학행사 5

- 참석자: 김혜순, Sasha Dugdale
Poetry Library,

London

20:00-21:00
에든버러 문학행사

- 참석자: 김인숙, 한강, Karen Campbell, Serena Field 
Edinburgh Central Library, 

Edinburgh

4.11.
(금)

18:00-19:00
웨일즈 문학행사

- 참석자: 이승우, Francesca Rhydderch
Old College,
Aberystwith 

19:00-20:00
런던 문학행사 6

- 참석자: 김영하, Daniel Hahn
London Review 

Bookshop,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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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작가와	담소를	나누고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	운영한	한국문학번역원	전시	부스에는	지난	2001년	이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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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 of the Market Focus program, LTI Korea set up a Writers’ Zone with 10 guest writers, and an exhibition booth. At the Writers’ 

Zone, a total of 196 title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different languages, were displayed under the pictures of the corresponding 

authors. In addition, pamphlets about the authors were made available for visitors. In particular, Camilla, Duchess of Cornwall and wife of 

Prince Charles, visited the Writers Zone and met with Hwang Sun-mi, the Market Focus Author of the Day, who presented her with a copy of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The LTI Korea exhibition booth showcased a total of 109 titles of Korean fiction, humanities, children’s 

books and others that were translated into 22 languages and published overseas. At the booth’s information desk, pamphlets about the 10 

guest writers, _list: Books from Korea (an English publication that introduces Korean literature), and souvenirs were provided to introduce 

and promote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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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위해	총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	년	넘게	활동했고,	문학을	춤,	노래,	연극	등의	인접	예술	장르로	풀어내	좀	더	볼거리가	많은	축제를	만들고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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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제의	주제는	“에로스와	꿈”이었다.	사실주의적	글쓰기	경향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제	선정의	배경

이었고,	실제로	참가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에로틱함과	몽환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참가작가	섭외	방식도	전과	같이	국내작

가가	만나보고	싶었던	해외작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만나고	싶었던	작가의	초청이	여의치	않았거나,	특별한	요청이	없었던	경우는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해외작가를	섭외했다.

	

<표 1> 런던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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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perts, worked together for over a year from May 2013 to August 2014 to program a variety of events. The position of stage director 

was newly created to transform literature into performances, that in included dances, songs, plays and other forms of arts, creating grend 

spectacles for the audience. The members of the planning committee included Choi Jae-Bong, committee chairperson and literary reporter 

at the Hankyoreh, novelist Kim Tae Yong, poet Kim Haengsook, literary critic Kang Yu-Jung, and Kim Jong-whee, CEO of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and playwright Choi Chang Keun who took charge as the stage director. The planning committee held 13 meetings 

to determine different aspects of the festival and its programs, selecting the theme and writers, and oversaw and reviewed the details of the 

production of stage readings hel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was “Eros and Dream”, chosen to encompass the literary perspectives of writers who have broken away 

from realistic writings. As a result, participating writers introduced a number of erotic and dreamlike works to the audience. Writers from 

foreign countries, whom the Korean writers wanted to meet, were invited to the festival as guests. If they were unavailable to participate or 

when there was no particular request, writers were invited on the recommend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Just as in 2012, the festival kicked off with a regional program in Jeju Island, offering a chance for the writers to get to know each other. 

In the main program in Seoul, “Free Talks” and “Reading & Performance” programs were held in 3 different venues in Bukchon. We received 

positive reviews about the Seoul Night Tour and Korean Culture Experience from the guest writers. Moreover, multifaceted promotion of the 

festival through the festival’s official website and SNS channels allowed many literature lovers to attend the event, meeting the expectations 

of book lovers from the only literary festival of its kind in Korea.

1) 제주 지방행사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서울	본	행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9월	21일	일요일,	국내외	참가작가가	제주도에	모였다.	해외작가의	경우	제주도로	바

로	입국하거나,	일부는	하루	전	서울에	도착해	국내작가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다.	장시간	비행에	지쳤던	해외작가들은	숙소가	있었던	서귀포	법환

포구의	바다를	바라보며	피로를	달랬고,	제주도	천혜의	절경에	감탄했다.	환영만찬이	있기	전	저녁,	작가들은	제주	문화예술	거리인	‘이중섭	거리’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환영만찬은	숙소였던	섬오름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네	번의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작가들이	

서로의	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일주일	간	펼쳐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환영공연이었던	국악인	강권순의	정가와	박우재의	거문고	연

축제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참가작가들의	사전	친교를	위한	지방행사부터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북촌의	세	곳	행사장에서	‘작가

들의	수다’와	‘낭독	&	공연’	무대를	가졌다.	새롭게	더해진	축제	프로그램이었던	‘서울	야간기행’이나	‘한국	문화체험’에	대한	참가작가들의	호응도	

좋았다.	또한,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통해	일반	문학	애호가들이	축제에	참가해	국내	유일의	‘문

학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2. The 2014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SIWF)

The 2014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was held in Jeju Island and Bukchon, Seoul from September 21 to 27. Marking its fifth 

run, the festival gathered 28 writers from Korea and abroad to discuss literature, recite their works, and communicate with the readers for a 

whole week. The festival revealed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Korean readers who enjoy literature and demonstrated its potential to grow as a 

literary festival.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took off in 2006 as an attempt to expand the platform for interaction between Korean writers 

and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nd to broaden the scope of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by raising international 

writers’ level of awareness about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For the fifth iteration of the festival, the planning committee, composed of 

구분 국내작가 구분 해외작가 국적

소설

김미월
(Kim Miwol)

소설

게 아요르잔
(G. Ayurzana)

몽골

김태용
(Kim Tae Yong)

수잔 최
(Susan Choi)

미국

박성원
(Park Seongwon)

르자 크라치
(Riza Kirac)

터키

윤고은
(Yun Ko Eun)

올리베리오 코엘료
(Oliverio Coelho)

아르헨티나

한유주
(Han Yujoo)

다니엘 레빈 베커
(Daniel Levin Becker)

미국

해이수
(Hae Yisoo)

루시 프리케
(Lucy Fricke)

독일

황정은
(Hwang Jung Eun)

다와다 요코
(Yoko Tawada)

독일

시

강정
(Kang Jeong)

시

끌로드 무샤르
(Claude Mouchard)

프랑스

김소연
(Kim So Yeon)

댄 디즈니
(Dan Disney)

호주

김행숙
(Kim Haengsook)

티엔 위안
(Yuan Tian)

중국

박상순
(Park Sangsoon)

덴쟈 압둘라히
(Denja Abdullahi)

나이지리아

이영광
(Lee Young Kwang)

시네이드 모리세이
(Sinéad Morrissey) 영국

이제니
(Lee Jenny)

후지와라 아키코
(Akiko Fujiwara)

일본

조연호
(Cho Yunno)

타르수 데 멜루
(Tarso de Melo)

브라질

✽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 참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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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수다는	만나보고	싶었던	해외작가를	만나	서로의	작품과	작가라는	글	쓰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

졌다.	파트너였던	다와다	요코(소설가,	독일)의	작품을	읽은	순간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	작품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황정은	작가,	일

본	여행	중	들렀던	서점에서	일본	젊은	시인의	작품들을	둘러보다	우연히	읽었던	시집을	쓴	후지와라	아키코와	실제	만나게	된	이제니	시인,	전통적

인	소설의	구성요건에	맞추지	않는다는	창작의	규율을	가진	울리포	잠재문학실험실	소속	작가로서	만난	한유주	작가와	다니엘	레빈	베커(소설가,	

미국)	등은	수다	속에서	두	작가	사이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됐다.	그	외	다른	참가작가들의	수다	세션도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작품세계를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수다	주제였던	“내	문학속의	에로스와	꿈”에	관해	참가	작가들에게	사전에	짧은	에세이를	받아	책자로	만들었다.	이	에세

이집은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배포되었다.	각	작가의	에세이는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의	나열이기도	했고,	아주	짧은	한	편의	글이기도	했

다.	그래서	에세이가	축제	참가작가의	작품집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를	읽음으로써	에로스와	꿈에	관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올해	축제에	참가했던	작가로부터	다음번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참가작가	전체가	함께	이야

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해외작가도	사전에	사회자의	질문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하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Seoul - Free Talks
The main program at Seoul began with Free Talks on September 23. In the Free Talk sessions, which were held at W Stage in Anguk-

dong, pairs of Korean and foreign writers had tête-à-têtes on the theme, “Eros and Dream in My Literature”. During the welcoming speech 

prior to the event, Kim Seong-kon, president of LTI Korea, wished for abundant discussions and conversations on stories about Eros and 

Dream, which he said are the foundation and eternal driving forces of life and literature. The time for this year’s Free Talks was extended 

to an hour to provide the writers with a chance to properly converse with each other. A total of 7 moderators hosted 2 teams each, and the 

moderators and writers were able to ask and answer in-depth questions, since they laid the basis for the talks through preliminary meetings. 

The audience was able to focus on the writers’ words and hear about literature and the social reality, the role of literature, the language of 

literature, and the way Eros and Dream appear in literature. Depending on the participating writers, the Free Talks were serious at times, and 

accompanied by laughter and fun at other times. 

The program proved to be rich and diverse as the Free Talks offered a platform for Korean writers to meet with foreign writers of their 

choice and talk about each other’s works and the profession of writing. Some of the partnered writers included German novelist Yoko Tawada 

and Korean novelist Hwang Jeong Eun, who believed that she would have encountered Tawadas work sometime in her life, if not now; 

Japanese poet Akiko Fujiwara and Korean poet Lee Jenny, who had come across Fujiwara’s poetry collection at a bookstore she randomly 

주는	환영만찬의	백미였다.	특히	제주의	자연을	가사로	담은	‘산천초목’을	노래할	때는,	참가작가	모두가	숨죽이며	한국	전통	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

고,	공연	후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다음	날	오전	작가들은	거친	원시림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시	인근의	‘사려니	숲길’로	향했다.	일정의	촉박함	속에	여유로운	숲길	산책을	

하진	못했어도,	바다와는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제주를	떠나기	전	점심식사로	먹었던	흑돼지구이는	어쩌면	모든	작가들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안겼을지도	모른다.

1) The Jeju Program  
On Sunday, September 21, two days before the main program of 

SIWF began in Seoul, participating writers from Korea and overseas 

gathered in Jeju Island. Some of the foreign writers came directly 

to Jeju, while others arrived in Seoul the day before and came to 

Jeju along with Korean writers. The foreign writers who were tired 

from long plane rides relieved their fatigue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sea from the Beophwan Harbor, Seogwipo, where they were 

staying, and marveled at the natural beauty of Jeju Island. Before the 

welcoming dinner, the writers took a stroll along the Lee Jung-seop 

Street, a culture and arts street in Jeju, and visited Seogwipo Maeil 

Olle Market. 

The welcoming dinner was held at the banquet hall of Hotel Sumorum, where the writers stayed. They watched a video of highlights 

from the 4 previous festivals held between 2006 and 2012 and introduced themselves to each other, raising our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weeklong festival ahead. The highlight of the dinner was the welcoming performance by Kang Kwon-sun, a leading vocali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geomungo player Park Woo-jae. Especially when Kang sang, “Sancheon Chomok” (Mother Nature), about the 

beautiful nature of Jeju, the writers held their breath and listened attentively, charmed by the traditional Korean singing, and gave a standing 

ovation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In the morning of the next day, the writers headed to the Saryeoni Forest Path, which meanders through a wild forest. Though were 

unable to take their time and enjoy the nature at the forest due to the busy schedule, the writers were able to take a look at a different charm 

of the Jeju Island, besides the sea. The Jeju black pork barbecue the writers had for lunch before leaving Jeju might have been the best part 

of the whole trip for them.  

2) 서울 - 작가들의 수다

서울	본	행사는	23일	오전	‘작가들의	수다’로	시작됐다.	안국동에	위치한	문화나눔공간	W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수다는	국내작가와	해외작가가	

서로	짝을	이뤄	“내	문학속의	에로스와	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었다.	시작에	앞서	있었던	환영사에서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은	삶과	

문학의	토대이자	끊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에로스’와	‘꿈’에	관해	풍성한	이야기가	오가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했다.	올해	작가축제의	수다는	파트

너별로	한	시간씩	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시간을	늘렸다.	그리고	총	일곱	명의	사회자가	각	두	팀씩을	맡았고,	국내작가와의	사전	미팅을	통해	보

다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가능했다.	청중들도	작가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문학과	사회현실,	문학의	역할,	문학의	언어,	에로스와	꿈이	문학	속에	드

러나는	방식	등에	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작가들의	수다는	참가작가의	성향에	따라	때로는	진지했고,	때로는	편안함과	웃음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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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안에서	관객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낭독과	공연을	지켜보았다.	이제니	시인과	화가	허남준의	기타	연주와	시	낭송이	첫	무대를	열었고,	하얀

색의	갤러리	벽면은	화가가	‘My	Wave’라는	주제로	촬영한	흑백	사진들로	채워졌다.	이어진	일본	시인	후지와라	아키코의	낭독과	공연	영상,	김태용	

소설가의	나직하고	반복적인	속삭임을	배경으로	펼쳐진	남녀	두	사람의	연극,	그리고	미국	소설가	수잔	최의	낭독에	이어진	까두댄스는	소설	속	주

인공의	처연한	감정이	서서히	폭발하는	듯한	해석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작가축제	낭독의	마지막	날이었던	26일의	1부	공연은	가장	많은	관객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데	해이수	작가의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벽면에	비

친	고비	사막을	배경으로	작가의	낭독이	끝나자,	남녀	두	명의	무용수가	소설	속	만남,	사랑,	이별까지를	하나로	묶어	현대무용으로	표현했다.	이어서	

독일	소설가	루시	프리케의	작품	낭독과	발레	공연,	황정은	소설가의	빗소리와	어우러진	낭독,	독일	소설가	다와다	요코의	낭독	앞뒤로	연결된	북	공

연에는	가장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대미의	2부	공연은	시인	김행숙의	시	낭송과	몽환적인	움직임의	무용,	중국	시인	티엔	위안의	세	편의	시	낭

송과	플라멩코	댄스,	이번	작가축제	작품	중에서	가장	야한	소설로	회자된	박성원	작가	작품을	두	명의	성우와	작가가	함께	꾸민	라디오극,	그리고	터

키	소설가	르자	크라치가	마치	소설가의	일상인	듯	보이면서도	행위	예술과	같았던	낭독	무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총	나흘	동안	낭독과	공연이	어우러졌던	작가축제는	매일	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채로웠다.	문학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귀

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던	여러	무대들은	앞으로의	작가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축제의	가능성을	실험했

다.	앞으로	작가축제는	내실을	기해	누구나	더	쉽게	다가서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그	막을	내렸다.	

3) Seoul - Reading & Performance
This year’s Reading & Performance session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a variety of artistic performances based on the works 

of participating writers were held alongside the readings. The readings, which were staged with utmost care by the stage director, were 

accompanied by different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plays, band performances, puppet shows, mimes, modern dances, tango, and 

pansori, depending on the feature of the writings or upon the request of the writers. At times, the performances followed the writers readings, 

and at other times, the performances were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adings, with dancers dancing or actors performing to the reading 

by the writer. 

The readings took place at Bukchon Changwoo Theater and Gallery Namu. Changwoo Theater is a small theater that seats about 100 

people, where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are often held. On the other hand, Gallery Namu is a modern space with a 

visited while travelling in Japan; Korean novelist Han Yujoo and American novelist Daniel Levin Becker, a member of OuLiPo, which is a 

gathering of writers who seek to create works through constrained writing techniques. These writers formed a bond during the talks. Other 

Free Talk sessions also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writers as well as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writers’ literary perspectives as they 

answered the moderators questions. 

For this year’s festival, we provided a booklet of short essays, written by the participating writers on the theme, “Eros and Dream in My 

Literature”. Some of the essays were mere orderings of words that did not seem to have any connection; others were short texts. The booklet 

received positive reviews, and some of the audience even remarked that the essays were more fun to read than the works written by the writers. 

Others commented on how the booklet was helpful in understanding what the writers wanted to say about Eros and Dream. Other feedback 

included a suggestion from one of the participating writers who proposed a Free Talk session for all writers to talk about the theme for the 

next festival, and a request from a foreign writer to share the moderators’ questions in advance. 

3) 서울 - 낭독 & 공연

이번	2014	작가축제의	낭독과	공연	무대는	참가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인접예술	장르의	공연이	어우러진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축제	전반에	걸쳐	무대연출가가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낭독무대는	연극,	밴드	공연,	인형극,	마임,	현대무용,	탱고,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로	각	

작품의	성격에	맞게	또는	작가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	꾸며졌다.	작가의	낭독에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고,	낭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연극을	하는	콜라

보레이션	무대이기도	했다.	

낭독은	나흘	동안	북촌창우극장과	나무갤러리	두	곳에서	진행했다.	창우극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자주	하는	곳으로	약	

100여석	규모의	아담한	소극장이고,	반면	나무갤러리는	매우	모던한	분위기와	독특한	공간	구조를	가진	갤러리이다.	참가작가의	작품과	그에	함께	

하는	공연의	성격이	공간의	성격과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순서를	정했다.	예상했던	규모	이상의	관객이	찾아와	좌석	수나	공간의	활용도	면에서	아쉬

움이	남기도	했지만,	공간	자체가	가진	매력이	문학과	잘	녹아들었다.	

첫째	날이었던	23일의	낭독	1부는	이영광	시인의	낮게	깔린	중저음	목소리의	시	낭송으로	시작되었다.	두	편의	시	낭송에	이어	고수의	북장단

에	맞춰	판소리로	담아낸	이영광	시인의	세	편의	시가	무대	위에서	진중하게	울렸다.	뒤를	이은	영국의	시인	시네이드	모리세이는	자신의	시	다섯	편

을	모두	암기로	낭송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시에	관한	설명을	곁들여서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소설가	김미월의	낭독과	뒤를	이은	마

임	공연,	몽골	소설가	게	아요르잔의	낭독과	이어진	인형극은	관객과	작가	모두를	흠뻑	빠져들게	했다.	2부	순서에서	밴드	연주와	합해진	강정,	끌로

드	무샤르,	조연호,	타르수	데	멜루	네	명	작가의	공연은	콘서트	현장과	같은	열기였다.	강정	시인과	조연호	시인은	각각	자신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

로	불렀고,	파트너	작가의	시	낭송	때는	잔잔한	즉흥	연주를	해주기도	했다.	

둘째	날인	24일의	낭독	1부는	김소연	시인과	최고은	밴드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시작되었다.	이미	시	낭송	무대를	통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

는	김소연	시인은	최고은	밴드와	함께	한	무대에서	낭독과	노래가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뒤를	이은	호주	시인	댄	디즈니의	무

대는	형식을	파괴한	그의	시를	낭독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새의	시들과	그러한	파격적인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뒤를	이은	드로잉과	사진	등을	결합

한	미디어아트	영상물은	작가도	그	해석에	놀라워했던	결과물이었다.	2부	낭독은	박상순	시인의	낭독에	맞춘	현대무용,	덴쟈	압둘라히	나이지리아	

시인의	시를	고백의	순간으로	풀어낸	연극,	한유주	작가의	낮은	목소리를	배경으로	한	두	연극배우의	무대,	그리고	미국	소설가	다니엘	레빈	베커의	

작품이	연극으로	바뀌어	무대	위에	펼쳐졌다.	

셋째	날인	25일은	서울야간기행이	있어	네	명	작가의	낭독과	공연	무대만	진행되었다.	모든	층이	뚫린	듯	연결된	나무갤러리의	독특한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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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안에서	관객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낭독과	공연을	지켜보았다.	이제니	시인과	화가	허남준의	기타	연주와	시	낭송이	첫	무대를	열었고,	하얀

색의	갤러리	벽면은	화가가	‘My	Wave’라는	주제로	촬영한	흑백	사진들로	채워졌다.	이어진	일본	시인	후지와라	아키코의	낭독과	공연	영상,	김태용	

소설가의	나직하고	반복적인	속삭임을	배경으로	펼쳐진	남녀	두	사람의	연극,	그리고	미국	소설가	수잔	최의	낭독에	이어진	까두댄스는	소설	속	주

인공의	처연한	감정이	서서히	폭발하는	듯한	해석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작가축제	낭독의	마지막	날이었던	26일의	1부	공연은	가장	많은	관객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데	해이수	작가의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벽면에	비

친	고비	사막을	배경으로	작가의	낭독이	끝나자,	남녀	두	명의	무용수가	소설	속	만남,	사랑,	이별까지를	하나로	묶어	현대무용으로	표현했다.	이어서	

독일	소설가	루시	프리케의	작품	낭독과	발레	공연,	황정은	소설가의	빗소리와	어우러진	낭독,	독일	소설가	다와다	요코의	낭독	앞뒤로	연결된	북	공

연에는	가장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대미의	2부	공연은	시인	김행숙의	시	낭송과	몽환적인	움직임의	무용,	중국	시인	티엔	위안의	세	편의	시	낭

송과	플라멩코	댄스,	이번	작가축제	작품	중에서	가장	야한	소설로	회자된	박성원	작가	작품을	두	명의	성우와	작가가	함께	꾸민	라디오극,	그리고	터

키	소설가	르자	크라치가	마치	소설가의	일상인	듯	보이면서도	행위	예술과	같았던	낭독	무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총	나흘	동안	낭독과	공연이	어우러졌던	작가축제는	매일	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채로웠다.	문학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귀

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던	여러	무대들은	앞으로의	작가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축제의	가능성을	실험했

다.	앞으로	작가축제는	내실을	기해	누구나	더	쉽게	다가서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그	막을	내렸다.	

3) Seoul - Reading & Performance
This year’s Reading & Performance session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a variety of artistic performances based on the works 

of participating writers were held alongside the readings. The readings, which were staged with utmost care by the stage director, were 

accompanied by different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plays, band performances, puppet shows, mimes, modern dances, tango, and 

pansori, depending on the feature of the writings or upon the request of the writers. At times, the performances followed the writers readings, 

and at other times, the performances were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adings, with dancers dancing or actors performing to the reading 

by the writer. 

The readings took place at Bukchon Changwoo Theater and Gallery Namu. Changwoo Theater is a small theater that seats about 100 

people, where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are often held. On the other hand, Gallery Namu is a modern space with a 

visited while travelling in Japan; Korean novelist Han Yujoo and American novelist Daniel Levin Becker, a member of OuLiPo, which is a 

gathering of writers who seek to create works through constrained writing techniques. These writers formed a bond during the talks. Other 

Free Talk sessions also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writers as well as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writers’ literary perspectives as they 

answered the moderators questions. 

For this year’s festival, we provided a booklet of short essays, written by the participating writers on the theme, “Eros and Dream in My 

Literature”. Some of the essays were mere orderings of words that did not seem to have any connection; others were short texts. The booklet 

received positive reviews, and some of the audience even remarked that the essays were more fun to read than the works written by the writers. 

Others commented on how the booklet was helpful in understanding what the writers wanted to say about Eros and Dream. Other feedback 

included a suggestion from one of the participating writers who proposed a Free Talk session for all writers to talk about the theme for the 

next festival, and a request from a foreign writer to share the moderators’ questions in advance. 

3) 서울 - 낭독 & 공연

이번	2014	작가축제의	낭독과	공연	무대는	참가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인접예술	장르의	공연이	어우러진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축제	전반에	걸쳐	무대연출가가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낭독무대는	연극,	밴드	공연,	인형극,	마임,	현대무용,	탱고,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로	각	

작품의	성격에	맞게	또는	작가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	꾸며졌다.	작가의	낭독에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고,	낭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연극을	하는	콜라

보레이션	무대이기도	했다.	

낭독은	나흘	동안	북촌창우극장과	나무갤러리	두	곳에서	진행했다.	창우극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자주	하는	곳으로	약	

100여석	규모의	아담한	소극장이고,	반면	나무갤러리는	매우	모던한	분위기와	독특한	공간	구조를	가진	갤러리이다.	참가작가의	작품과	그에	함께	

하는	공연의	성격이	공간의	성격과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순서를	정했다.	예상했던	규모	이상의	관객이	찾아와	좌석	수나	공간의	활용도	면에서	아쉬

움이	남기도	했지만,	공간	자체가	가진	매력이	문학과	잘	녹아들었다.	

첫째	날이었던	23일의	낭독	1부는	이영광	시인의	낮게	깔린	중저음	목소리의	시	낭송으로	시작되었다.	두	편의	시	낭송에	이어	고수의	북장단

에	맞춰	판소리로	담아낸	이영광	시인의	세	편의	시가	무대	위에서	진중하게	울렸다.	뒤를	이은	영국의	시인	시네이드	모리세이는	자신의	시	다섯	편

을	모두	암기로	낭송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시에	관한	설명을	곁들여서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소설가	김미월의	낭독과	뒤를	이은	마

임	공연,	몽골	소설가	게	아요르잔의	낭독과	이어진	인형극은	관객과	작가	모두를	흠뻑	빠져들게	했다.	2부	순서에서	밴드	연주와	합해진	강정,	끌로

드	무샤르,	조연호,	타르수	데	멜루	네	명	작가의	공연은	콘서트	현장과	같은	열기였다.	강정	시인과	조연호	시인은	각각	자신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

로	불렀고,	파트너	작가의	시	낭송	때는	잔잔한	즉흥	연주를	해주기도	했다.	

둘째	날인	24일의	낭독	1부는	김소연	시인과	최고은	밴드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시작되었다.	이미	시	낭송	무대를	통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

는	김소연	시인은	최고은	밴드와	함께	한	무대에서	낭독과	노래가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뒤를	이은	호주	시인	댄	디즈니의	무

대는	형식을	파괴한	그의	시를	낭독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새의	시들과	그러한	파격적인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뒤를	이은	드로잉과	사진	등을	결합

한	미디어아트	영상물은	작가도	그	해석에	놀라워했던	결과물이었다.	2부	낭독은	박상순	시인의	낭독에	맞춘	현대무용,	덴쟈	압둘라히	나이지리아	

시인의	시를	고백의	순간으로	풀어낸	연극,	한유주	작가의	낮은	목소리를	배경으로	한	두	연극배우의	무대,	그리고	미국	소설가	다니엘	레빈	베커의	

작품이	연극으로	바뀌어	무대	위에	펼쳐졌다.	

셋째	날인	25일은	서울야간기행이	있어	네	명	작가의	낭독과	공연	무대만	진행되었다.	모든	층이	뚫린	듯	연결된	나무갤러리의	독특한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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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scribed a day in the life of a novelist. 

The readings and performances that lasted for 4 days during the festival were diverse and vibrant, making the audience lose track of time. 

Allowing the audience to watch and hear literature instead of simply reading them, these performances raised expectations from the Writers’ 

festival for the future and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enjoyable literary festival for both the writers and the audience. The 

Festival came to an end, leaving us with the challenge to come up with interesting and informative contents for the festival and to make it an 

enjoyable event for all types of audiences. 

4) 서울 야간기행 / 한국문화체험

올해	작가축제에서	처음	시도했던	‘서울	야간기행’은	수다와	낭독으로	이어졌던	나흘	동안의	축제	중간에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밤

의	매력을	해외작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획이었는데,	파트너	작가와	함께	광화문	광장,	종로	광장시장,	남산	서울타워	등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

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작가가	모였던	종로	광장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막걸리	한	잔은	프로그램	중간에	긴장을	풀고,	작가들

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문화체험은	창덕궁	후원과	한국가구박물관	관람이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은	궁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

지만,	‘비원’으로도	불리는	창덕궁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극대화시킨	한국의	전통	정원으로	독보적인	유적지이다.	또한	한국가구박물관은	우리나

라의	전통	생활가구를	수집해놓은	곳으로	목가구를	중심으로	총	2,000여	점의	가구와	소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올해	축제에	참가한	해외작가	중에

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작가들도	다수	있어서,	한국의	이색적인	면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4) ) Seoul Night Tour / Korean Culture Experience
The Seoul Night Tour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is year’s festival, nudged in between the 4 days filled with conversations, readings, 

and performances. The tour was planned to introduce the nighttime Seoul’s charms to the foreign writers, who had a chance to visit 

Gwanghwamun Plaza, Gwangjang Market in Jongno, and the N Seoul Tower at Namsan, and have conversations over drinks. At the 

Gwangjang Market in Jongno, most of the writers gathered together to enjoy a variety of Korean food and drink makgeolli, enjoying the 

opportunity to relax and have light conversations. 

The Korean Culture Experience included a tour of Changdeokgung Palace, and a visit to the Korea Furniture Museum.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Changdeokgung Palace is famous not only for its beauty, but also for Huwon, also known as the Secret Garden. 

Huwon is a traditional Korean garden and a unique heritage that boasts of the beauty, magnificence, and harmony of its landscape and 

nature. The writers also visited the Korea Furniture Museum, which showcases over 2,000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and props, mainly 

made of wood. Some of this year’s guest writers were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gave these programs rave reviews because they were 

delighted to discover different aspects of Korea. 

unique layout. The reading sessions were scheduled keeping in the mind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venue. A surprisingly large number 

of visitors turned up for the readings, but unfortunately we were unable to accommodate them all due to space constraints, but the charm of 

the venues blended well with the writers’ works. 

The first reading session on September 23,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began with poet Lee Young Kwang, who recited his poem in a 

resounding low voice. The reading of 2 poems was followed by a pansori performance of another 3 poems by Lee, accompanied by the sound 

of the drums. Next was Sinéad Morrissey, an Irish poet. Morrissey received a warm applause from the audience by reciting 5 of her poems 

from memory and adding an explanation of each of the poems. The reading by novelist Kim Miwol and the following mime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ading by Mongolian novelist G. Ayurzana and the following puppet show not only captivated the audience but also the writers 

themselves. The second session by poets Kang Jeong, Claude Mouchard, Cho Yunno, and Tarso de Melo was similar to a concert, full of 

songs and excitement. Poets Kang Jeong and Cho Yunno performed songs composed from their poems, and even played impromptu music 

during the readings of their partner poets. 

The first reading session on the second day, September 24, began with a concert by poet Kim So Yeon and the Choi Go-eun Band. Kim, 

who already has earned devoted readers for her poems through other reading events, created a moment of poetry and music coming together 

on stage with the Choi Go-eun Band. Australian poet Dan Disney recited his poems, which defied form and structure. He then explained his 

geometric poems and his unconventional experiments. The drawing and the media art piece that followed were a pleasant surprise even to the 

author. The second reading session continued with a modern dance performance accompanied by poet Park Sangsoon’s reading, a play based 

on a poem by Nigerian poet Denja Abdullahi turned into a confession, a performance by two actors accompanied by the soft, low voice of 

novelist Han Yujoo in the background, and a play based on American novelist Daniel Levin Becker’s work. 

On the third day of the festival, September 25, the Reading & Performance session was short, consisting of readings and performances 

by 4 writers, due to the Seoul Night Tour, which was scheduled for the evening. In Gallery Namu, where all the floors of the building were 

open and connected, the audience held their breath as they sat and watched the readings and performances. Poet Lee Jenny and artist Heo 

Nam-jun opened the stage with a guitar performance and a poetry recital, and the white walls of the gallery were filled with black and white 

photos taken by the artist had taken under the theme “My Wave”. The reading by Japanese poet Akiko Fujiwara and a video screening of 

a performance, a play by two actors accompanied by the low and repetitive whispers of novelist Kim Tae Yong, and Ccadoo dance, which 

followed the reading by American novelist Susan Choi, received huge rounds of applause. The Ccadoo dance in particular was praised for its 

interpretation of Susan Choi’s work, describing the main characters plaintive feelings growing explosive throughout the performance. 

The first session of Reading & Performance on September 26,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began with a reading by novelist Hae Yisoo, 

with the largest number of visitors in the audience. When the reading ended with an image of the Gobi Desert on the wall, a male dancer and 

a female dancer adorned the stage with the story of encounter, love, and parting of Hae’s novel in modern dance. It was followed by a reading 

by German novelist Lucy Fricke and a ballet performance, and a reading by novelist Hwang Jung Eun accompanied with the sound of rain. 

The two drum performances, before and after a reading by German novelist Yoko Tawada, received the biggest applause that day. The second 

session, which was the last session of the festival, consisted of a reading by Kim Haengsook and a performance of dreamlike movements, a 

reading of 3 poems by Chinese poet Yuan Tian and a flamenco performance, a radio play by 2 voice actors based on novelist Park Seongwon’s 

work, which was rumored to be the most erotic Short story in the festival, and a reading by Turkish novelist Riza Kirac with performanc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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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scribed a day in the life of a novelist. 

The readings and performances that lasted for 4 days during the festival were diverse and vibrant, making the audience lose track of time. 

Allowing the audience to watch and hear literature instead of simply reading them, these performances raised expectations from the Writers’ 

festival for the future and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enjoyable literary festival for both the writers and the audience. The 

Festival came to an end, leaving us with the challenge to come up with interesting and informative contents for the festival and to make it an 

enjoyable event for all types of audiences. 

4) 서울 야간기행 / 한국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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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작가가	모였던	종로	광장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막걸리	한	잔은	프로그램	중간에	긴장을	풀고,	작가들

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문화체험은	창덕궁	후원과	한국가구박물관	관람이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은	궁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

지만,	‘비원’으로도	불리는	창덕궁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극대화시킨	한국의	전통	정원으로	독보적인	유적지이다.	또한	한국가구박물관은	우리나

라의	전통	생활가구를	수집해놓은	곳으로	목가구를	중심으로	총	2,000여	점의	가구와	소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올해	축제에	참가한	해외작가	중에

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작가들도	다수	있어서,	한국의	이색적인	면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4) ) Seoul Night Tour / Korean Culture Experience
The Seoul Night Tour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is year’s festival, nudged in between the 4 days filled with conversations, readings, 

and performances. The tour was planned to introduce the nighttime Seoul’s charms to the foreign writers, who had a chance to visit 

Gwanghwamun Plaza, Gwangjang Market in Jongno, and the N Seoul Tower at Namsan, and have conversations over drinks. At the 

Gwangjang Market in Jongno, most of the writers gathered together to enjoy a variety of Korean food and drink makgeolli, enjoying the 

opportunity to relax and have light conversations. 

The Korean Culture Experience included a tour of Changdeokgung Palace, and a visit to the Korea Furniture Museum.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Changdeokgung Palace is famous not only for its beauty, but also for Huwon, also known as the Secret Garden. 

Huwon is a traditional Korean garden and a unique heritage that boasts of the beauty, magnificence, and harmony of its landscape and 

nature. The writers also visited the Korea Furniture Museum, which showcases over 2,000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and props, mainly 

made of wood. Some of this year’s guest writers were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gave these programs rave reviews because they were 

delighted to discover different aspects of Korea. 

unique layout. The reading sessions were scheduled keeping in the mind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venue. A surprisingly large number 

of visitors turned up for the readings, but unfortunately we were unable to accommodate them all due to space constraints, but the charm of 

the venues blended well with the writers’ works. 

The first reading session on September 23,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began with poet Lee Young Kwang, who recited his poem in a 

resounding low voice. The reading of 2 poems was followed by a pansori performance of another 3 poems by Lee, accompanied by the sound 

of the drums. Next was Sinéad Morrissey, an Irish poet. Morrissey received a warm applause from the audience by reciting 5 of her poems 

from memory and adding an explanation of each of the poems. The reading by novelist Kim Miwol and the following mime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ading by Mongolian novelist G. Ayurzana and the following puppet show not only captivated the audience but also the writers 

themselves. The second session by poets Kang Jeong, Claude Mouchard, Cho Yunno, and Tarso de Melo was similar to a concert, full of 

songs and excitement. Poets Kang Jeong and Cho Yunno performed songs composed from their poems, and even played impromptu music 

during the readings of their partner poets. 

The first reading session on the second day, September 24, began with a concert by poet Kim So Yeon and the Choi Go-eun Band. Kim, 

who already has earned devoted readers for her poems through other reading events, created a moment of poetry and music coming together 

on stage with the Choi Go-eun Band. Australian poet Dan Disney recited his poems, which defied form and structure. He then explained his 

geometric poems and his unconventional experiments. The drawing and the media art piece that followed were a pleasant surprise even to the 

author. The second reading session continued with a modern dance performance accompanied by poet Park Sangsoon’s reading, a play based 

on a poem by Nigerian poet Denja Abdullahi turned into a confession, a performance by two actors accompanied by the soft, low voice of 

novelist Han Yujoo in the background, and a play based on American novelist Daniel Levin Becker’s work. 

On the third day of the festival, September 25, the Reading & Performance session was short, consisting of readings and performances 

by 4 writers, due to the Seoul Night Tour, which was scheduled for the evening. In Gallery Namu, where all the floors of the building were 

open and connected, the audience held their breath as they sat and watched the readings and performances. Poet Lee Jenny and artist Heo 

Nam-jun opened the stage with a guitar performance and a poetry recital, and the white walls of the gallery were filled with black and white 

photos taken by the artist had taken under the theme “My Wave”. The reading by Japanese poet Akiko Fujiwara and a video screening of 

a performance, a play by two actors accompanied by the low and repetitive whispers of novelist Kim Tae Yong, and Ccadoo dance, which 

followed the reading by American novelist Susan Choi, received huge rounds of applause. The Ccadoo dance in particular was praised for its 

interpretation of Susan Choi’s work, describing the main characters plaintive feelings growing explosive throughout the performance. 

The first session of Reading & Performance on September 26,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began with a reading by novelist Hae Yisoo, 

with the largest number of visitors in the audience. When the reading ended with an image of the Gobi Desert on the wall, a male dancer and 

a female dancer adorned the stage with the story of encounter, love, and parting of Hae’s novel in modern dance. It was followed by a reading 

by German novelist Lucy Fricke and a ballet performance, and a reading by novelist Hwang Jung Eun accompanied with the sound of rain. 

The two drum performances, before and after a reading by German novelist Yoko Tawada, received the biggest applause that day. The second 

session, which was the last session of the festival, consisted of a reading by Kim Haengsook and a performance of dreamlike movements, a 

reading of 3 poems by Chinese poet Yuan Tian and a flamenco performance, a radio play by 2 voice actors based on novelist Park Seongw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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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2014년은	번역출판지원	사업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새로운	지원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출간	규모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번역지원	사업은	2분기부터	작품	전체를	번역하는	완역	지원에서	샘플	지원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샘플번역과	함께	각	작품에	대한	소개자료

를	전문가들에게	의뢰	작성하게	함으로써	현지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한국	도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완역	지원일	경

우	최소	1년	이상의	번역	기간이	소요되어	한국문학의	시의성이	반감하는	단점을	보완했고,	번역에서	출판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비

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샘플	번역을	통해	출판	계약이	이루어진	작품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량의	번역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번역	출판	지원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확립

했다.	즉	해외출판사	주도로	저작권	계약을	맺은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과	출판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해외출판사	번

역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는	7개	언어권	10개	출판사	12종에	대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는	출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번역과	출판의	간격을	좁히면서	번역출판	지원의	현지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기획번역을	실시하여	완역지원이	필요한	9종	작품

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출판지원	사업에서는	18개	언어권에서	총	110종의	작품이	출간되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예년의	50~60종과	비교할	때	2배

에	가까운	획기적인	증가로	그	동안의	번역지원의	결과물들이	출판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중국어권

과	영어권에서	각각	23종과	20종이	출간되어	가장	많이	출간되었으며,	올해	처음	그리스어로	고은	작가의	시집이	출판되었다.	이밖에도	미국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	시리즈는	작년	10종에	이어	올해	5종이	출간되었고,	체코	아르고	출판사에서도	작년	2종	이후	올해	3종이	출간되어	업무	협

약을	맺고	진행되는	해외	거점출판사	기획출간	사업	역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We reorganized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program in 2014, providing a framework for a new system to support translations 

and publications, and making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erms of overseas publica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The translation grant program was restructured in the 2nd quarter of 2014, shifting the focus from entire translations to sample 

translations. By requesting experts to prepare introductory materials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each work in addition to the sample 

translations, LTI Korea is now able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more effectively to local publishers and agencies in the region of the target 

language. As a result, we were able to make improvements in the timeliness of the earlier system, where translations took at least a year to be 

completed,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delay betwee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while also cutting costs in the process. 

LTI Korea established a new system of offering translation grants for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text to translators who pass the 

screening and, additionally, are offered contracts by overseas publishers based on their translation sample. In other words, a more efficient 

system was created by providing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works that have been offered contracts by foreign publishers. Through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Foreign Publishers, 12 works at 10 publishers in 7 different languages were selected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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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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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s. By requesting experts to prepare introductory materials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each work in addition to the sample 

translations, LTI Korea is now able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more effectively to local publishers and agencies in the region of the target 

language. As a result, we were able to make improvements in the timeliness of the earlier system, where translations took at least a year to be 

completed,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delay betwee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while also cutting costs in the process. 

LTI Korea established a new system of offering translation grants for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text to translators who pass the 

screening and, additionally, are offered contracts by overseas publishers based on their translation sample. In other words, a more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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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 Spanish, 8 in Russian, 14 in Chinese, 13 in Japanese, 1 in Romanian, 3 in Mongolian, 1 in Vietnamese, 2 in Bulgarian, 1 in Serbian, 1 

in Swedish, 1 in Arabic, 1 in Uzbek, 3 in Italian, 3 in Czech, 1 in Thai, 1 in Portuguese, 2 in Polish, and 1 in Finnish. Around 90 translation 

grant applications were regularly submitted every quarter after LTI Korea started offering 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applications for books not on the list.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applications were filed for translations in 

new languages, such as Uzbek and Finnish.

Furthermore, LTI Korea conducts careful reviews of completed drafts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nslations selected for the translation 

grants. In 2014, LTI Korea requested editors from local publishers in the target language regions and experts in the field to review 70 

completed manuscripts in 11 languages. We provided deferred payments only to those translations that passed this review and proceeded to 

arrange for their publication overseas. 

In addition, LTI Korea is currently running an editing program for manuscripts intended for publication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high-quality translations from foreign publishers. In 2014, we edited 20 manuscripts in 5 languages.

funding this year, and we will be able to see tangible results in terms of publication, starting next year. Every quarter, the number of grant 

applications is increasing, and we expect to see the effects of localization of support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by narrowing the delay 

betwee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 addition, we have selected and announced 9 works, which require funding for the entire translation, 

that were planned to be translated through MOUs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Arts Council Korea and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is year’s publication grants supported the publication of 110 titles in 18 languages, which was a remarkable achievement. Compared 

to the 50–60 titles in the previous years, the number of publications almost doubled. It is very encouraging that works that have received 

translation grants in the past are now being published. Particularly 23 titles in Chinese and 20 titles in English have been published this year, 

leading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overseas. Also, poet Ko Un’s book of poetry was translated into Greek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n addition, 5 titl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were published by Dalkey Archive Press in the US this year, which 

followed the publication of 10 titles last year. Argo Publishers also published 3 titles in the Czech Republic, adding to the 2 titles it published 

last year, which successfully lead the publication project in major focus cities overseas covered under MOUs for this year.

1.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지원

1) 번역지원

2014년에는	총	21개	언어권	111건에	대한	신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다.	장르별로는	소설	66건,	시	15건,	수필	1건,	아동	도서	5건,	인문사회	도

서	19건,	고전문학	5건을	번역	지원하였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30건,	프랑스어	

11건,	독일어	5건,	스페인어	8건,	러시아어	8건,	중국어	14건,	일본어	13건,	루마니아어	1건,	몽골어	3건,	베트남어	1건,	불가리아어	2건,	세르비아어	

1건,	스웨덴어	1건,	아랍어	1건,	우즈베키스탄어	1건,	이탈리아어	3건,	체코어	3건,	태국어	1건,	포르투갈어	1건,	폴란드어	2건,	핀란드어	1건을	지원

했다.	번역지원대상도서	및	자유공모	실시	이후	매	분기마다	90건	내외의	번역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번역	작품을	선정했다.	특

히	우즈베키스탄어,	핀란드어	등	새로운	언어권의	번역	신청이	눈에	띄었다.

한편	번역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이	완료된	원고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2014년에는	11개	언

어권	70종의	완역원고에	대해	해당	언어권	현지	출판사의	편집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였고,	통과된	번역	작품에	대해서는	번

역가에게	번역	후불금을	지급하고	해외	출판	섭외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은	수준	높은	번역물에	대한	해외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판	단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윤문사업도	병행하

고	있으며,	2014년에는	5개	언어권	20건에	대한	윤문을	진행했다.

1.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1) Translation Grants 
In 2014, LTI Korea provided new translation grants for 111 works in 21 languages. By genre, we supported 66 works in fiction, 15 

in poetry, 1 in essays, 5 in children’s literature, 19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 in the classics. Just as the previous year, fiction 

accounted for the large portion of the grants. Organized by target language, we supported 30 titles in English, 11 in French, 5 in German,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17개 언어권 117건 11개 언어권 20건

2/4분기 15개 언어권 98건 10개 언어권 20건

3/4분기 13개 언어권 76건 9개 언어권 17건

4/4분기 14개 언어권 75건 13개 언어권 23건

기획번역 7개 언어권 17건

총계 20개 언어권 97건

<표 2> 2014 번역지원 공모사업 및 기획번역 신청/지원 현황

<표 3> 2014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30

프랑스어 11

독일어 5

스페인어 8

러시아어 8

중국어 14

일본어 13

루마니아어 1

몽골어 3

베트남어 1

불가리아어 2

세르비아어 1

스웨덴어 1

아랍어 1

우즈베키스탄어 1

이탈리아어 3

체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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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oetry, 1 in essays, 5 in children’s literature, 19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 in the classics. Just as the previous year, fiction 

accounted for the large portion of the grants. Organized by target language, we supported 30 titles in English, 11 in French, 5 in German,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17개 언어권 117건 11개 언어권 20건

2/4분기 15개 언어권 98건 10개 언어권 20건

3/4분기 13개 언어권 76건 9개 언어권 17건

4/4분기 14개 언어권 75건 13개 언어권 23건

기획번역 7개 언어권 17건

총계 20개 언어권 97건

<표 2> 2014 번역지원 공모사업 및 기획번역 신청/지원 현황

<표 3> 2014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30

프랑스어 11

독일어 5

스페인어 8

러시아어 8

중국어 14

일본어 13

루마니아어 1

몽골어 3

베트남어 1

불가리아어 2

세르비아어 1

스웨덴어 1

아랍어 1

우즈베키스탄어 1

이탈리아어 3

체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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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프랑스어

이자호/ 아멜리 혜미 크레아츠 아동 요괴소년(전성희)

37 황지영/쟝클로드 드크레센조 소설 불가능한 동화(한유주)

38 최애영/ 장 벨맹 노엘 소설 퀴르발 남작의 성(최제훈)*

39 최애영/ 장 벨맹 노엘 소설 천국에서(김사과)

40 최미경/ 장 노엘 주떼 소설 지구영웅전설(박민규)

41 정은진/ 쟈크 바틸리오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조해진)

42

독일어

얀 디륵스 소설 어떤 작위의 세계(정영문)

43 김혁숙/ 만프레드 젤거 소설 완득이(김려령)

44 박균/ 베르네르 헨네켄 인문 이미륵 평전(정규화, 박균)

45 이기향 소설 위풍당당(성석제)

46 김재혁/ 토비아스 레만 시 딴생각(김재혁)

47

스페인어

이수정/ 세르지 히메네스 팔로모 소설 고령화 가족(천명관)

48 이혜경/ 뻬드로 아우욘 데 아로 소설 퍼즐(권지예)

49 민용태 시 고은 시선집(고은)

50 피페레르 토레스 리디아/ 이혜미 소설 원더보이(김연수)

51 조갑동/ 베르나르디노 에르난도 인문 삼국유사(일연)

52 라우라 에르난데스 라모스/ 김이은 소설 구경꾼들(윤성희)

53 진진주/ 빠로디 세바스띠안 소설 동화처럼(김경욱)

54 조구호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55

러시아어

유리나 나탈리야 소설 침대(최수철)

56 비스크레벤체프 예브게니이 소설 카스테라(박민규)

57 잘레스타야 타티아나 소설 저녁의 구애(편혜영)

58 박인나/ 김현태 인문 한국학의 즐거움(주영하 외)

59 장 따찌아나 소설 악기들의 도서관(김중혁)

60 꼰드라지예바 엘레나/ 엘레나 꾸즈미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김연수)

61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정이현)

62 이상윤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조해진)

63

중국어

박춘섭/ 왕복동 소설 단 한 번의 연애(성석제)

64 마니나 소설 새(오정희)

65 안정훈/ 왕남 인문 조선 국왕의 일생(규장각한국학연구원)

66 가오잉위/ 조해룡 소설 무중력증후군(윤고은)

67 장위 소설 그녀의 눈물 사용법(천운영)

68 한경아/ 홍미미 인문 한국인의 밥상(KBS 한국인의 밥상 제작팀)

69 서려홍 소설 7년의 밤(정유정)

70 류경자 소설 천년의 왕국(김경욱)

71 양언 인문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아류인가?(최준식 외)

72 유신신 인문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주영하)

73 설주(송시진) 소설 비행운(김애란)

74 왕녕 소설 퀴르발 남작의 성(최제훈)

75 주하 시 세시에서 다섯 시 사이(도종환)

76 공연/ 박성률 인문 차마고도(KBS 차마고도 제작팀)

31

프랑스어

최경란/ 피에르 비지유 소설 설계자들(김언수)

32 최애영/ 장 벨맹 노엘 소설 퀴르발 남작의 성(최제훈)

33 루시 앙게벤/ 케트 아모루소 소설 비행운(김애란)

34 구모덕/ 클로드 뮈르씨아 시 슬픔치약 거울크림(김혜순)

35 이정민/ 줄리앙 파울루치 소설 아오이 가든(편혜영)

태국어 1

포르투갈어 1

폴란드어 2

핀란드어 1

총계 21개 언어권 111건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

영어

앤드류 크렙스바흐 소설 몽유도원도(최인호)

2 제이슨 우드러프 소설 나는 여기가 좋다(한창훈)

3 이현정/ 신시아 차일드스 소설 하얀 새(송우혜)

4 안선재 시 밥값(정호승)

5 김지영 인문 한국인의 밥상(KBS 한국인의 밥상 제작팀)

6 장은미/ 마크 미헬식 아동 어린이 삼국유사(서정오)

7 민경진/ 도널드 해리슨 주니어 소설 여울물 소리(황석영)

8 데보라 스미스 소설 서울의 낮은 언덕들(배수아)

9 황규형 소설 좀비들(김중혁)

10 김선경/ 알랜 도빈 시 이 시대의 사랑(최승자)

11 제이미 챙 인문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박수용)

12 정선희 소설 나b책(김사과)

13 김소영 소설 당분간 인간(서유미)

14 존 프랭클 수필 이상 문학 전집 제3권(수필, 기타)(이상)

15 장정화/ 앤드류 제임스 키스트 아동 우리 동네 미자씨(유은실)

16 피터 립택 시 백석 전집(백석)

17 소피 바우만 소설 염소를 모는 여자(전경린)

18 임수정 소설 나의 삼촌 브루스 리(천명관)

19 지영실/ 다니엘 토드 파커 시 우리는 매일매일(진은영)

20 지예구 인문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김영종)

21 최병현 고전 북학의(박제가)

22 제이크 레빈/ 정희연 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김경주)

23 제이미 챙 인문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박수용)*

24 신지원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25 김소라 소설 해피 패밀리(고종석)

26 알리사 김 소설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김숨)

27 호러스 제프리 하지스/ 황선애 소설 16믿거나 말거나 박물지(백민석)

28 나수호 소설 싸릿골 신화(선우휘)

29 이지은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조해진)

30 하이디 손 인문 한국영화 100선(한국영상자료원)

<표 4> 2014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77
일본어

김순희 소설 오래된 일기(이승우)

78 김후란/ 왕수영/ 나카하라 미찌오 시 노트북 연서(김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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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정화/ 앤드류 제임스 키스트 아동 우리 동네 미자씨(유은실)

16 피터 립택 시 백석 전집(백석)

17 소피 바우만 소설 염소를 모는 여자(전경린)

18 임수정 소설 나의 삼촌 브루스 리(천명관)

19 지영실/ 다니엘 토드 파커 시 우리는 매일매일(진은영)

20 지예구 인문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김영종)

21 최병현 고전 북학의(박제가)

22 제이크 레빈/ 정희연 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김경주)

23 제이미 챙 인문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박수용)*

24 신지원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25 김소라 소설 해피 패밀리(고종석)

26 알리사 김 소설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김숨)

27 호러스 제프리 하지스/ 황선애 소설 16믿거나 말거나 박물지(백민석)

28 나수호 소설 싸릿골 신화(선우휘)

29 이지은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조해진)

30 하이디 손 인문 한국영화 100선(한국영상자료원)

<표 4> 2014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77
일본어

김순희 소설 오래된 일기(이승우)

78 김후란/ 왕수영/ 나카하라 미찌오 시 노트북 연서(김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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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본어

문광자 소설 라이팅 클럽(강영숙)

80 이쿠타 미호 소설 도둑괭이 공주(황인숙)

81 아라이 요시코/ 최경국 인문 세계인과 함께 보는 한국문화 교과서(최준식)

82 이마마사 하지메 인문 코뮨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이진경)

83 최학산/ 사토 오사무/ 무라시게 아키코/ 난바 유키코 인문 유홍준의 국보순례(유홍준)

84 김용권 인문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김학준)

85 김명순 소설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박찬순)

86 이지혜 인문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권영민)

87 요시하라 이쿠코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박민규)

88 이쿠타 미호 소설 도둑괭이 공주(황인숙)*

89 한성례 시 지금 장미를 따라(문정희)

90 루마니아어 미하이 소설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배수아)

91

몽골어

투멩자르갈 시 우연에 기댈 때도 있다(황동규)

92 수랭 아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93 투멩자르갈 시 불꽃 비단벌레(최동호)

94 베트남어 웅히엠 티 투 흐엉 소설 고등어(공지영)

95
불가리아어

이리나 소티로바/ 야나 만체바/ 에벨리나 하인 고전 삼국유사(일연)

96 김소영/ 야니짜 이바노바 소설 한국현대단편소설집(김동리 외)

97 세르비아어 밀라 스타멘코비치/ 조양원 소설 천둥소리(김주영)

98 스웨덴어 최선경/ 아스트리드 트로찌그 시 고은 시선집(고은)

99 아랍어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가파르 시 달걀 속의 생(김승희)

100 우즈베키스탄어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은희경)

101

이탈리아어

정임숙/ 카모지 모로네 데메트리오 소설 캐비닛(김언수)

102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03 베네디따 메를리니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 1, 2권(이정명)

104

체코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소설 시인(이문열)

105 또마쉬 호락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106 스테판 호라코바 아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107 태국어 이지은 인문 한국영화 100선(한국영상자료원)

108 포르투갈어 임윤정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109
폴란드어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110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승우)

111 핀란드어 따루 살미넨 소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샘플지원을 받은 후,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완역지원을 받은 작품

2)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한국도서	출간에	대한	현지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2014년도	2분기부터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을	일원화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현지	출판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총	7개	

언어권	10개	출판사	12종을	지원했다.	장르별로는	소설	8건,	시	2건,	인문	2건을	지원하였으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건,	프랑스어	3건,	독일어	1건,	중

국어	1건,	일본어	3건,	이탈리아어	1건,	핀란드어	1건을	지원했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Foreign Publish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ising demand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we established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Foreign Publishers in the 2nd quarter of 2014. Through a simpler process, we were able to reduce the time spent in 

evaluating translations and provide support for local publishers in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more effectively. This year, a total of 12 

titles for 10 publishers in 7 languages received grants. By genre, the grants were given to 8 titles in fiction, 2 in poetry, and 2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rganized by target language, the grants were given to 2 translations in English, 3 in French, 1 in German, 1 in Chinese, 

3 in Japanese, 1 in Italian, and 1 in Finnish. The number of applications is constantly increasing every year. 

3) 번역지원 대상도서 선정

지난	2010년부터	저자,	번역가,	출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유관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도

서	목록을	추천받아	이를	대상으로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	3

분기부터는	이전의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학	46종,	인문·사회	8종,	아동·청소년	14종을	포함한	총	68종이	추

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번역지원대상도서는	총	952종이다.

3) Selection of Titles for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Since 2010, LTI Korea has been selecting books for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Taking recommendations 

from writers, translators, publisher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consulting the outstanding book lists published by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d Arts Council Korea, the Selection Committee chooses works to be included in the list. Starting in 

the 3rd quarter of 2013, we changed the book selection from half-yearly to quarterly; in 2014, we added 68 titles to the list, including 46 

titles in literature, 8 in the humanities, and 14 in young adult.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contains a total 

of 952 works so far.

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저자 원서명 출판사

1
영어

제이크 레빈/
정희연

시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Black Ocean Press

2 제이미 챙 인문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Greystone Books Ltd.

3

프랑스어

루시 앙게벤 소설 김애란 비행운 Decresenzo

4 이정민/ 줄리앙 파울루치 소설 편혜영 아오이 가든 Decresenzo

5
황지영/ 

장 클로드 드 크레센조
소설 한유주 불가능한 동화 Decresenzo

6 독일어 이기향 소설 성석제 위풍당당 Horlemann

7 중국어 서려홍 소설 정유정 7년의 밤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8

일본어

김용권 인문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山川出版社

9 요시하라 이쿠코 소설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CUON

10 한성례 시 문정희 지금 장미를 따라 思潮社

11 이탈리아어 베네데타 메를리니 소설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SELLERIO EDITORE

12 핀란드어 따루 살미넨 소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Into Kustannus Oy

<표 5> 2014년도 지원 실적_ 7개 언어권 10개 출판사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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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본어

문광자 소설 라이팅 클럽(강영숙)

80 이쿠타 미호 소설 도둑괭이 공주(황인숙)

81 아라이 요시코/ 최경국 인문 세계인과 함께 보는 한국문화 교과서(최준식)

82 이마마사 하지메 인문 코뮨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이진경)

83 최학산/ 사토 오사무/ 무라시게 아키코/ 난바 유키코 인문 유홍준의 국보순례(유홍준)

84 김용권 인문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김학준)

85 김명순 소설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박찬순)

86 이지혜 인문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권영민)

87 요시하라 이쿠코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박민규)

88 이쿠타 미호 소설 도둑괭이 공주(황인숙)*

89 한성례 시 지금 장미를 따라(문정희)

90 루마니아어 미하이 소설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배수아)

91

몽골어

투멩자르갈 시 우연에 기댈 때도 있다(황동규)

92 수랭 아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93 투멩자르갈 시 불꽃 비단벌레(최동호)

94 베트남어 웅히엠 티 투 흐엉 소설 고등어(공지영)

95
불가리아어

이리나 소티로바/ 야나 만체바/ 에벨리나 하인 고전 삼국유사(일연)

96 김소영/ 야니짜 이바노바 소설 한국현대단편소설집(김동리 외)

97 세르비아어 밀라 스타멘코비치/ 조양원 소설 천둥소리(김주영)

98 스웨덴어 최선경/ 아스트리드 트로찌그 시 고은 시선집(고은)

99 아랍어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가파르 시 달걀 속의 생(김승희)

100 우즈베키스탄어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은희경)

101

이탈리아어

정임숙/ 카모지 모로네 데메트리오 소설 캐비닛(김언수)

102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03 베네디따 메를리니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 1, 2권(이정명)

104

체코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소설 시인(이문열)

105 또마쉬 호락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106 스테판 호라코바 아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107 태국어 이지은 인문 한국영화 100선(한국영상자료원)

108 포르투갈어 임윤정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109
폴란드어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110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승우)

111 핀란드어 따루 살미넨 소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샘플지원을 받은 후,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완역지원을 받은 작품

2)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한국도서	출간에	대한	현지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2014년도	2분기부터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을	일원화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현지	출판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총	7개	

언어권	10개	출판사	12종을	지원했다.	장르별로는	소설	8건,	시	2건,	인문	2건을	지원하였으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건,	프랑스어	3건,	독일어	1건,	중

국어	1건,	일본어	3건,	이탈리아어	1건,	핀란드어	1건을	지원했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Foreign Publisher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ising demand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foreign countries, we established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Foreign Publishers in the 2nd quarter of 2014. Through a simpler process, we were able to reduce the time spent in 

evaluating translations and provide support for local publishers in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more effectively. This year, a total of 12 

titles for 10 publishers in 7 languages received grants. By genre, the grants were given to 8 titles in fiction, 2 in poetry, and 2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rganized by target language, the grants were given to 2 translations in English, 3 in French, 1 in German, 1 in Chinese, 

3 in Japanese, 1 in Italian, and 1 in Finnish. The number of applications is constantly increasing every year. 

3) 번역지원 대상도서 선정

지난	2010년부터	저자,	번역가,	출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유관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도

서	목록을	추천받아	이를	대상으로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	3

분기부터는	이전의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학	46종,	인문·사회	8종,	아동·청소년	14종을	포함한	총	68종이	추

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번역지원대상도서는	총	952종이다.

3) Selection of Titles for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Since 2010, LTI Korea has been selecting books for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Taking recommendations 

from writers, translators, publisher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consulting the outstanding book lists published by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d Arts Council Korea, the Selection Committee chooses works to be included in the list. Starting in 

the 3rd quarter of 2013, we changed the book selection from half-yearly to quarterly; in 2014, we added 68 titles to the list, including 46 

titles in literature, 8 in the humanities, and 14 in young adult. The LTI Korea List of Books Recommended for Translation contains a total 

of 952 works so far.

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저자 원서명 출판사

1
영어

제이크 레빈/
정희연

시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Black Ocean Press

2 제이미 챙 인문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Greystone Books Ltd.

3

프랑스어

루시 앙게벤 소설 김애란 비행운 Decresenzo

4 이정민/ 줄리앙 파울루치 소설 편혜영 아오이 가든 Decresenzo

5
황지영/ 

장 클로드 드 크레센조
소설 한유주 불가능한 동화 Decresenzo

6 독일어 이기향 소설 성석제 위풍당당 Horlemann

7 중국어 서려홍 소설 정유정 7년의 밤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8

일본어

김용권 인문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山川出版社

9 요시하라 이쿠코 소설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CUON

10 한성례 시 문정희 지금 장미를 따라 思潮社

11 이탈리아어 베네데타 메를리니 소설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SELLERIO EDITORE

12 핀란드어 따루 살미넨 소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Into Kustannus Oy

<표 5> 2014년도 지원 실적_ 7개 언어권 10개 출판사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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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소설 강경애 강경애 전집

2 소설 강석경 신성한 봄

3 소설 고종석 해피 패밀리

4 소설 공지영 고등어

5 소설 공지영 높고 푸른 사다리

6 소설 김사과 천국에서

7 소설 김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8 소설 김승옥 한밤중의 작은 풍경

9 소설 김언수 설계자들

10 소설 김중혁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11 소설 김훈 강산무진

12 소설 박찬순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

13 소설 배수아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14 소설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15 소설 선우휘 싸릿골 신화

16 소설 성석제 이 인간이 정말

17 소설 송우혜 하얀새

18 소설 신경숙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19 소설 안도현 연어

20 소설 염상섭 삼대

21 소설 유재현 시하눅빌 스토리

22 소설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23 소설 은희경 태연한 인생

24 소설 이기호 차남들의 세계사

25 소설 이승우 오래된 일기

26 소설 이응준 밤의 첼로

27 소설 이장욱 천국보다 낯선

28 소설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29 소설 정한아 달의 바다

30 소설 조정래 정글만리 1, 2, 3

31 소설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32 소설 황석영 무기의 그늘 1, 2

33 소설 황인숙 도둑괭이 공주

34 시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35 시 김승희 달걀속의 생

36 시 김재혁 딴생각

37 시 박주택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때

38 시 백석 백석전집

39 시 신달자 살 흐르다

40 시 위선환 탐진강

41 시 이향지 햇살 통조림

<표 6> 2014년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 목록 - 총 68종

 *문학 – 46종
42 시 임보 아내의 전성시대

43 시 정호승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44 시 허연 불온한 검은 피

45 기타 양승국 한국 희곡선 1, 2

46 기타 이상, 김주현 주해 이상 문학 전집 3

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고전 김시습 금오신화

2 인문·사회 KBS 차마고도 제작팀 차마고도

3 인문·사회 강신항 한국의 역학

4 인문·사회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5 인문·사회 류신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6 인문·사회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7 인문·사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8 인문·사회 한국철학사전편찬위원회 한국철학사전

*인문·사회 – 8종

*아동·청소년 – 14종

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아동·청소년 김미애 무지막지 공주의  모험

2 아동·청소년 김미애 말도 안 돼

3 아동·청소년 김영진 엄마를 구출하라- 나로와 펄럭이의 모험1

4 아동·청소년 김진경 고양이 학교 (세계편)

5 아동·청소년 김해원, 김혜연, 임어진, 임태희 가족입니까

6 아동·청소년 김혜진 열두째 나라

7 아동·청소년 노정환 아주 작은 생명 이야기

8 아동·청소년 리혜선 사과배 아이들

9 아동·청소년 리혜선 폭죽소리

10 아동·청소년 박완서 자전거 도둑

11 아동·청소년 박효미 블랙아웃

12 아동·청소년 송미경 광인 수술 보고서

13 아동·청소년 송미경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14 아동·청소년 한영미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4) 출판지원

2014년에는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언어권	110종의	도서가	해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는	소설	64종,	시	14종,	인문(고전	포

함)	21종,	아동	11종이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0종,	프랑스어	13종,	독일어	7종,	스페인어	8종,	러시아어	8종,	중국어	23종,	일본어	9종,	베트남어	7

종,	체코어	4종,	폴란드어	3종,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아랍어,	그리스어,	리투아니아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각	1종이	출간되었다.	예년

에	비해	출간	도서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번역원의	지원으로는	처음으로	그리스어권에서	한국문학	도서가	출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 Publication Grants  
In 2014, the Publication Grants Program helped fund the publication of 110 books in 18 languages overseas. By genre, there were 64 

books in fiction, 14 in poetry, 21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the classics, and 11 in children’s literature. B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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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소설 강경애 강경애 전집

2 소설 강석경 신성한 봄

3 소설 고종석 해피 패밀리

4 소설 공지영 고등어

5 소설 공지영 높고 푸른 사다리

6 소설 김사과 천국에서

7 소설 김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8 소설 김승옥 한밤중의 작은 풍경

9 소설 김언수 설계자들

10 소설 김중혁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11 소설 김훈 강산무진

12 소설 박찬순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

13 소설 배수아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14 소설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15 소설 선우휘 싸릿골 신화

16 소설 성석제 이 인간이 정말

17 소설 송우혜 하얀새

18 소설 신경숙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19 소설 안도현 연어

20 소설 염상섭 삼대

21 소설 유재현 시하눅빌 스토리

22 소설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23 소설 은희경 태연한 인생

24 소설 이기호 차남들의 세계사

25 소설 이승우 오래된 일기

26 소설 이응준 밤의 첼로

27 소설 이장욱 천국보다 낯선

28 소설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29 소설 정한아 달의 바다

30 소설 조정래 정글만리 1, 2, 3

31 소설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32 소설 황석영 무기의 그늘 1, 2

33 소설 황인숙 도둑괭이 공주

34 시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35 시 김승희 달걀속의 생

36 시 김재혁 딴생각

37 시 박주택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때

38 시 백석 백석전집

39 시 신달자 살 흐르다

40 시 위선환 탐진강

41 시 이향지 햇살 통조림

<표 6> 2014년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 목록 - 총 68종

 *문학 – 46종
42 시 임보 아내의 전성시대

43 시 정호승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44 시 허연 불온한 검은 피

45 기타 양승국 한국 희곡선 1, 2

46 기타 이상, 김주현 주해 이상 문학 전집 3

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고전 김시습 금오신화

2 인문·사회 KBS 차마고도 제작팀 차마고도

3 인문·사회 강신항 한국의 역학

4 인문·사회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5 인문·사회 류신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6 인문·사회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7 인문·사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8 인문·사회 한국철학사전편찬위원회 한국철학사전

*인문·사회 – 8종

*아동·청소년 – 14종

연번 장르 저자명 도서명

1 아동·청소년 김미애 무지막지 공주의  모험

2 아동·청소년 김미애 말도 안 돼

3 아동·청소년 김영진 엄마를 구출하라- 나로와 펄럭이의 모험1

4 아동·청소년 김진경 고양이 학교 (세계편)

5 아동·청소년 김해원, 김혜연, 임어진, 임태희 가족입니까

6 아동·청소년 김혜진 열두째 나라

7 아동·청소년 노정환 아주 작은 생명 이야기

8 아동·청소년 리혜선 사과배 아이들

9 아동·청소년 리혜선 폭죽소리

10 아동·청소년 박완서 자전거 도둑

11 아동·청소년 박효미 블랙아웃

12 아동·청소년 송미경 광인 수술 보고서

13 아동·청소년 송미경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14 아동·청소년 한영미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4) 출판지원

2014년에는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언어권	110종의	도서가	해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는	소설	64종,	시	14종,	인문(고전	포

함)	21종,	아동	11종이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0종,	프랑스어	13종,	독일어	7종,	스페인어	8종,	러시아어	8종,	중국어	23종,	일본어	9종,	베트남어	7

종,	체코어	4종,	폴란드어	3종,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아랍어,	그리스어,	리투아니아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각	1종이	출간되었다.	예년

에	비해	출간	도서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번역원의	지원으로는	처음으로	그리스어권에서	한국문학	도서가	출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 Publication Grants  
In 2014, the Publication Grants Program helped fund the publication of 110 books in 18 languages overseas. By genre, there were 64 

books in fiction, 14 in poetry, 21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the classics, and 11 in children’s literature. B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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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year, the number of titles has almost doubled, and it is noteworthy that a Korean book was published in Greek for the first time.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영어

The Unforgotten War The Unforgotten War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2 The Jovian Sayings The Jovian Sayings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3 광장 The Square 최인훈 김성곤 Dalkey Archive Press

4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Another Man’s City 최인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5 대하
Scenes from the 
Enlightenment

김남천 나수호 Dalkey Archive Press

6
식민지 시대 프로레타리아 문

학선집
Rat Fire: Korean Sto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이기영 외

이상경/ 테오도르 휴즈/
이진경/ 김재용

Cornell East Asia Series

7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To Korea with Love 문영미

문영미/ 루이스 모리스/
월터 더스트

Stallion Press

8 우주피스 공화국 The Republic of Užupis 하일지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9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ene for a 

Dead Princess
박민규 김현정 Dalkey Archive Press

10 공백의 그림자 SHADOWS of the VOID 박이문 안선재 Seoul Selection

11 김남조 시선집 RAIN, SKY, WIND, PORT 김남조
정정선/ 

힐레 슈바르츠
Codhill Press

12 따뜻한 가족 A Warm Family 김후란 조영실 Codhill Press

13 무늬 Patterns 이시영 안선재/ 유희석 Green Integer

14 문정희 시선집 I Must Be the Wind 문정희
클레어 유/ 

리처드 실버그
White Pine Press

15 하루 또 하루 One Day, Then Another 김광규 조영실 White Pine

16
고려 및 조선조 
시인 시조 선집

The Crane in the Clouds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외
이성일 Homa&Sekey Books

17 김립 시선
Selected Poems of 

Kim Sakkat
김립(김삿갓) 케빈 오룩 Koryo Press

18 한국한시선집
The Book of Korean 

Poetry: Choson Dynasty
맹사성 외 케빈 오룩 Stallion Press

19 고구려사 연구
Korea’s Ancient Koguryo 

Kingdom: A Socio-
Political History

노태돈 존 휴스턴 Global Oriental

20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Everyday Life in 
Joseon-Era Korea

한국역사연구회 신동준/ 박종훈
Brill, 

Global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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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프랑스어

유년의 뜰(오정희 소설선) LE QUARTIER CHINOIS 오정희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SERGE SAFRAN EDITEUR

29 일곱 개의 고양이눈 Sept yeux de chats 최제훈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Philippe Picquier

30 좀비들
Zombies, la descente 

aux enfers
김중혁

문소영/ 
베아트리스 귀용

Decrecenzo

31
한국문학단편선-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김애란 외

최미경/ 
장-노엘 쥬떼 외

Philippe Rey

32 하늘의 맨살
CELUI QUI GARDE 

SES REVES
마종기 김현자/ 폴 비알라네 Bruno Doucey

33 마지막 이벤트 LE DERNIER EVENEMENT 유은실 김소희/ 꺄트린 보드리 Ecole des Loisirs

34

독일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Der Sterbehelfer 김영하 박후남/ 루돌프 부스만 Konkursbuch Verlag

35 달려라, 아비 Lauf, Vater, lauf 김애란 박인원 Cass Verlag

36 동백꽃 Kamelien 김유정
백은휘/ 

슈타이델레 홀거
Delta

37 이상 산문선집
Betriebsferien und 
andere Umstände 이상

양한주/ 
하이너 펠트호프

Droschl

38 태평천하
Ein Frühlingstag 

im Paradies 채만식 백은휘 Edition Delta

39 고구려 회화
Die Malerei des Reiches 

Goguryeo
안휘준 양귀분/ 볼프강 쉬벨 Ostaisen

40 김기덕, 야생 혹은 속죄양
Kim Ki-Duk,

BarbaroderSündenbock? 정성일 외 김혁숙/ 만프레드 젤쪄 Büchner Verlag

41

스페인어

객지 La tierra forastera 황석영
최낙원/ 

올리베이로 코엘료
Bajo la luna

42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uestros tiempos felices 공지영 이혜경 La Esfera de libros

43 이호철 작품선
Cuentos de la noche escalo-

friante
이호철 유해명/ J. 오렌다인 BONOBOS

44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El restaurante de sukiyaki 배수아 권은희/ 성초림 BAJOLALUNA

45 게 눈속의 연꽃
Una flor de loto en el ojo de un 

cangrejo 
황지우 박황배/ 삐오 세라노 BONOBOS

46 나는 문이다 Yo soy Moon 문정희 전경아
Huerga y Fierro

Editores

47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Morir después de amar 정호승 김부자 BONOBOS

48 한국현대문학입문서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del siglo XX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김춘진 Bajo la luna

49

러시아어

남녘사람 북녁사람 Южане и Северяне 이호철 김블라지미르/ 김효석 Hyperion

50 세계의 끝, 여자친구 Девушка конец света 김연수 나제즈다 벨러바 Hyperion

5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우와의 만남
Наш испорченный герой/ 

вст реча с братом 이문열 정막래/ A.Stepanov Hyperion

52 친절한 복희씨 Добрая Покхи 박완서 아자리나 리디아 Literaturnaya Ucheba

53 침이 고인다
Женьшеневый вкус 

одиночества 김애란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Natalis

54 난중일기 Военный Дневник 이순신 올레그 피로젠코 Vostochnaya Literatura

55
한국고전신화, 
설화, 전설선집

Чудесная Жемчужина 김부식 외
아델라이다 

트로체비치(윤문)
Hyperion

56 한국한시선 Сто Цветов 원효, 정몽주 외
김현택/ 

스타리슬라브 리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21

프랑스어

노을 Atelier des Cahiers 김원일 엘렌 르브렝 Crépuscules

22 눈길/ 이청준 단편선(합본) L‘AZALEE BLANCHE 이청준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파트릭 모뤼스/ 
마가렛 정

ACTE SUD

23 달에 홀린 광대 PIERROT EN MAL DE LUNE 정영문
최애영/ 

장 벨맹 노엘
Decrecenzo

24 더러운 책상 Putain de pupitres! 박범신 고광단/ 에릭비데 Decrecenzo

25 두근두근 내인생 Ma vie palpitante 김애란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Philippe Picquier

26 바람이 분다, 가라 Pars, le vent se leve 한강
이태연/ 

쥬느비에브 루-포카르
Decrecenzo

27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os Jours heureux 공지영 최경란/ 이자벨 부동 Editions Philippe Picqu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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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zech, 3 in Polish, and 1 each in Romanian, Bulgarian, Arabic, Greek, Lithuanian, Italian, Turkish, and Portugue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titles has almost doubled, and it is noteworthy that a Korean book was published in Greek for the first time.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영어

The Unforgotten War The Unforgotten War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2 The Jovian Sayings The Jovian Sayings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3 광장 The Square 최인훈 김성곤 Dalkey Archive Press

4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Another Man’s City 최인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5 대하
Scenes from the 
Enlightenment

김남천 나수호 Dalkey Archive Press

6
식민지 시대 프로레타리아 문

학선집
Rat Fire: Korean Sto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이기영 외

이상경/ 테오도르 휴즈/
이진경/ 김재용

Cornell East Asia Series

7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To Korea with Love 문영미

문영미/ 루이스 모리스/
월터 더스트

Stallion Press

8 우주피스 공화국 The Republic of Užupis 하일지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9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ene for a 

Dead Princess
박민규 김현정 Dalkey Archive Press

10 공백의 그림자 SHADOWS of the VOID 박이문 안선재 Seoul Selection

11 김남조 시선집 RAIN, SKY, WIND, PORT 김남조
정정선/ 

힐레 슈바르츠
Codhill Press

12 따뜻한 가족 A Warm Family 김후란 조영실 Codhill Press

13 무늬 Patterns 이시영 안선재/ 유희석 Green Integer

14 문정희 시선집 I Must Be the Wind 문정희
클레어 유/ 

리처드 실버그
White Pine Press

15 하루 또 하루 One Day, Then Another 김광규 조영실 White Pine

16
고려 및 조선조 
시인 시조 선집

The Crane in the Clouds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외
이성일 Homa&Sekey Books

17 김립 시선
Selected Poems of 

Kim Sakkat
김립(김삿갓) 케빈 오룩 Koryo Press

18 한국한시선집
The Book of Korean 

Poetry: Choson Dynasty
맹사성 외 케빈 오룩 Stallion Press

19 고구려사 연구
Korea’s Ancient Koguryo 

Kingdom: A Socio-
Political History

노태돈 존 휴스턴 Global Oriental

20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Everyday Life in 
Joseon-Era Korea

한국역사연구회 신동준/ 박종훈
Brill, 

Global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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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프랑스어

유년의 뜰(오정희 소설선) LE QUARTIER CHINOIS 오정희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SERGE SAFRAN EDITEUR

29 일곱 개의 고양이눈 Sept yeux de chats 최제훈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Philippe Picquier

30 좀비들
Zombies, la descente 

aux enfers
김중혁

문소영/ 
베아트리스 귀용

Decrecenzo

31
한국문학단편선-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김애란 외

최미경/ 
장-노엘 쥬떼 외

Philippe Rey

32 하늘의 맨살
CELUI QUI GARDE 

SES REVES
마종기 김현자/ 폴 비알라네 Bruno Doucey

33 마지막 이벤트 LE DERNIER EVENEMENT 유은실 김소희/ 꺄트린 보드리 Ecole des Loisirs

34

독일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Der Sterbehelfer 김영하 박후남/ 루돌프 부스만 Konkursbuch Verlag

35 달려라, 아비 Lauf, Vater, lauf 김애란 박인원 Cass Verlag

36 동백꽃 Kamelien 김유정
백은휘/ 

슈타이델레 홀거
Delta

37 이상 산문선집
Betriebsferien und 
andere Umstände 이상

양한주/ 
하이너 펠트호프

Droschl

38 태평천하
Ein Frühlingstag 

im Paradies 채만식 백은휘 Edition Delta

39 고구려 회화
Die Malerei des Reiches 

Goguryeo
안휘준 양귀분/ 볼프강 쉬벨 Ostaisen

40 김기덕, 야생 혹은 속죄양
Kim Ki-Duk,

BarbaroderSündenbock? 정성일 외 김혁숙/ 만프레드 젤쪄 Büchner Verlag

41

스페인어

객지 La tierra forastera 황석영
최낙원/ 

올리베이로 코엘료
Bajo la luna

42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uestros tiempos felices 공지영 이혜경 La Esfera de libros

43 이호철 작품선
Cuentos de la noche escalo-

friante
이호철 유해명/ J. 오렌다인 BONOBOS

44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El restaurante de sukiyaki 배수아 권은희/ 성초림 BAJOLALUNA

45 게 눈속의 연꽃
Una flor de loto en el ojo de un 

cangrejo 
황지우 박황배/ 삐오 세라노 BONOBOS

46 나는 문이다 Yo soy Moon 문정희 전경아
Huerga y Fierro

Editores

47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Morir después de amar 정호승 김부자 BONOBOS

48 한국현대문학입문서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del siglo XX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김춘진 Bajo la luna

49

러시아어

남녘사람 북녁사람 Южане и Северяне 이호철 김블라지미르/ 김효석 Hyperion

50 세계의 끝, 여자친구 Девушка конец света 김연수 나제즈다 벨러바 Hyperion

5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우와의 만남
Наш испорченный герой/ 

вст реча с братом 이문열 정막래/ A.Stepanov Hyperion

52 친절한 복희씨 Добрая Покхи 박완서 아자리나 리디아 Literaturnaya Ucheba

53 침이 고인다
Женьшеневый вкус 

одиночества 김애란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Natalis

54 난중일기 Военный Дневник 이순신 올레그 피로젠코 Vostochnaya Literatura

55
한국고전신화, 
설화, 전설선집

Чудесная Жемчужина 김부식 외
아델라이다 

트로체비치(윤문)
Hyperion

56 한국한시선 Сто Цветов 원효, 정몽주 외
김현택/ 

스타리슬라브 리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21

프랑스어

노을 Atelier des Cahiers 김원일 엘렌 르브렝 Crépuscules

22 눈길/ 이청준 단편선(합본) L‘AZALEE BLANCHE 이청준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파트릭 모뤼스/ 
마가렛 정

ACTE SUD

23 달에 홀린 광대 PIERROT EN MAL DE LUNE 정영문
최애영/ 

장 벨맹 노엘
Decrecenzo

24 더러운 책상 Putain de pupitres! 박범신 고광단/ 에릭비데 Decrecenzo

25 두근두근 내인생 Ma vie palpitante 김애란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Philippe Picquier

26 바람이 분다, 가라 Pars, le vent se leve 한강
이태연/ 

쥬느비에브 루-포카르
Decrecenzo

27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os Jours heureux 공지영 최경란/ 이자벨 부동 Editions Philippe Picqu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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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어

검은 사슴 玄鹿 한강 김련순 译文图书出版公司

58 고령화 가족 高龄化家族 천명관 공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59 나의 삼촌 브루스 리 我的叔叔李小龙 천명관 설주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天津人民出版社）

60 낯선 시간 속으로 走向陌生的时光 이인성 최성용 文图书出版公司

61 내 여자의 열매 植物妻子 한강 최유학 上海文艺出版社

62 랩소디 인 베를린 柏林狂想曲 구효서 설주/ 서려홍 译林出版社

63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的尽头，我的女友 김연수 이연 译文图书出版公司

64 소년을 위로해줘 安慰少年 은희경 서려홍 花城出版社

65 아제아제 바라아제 叶落彼岸 한승원 량복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6 여덟 번째 방 第八个房子 김미월 이승매/ 이용해
上海双九文化公司
（山东文艺出版社）

67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狐狸呀, 你在干什么？ 조영아 서려홍 花城出版社

68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逝去公主的孔雀舞 박민규 왕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9 침이 고인다 噙满口水 김애란 허선철 上海文艺出版社

70 카스테라 卡斯提拉 박민규 박정원/ 방효하 华中科技大学出版社

71 회색인 灰色人 최인훈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72 과수원을 점령하라 占领果园 황선미 왕책우/ 백창용 接力出版社

73 꼬리 잘린 생쥐 断尾巴的小家鼠 권영품(글), 
이광익(그림)

정걸/ 우입극 机械工业出版社

74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爱顶嘴的小女孩儿 유은실(글), 
권사우(그림)

리옥화 机械工业出版社

75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闹闹腾腾蔚蓝小区 김려령(글), 
신민재(그림)

왕녕 机械工业出版社

76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木刻八万大藏经的秘密 박상진 김재민/ 장린 浙江大学出版社

77 예술철학 艺术哲学 박이문 정희선 北京大学出版社

7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很久很久以前——
韩国经典民间故事 서정오 호미/ 문관규 山东画报出版社

79 한국의 전통 연희 韩国的传统戏剧 전경욱 문성재 复旦大学出版社

80

일본어

도둑괭이 공주 野良猫姫 황인숙 이쿠타 미호 CUON

81 봄빛 歲月 정지아 하시모토 지호 신칸샤(新幹社)

82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の果て、彼女 김연수 오영아 CUON

83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美しさが僕をさげすむ 은희경 오영아 CUON

84 카스테라 カステラ 박민규 현재훈 CRANE

85 남해금산 そしてまた霧がかかった 이성복 이효심/ 송희복
쇼시칸칸보

(書肆侃侃房)

86 노트북 연서 光と風と香り 김후란
김후란/ 왕수영/ 
나카하라 미찌오

도요비쥬츠샤(土曜美術社)

87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
近代朝鮮における
天主教弾圧と抵抗 유홍열 김용권 사이류샤(彩流社)

88 조선왕조 의궤
朝鮮王朝儀軌
-儒教的国家儀礼 한영우 이와까따 히사히꼬

아카시쇼텐
(明石書店)

92

베트남어

용재총화 Tản Mạn XứKim Chi 성현 다오 티 미 칸 Phuong Nam Book

93 내 동생 싸게 팔아요 Bán em giárẻ 임정자(글), 
조영수(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94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Bàlão cháo đậu

đỏvàcon hổ
조대인(글), 
최숙희(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95 항아리 TRUYỆN CÁI CHUM 정호승 응웬 응옥 꿰
Publishing House of Writer’s 

Association

96 루마니아어 엄마를 부탁해
TE ROG, AI GRIJĂDE

MAMA 신경숙
엄태현/ 안겔레스쿠 록사나 

커털리나
Editura ZIP

97 불가리아어 마당을 나온 암탉 КОКОШКАТА БЕГЛЕЦ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김소영 Iztok-Zapad

98 아랍어 김소월 시선집 김소월 이동은 Kalema

99

폴란드어

채식주의자 Wegetarianka 한강
나이바르- 밀러 유스트나 아

가타/ 최정인
Kwiaty Orientu

100 고양이 학교 시리즈 1 Szkoła Kotów Tom 1 김진경(글)/
김재홍(그림)

에디타 마테이코 파시코브스
카/ 최성은

Kwiaty Orientu

101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Historia Koreańskiej Myśli 
Konfucjańskiej 금장태

이해성/ 
도로타 바란스카

Kwiaty Orientu

102 그리스어 뭐냐 고은
유하나/ 아르기로 가소타키 

가토풀루
PERISPOMENI

103 리투아니아어 리투아니아 여인 Lietuvaitė 이문열 서진석 Minits

104 이탈리아어
한국고전문학입문서/
한국현대문학입문서

La Letteratura Coreana

고미숙, 정민, 
정병설/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마우리찌오 리오또/ 
안토네타 브루노 

L’Asino d’oro 

105

체코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Mám právo se zničit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106 빛의 제국 Řiše světla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107 시인 BÁSNÍK 이문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108 마당을 나온 암탉
O slepici, kterásnila 

o létání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Stepanka Horakova ARGO

109 터키어 이슬람 정육점
Baska Topraklarda Ruzgar Sert 

Eser
손홍규 괵셀 튀르쾨쥬 Marti

110 포르투갈어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Sukiyaki de Domingo 배수아 성효정
Editora Estação 

Liberdade

89

베트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Điều GìXảy 
Ra, Ai Biết… 김영하 응웬 티 히엔 Tre Publishing House

90 바리데기 Công chúa Bari 황석영 딩티교완
Tre Publishing House

(NhàXuất Bản Tre)

9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YÊU NGU’ỜI TỬTÙ 공지영 당람장/ 박진성 Phuong Nam Book

2.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 출간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와	2011년부터	공동으로	기획해온	한국문학총서의	2차분	5종이	10월에	출간되었다.	출간된	도서는	김남천	『대하』,	

최인훈	『광장』,	최인호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하일지	『우주피스	공화국』,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다.	이번	출간은	25종의	한국문학	시

리즈	출간을	목표로	지난	2013년	11월에	1차로	10종을	출간한	이래	두	번째로	맺은	결실이다.	2013년	출간되었던	도서는	이광수	『흙』,	김주영	『홍어』,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김원일	『마당	깊은	집』,	정영문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	이기호	『사과는	잘해요』,	정

미경	『내	아들의	연인』,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장은진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였다.	한국의	근·현대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전

집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은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는	앞으로도	2016년까지	매해	5종씩	우수	한국문학을	추가로	영미권에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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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rans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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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어

검은 사슴 玄鹿 한강 김련순 译文图书出版公司

58 고령화 가족 高龄化家族 천명관 공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59 나의 삼촌 브루스 리 我的叔叔李小龙 천명관 설주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天津人民出版社）

60 낯선 시간 속으로 走向陌生的时光 이인성 최성용 文图书出版公司

61 내 여자의 열매 植物妻子 한강 최유학 上海文艺出版社

62 랩소디 인 베를린 柏林狂想曲 구효서 설주/ 서려홍 译林出版社

63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的尽头，我的女友 김연수 이연 译文图书出版公司

64 소년을 위로해줘 安慰少年 은희경 서려홍 花城出版社

65 아제아제 바라아제 叶落彼岸 한승원 량복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6 여덟 번째 방 第八个房子 김미월 이승매/ 이용해
上海双九文化公司
（山东文艺出版社）

67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狐狸呀, 你在干什么？ 조영아 서려홍 花城出版社

68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逝去公主的孔雀舞 박민규 왕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9 침이 고인다 噙满口水 김애란 허선철 上海文艺出版社

70 카스테라 卡斯提拉 박민규 박정원/ 방효하 华中科技大学出版社

71 회색인 灰色人 최인훈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72 과수원을 점령하라 占领果园 황선미 왕책우/ 백창용 接力出版社

73 꼬리 잘린 생쥐 断尾巴的小家鼠 권영품(글), 
이광익(그림)

정걸/ 우입극 机械工业出版社

74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爱顶嘴的小女孩儿 유은실(글), 
권사우(그림)

리옥화 机械工业出版社

75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闹闹腾腾蔚蓝小区 김려령(글), 
신민재(그림)

왕녕 机械工业出版社

76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木刻八万大藏经的秘密 박상진 김재민/ 장린 浙江大学出版社

77 예술철학 艺术哲学 박이문 정희선 北京大学出版社

7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很久很久以前——
韩国经典民间故事 서정오 호미/ 문관규 山东画报出版社

79 한국의 전통 연희 韩国的传统戏剧 전경욱 문성재 复旦大学出版社

80

일본어

도둑괭이 공주 野良猫姫 황인숙 이쿠타 미호 CUON

81 봄빛 歲月 정지아 하시모토 지호 신칸샤(新幹社)

82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の果て、彼女 김연수 오영아 CUON

83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美しさが僕をさげすむ 은희경 오영아 CUON

84 카스테라 カステラ 박민규 현재훈 CRANE

85 남해금산 そしてまた霧がかかった 이성복 이효심/ 송희복
쇼시칸칸보

(書肆侃侃房)

86 노트북 연서 光と風と香り 김후란
김후란/ 왕수영/ 
나카하라 미찌오

도요비쥬츠샤(土曜美術社)

87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
近代朝鮮における
天主教弾圧と抵抗 유홍열 김용권 사이류샤(彩流社)

88 조선왕조 의궤
朝鮮王朝儀軌
-儒教的国家儀礼 한영우 이와까따 히사히꼬

아카시쇼텐
(明石書店)

92

베트남어

용재총화 Tản Mạn XứKim Chi 성현 다오 티 미 칸 Phuong Nam Book

93 내 동생 싸게 팔아요 Bán em giárẻ 임정자(글), 
조영수(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94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Bàlão cháo đậu

đỏvàcon hổ
조대인(글), 
최숙희(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95 항아리 TRUYỆN CÁI CHUM 정호승 응웬 응옥 꿰
Publishing House of Writer’s 

Association

96 루마니아어 엄마를 부탁해
TE ROG, AI GRIJĂDE

MAMA 신경숙
엄태현/ 안겔레스쿠 록사나 

커털리나
Editura ZIP

97 불가리아어 마당을 나온 암탉 КОКОШКАТА БЕГЛЕЦ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김소영 Iztok-Zapad

98 아랍어 김소월 시선집 김소월 이동은 Kalema

99

폴란드어

채식주의자 Wegetarianka 한강
나이바르- 밀러 유스트나 아

가타/ 최정인
Kwiaty Orientu

100 고양이 학교 시리즈 1 Szkoła Kotów Tom 1 김진경(글)/
김재홍(그림)

에디타 마테이코 파시코브스
카/ 최성은

Kwiaty Orientu

101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Historia Koreańskiej Myśli 
Konfucjańskiej 금장태

이해성/ 
도로타 바란스카

Kwiaty Orientu

102 그리스어 뭐냐 고은
유하나/ 아르기로 가소타키 

가토풀루
PERISPOMENI

103 리투아니아어 리투아니아 여인 Lietuvaitė 이문열 서진석 Minits

104 이탈리아어
한국고전문학입문서/
한국현대문학입문서

La Letteratura Coreana

고미숙, 정민, 
정병설/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마우리찌오 리오또/ 
안토네타 브루노 

L’Asino d’oro 

105

체코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Mám právo se zničit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106 빛의 제국 Řiše světla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107 시인 BÁSNÍK 이문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108 마당을 나온 암탉
O slepici, kterásnila 

o létání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Stepanka Horakova ARGO

109 터키어 이슬람 정육점
Baska Topraklarda Ruzgar Sert 

Eser
손홍규 괵셀 튀르쾨쥬 Marti

110 포르투갈어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Sukiyaki de Domingo 배수아 성효정
Editora Estação 

Liber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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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Điều GìXảy 
Ra, Ai Biết… 김영하 응웬 티 히엔 Tre Publishing House

90 바리데기 Công chúa Bari 황석영 딩티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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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YÊU NGU’ỜI TỬTÙ 공지영 당람장/ 박진성 Phuong Nam Book

2.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 출간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와	2011년부터	공동으로	기획해온	한국문학총서의	2차분	5종이	10월에	출간되었다.	출간된	도서는	김남천	『대하』,	

최인훈	『광장』,	최인호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하일지	『우주피스	공화국』,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다.	이번	출간은	25종의	한국문학	시

리즈	출간을	목표로	지난	2013년	11월에	1차로	10종을	출간한	이래	두	번째로	맺은	결실이다.	2013년	출간되었던	도서는	이광수	『흙』,	김주영	『홍어』,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김원일	『마당	깊은	집』,	정영문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	이기호	『사과는	잘해요』,	정

미경	『내	아들의	연인』,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장은진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였다.	한국의	근·현대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전

집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은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는	앞으로도	2016년까지	매해	5종씩	우수	한국문학을	추가로	영미권에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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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blication of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by Dalkey Archive Press

The second round of 5 titles of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co-sponsored by Dalkey Archive Press and LTI Korea since 2011, 

was published in October. The publications include Kim Namcheon’s Scenes from the Enlightenment: A Novel of Manners, Choi In-hun’s The 

Square, Choi Inho’s Another Man’s City, Hailji’s The Republic of Užupis, and Park Min-gyu’s Pavane for a Dead Princess. This is the second 

round of publications following the first round of 10 titles published in November 2013, as part of the project to publish 25 titl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The 10 titles that were published in 2013 include Yi Kwang-su’s The Soil, Kim Joo-young’s Stingray, Park 

Wan-Suh’s Lonesome You, Hyun Ki Young’s One Spoon on This Earth, Kim Won-il’s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Jung Young Moon’s 

A Most Ambiguous Sunday and Other Stories, Lee Kiho’s At Least We Can Apologize, Jung Mikyung’s My Son’s Girlfriend, Jang Jung-il’s When 

Adam Opens His Eyes, and Jang Eunjin’s No One Writes Back. Dalkey Archive Press, which was lauded for its efforts to create a Korean 

literature series encompassing various genres in both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plans to introduce 5 new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o English speakers every year until 2016.  

3. 문학한류 기반 구축

1) 문화콘텐츠 번역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영상	및	공연	작

품에	대한	자막번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립현대무용단	및	세종문화회관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기관을	확대했으

며	국립극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	등	총	9개	기관에	40건을	지원했다.

3.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Literature Wave

1) Cultural Contents Translation Grants
LTI Korea has been providing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subtitles for high-quality Korean films and performances since signing 

MOUs with related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08. This program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Koreas cultural status overseas. In 2014, we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and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provided funding for the translation of 40 titles 

to 9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Seoul Animation Center,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nd the Korean Film Archive.

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1 서울산업진흥원 TV동화 빨간 자전거 영어 이진영 Colleen Mackey

2 서울산업진흥원 아기종벌레 포포 서어 성초림 권은희

3 서울산업진흥원 가족 불어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4 서울산업진흥원 마스크 마스터즈 중어 왕기맹 손지봉

5 한국영상자료원 메밀꽃 필 무렵(1967) 영어 알리사 김 Paul Tewkesbury

6 한국영상자료원 메밀꽃 필 무렵(1967) 일어 이희라 오영아

7 한국영상자료원 바보들의 행진(1975) 영어 조응주 Darcy Paquet

8 한국영상자료원 일월(1967) 영어 이진영 Colleen Mackey

9 한국영상자료원 일월(1967) 일어 김명순 하야시 요코

10 한국영상자료원 장군의 수염(1968) 영어 - 알리사 김

11 한국영상자료원 장군의 수염(1968) 일어 동소현 하야시 요코

12 한국영상자료원 지하실의 7인(1969) 일어 김아선 오영아

13 한국영상자료원 지하실의 7인(1969) 영어 노혜진 Darcy Paquet

<표 8> 2014년 영상자막 번역지원 작품

<표 9> 2014년 공연자막 번역지원 작품

연번 기관명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1 국립국악원 공무도하 영어 김아선 Robert Graves

2 국립극단 무극의 삶 영어 조윤나 Grace Lee

3 국립극단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영어 자넷 홍 Kim Stoker

4 국립극단 혜경궁 홍씨 영어 김아정 Robert Graves

5 국립극장 바리 영어 김소라 고효진

6 국립극장 변강쇠점찍고옹녀 영어 조윤나 제이미 챙

7 국립극장 장화홍련 영어 정예원 Kim Stoker

8 국립현대무용단 11분 영어 고효진 John Frankl

9 국립현대무용단 증발 영어 조응주 Paul Tewkesbury

10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 영어 이진영 Colleen Mackey

11 서울예술단 바람의 나라 영어 알리사 김 Paul Tewkesbury

12 서울예술단 뿌리 깊은 나무 영어 알리사 김 Grace Lee

13 서울예술단 소서노 영어 알리사 김 Paul Tewkesbury

14 세종문화회관 균 영어 알리사 김 Grace Lee

15 세종문화회관 나비잠 영어 정예원 제이미 챙

16 예술경영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피자 불어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17 예술경영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피자 체코어 또마쉬 호락 Lumir Kolibal

18 예술경영지원센터 본다 영어 조윤나 Kim Stoker

19 예술경영지원센터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일어 이희라 오영아

20 예술경영지원센터 칼로막베스 서어 성초림 권은희

21 예술경영지원센터 판소리햄릿프로젝트 영어 자넷 홍 John Frankl

22 한국공연예술센터 노크하지 않는 집 영어 자넷 홍 제이미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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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9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Seoul Animation Center,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nd the Korean Film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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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악원 공무도하 영어 김아선 Robert Gr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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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술경영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피자 체코어 또마쉬 호락 Lumir Kolibal

18 예술경영지원센터 본다 영어 조윤나 Kim Stoker

19 예술경영지원센터 오프스테이지/마스터클래스 일어 이희라 오영아

20 예술경영지원센터 칼로막베스 서어 성초림 권은희

21 예술경영지원센터 판소리햄릿프로젝트 영어 자넷 홍 John Frankl

22 한국공연예술센터 노크하지 않는 집 영어 자넷 홍 제이미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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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공연예술센터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영어 고효진 John Frankl

24 한국공연예술센터 알리바이 연대기 영어 조윤나 Kim Stoker

25 한국공연예술센터 조용한 식탁 영어 알리사 김 Paul Tewkesbury

26 한국공연예술센터 코마치후덴 영어 고효진 John Frankl

27 한국공연예술센터 파우스트 Ⅰ+Ⅱ 영어 조윤나 Kim Stoker

2) 한국문학 E-Book 제작

한국문학번역원은	2013년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발표된	주요	한국문

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무료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20세기	한국문학	전자

책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2013년에	번역된	20편의	작품에	포함되

지	않은	9명의	주요	작가	작품을	비롯하여	총	18인	작가의	작품	30편을	번역하

고	이를	아이폰/아이패드용	앱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와	구글	플

레이스토어,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	전자책	사이트(ebook.klti.or.kr)를	통해	

제공했다.

이번	번역	작품들	역시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소멸한	작품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학사적	의의와	재미를	갖춘	작

품들로	선별했다.	작품들	앞에는	간략한	작가	및	작품소개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

작가들을	낯설게	여길	수	있는	해외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 P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E-Books
In 2013, LTI Korea started the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E-Book 

project to translate major Korean literary works published between 1910 and 1950 into English and publish them in e-book format. In 2014, 

works by 9 major writers whose works were not included in the 20 translations in 2013 were included in a collection. As a result, a total 

of 30 works by 18 writers were translated and made available on the App Store for iPhone and iPad as “the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app,” as well as on Google Play Store for Android users. It is also available for download at the LTI Korea E-book website (ebook.klti.or.kr).

Just like the works translated in 2013, this year’s translations, too, were works whose copyrights have expired. A selection committee was 

created to select literary works that were considered not only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ut also interesting and fun to read. 

A short introduction of the writer and the work are provided on the first page of each volume for foreign readers who might be unfamiliar 

with Korean writers and literature.

연번 작가명 작품명 작품명(영문) 번역가

1 강경애 모자 Mother and Child 김소라

2 계용묵 별을 헨다 Counting Stars 유진 라센-할럭

3 계용묵 병풍에 그린 닭이 Like a Chicken on a Folding Screen 유진 라센-할럭

4 계용묵 인두지주 The Human Arachnid 유진 라센-할럭

5 김동인 발가락이 닮았다 Our Toes Are Alike 스테픈 엡스타인, 김미영

6 김동인 명문 Clear Commandments 스테픈 엡스타인, 김미영

7 김사량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 The Man I Met in the Lock Up 제이미 챙

8 김사량 토성랑 Toseongnang 제이미 챙

9 김유정 소낙비 Downpour 조윤나

10 김유정 만무방 Scoundrels 나수호

11 나도향 뽕 Mulberry 조윤나

12 나도향 지형근 The Downfall of Ji Hyeong-geun 최인영

13 나혜석 규원 Bitterness of the Inner Quarters 김소라

14 신채호 꿈하늘 Dream Sky 황선애, 호러스 제프리 호지스

15 양건식 슬픈 모순 Sad Contradiction 황선애, 호러스 제프리 호지스

16 윤기정 양회굴뚝 The Smokestack 심미령

17 이무영 제1과 제1장 Act 1, Scene 1 심미령

18 이상 지도의 암실 The Darkroom of the Map 자넷 홍, 잭 정

19 이익상 쫓기어가는 이들 The Banished 심미령

20 이익상 흙의 세례 Baptism of Soil 나수호

21 이효석 개살구 Wild Apricots 서태부

22 이효석 장미 병들다 The Sick Rose 서태부

23 정인택 여수 Longing for Home 제이미 챙

24 조명희 저기압 Low Pressure Front 김소라

25 조명희 땅 속으로 Into the Ground 심미령

26 채만식 쑥국새 The Cuckoo 제이미 챙

27 채만식 세길로 Three Paths 제이미 챙

28 최서해 고국 Homeland 자넷 홍

29 최서해 기아와 살육 Hunger and Slaughter 자넷 홍

30 최서해 토혈 Consumption 자넷 홍

<표 10> 2014년 전자책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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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iteratur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2014년도	해외교류사업은	해외	주요	문학거점도시	한국문학	행사	개최,	해외교류	기획사업,	해외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작가파견	해

외	레지던스,	해외	주요	문학축제	한국작가	파견	및	해외작가/	언론인	초청,	제6회	세계번역가	대회	등을	통해	한국문학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데	기여했다.

해외	주요	문학거점도시	한국문학	행사는	해외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	현지에서	개최되는	문학행사와	한국문학	행사를	연계시켜	문

학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2014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총	9개	지역에서	시행

되었다.	향후에도	세계	주요	문학거점지역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개최되는	유수	문학축제	조직위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작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문학이	지속적으로	세계문학

의	중심지에	소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	축제	등과의	쌍방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뉴욕	PEN,	독일	베

를린	시	축제,	브라질	브라질리아	문학축제	등지에	한국작가를	파견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지,	텔레그라프지와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중국	

남도주간,	러시아	세계문학지	등	문학담당	기자를	초청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취재지원을	했다.

한편,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를	2년	만에	개최하여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8개	언어권	20여	명의	발제자	등이	참여

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시에	언어권별	세미나를	진행하여	한국문학	번역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와	연계하여	한국작가	파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미국	<WWB>,	영국	<MPT>,	프랑스	<Breves>,	아랍	<KIKAH>	등	해외	주요	문예지를	통해	한국문학	특집호를	기획함으로써	현지	

출판인,	한국학	연구자	등	전문독자들에게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현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도	했다.	

LTI Korea’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2014 brought Korean literature closer to diverse readers around the world through 

Korean literary events in major cities oversea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Korean Literrature Essay Contest for Foreign Readers,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d also participation of Korean Writers in 

International Literary Festivals and Invitation Program for Foreign Writers and Journalists to Korea.

Korean literary events in major cities were planned to vitalize literar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by linking overseas 

literary festivals with Korean literary events and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TI Korea and overseas organizations. In 2014, these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9 countries, including the US, France, Germany, Spain, Sweden, Russia, China, Japan, and Vietnam. We plan on 

developing this program to broa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abroad and contribute to the loc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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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린	시	축제,	브라질	브라질리아	문학축제	등지에	한국작가를	파견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지,	텔레그라프지와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중국	

남도주간,	러시아	세계문학지	등	문학담당	기자를	초청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취재지원을	했다.

한편,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를	2년	만에	개최하여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8개	언어권	20여	명의	발제자	등이	참여

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시에	언어권별	세미나를	진행하여	한국문학	번역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와	연계하여	한국작가	파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미국	<WWB>,	영국	<MPT>,	프랑스	<Breves>,	아랍	<KIKAH>	등	해외	주요	문예지를	통해	한국문학	특집호를	기획함으로써	현지	

출판인,	한국학	연구자	등	전문독자들에게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현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도	했다.	

LTI Korea’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2014 brought Korean literature closer to diverse readers around the world through 

Korean literary events in major cities oversea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Korean Literrature Essay Contest for Foreign Readers,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d also participation of Korean Writers in 

International Literary Festivals and Invitation Program for Foreign Writers and Journalists to Korea.

Korean literary events in major cities were planned to vitalize literar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by linking overseas 

literary festivals with Korean literary events and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TI Korea and overseas organizations. In 2014, these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9 countries, including the US, France, Germany, Spain, Sweden, Russia, China, Japan, and Vietnam. We plan on 

developing this program to broa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abroad and contribute to the loc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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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per Svenbro and Helena Boberg joined the event. On May 15, we held a literary event at Stockholm University, which offers a curriculum 

in Korean Studies, rarely available in Sweden. General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Korean Studies students and experts 

in the Swedish publishing industry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held at the auditorium of the main building,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m to broaden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terary perspectives of Korean poetry and Korean literature.

2) 프랑스

2014	프랑스	거점도시	문학행사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엑상	프로방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드크레센조	출판사

에서	출간된	『한낮의	시선』의	이승우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학과가	있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와	엑상	프로방스	시내의	유서	깊은	서점인	굴라

르	서점에서	이틀에	걸쳐	각각	개최	되었다.	엑스	마르세유	대학	행사의	경우	프랑스	학생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되었으며,	작

가와의	만남,	낭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열띤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이는	도서	판매와	사인회	때에도	이어져	행사를	

통해	도서판매,	홍보에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	

2) France 
In 2014, LTI Korea sponsored literary events in Aix-en-

Provence in the south of France on September 16 and 18. Novelist 

Lee Seung-U attended this event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his novel The Gaze of Meridian (Le Regard de Midi) by French 

publisher Decrescenzo. The event was held for 2 days at Aix-Marseille 

University, which has a Korean Studies department, and Librairie 

Goulard, a distinguished bookstore in Aix-en-Provence. About 200 

French students attended the event at Aix-Marseille University, 

showing their interest and actively participating during the program, 

which included a Meet the Author session, book reading, and a 

Q&A session. Their passion for Korean literature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sale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book signing after the event, directly aiding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hrough a series of MOUs signed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s of leading literary festivals, we devised a program to 

send Korean writers abroad as part of our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Korean literature could continuously be introduced 

at the literary centers of the world. We signed an MOU with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and we dispatched Korean 

writers to participate in the PEN World Voices Festival in New York in the US, the Poesiefestival Berlin in Germany and the Bienal 

Brasil do Livro e da Leitura festival in Brazil. We also invited reporters from the literature desks at the UK’s Guardian and Telegraph, 

Italy’s Corriere della Sera, China’s Nandu Zhoukan and Russia’s World Literature to visit Korea, providing support for media coverage 

of Korean literature.

Meanwhile,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was held this year, 2 years since the 5th conference in 2012. Over 20 presenters 

from 8 different language group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In “Other Words”: Challenges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and held heated discussions on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seminars were held by language group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translators to share information o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heir experiences.

In addition, we sent a writer to Universidad de Málaga in Spain as part of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and also 

held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s for Foreign Readers in 17 different regions around the world, striving to broa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Furthermore, we designed special issues on Korean literature for leading literary journals and websites like Word Without Borders (WWB) 

in the US, Modern Poetry in Translation (MPT) in the UK, Breves in France, Kikah in the Middle East,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o local publishers, Korean Studies scholars, and other readers,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to improve the receptivity of 

Korean literature in local publishing markets.

1. 해외 한국문학행사 개최

1) 스웨덴

5월	13일과	5월	15일	이틀	간	북유럽	문학의	중심도시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13일에는	1859년에	건립된	스

웨덴	시내에	위치한	쇼트라	티어터에서	한국과	스웨덴	양국	시인의	시	낭독회가	열렸다.	문정희,	김경주	시인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스웨덴	시인	예

스퍼	스웬브로와	헬레나	보버그가	함께	참가하여	더욱	현지의	관심이	높았다.	15일에는	스웨덴에서는	드물게	한국학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행사에는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	한국학	관련	학생	

및	스웨덴	출판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한국	시를	비롯한	한국	문학의	특징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 Overseas Korean Literary Events  

1) Sweden
On May 13 and 15, LTI Korea held Korean literary events in Stockholm, Sweden, the center of Northern European literature. On 

May 13, a poetry reading for Korean and Swedish poets was held at the Sodra Teatern in Stockholm, which was built in 1859. Poets Moon 

Chung-hee and Kim Kyung Ju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the event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local readers, as famous Swedish po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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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per Svenbro and Helena Boberg joined the event. On May 15, we held a literary event at Stockholm University, which offers a curriculum 

in Korean Studies, rarely available in Sweden. General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Korean Studies students and experts 

in the Swedish publishing industry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held at the auditorium of the main building,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m to broaden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terary perspectives of Korean poetry and Korean literature.

2) 프랑스

2014	프랑스	거점도시	문학행사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엑상	프로방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드크레센조	출판사

에서	출간된	『한낮의	시선』의	이승우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학과가	있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와	엑상	프로방스	시내의	유서	깊은	서점인	굴라

르	서점에서	이틀에	걸쳐	각각	개최	되었다.	엑스	마르세유	대학	행사의	경우	프랑스	학생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되었으며,	작

가와의	만남,	낭독,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열띤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이는	도서	판매와	사인회	때에도	이어져	행사를	

통해	도서판매,	홍보에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	

2) France 
In 2014, LTI Korea sponsored literary events in Aix-en-

Provence in the south of France on September 16 and 18. Novelist 

Lee Seung-U attended this event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his novel The Gaze of Meridian (Le Regard de Midi) by French 

publisher Decrescenzo. The event was held for 2 days at Aix-Marseille 

University, which has a Korean Studies department, and Librairie 

Goulard, a distinguished bookstore in Aix-en-Provence. About 200 

French students attended the event at Aix-Marseille University, 

showing their interest and actively participating during the program, 

which included a Meet the Author session, book reading, and a 

Q&A session. Their passion for Korean literature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sale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book signing after the event, directly aiding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hrough a series of MOUs signed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s of leading literary festivals, we devised a program to 

send Korean writers abroad as part of our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Korean literature could continuously be introduced 

at the literary centers of the world. We signed an MOU with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and we dispatched Korean 

writers to participate in the PEN World Voices Festival in New York in the US, the Poesiefestival Berlin in Germany and the Bienal 

Brasil do Livro e da Leitura festival in Brazil. We also invited reporters from the literature desks at the UK’s Guardian and Telegraph, 

Italy’s Corriere della Sera, China’s Nandu Zhoukan and Russia’s World Literature to visit Korea, providing support for media coverage 

of Korean literature.

Meanwhile,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was held this year, 2 years since the 5th conference in 2012. Over 20 presenters 

from 8 different language group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In “Other Words”: Challenges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and held heated discussions on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seminars were held by language group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translators to share information o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heir experiences.

In addition, we sent a writer to Universidad de Málaga in Spain as part of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and also 

held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s for Foreign Readers in 17 different regions around the world, striving to broa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Furthermore, we designed special issues on Korean literature for leading literary journals and websites like Word Without Borders (WWB) 

in the US, Modern Poetry in Translation (MPT) in the UK, Breves in France, Kikah in the Middle East,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o local publishers, Korean Studies scholars, and other readers,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to improve the receptivity of 

Korean literature in local publishing markets.

1. 해외 한국문학행사 개최

1)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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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	스웬브로와	헬레나	보버그가	함께	참가하여	더욱	현지의	관심이	높았다.	15일에는	스웨덴에서는	드물게	한국학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행사에는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	한국학	관련	학생	

및	스웨덴	출판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한국	시를	비롯한	한국	문학의	특징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 Overseas Korean Literar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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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13 and 15, LTI Korea held Korean literary events in Stockholm, Sweden, the center of Northern European literature. On 

May 13, a poetry reading for Korean and Swedish poets was held at the Sodra Teatern in Stockholm, which was built in 1859. Poets Moon 

Chung-hee and Kim Kyung Ju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the event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local readers, as famous Swedish po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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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10월	21일	주홍콩총영사관이	주관한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에	문정희	시인이	초청받아	홍콩이공대	학생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홍콩	한국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문정희	시인은	약	13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나의	시,	나의	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대표작인	「풍선	노래」,	「화

장을	하며」,	「성공	시대」	등을	강연	중간	중간에	낭독하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하였고,	시인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로부

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한	성찰에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현지	학생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는	주	홍콩	총영사관이	홍콩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정사무국	등의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한	한국

문화축제로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K-pop,	무용,	영화,	음악,	전통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였다.	문학행

사는	올해	두	번째였으며,	작년	신경숙	작가에	이어	한류와	한국	문학에	대한	현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4) Hong Kong
Poet Mun Chung-hee was invited to Festive Korea 2014 in Hong Kong on October 21. Host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ong Kong,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130 students from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Mun gave a lecture titled “My Poems, My Body” and recited her major works in between, including “Balloon,” “Putting on 

Makeup,” and “Success,” to add to the attendees’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raised the interest of local students in Korean literature, 

as she discussed a number of topics from philosophical issues of what poetry is from a poets perspective to an insight into the world today, 

dominated by capitalism and materialism.

3) 독일

독일	한국문학행사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독일에서	「탈향」,	「닳아지는	

살들」,	「소슬한	밤의	이야기」	등	15편의	작품이	수록된	단편집	『탈향』을	출간한	이호철	작가와	「달려라,	아비」,	「스카이	콩콩」,	「종이	물고기」	등	9편

의	작품이	수록된	『달려라,	아비』를	출간한	김애란	작가가	참여했다.

12일(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행사장	내	세계	각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공식	프로그램인	벨트엠팡그에서	문학행사가	

열렸다.	독일	라디오	방송국	SWR2의	문학기자	카타리나	보르카르트의	진행에	따라	이호철	소설가와	김애란	소설가의	작품세계를	독일	청중들에

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히	도서전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쉬운	곳에서	행사가	열림으로써	새로운	잠재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특히	금년	프로그램의	주제는	“도시화와	대도시”로	진행되어,	세계적	대도시	서울의	분위기를	서로	다른	시대의	관점에서	두	작

가가	바라봄으로써	한국문학의	특징을	색다르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13일(월)	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주독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문학행사에는	베를린	대학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출판관계자,	일반	독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독일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를린	대학교	한국학과의	홀머	브로흘로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낭독회에서는	각	낭독에서	질의응답으

로	이어지는	행사	내내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한국	작가들에게	열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렇듯	100명	규

모의	행사장에	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리는	등	행사가	성황리에	끝을	맺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현지	기관	및	현지	출판사와의	긴

밀한	협조	아래	문학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번	행사와	같이	현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학	교류를	꾸준

히	넓혀갈	필요가	있다.	

3) Germany
Korean literary events in Germany were held on October 12 and 13 in Frankfurt and Berlin. The events were attended by novelists Lee 

Ho-Cheol and Kim Ae-ran. Recently, the translation of Lee’s Leaving Home (Heimatlos), a collection of 15 short stories, including “Leaving 

Home,” “Fading Flesh,” and “Story of a Bleak Night,” was published in Germany, along with the translation of Kim’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Run, Daddy, Run (Lauf, Vater, lauf ), containing 9 works, including “Run, Daddy, Run,” “Sky Kong Kong,” and “Paper Fish.”

On October 12, a literary event was held in the Weltempfang, an official program of the Frankfurt Book Fair. Hosted by Katharina 

Borchardt, a literary editor at the German radio station SWR2 (Südwestrundfunk2), the even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ovelists Lee 

Ho-Cheol and Kim Ae-ran to inform the German readers of their literary perspectives. Because the event was held in a place with a lot of 

visitor traffic, it was also easier to reach out to potential reader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This year’s program was organized under the 

theme “Urbanization and Megacities” (Urbanität und Megastädte), offering a chance for the 2 Korean writer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a unique way, each sharing their idea of Seoul, which has become a world-class megacity. On October 13, about 80 readers, professors and 

students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and publishing industry experts eagerly gathered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a literary event. The reading and the Q&A session were moderated by Holmer Brochlos, a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The audience carefully listened to the authors and gave a warm round of applause at the end of the event.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publishers, the event was successful, attracting a bigger crowd than the venue that seats 100 people could 

support. We believe there is a need to keep expanding our literary exchange with the world, actively utilizing loc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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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10월	21일	주홍콩총영사관이	주관한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에	문정희	시인이	초청받아	홍콩이공대	학생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홍콩	한국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문정희	시인은	약	13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나의	시,	나의	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대표작인	「풍선	노래」,	「화

장을	하며」,	「성공	시대」	등을	강연	중간	중간에	낭독하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하였고,	시인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로부

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한	성찰에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현지	학생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는	주	홍콩	총영사관이	홍콩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정사무국	등의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한	한국

문화축제로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K-pop,	무용,	영화,	음악,	전통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였다.	문학행

사는	올해	두	번째였으며,	작년	신경숙	작가에	이어	한류와	한국	문학에	대한	현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4) Hong Kong
Poet Mun Chung-hee was invited to Festive Korea 2014 in Hong Kong on October 21. Host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ong Kong,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130 students from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Mun gave a lecture titled “My Poems, My Body” and recited her major works in between, including “Balloon,” “Putting on 

Makeup,” and “Success,” to add to the attendees’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raised the interest of local students in Korean literature, 

as she discussed a number of topics from philosophical issues of what poetry is from a poets perspective to an insight into the world today, 

dominated by capitalism and materialism.

3) 독일

독일	한국문학행사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독일에서	「탈향」,	「닳아지는	

살들」,	「소슬한	밤의	이야기」	등	15편의	작품이	수록된	단편집	『탈향』을	출간한	이호철	작가와	「달려라,	아비」,	「스카이	콩콩」,	「종이	물고기」	등	9편

의	작품이	수록된	『달려라,	아비』를	출간한	김애란	작가가	참여했다.

12일(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행사장	내	세계	각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공식	프로그램인	벨트엠팡그에서	문학행사가	

열렸다.	독일	라디오	방송국	SWR2의	문학기자	카타리나	보르카르트의	진행에	따라	이호철	소설가와	김애란	소설가의	작품세계를	독일	청중들에

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히	도서전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쉬운	곳에서	행사가	열림으로써	새로운	잠재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특히	금년	프로그램의	주제는	“도시화와	대도시”로	진행되어,	세계적	대도시	서울의	분위기를	서로	다른	시대의	관점에서	두	작

가가	바라봄으로써	한국문학의	특징을	색다르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13일(월)	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주독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문학행사에는	베를린	대학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출판관계자,	일반	독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독일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를린	대학교	한국학과의	홀머	브로흘로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낭독회에서는	각	낭독에서	질의응답으

로	이어지는	행사	내내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한국	작가들에게	열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렇듯	100명	규

모의	행사장에	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리는	등	행사가	성황리에	끝을	맺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현지	기관	및	현지	출판사와의	긴

밀한	협조	아래	문학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번	행사와	같이	현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학	교류를	꾸준

히	넓혀갈	필요가	있다.	

3) Germany
Korean literary events in Germany were held on October 12 and 13 in Frankfurt and Berlin. The events were attended by novelists Lee 

Ho-Cheol and Kim Ae-ran. Recently, the translation of Lee’s Leaving Home (Heimatlos), a collection of 15 short stories, including “Leaving 

Home,” “Fading Flesh,” and “Story of a Bleak Night,” was published in Germany, along with the translation of Kim’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Run, Daddy, Run (Lauf, Vater, lauf ), containing 9 works, including “Run, Daddy, Run,” “Sky Kong Kong,” and “Paper Fish.”

On October 12, a literary event was held in the Weltempfang, an official program of the Frankfurt Book Fair. Hosted by Katharina 

Borchardt, a literary editor at the German radio station SWR2 (Südwestrundfunk2), the even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ovelists Lee 

Ho-Cheol and Kim Ae-ran to inform the German readers of their literary perspectives. Because the event was held in a place with a lot of 

visitor traffic, it was also easier to reach out to potential reader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This year’s program was organized under the 

theme “Urbanization and Megacities” (Urbanität und Megastädte), offering a chance for the 2 Korean writer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a unique way, each sharing their idea of Seoul, which has become a world-class megacity. On October 13, about 80 readers, professors and 

students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and publishing industry experts eagerly gathered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a literary event. The reading and the Q&A session were moderated by Holmer Brochlos, a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The audience carefully listened to the authors and gave a warm round of applause at the end of the event.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publishers, the event was successful, attracting a bigger crowd than the venue that seats 100 people could 

support. We believe there is a need to keep expanding our literary exchange with the world, actively utilizing loc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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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and had an in-depth discussion about Korean and Spanish literature. On the following day, the two Korean writers held lectures at the 

seminar, attended by about 50 graduate students in the Far East Studies MA program at Universidad de Salamanca. This year’s Korean literary 

event in Spain offered an opportunity to reexamine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by broadening the scope of discussion from women and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literatu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s in Spain.  

6) 중국

10월	31일	및	11월	2일	양일에	걸쳐	중국	장춘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도망자	이치도』를	출간한	성석제	작가와	『세계의	끝,	여자친구』

의	김연수	작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의	저자	조영아	작가가	참가하여	한국어	전공	학생	및	학자,	출판관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1일에는	길림출판그룹	사옥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편집자	등	출판관계자	및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전문	사회자의	진행

으로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일상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2일	길림대학교에서	열린	행사는	권혁률	교수의	사회	하에	질의응답	위

주로	진행되었다.	독후감대회	대상	작품과	문학행사	초청	작가가	연계된	덕분에	대다수의	학생이	소설을	미리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와	연구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덕분에	보다	풍성한	내용의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문

학과	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6) China 
On October 31 and November 2, two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China. Novelists Song Sokze, the author of Fugitive Lee Chido,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Kim Yeonsu, author of World’s End Girlfriend, and Jo Young-a, author of What Time Is It, Mr. 

Fox? were joined by Korean studies students and scholars as well as related experts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literary event was held at the office building of Jilin Publishing Group on October 31. Editors and publishers, and Korean Studies 

students attended the event, where they were able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guest writers’ literary works with the authors and talk 

about everyday lives of the authors. The second literary event held at Jilin University on November 2 was mainly a Q&A session, moderated 

by Professor Kwon Hyeok-ryul. Most of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read works written by the guest writers, which were included in the 

assigned works for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and they asked a number of questions regarding the works. The event was a great 

success, thanks to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translators, and researchers who are active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rough this event, the 

readers displayed their deep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is year marks the fourth anniversary of Festive Korea, a Korean cultural fest sponsored by Hong Ko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ong Kong Home Affairs Bureau, and hosted by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ng Kong. From October 2 to November 29, a variety of Korean cultural events was held for the local audience, including K-pop concerts, 

dances, film screenings,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This was the second literary event held at the fest, since novelist Shin Kyung-sook’s 

participation last year. I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witness the local audiences’ interest in the Korean Wave and Korean literature.

5) 스페인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페인	말라가,	마드리드,	살라망카에서	한국	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레지던스	프

로그램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체류	중이었던	소설가	하성란이	현지에서	합류해	소설가	조경란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10월	28일에는	말라가대학	한국학과	주관,	제5회	한국주간행사의	일부로서	“80-90년대	사회적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문학	세미나가	진행	되

었다.	한국학과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	스페인	시인	마리아	엘로이	가르시아가	소설가	하성란의	『옆집여자』,	말라가대	로망스어과	

안토니오	히메네스	밀란	교수가	소설가	조경란의	『풍선을	샀어』의	발제를	맡았으며	각	작가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에는	하성란

의	작품	『옆집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스페인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10월	30일에는	마드리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콜리나스와	클라라	하네스가	패널로	참가하여	두	한국	소설가와	함

께	한국-스페인	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0월	31일에는	살라망카대학교	극동아시아학	석사과정	학생	50여	명이	참가하는	세미나

에서	두	작가의	강연이	열렸다.	이번	스페인	한국문학행사는	현지	한국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논의의	범위를	한국의	여성	문학에서	세계의	문학으로	

확장시켜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5) Spain
From October 26 to November 2,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Malaga, Madrid, and Salamanca, Spain. Novelist Ha Seong-

nan, who was staying in Malaga as part of LTI Korea’s Overseas 

Residency for Korean Writers program, joined novelist Jo Kyung-

ran at the event. 

On October 28,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Universidad 

de Malaga hosted a seminar on Korean literature under the theme, 

“Social Changes in the 1980s and 1990s”, as part of the 5th 

Korea Week in Spain. With about 50 Korean Studies students in 

attendance, Spanish poet María Eloy-García spoke on novelist Ha 

Seong-nan’s “The Woman Next Door,” and Antonio Jiménez Millán, a professor of Romance Languages at Universidad de Malaga, spoke 

on Jo Kyung-ran’s “I Bought a Balloon.” Lectures by the authors and Q&A sessions followed the presentations. After the seminar, there was 

an award ceremony for the 201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in Spain, in which the contestants wrote essays on Ha Seong-nan’s “The 

Woman Next Door.” 

On October 30, the 2 Korean writers were joined by Spanish poets Antonio Colinas and Clara Janés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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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and had an in-depth discussion about Korean and Spanish literature. On the following day, the two Korean writers held lectures at the 

seminar, attended by about 50 graduate students in the Far East Studies MA program at Universidad de Salamanca. This year’s Korean literary 

event in Spain offered an opportunity to reexamine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by broadening the scope of discussion from women and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literatu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s in Spain.  

6) 중국

10월	31일	및	11월	2일	양일에	걸쳐	중국	장춘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도망자	이치도』를	출간한	성석제	작가와	『세계의	끝,	여자친구』

의	김연수	작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의	저자	조영아	작가가	참가하여	한국어	전공	학생	및	학자,	출판관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1일에는	길림출판그룹	사옥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편집자	등	출판관계자	및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전문	사회자의	진행

으로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일상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2일	길림대학교에서	열린	행사는	권혁률	교수의	사회	하에	질의응답	위

주로	진행되었다.	독후감대회	대상	작품과	문학행사	초청	작가가	연계된	덕분에	대다수의	학생이	소설을	미리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와	연구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덕분에	보다	풍성한	내용의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문

학과	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6) China 
On October 31 and November 2, two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China. Novelists Song Sokze, the author of Fugitive Lee Chido,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Kim Yeonsu, author of World’s End Girlfriend, and Jo Young-a, author of What Time Is It, Mr. 

Fox? were joined by Korean studies students and scholars as well as related experts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literary event was held at the office building of Jilin Publishing Group on October 31. Editors and publishers, and Korean Studies 

students attended the event, where they were able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guest writers’ literary works with the authors and talk 

about everyday lives of the authors. The second literary event held at Jilin University on November 2 was mainly a Q&A session, moderated 

by Professor Kwon Hyeok-ryul. Most of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read works written by the guest writers, which were included in the 

assigned works for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and they asked a number of questions regarding the works. The event was a great 

success, thanks to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translators, and researchers who are active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rough this event, the 

readers displayed their deep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is year marks the fourth anniversary of Festive Korea, a Korean cultural fest sponsored by Hong Ko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ong Kong Home Affairs Bureau, and hosted by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ng Kong. From October 2 to November 29, a variety of Korean cultural events was held for the local audience, including K-pop concerts, 

dances, film screenings,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This was the second literary event held at the fest, since novelist Shin Kyung-sook’s 

participation last year. I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witness the local audiences’ interest in the Korean Wave and Korean literature.

5) 스페인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페인	말라가,	마드리드,	살라망카에서	한국	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레지던스	프

로그램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체류	중이었던	소설가	하성란이	현지에서	합류해	소설가	조경란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10월	28일에는	말라가대학	한국학과	주관,	제5회	한국주간행사의	일부로서	“80-90년대	사회적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문학	세미나가	진행	되

었다.	한국학과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	스페인	시인	마리아	엘로이	가르시아가	소설가	하성란의	『옆집여자』,	말라가대	로망스어과	

안토니오	히메네스	밀란	교수가	소설가	조경란의	『풍선을	샀어』의	발제를	맡았으며	각	작가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에는	하성란

의	작품	『옆집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스페인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10월	30일에는	마드리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콜리나스와	클라라	하네스가	패널로	참가하여	두	한국	소설가와	함

께	한국-스페인	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0월	31일에는	살라망카대학교	극동아시아학	석사과정	학생	50여	명이	참가하는	세미나

에서	두	작가의	강연이	열렸다.	이번	스페인	한국문학행사는	현지	한국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논의의	범위를	한국의	여성	문학에서	세계의	문학으로	

확장시켜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5) Spain
From October 26 to November 2,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Malaga, Madrid, and Salamanca, Spain. Novelist Ha Seong-

nan, who was staying in Malaga as part of LTI Korea’s Overseas 

Residency for Korean Writers program, joined novelist Jo Kyung-

ran at the event. 

On October 28,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Universidad 

de Malaga hosted a seminar on Korean literature under the theme, 

“Social Changes in the 1980s and 1990s”, as part of the 5th 

Korea Week in Spain. With about 50 Korean Studies students in 

attendance, Spanish poet María Eloy-García spoke on novelist Ha 

Seong-nan’s “The Woman Next Door,” and Antonio Jiménez Millán, a professor of Romance Languages at Universidad de Malaga, spoke 

on Jo Kyung-ran’s “I Bought a Balloon.” Lectures by the authors and Q&A sessions followed the presentations. After the seminar, there was 

an award ceremony for the 201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in Spain, in which the contestants wrote essays on Ha Seong-nan’s “The 

Woman Next Door.” 

On October 30, the 2 Korean writers were joined by Spanish poets Antonio Colinas and Clara Janés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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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Essay Contest in Japan, hosted by Waseda University, was held after the lectures, providing a chance for the authors to meet 

with the awardees, who wrote on their works. Starting from the third day, the events were held at Fukuoka. Due to the city’s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Korea,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filled the venues, as they had in Tokyo. The event held on November 25 at 

Fukuoka University under the theme “The Charm of Korean Literature” was attended by about 100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o listen 

to the literary lectures by the 2 Korean writers. On November 26, the last day of events, a Korean-Japanese Writers Night was held at the 

ACROS Hall, in the center of Fukuoka. Novelist Kyoko Nakajima, the winner of the Naoki Prize, and pro-Korean poet Kiyoe Kawazu joined 

the 2 Korean writers to talk about novels and poetry. 

Lee Seong-bok talked about his poetry collection Mt. Geumsan in Namhae (Shoshi Kankanbou, 2014) while Eun Heekyung spoke about 

her short story collection Beauty Despises Me (CUON, 2013), both of which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Japan with the support of LTI 

Korea. The audience had the rare opportunity to listen to poems and excerpts of short stories, read by the authors themselves in Korean. 

At the book signing and talks with the audience held after the events, the readers expressed their wish to read more Korean literature in the 

future, while the translators remarked that they wished to translate a variety of Korean literature. 

The year 2015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Japan. We hope that Korea and Japan will continue 

to exchange cultural values and communicate through literature.  

8) 미국

11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미국	대중문화	수용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서부의	두	도시에서	김경욱,	정이현	작가의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6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에서는	이진경	한국문학	교수의	

사회로	두	작가의	작품	낭독이	열렸다.	현지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거	참가한	만큼	두	작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전문	공연

가	2인이	낭독에	참여하여	열기를	더욱	지폈다.	이어	8일에는	LA	한국문

화원,	미주한인문인협회의	초청으로	LA	한국문화원에서	문학행사를	가

졌다.	작가들은	낭독에	더해,	작품의	영어	번역에	대한	생각과	향후	현지	

출간을	앞둔	소감을	밝혀	청중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어냈다.	미국에

서	한국문학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출판계	인사	및	잠재적	독자들

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작가의	영미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8) USA 

Novelists Kim Kyung-uk and Jeong I-Hyeon attended Korean literary events held on November 6 and 8 at two major cities in the 

American West, known to be the centers of American popular culture. On November 6, a reading of the 2 writers works was hel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oderated by Lee Jin-kyung, a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Excitement was built around the 2 Korean 

writers, with a huge number of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iterature attending the event, where 2 professional performers joined in with 

the authors during the readings. On November 8, a literary event was held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at the invitation of 

the Cultural Center and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America. The writers recited excerpts of their works and expressed their thoughts 

7) 일본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각	한국문학	행

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성복	시인과	은희경	작가가	참여해,	각각	한국의	시와	소설을	주제로	일본

의	작가	및	독자들과	만난	나흘간의	여정이었다.	

첫날인	11월	23일에는	도쿄	다이칸야마의	대형	서점	츠타야에서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인	히라노	게이치로와	은희경	작가의	대담이	이뤄졌다.	평소부터	서로의	작품세계에	관심을	갖고	교류

해	왔던	두	작가의	만남인	만큼	대화에서	많은	공통점이	엿보였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

장에	모인	독자들과도	가까이	교류하는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1월	24일은	“한국의	소설과	시를	읽는

다는	것”을	주제로	와세다	대학과의	연계로	한국문학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성복	시인은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은희경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각각	행사장에	모인	약	70명의	일반	시민	및	학생

들에게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동	대학에서	주최한	제6회	일본	한국문학	독후감대회의	시상식도	함

께	열려	수상자들과도	만났다.	셋째	날인	11월	25일부터는	후쿠오카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과	깊은	인연을	가진	도시인만큼,	각	행사에는	도쿄에	못지않게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모

였다.	“한국문학의	매력”이란	주제로	후쿠오카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25일의	행사에는	100명	가까운	동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두	작가의	문학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11월	26일에는	마지막으로	‘한일	작가의	밤’	행사가	후쿠오카	시내	중심에	위치한	후쿠오카	어크로스	홀에서	치러졌다.	일본

의	나오키상	수상작가인	나카지마	교코,	지한파	시인	가와즈	기요에와	함께	각각	소설과	시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이성복	시인은	이번	일련의	행사에서	시집	『남해금산』(쇼시칸칸보,	2014)을,	은희경	작가는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CUON,	2013)

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행사장에	모인	청중은	작가가	한국어로	직접	낭독하는	시와	소설을	들을	귀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	치러진	

사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다	많은	한국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목소리와,	보다	다양한	작품의	번역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번

역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는	만큼,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학으로	소통

하는	한일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7) Japan 
LTI Korea hosted a number of Korean literary events in Tokyo and 

Fukuoka from November 23 to 27. During the four-day-long program, 

Korean poet Lee Seong-Bok and novelist Eun Heekyung met with Japanese 

writers and readers to discuss Korean poetry and novels. 

On November 23, the first day of the events, novelist Eun Heekyung 

met with Japanese novelist Keiichiro Hirano, the winner of the Akutagawa 

Prize, at Tsutaya Book Store in Daikanyama, Tokyo. As the two writers have 

maintained contact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interest in each other’s 

literary perspectives, they shared many common opinions during the talk and 

engaged the audience in a cordial manner. On the second day, November 24, lectures on Korean literature were held at Waseda University 

on the theme “Reading Korean Fiction and Poetry.” Poet Lee Seong-bok gave a lecture on the meaning of literature, and novelist Eun 

Heekyung talked about her literary perspectives for the audience of about 70 students and the locals. The award ceremony for the 6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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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Essay Contest in Japan, hosted by Waseda University, was held after the lectures, providing a chance for the authors to meet 

with the awardees, who wrote on their works. Starting from the third day, the events were held at Fukuoka. Due to the city’s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Korea,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filled the venues, as they had in Tokyo. The event held on November 25 at 

Fukuoka University under the theme “The Charm of Korean Literature” was attended by about 100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o listen 

to the literary lectures by the 2 Korean writers. On November 26, the last day of events, a Korean-Japanese Writers Night was held at the 

ACROS Hall, in the center of Fukuoka. Novelist Kyoko Nakajima, the winner of the Naoki Prize, and pro-Korean poet Kiyoe Kawazu joined 

the 2 Korean writers to talk about novels and poetry. 

Lee Seong-bok talked about his poetry collection Mt. Geumsan in Namhae (Shoshi Kankanbou, 2014) while Eun Heekyung spoke about 

her short story collection Beauty Despises Me (CUON, 2013), both of which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Japan with the support of LTI 

Korea. The audience had the rare opportunity to listen to poems and excerpts of short stories, read by the authors themselves in Korean. 

At the book signing and talks with the audience held after the events, the readers expressed their wish to read more Korean literature in the 

future, while the translators remarked that they wished to translate a variety of Korean literature. 

The year 2015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Japan. We hope that Korea and Japan will continue 

to exchange cultural values and communicate through literature.  

8) 미국

11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미국	대중문화	수용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서부의	두	도시에서	김경욱,	정이현	작가의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6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에서는	이진경	한국문학	교수의	

사회로	두	작가의	작품	낭독이	열렸다.	현지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거	참가한	만큼	두	작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전문	공연

가	2인이	낭독에	참여하여	열기를	더욱	지폈다.	이어	8일에는	LA	한국문

화원,	미주한인문인협회의	초청으로	LA	한국문화원에서	문학행사를	가

졌다.	작가들은	낭독에	더해,	작품의	영어	번역에	대한	생각과	향후	현지	

출간을	앞둔	소감을	밝혀	청중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어냈다.	미국에

서	한국문학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출판계	인사	및	잠재적	독자들

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작가의	영미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8) USA 

Novelists Kim Kyung-uk and Jeong I-Hyeon attended Korean literary events held on November 6 and 8 at two major cities in the 

American West, known to be the centers of American popular culture. On November 6, a reading of the 2 writers works was hel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oderated by Lee Jin-kyung, a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Excitement was built around the 2 Korean 

writers, with a huge number of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iterature attending the event, where 2 professional performers joined in with 

the authors during the readings. On November 8, a literary event was held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at the invitation of 

the Cultural Center and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America. The writers recited excerpts of their works and expressed their thoughts 

7) 일본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각	한국문학	행

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성복	시인과	은희경	작가가	참여해,	각각	한국의	시와	소설을	주제로	일본

의	작가	및	독자들과	만난	나흘간의	여정이었다.	

첫날인	11월	23일에는	도쿄	다이칸야마의	대형	서점	츠타야에서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인	히라노	게이치로와	은희경	작가의	대담이	이뤄졌다.	평소부터	서로의	작품세계에	관심을	갖고	교류

해	왔던	두	작가의	만남인	만큼	대화에서	많은	공통점이	엿보였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

장에	모인	독자들과도	가까이	교류하는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1월	24일은	“한국의	소설과	시를	읽는

다는	것”을	주제로	와세다	대학과의	연계로	한국문학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성복	시인은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은희경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각각	행사장에	모인	약	70명의	일반	시민	및	학생

들에게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동	대학에서	주최한	제6회	일본	한국문학	독후감대회의	시상식도	함

께	열려	수상자들과도	만났다.	셋째	날인	11월	25일부터는	후쿠오카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과	깊은	인연을	가진	도시인만큼,	각	행사에는	도쿄에	못지않게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모

였다.	“한국문학의	매력”이란	주제로	후쿠오카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25일의	행사에는	100명	가까운	동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두	작가의	문학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11월	26일에는	마지막으로	‘한일	작가의	밤’	행사가	후쿠오카	시내	중심에	위치한	후쿠오카	어크로스	홀에서	치러졌다.	일본

의	나오키상	수상작가인	나카지마	교코,	지한파	시인	가와즈	기요에와	함께	각각	소설과	시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이성복	시인은	이번	일련의	행사에서	시집	『남해금산』(쇼시칸칸보,	2014)을,	은희경	작가는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CUON,	2013)

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행사장에	모인	청중은	작가가	한국어로	직접	낭독하는	시와	소설을	들을	귀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	치러진	

사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다	많은	한국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목소리와,	보다	다양한	작품의	번역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번

역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는	만큼,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학으로	소통

하는	한일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7) Japan 
LTI Korea hosted a number of Korean literary events in Tokyo and 

Fukuoka from November 23 to 27. During the four-day-long program, 

Korean poet Lee Seong-Bok and novelist Eun Heekyung met with Japanese 

writers and readers to discuss Korean poetry and novels. 

On November 23, the first day of the events, novelist Eun Heekyung 

met with Japanese novelist Keiichiro Hirano, the winner of the Akutagawa 

Prize, at Tsutaya Book Store in Daikanyama, Tokyo. As the two writers have 

maintained contact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interest in each other’s 

literary perspectives, they shared many common opinions during the talk and 

engaged the audience in a cordial manner. On the second day, November 24, lectures on Korean literature were held at Waseda University 

on the theme “Reading Korean Fiction and Poetry.” Poet Lee Seong-bok gave a lecture on the meaning of literature, and novelist Eun 

Heekyung talked about her literary perspectives for the audience of about 70 students and the locals. The award ceremony for the 6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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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러시아에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장을	찾은	현지	독자

의	숫자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 Russia 
From December 2 to 5,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2 major cities in Russia: St. Petersburg and Moscow. Novelists 

Lee Seung-U and Chun Myung-Gwan, whose novels The Private 

Life of Plants and Aging Family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Russia in 2013, attended the events. At the event in St. Petersburg 

on December 2, translators of the 2 writers’ works recited excerpts 

from their translations, followed by readings by the authors of their 

own works. General readers as well as publishers and editors joined 

the event, earnestly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nd Q&A sessions. 

About 120 people of the audience filled the venue of the literary 

event held at the Moscow State University. The event proceeded in a 

similar format as it had at St. Petersburg,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stood in line after the event for the book signing. Although it has not 

been long sinc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has begun to build in Russia, we were able to witness the enthusiasm and expectations in Korean 

literature in Russia from the number of people who attended the events.

2. 해외 문학축제 참가

1) 브라질 브라질리아 문학축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2회	브라질리아	문학축제에	김영하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여	‘Literature	From	East	문학	패널토론’	세

션에	초청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소설가	김영하,	중국의	무롱이	동양을	대표하는	두	작가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특히,	김영하	작가

는	브라질에	포르투갈어로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검은	꽃』	소개를	바탕으로	브라질에	생소할	수	있는	한국	문학을	브라질에	홍보하고	독자들과	문

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2.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iterature Festivals 

1) Biennial Book Fair in Brasilia, Brazil 

At the second Biennial Book Fair in Brasilia held in Brazil from April 12 to 21, novelist Kim Young-ha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Literature From East panel discussion session. Representing the East, Korean novelist Kim Young-ha and Chinese novelist Murong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s. Kim, whose novel Black Flower was translated into Portuguese and published in Brazil, introduced his work 

to the Brazilian readers who were unfamiliar with Korean literature, creating a sort of common ground with them.

2) 미국 PEN 문학축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펜	월드	보이스	페스티벌에	배수아	소설가가	초청받아	참가했다.	PEN	World	

Voices	Festival은	전	세계	작가들의	축제로,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여	“ON	THE	EDGE”(경계선에	서다)라는	주제로	뉴욕	곳곳에서	다양한	문학

about English translations of their works, which are in the process of being published in the US, and appealed to the audience. These event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writers to meet with major publishers who have been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as well as potential readers, once again confirming the potential for the 2 popular Korean writers in entering the American market. 

9) 멕시코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과달라하라	대학교와	테픽	시에	있는	나야리트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한	

정호승,	배수아	작가는	각각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와	장편소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이	스페인어로	출간되었다.	12월	1일	과달라하라	대

학교	한국문학	행사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작가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고,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12월	4일	나

야리트	대학	한국학과와	협업으로	개최된	한국문학	행사에서는	한국문학	독후감·시화대회	및	한국문학	세미나	등이	이뤄졌다.	독후감대회	대상

작은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이었고,	시화대회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대상으로	진행해	수상자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상을	받는	기쁨도	함께	가졌다.	

이번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테픽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에는	출판	관계자,	언론,	일반	독자	등	다양한	청중이	참석하였고,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뜨

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Mexico 
On the occasion of attending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in Mexico, LTI Korea held Korean literary events at 

Universidad Guadalajara and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in the city of Tepic. Poet Chung Ho-sung and novelist Bae Suah 

attended the events, as Spanish translations of Chung’s book of 

poetry Love, Then Die (Morir después de amar) and Bae’s novel 

Sunday Sukiyaki Restaurant (El Restaurante de Sukiyaki) have recently 

been published. The Korean literary event held at Universidad de 

Guadalajar on December 1 consisted of critiques of the 2 authors 

works as well as presentations of essays written by the authors, as well 

as the award ceremony for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For 

the Korean literary event on December 4, LTI Korea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and held a Korean Literature Essay/Poem and Painting Contest as well as a seminar on Korean literature. The winners enjoyed the excitement 

of receiving the awards directly from the authors, as the assigned work for the essay portion of the contest was Bae’s Sunday Sukiyaki 

Restaurant, and the assigned works for the poetry and painting part of the contest were Chung’s poems. A number of related personnel from 

the publishing industry,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attended the events held in both Guadalajara and Tepic, Mexico, expressing their 

passionat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10) 러시아

12월	2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러시아	주요	2개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한국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러시아	한국문학

행사에는	작년	러시아에서	각각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과	『고령화	가족』이	출간된	이승우,	천명관	두	작가가	함께	했다.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두	작품의	번역가의	글	낭독에	이어	이승우,	천명관	두	작가의	작품	낭독이	이어졌다.	일반	독자,	출판	관계자	등	다양한	청

중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	청중들의	열띤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문학행사에는	약	120여	명의	

관객이	몰려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비슷한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도	두	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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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러시아에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장을	찾은	현지	독자

의	숫자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 Russia 
From December 2 to 5, Korean literary events were held 

in 2 major cities in Russia: St. Petersburg and Moscow. Novelists 

Lee Seung-U and Chun Myung-Gwan, whose novels The Private 

Life of Plants and Aging Family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Russia in 2013, attended the events. At the event in St. Petersburg 

on December 2, translators of the 2 writers’ works recited excerpts 

from their translations, followed by readings by the authors of their 

own works. General readers as well as publishers and editors joined 

the event, earnestly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nd Q&A sessions. 

About 120 people of the audience filled the venue of the literary 

event held at the Moscow State University. The event proceeded in a 

similar format as it had at St. Petersburg,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stood in line after the event for the book signing. Although it has not 

been long sinc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has begun to build in Russia, we were able to witness the enthusiasm and expectations in Korean 

literature in Russia from the number of people who attended the events.

2. 해외 문학축제 참가

1) 브라질 브라질리아 문학축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2회	브라질리아	문학축제에	김영하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여	‘Literature	From	East	문학	패널토론’	세

션에	초청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소설가	김영하,	중국의	무롱이	동양을	대표하는	두	작가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특히,	김영하	작가

는	브라질에	포르투갈어로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검은	꽃』	소개를	바탕으로	브라질에	생소할	수	있는	한국	문학을	브라질에	홍보하고	독자들과	문

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2.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iterature Festivals 

1) Biennial Book Fair in Brasilia, Brazil 

At the second Biennial Book Fair in Brasilia held in Brazil from April 12 to 21, novelist Kim Young-ha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Literature From East panel discussion session. Representing the East, Korean novelist Kim Young-ha and Chinese novelist Murong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s. Kim, whose novel Black Flower was translated into Portuguese and published in Brazil, introduced his work 

to the Brazilian readers who were unfamiliar with Korean literature, creating a sort of common ground with them.

2) 미국 PEN 문학축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펜	월드	보이스	페스티벌에	배수아	소설가가	초청받아	참가했다.	PEN	World	

Voices	Festival은	전	세계	작가들의	축제로,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여	“ON	THE	EDGE”(경계선에	서다)라는	주제로	뉴욕	곳곳에서	다양한	문학

about English translations of their works, which are in the process of being published in the US, and appealed to the audience. These event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writers to meet with major publishers who have been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as well as potential readers, once again confirming the potential for the 2 popular Korean writers in entering the American market. 

9) 멕시코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과달라하라	대학교와	테픽	시에	있는	나야리트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한	

정호승,	배수아	작가는	각각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와	장편소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이	스페인어로	출간되었다.	12월	1일	과달라하라	대

학교	한국문학	행사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작가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고,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12월	4일	나

야리트	대학	한국학과와	협업으로	개최된	한국문학	행사에서는	한국문학	독후감·시화대회	및	한국문학	세미나	등이	이뤄졌다.	독후감대회	대상

작은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이었고,	시화대회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대상으로	진행해	수상자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상을	받는	기쁨도	함께	가졌다.	

이번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테픽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에는	출판	관계자,	언론,	일반	독자	등	다양한	청중이	참석하였고,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뜨

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Mexico 
On the occasion of attending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in Mexico, LTI Korea held Korean literary events at 

Universidad Guadalajara and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in the city of Tepic. Poet Chung Ho-sung and novelist Bae Suah 

attended the events, as Spanish translations of Chung’s book of 

poetry Love, Then Die (Morir después de amar) and Bae’s novel 

Sunday Sukiyaki Restaurant (El Restaurante de Sukiyaki) have recently 

been published. The Korean literary event held at Universidad de 

Guadalajar on December 1 consisted of critiques of the 2 authors 

works as well as presentations of essays written by the authors, as well 

as the award ceremony for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For 

the Korean literary event on December 4, LTI Korea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and held a Korean Literature Essay/Poem and Painting Contest as well as a seminar on Korean literature. The winners enjoyed the excitement 

of receiving the awards directly from the authors, as the assigned work for the essay portion of the contest was Bae’s Sunday Sukiyaki 

Restaurant, and the assigned works for the poetry and painting part of the contest were Chung’s poems. A number of related personnel from 

the publishing industry,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attended the events held in both Guadalajara and Tepic, Mexico, expressing their 

passionat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10) 러시아

12월	2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러시아	주요	2개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한국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러시아	한국문학

행사에는	작년	러시아에서	각각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과	『고령화	가족』이	출간된	이승우,	천명관	두	작가가	함께	했다.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두	작품의	번역가의	글	낭독에	이어	이승우,	천명관	두	작가의	작품	낭독이	이어졌다.	일반	독자,	출판	관계자	등	다양한	청

중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	청중들의	열띤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문학행사에는	약	120여	명의	

관객이	몰려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비슷한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도	두	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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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여	현지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주아일랜드한국대사관이	주관하고	번역원과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더블린	작가축제의	협력으

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한국문학행사로서,	아일랜드에서	활발하게	활

동을	하고	있는	평론가	케빈	브레스넥의	사회로	아일랜드	작가	크리스틴	드와이어	히키,	콜린	바렛과	

함께	양국	문학에	대한	소개	및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가들의	작품소개	및	낭독,	패널	토

론에	이어	청중과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졌다.	많은	청중이	낭독	행사장을	찾아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

운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작가와	번역가와의	관계,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작가의	역

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는	한국의	현대사회,	집필하는	과

정	및	이유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현지	독자들에	대한	사인회도	진행함으로써	현지	독

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아일랜드에서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하여	그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작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뜻	깊

은	계기가	되었다.	

4) Dublin Writers Festival, Ireland
Novelists Jung Mikyung and Lee Kiho were invited to the 

Dublin Writers Festival, held in Dublin, Ireland from May 20 to 23. 

On May 22, a Korean literary event titled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 Korean Authors in Conversation with Irish Authors” was 

held for the authors to meet with local readers. 

The event, host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reland and held in collaboration with Dalkey Archive Press and 

the Dublin Writers Festival, was the first Korean literary event to 

take place in Ireland. Kevin Breathnach, an active literary critic in 

the Irish literary scene, moderated the event. The Korean novelists 

and Irish novelists Christine Dwyer Hickey and Colin Barrett introduced and discussed the literature of both countries, and the program 

continued with readings of excerpts from the authors’ works, a panel discussion, and a Q&A session with the audience. A huge audience 

turned up at the event, which expressed their deep interest and enthusiasm for Korean literature. 

Opinions on various topic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s and translators, structuring writings, the role of writers in the 

modern society, were exchanged during the panel discussion. During the Q&A sessions, the authors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modern 

Korean society, the process of and the reason for writing. Through a book signing session, they were also able to meet and bond with the local 

readers. The festival provided an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o Ireland and to form a network with Irish writers 

and key personnel from related organizations.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개국	150명	이상의	작가가	초

청되었으며,	배수아	작가는	축제	기간	동안	낭독회,	독자와의	만남	행사

를	통해	미국	현지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배수아	작가의	단편소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2013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아마존	문학단편선집	Day	One,	Year	One:	Best	New	Stories	and	

Poems,	2014에	번역문학작품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

한	2015년	4월에는	장편소설	『철수』가	미국	아마존	출판그룹의	외국문

학	번역	전문	임프린트인	아마존크로싱을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2) PEN World Voices Festival, USA
Novelist Bae Suah was invited to the 10th PEN World Voices Festival held in New York, USA from April 28 to May 4. PEN World 

Voices Festival is a truly international literary cultural exchange for writers all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estival, a number of literary events were held all across New York under the theme On the Edge. Over 150 writers from 30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invited to this year’s festival, and Bae had time to meet and bond with the American readers through readings and Meet the 

Author sessions. 

Bae’s short story “Highway with Green Apples” was published in the US supported by LTI Korea in 2013, and it was the only translation 

included in Day One, Year One: Best New Stories and Poems, 2014, an anthology of short stories and poems. Moreover, in April 2015, Bae’s 

novel Nowhere To Be Found will be published through AmazonCrossing, an imprint of Amazon dedicated to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works.  

3) 터키 탄피나르 문학축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출판	지원으로	『이슬람	정육점』이	지난	4월	터키에서	출간됨에	따라	손홍규	작가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현지	유명	문

학축제인	탄피나르	문학축제에	참가,	터키에	머물며	다양한	문학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을	만났다.	탄피나르	문학축제는	2008년	처음	개최	된	이

후	터키의	대표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도시와	여행”	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작가	20여	명을	초대하여	낭독

회,	토론회,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3) Istanbul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Turkey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Muslim Butcher in Turkey last April, funded through the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Novelist Son Hoggyu attended the Istanbul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a major literary festival in Turkey, from May 4 to 8, and met 

with the local readers through a number of literary events. Since its foundation in 2008,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literary festival in Turkey. The theme of the 2014 festival was City and Journey, and about 20 writ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were 

invited to the festival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readings, discussions, and workshops. 

4) 더블린 작가축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더블린	작가축제에	정미경,	이기호	작가가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22일에는	한국문학	행사	



50 51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Ⅱ. 한국문학 

해외교류

-

II. Korean Literatur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	Korean	Authors	in	Conversation	with	Irish	Authors”

를	개최하여	현지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주아일랜드한국대사관이	주관하고	번역원과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더블린	작가축제의	협력으

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한국문학행사로서,	아일랜드에서	활발하게	활

동을	하고	있는	평론가	케빈	브레스넥의	사회로	아일랜드	작가	크리스틴	드와이어	히키,	콜린	바렛과	

함께	양국	문학에	대한	소개	및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가들의	작품소개	및	낭독,	패널	토

론에	이어	청중과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졌다.	많은	청중이	낭독	행사장을	찾아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

운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작가와	번역가와의	관계,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작가의	역

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는	한국의	현대사회,	집필하는	과

정	및	이유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현지	독자들에	대한	사인회도	진행함으로써	현지	독

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아일랜드에서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하여	그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작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뜻	깊

은	계기가	되었다.	

4) Dublin Writers Festival, Ireland
Novelists Jung Mikyung and Lee Kiho were invited to the 

Dublin Writers Festival, held in Dublin, Ireland from May 20 to 23. 

On May 22, a Korean literary event titled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 Korean Authors in Conversation with Irish Autho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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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축제인	탄피나르	문학축제에	참가,	터키에	머물며	다양한	문학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을	만났다.	탄피나르	문학축제는	2008년	처음	개최	된	이

후	터키의	대표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도시와	여행”	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작가	20여	명을	초대하여	낭독

회,	토론회,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3) Istanbul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Turkey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Muslim Butcher in Turkey last April, funded through the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Novelist Son Hoggyu attended the Istanbul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a major literary festival in Turkey, from May 4 to 8, and met 

with the local readers through a number of literary events. Since its foundation in 2008, Tanpınar Literature Festival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literary festival in Turkey. The theme of the 2014 festival was City and Journey, and about 20 writ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were 

invited to the festival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readings, discussions, and workshops. 

4) 더블린 작가축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더블린	작가축제에	정미경,	이기호	작가가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22일에는	한국문학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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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lace aux nouvelles, France 
Novelists Oh Jung-Hee and Lee Seung-U, whose works 

Chinatown (Le quartier chinois) and The Old Diary (Le vieux 

journal)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France, visited France 

at the invitati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Place aux nouvelles 

from September 12 to 16 to attend a number of literary events and 

meet with the French readers. Celebrating its 9th anniversary this 

year, Place aux nouvelles is the only French literary festival dedicated 

to short fiction, and it is known for its diverse programs including 

readings, Meet the Author programs, book signings, special lectures 

and workshops,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writers to communicate 

with the readers about short fiction. Oh and Lee have been invited to 

the festival this year as special guests of honor, and attended 2 sessions of readings, Conversation with Writers and Meet the Author sessions, 

as well as a book signing during the festival. Besides participating in the literary festival, the 2 authors held a reading and a reception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ir works in France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on September 12,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many French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to learn about new trends in Korean literature.  

8) 브라질 FLUPP / FLIPORTO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던	브라질	플럽	문학축제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플리포르토	문학축제에	아동문학	작가	황

선미가	참가했다.	플럽	문학축제는	브라질의	빈민촌인	파벨라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문화적	소외계층에	다가서려는	특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황선미	작가는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	파벨라	지역	아이	및	어른들과	만남을	가지고	『마당을	나온	암탉』	및	작가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플리포르토	문학축제는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페르남부쿠주	유네스코	문화유산마을	올린다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브라질	3대	문학축제	중	하나

이다.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	작고한	브라질	작가	아리아노	수아수나를	추모하는	성격을	띠었다.	황선미	작가는	14일	오후	개최된	아동행사와	

저녁에	개최된	브라질	작가와의	대담에	참여하여	폭넓은	브라질	독자들과	마주했다.	아동행사에는	인근지역	어린이들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작가

의	삶과	작품	창작	동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작가대담	시간에는	약	80여	명의	청중이	모여	황선미	작가와	브라질	

작가인	브라울리오	따바레스가	“글쓰기의	기쁨:	문학에	있어서	상상과	공상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을	경청했다.

이번	브라질	문학축제	참가는	11월	초	현지에서	발간된	『마당을	나온	암탉』을	홍보하고,	브라질	독자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브라질	독자들은	작품	속에	묘사된	꿈과	용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며	황선미	작가와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8) FLUPP and FLIPORTO Festivals, Brazil
Children’s novelist Hwang Sun-mi attended FLUPP, which was held for 5 days from November 12 to 16, and FLIPORTO, held from 

November 13 to 16. FLUPP is a literary festival held in favelas, or slums in Brazil, and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special efforts to reach 

out to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On November 16,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Hwang met with the children and the adults of the 

favela and talked about her boo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nd also about her life of being a writer. FLIPORTO is one of the 3 

major literary festivals in Brazil, held at Olinda, a town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the state of Pernambuco, located 

in the Northeast of Brazil.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festival was organized to commemorate Brazilian novelist Ariano 

Suassuna. Hwang attended a children’s event on the afternoon of November 14t, followed by a talk with a Brazilian writer in the evening, 

5) 독일 베를린 시축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된	베를린	시축제에서	시	낭독	무대	‘시의	밤’이	개막식을	장식했다.	고은	시인을	비롯한	8개국	시인	9명은	통

역·영상·음악	없이	오로지	소리와	몸통,	정서로	시편들을	낭독하면서	500석	극장을	진동시켰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시인이란	강도가	

아니라	빈손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언어는	시인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고은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날	행사의	고조된	열기를	보도했으며,	

베를린	시축제	조직위원장	토마스	볼파르트는	“해마다	초청하고	싶었던	거장”이라고	평했다.

5) Poesiefestival Berlin, Germany
The Night of Poetry (Nacht der Poesie), a poetry reading session, sounded the beginning of the Poesiefestival Berlin, held from June 5 

to 12. Without translation, visual aids, or music, the voices of 9 poets from 8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n poet Ko Un, reverberated 

with emotions in the hall that seated 500 people. Tagesspiegel, a German daily periodical, reported on this remarkable event and quoted Ko Un 

in the article: “A poet is not, a robber but just an empty-handed person. Language is the heavy burden on his shoulder.” Thomas Wohlfahrt, 

the head of the Poesiefestival Berlin Organizing Committee commented that Ko Un was a big name he wanted to invite every year.

6) 독일 베를린 문학축제

베를린	국제	문학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엄마	마중』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김동성	아동문학가가	초청을	받았다.	독일의	문화	중심지

인	베를린에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국,	140여	명의	작가	참가했으며	김동성	작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6차례의	낭독회와	1차례의	일러스트	워크숍에	참가했다.	베를린	문학축제에	한국	아동문학가가	초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베를린	문학축제	조

직위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된	김동성	작가의	작품들에	매료되어	초청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

해	현지	독자로	하여금	한국	아동문학의	특징과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새롭게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Germany 
Children’s book author Kim Dong-sung who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his works, including When is Mama Coming?,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Over 140 writers and 50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literary festival, held in Berlin, the cultural center of Germany, from September 10th to 20th. Kim participated in 6 

readings and one illustration workshop. This was the first time for a Korean children’s novelist to be invited to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remarked that they decided on inviting Kim because they were charmed by Kim’s work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n Italy. This festival provided a chance for the local reader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literary perspective of the author. 

7) 프랑스 로제르트 문학축제

최근	프랑스에서	각각	단편집	『중국인	거리』와	『오래된	일기』를	펴낸	오정희,	이승우	작가는	프랑스	로제르트	문학축제의	초청으로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	머물며	다양한	문학	행사를	통해	현지의	독자들을	만났다.	로제르트	문학축제는	올해	9회째를	맞은	프랑스	유일의	단편문

학	전문	축제로,	축제기간동안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특별	강연과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단편문학이라는	장르를	주제로	작가와	독자가	소

통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작가는	올해	로제르트	문학축제의	특별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총	2회의	작가	단독	낭독회와	작가

대담	및	현지	독자와의	만남,	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문학축제	참가	외에도	두	작가는	9월	12일	금요일	주불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출판

기념회	및	낭독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프랑스	독자들을	만나	한국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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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lace aux nouvelles, France 
Novelists Oh Jung-Hee and Lee Seung-U, whose works 

Chinatown (Le quartier chinois) and The Old Diary (Le vieux 

journal)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France, visited France 

at the invitati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Place aux nouvelles 

from September 12 to 16 to attend a number of literary events and 

meet with the French readers. Celebrating its 9th anniversary this 

year, Place aux nouvelles is the only French literary festival dedicated 

to short fiction, and it is known for its diverse programs including 

readings, Meet the Author programs, book signings, special lectures 

and workshops,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writers to communicate 

with the readers about short fiction. Oh and Lee have been invited to 

the festival this year as special guests of honor, and attended 2 sessions of readings, Conversation with Writers and Meet the Author sessions, 

as well as a book signing during the festival. Besides participating in the literary festival, the 2 authors held a reading and a reception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ir works in France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on September 12,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many French reader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to learn about new trends in Korean literature.  

8) 브라질 FLUPP / FLIPORTO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던	브라질	플럽	문학축제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플리포르토	문학축제에	아동문학	작가	황

선미가	참가했다.	플럽	문학축제는	브라질의	빈민촌인	파벨라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문화적	소외계층에	다가서려는	특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황선미	작가는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	파벨라	지역	아이	및	어른들과	만남을	가지고	『마당을	나온	암탉』	및	작가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플리포르토	문학축제는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페르남부쿠주	유네스코	문화유산마을	올린다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브라질	3대	문학축제	중	하나

이다.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	작고한	브라질	작가	아리아노	수아수나를	추모하는	성격을	띠었다.	황선미	작가는	14일	오후	개최된	아동행사와	

저녁에	개최된	브라질	작가와의	대담에	참여하여	폭넓은	브라질	독자들과	마주했다.	아동행사에는	인근지역	어린이들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작가

의	삶과	작품	창작	동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작가대담	시간에는	약	80여	명의	청중이	모여	황선미	작가와	브라질	

작가인	브라울리오	따바레스가	“글쓰기의	기쁨:	문학에	있어서	상상과	공상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을	경청했다.

이번	브라질	문학축제	참가는	11월	초	현지에서	발간된	『마당을	나온	암탉』을	홍보하고,	브라질	독자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브라질	독자들은	작품	속에	묘사된	꿈과	용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며	황선미	작가와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8) FLUPP and FLIPORTO Festivals, Brazil
Children’s novelist Hwang Sun-mi attended FLUPP, which was held for 5 days from November 12 to 16, and FLIPORTO, held from 

November 13 to 16. FLUPP is a literary festival held in favelas, or slums in Brazil, and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special efforts to reach 

out to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On November 16,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Hwang met with the children and the adults of the 

favela and talked about her boo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nd also about her life of being a writer. FLIPORTO is one of the 3 

major literary festivals in Brazil, held at Olinda, a town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the state of Pernambuco, located 

in the Northeast of Brazil.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festival was organized to commemorate Brazilian novelist Ariano 

Suassuna. Hwang attended a children’s event on the afternoon of November 14t, followed by a talk with a Brazilian writer in the evening, 

5) 독일 베를린 시축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된	베를린	시축제에서	시	낭독	무대	‘시의	밤’이	개막식을	장식했다.	고은	시인을	비롯한	8개국	시인	9명은	통

역·영상·음악	없이	오로지	소리와	몸통,	정서로	시편들을	낭독하면서	500석	극장을	진동시켰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시인이란	강도가	

아니라	빈손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언어는	시인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고은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날	행사의	고조된	열기를	보도했으며,	

베를린	시축제	조직위원장	토마스	볼파르트는	“해마다	초청하고	싶었던	거장”이라고	평했다.

5) Poesiefestival Berlin, Germany
The Night of Poetry (Nacht der Poesie), a poetry reading session, sounded the beginning of the Poesiefestival Berlin, held from June 5 

to 12. Without translation, visual aids, or music, the voices of 9 poets from 8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n poet Ko Un, reverberated 

with emotions in the hall that seated 500 people. Tagesspiegel, a German daily periodical, reported on this remarkable event and quoted Ko Un 

in the article: “A poet is not, a robber but just an empty-handed person. Language is the heavy burden on his shoulder.” Thomas Wohlfahrt, 

the head of the Poesiefestival Berlin Organizing Committee commented that Ko Un was a big name he wanted to invite every year.

6) 독일 베를린 문학축제

베를린	국제	문학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엄마	마중』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김동성	아동문학가가	초청을	받았다.	독일의	문화	중심지

인	베를린에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국,	140여	명의	작가	참가했으며	김동성	작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6차례의	낭독회와	1차례의	일러스트	워크숍에	참가했다.	베를린	문학축제에	한국	아동문학가가	초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베를린	문학축제	조

직위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된	김동성	작가의	작품들에	매료되어	초청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

해	현지	독자로	하여금	한국	아동문학의	특징과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새롭게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Germany 
Children’s book author Kim Dong-sung who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his works, including When is Mama Coming?,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Over 140 writers and 50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literary festival, held in Berlin, the cultural center of Germany, from September 10th to 20th. Kim participated in 6 

readings and one illustration workshop. This was the first time for a Korean children’s novelist to be invited to Internationales Literaturfestival 

Berlin,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remarked that they decided on inviting Kim because they were charmed by Kim’s work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n Italy. This festival provided a chance for the local reader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literary perspective of the author. 

7) 프랑스 로제르트 문학축제

최근	프랑스에서	각각	단편집	『중국인	거리』와	『오래된	일기』를	펴낸	오정희,	이승우	작가는	프랑스	로제르트	문학축제의	초청으로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	머물며	다양한	문학	행사를	통해	현지의	독자들을	만났다.	로제르트	문학축제는	올해	9회째를	맞은	프랑스	유일의	단편문

학	전문	축제로,	축제기간동안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특별	강연과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단편문학이라는	장르를	주제로	작가와	독자가	소

통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작가는	올해	로제르트	문학축제의	특별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총	2회의	작가	단독	낭독회와	작가

대담	및	현지	독자와의	만남,	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문학축제	참가	외에도	두	작가는	9월	12일	금요일	주불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출판

기념회	및	낭독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프랑스	독자들을	만나	한국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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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inese
From the end of September to early October, a journalist from SWeekly, a weekly 

periodical in China, was invited to Korea for a number of interviews with Korean writers. 

The interviewees were mainly writers whose works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n literature has not yet gained prominent 

recognition in China, the interview articles were planned to include contents that would 

appeal to the general public,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form the Chinese readers 

about Korean writers, their lives and works, as well as their literary career. 

3) 러시아어권

9월	23일에서	29일	동안	러시아	외국문학지의	알렉산더	야코블레비치	편집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외국문학지』는	러시아	독자에게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유일한	월간	문예지로	그	문

학적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한국문학특별호’	발간을	기획중이다.	이

에	따라	한국문학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러시아에서	작품이	출간된	이승우,	천명관,	김애란	작가와의	인터뷰와	열린	책들	등	국내	출판사	방문	및	한국문화	탐방	등을	통해	향후	러시아	

외국문학지와	현지	언론에서	한국문학작품	및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3) Russian
From September 23 to 29, LTI Korea invited Alexander Yakovlevich, the editor-in-

chief of Inostrannya Literatura, a Russian periodical dedicated to literary translations, to 

Korea. Inostrannya Literatura is the only monthly literary journal that introduces foreign 

literature to the Russian readers. The journal’s literary authority and influence have won 

recognition in Russia, and i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lanning a special issue on Korean 

literature in 2016. Therefore, w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Yakovlevich to experience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interviews with 

Korean writers Lee Seung-U, Cheon Myeong-kwan, and Kim Ae-ran, whose works have 

recently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and published, as well as visits to Korean publishing 

companies including Open Books. Through these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s, we hope 

to see and hear more about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Inostrannya Literatura and the 

Russian media.  

4) 스페인어권

한국문학번역원	및	해외문화홍보원	주관	‘2014년	문화예술	해외주요인사	초청사업’에	멕시코의	세실리아	에우다베	작가를	초청해	8월	2일부

터	11일까지	한국	출판사·번역가·작가와의	만남	및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소설가	함정임	작가와	번역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된	외국인	번역가들과	함께	하는	‘부산	문학기행’에	참가했고,	자음과	모음,	열린	책들,	주니어	김영사	와	같은	국내	출판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작품소개	및	중남미	작품	번역·출판	현황	조사를	했다.	또한	한국의	유서	깊은	고궁	답사체험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졌다.	초청작가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문학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었고	향후	한국-멕시코	양국	간의	문학적	교류

and addressed a huge audience of Brazilian readers. At the children’s 

event, about 120 children from the neighboring areas came and 

asked questions about a number of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authors life and motivations for writing. At the talk, an audience 

of about 80 people listened to the conversation between Hwang 

and Brazilian writer Braulio Tavares about “Writing with Joy: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and fantasy in literature.”

Hwang’s participation in the Brazilian literary festivals this year 

w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her to promote her boo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Brazil in early November, and to converse with the Brazilian readers, who formed a bond with Hwang and her work with the focus on the 

values of dream and courage.

3. 해외 작가 및 언론인 초청

1) 영어권

영미권	우수	출판사와의	출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저력있는	번역문학	전문	출판사	세	곳의	출판인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초

청했다.	이번에	초청된	오픈	레터	출판사장	채드	포스트,	딥	벨륨	출판사장	윌	에반스,	뉴	베슬	출판사	공동	대표	로스	어프버그는	국내	몇몇	출판사

를	방문해	한국출판시장	시스템을	익혔고,	평소	관심있었던	작가	10여	명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국	문단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출

판인들은	국내	주요	작가	및	출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문학을	출간하겠

다는	의지를	밝혔다.	

3. Invitation Program for Foreign Writers and Journalists

1) English
In order to strengthen its publishing network with prominent publishers in the US, LTI Korea invited publishers from 3 publishing 

houses of translated literature from December 7 to 11. Chad Post, director of Open Letter Books, Will Evans, executive director of Deep 

Vellum Publishing, and Ross Ufberg, co-founder of New Vessel Press visited several publishing companies in Korea to learn about the Korean 

publishing market, and had time to get a grasp of the literary scene in Korea through meetings with about 10 Korean writers. Remarking on 

the positive impression of Korean literature they gained through their meetings with Korean publishers and major writers, the 3 publisher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ublis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the future. 

2) 중국어권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주간지	『남도주간』의	기자를	초청하여	한국작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작품이	번역·출간된	작가를	중심

으로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였으며,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기획

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작품	및	생애,	문학적	삶에	대해	중국	독자들에게	심층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4 55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Ⅱ. 한국문학 

해외교류

-

II. Korean Literatur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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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 in China, was invited to Korea for a number of interviews with Korean writers. 

The interviewees were mainly writers whose works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n literature has not yet gained prominent 

recognition in China, the interview articles were planned to include contents that would 

appeal to the general public,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form the Chinese readers 

about Korean writers, their lives and works, as well as their literary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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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한국문학특별호’	발간을	기획중이다.	이

에	따라	한국문학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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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eptember 23 to 29, LTI Korea invited Alexander Yakovlevich, the editor-in-

chief of Inostrannya Literatura, a Russian periodical dedicated to literary translations, to 

Korea. Inostrannya Literatura is the only monthly literary journal that introduces foreign 

literature to the Russian readers. The journal’s literary authority and influence have won 

recognition in Russia, and i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lanning a special issue on Korean 

literature in 2016. Therefore, w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Yakovlevich to experience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interviews with 

Korean writers Lee Seung-U, Cheon Myeong-kwan, and Kim Ae-ran, whose works have 

recently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and published, as well as visits to Korean publishing 

companies including Open Books. Through these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s, we hope 

to see and hear more about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Inostrannya Literatura and the 

Russia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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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trengthen its publishing network with prominent publishers in the US, LTI Korea invited publishers from 3 publishing 

houses of translated literature from December 7 to 11. Chad Post, director of Open Letter Books, Will Evans, executive director of Deep 

Vellum Publishing, and Ross Ufberg, co-founder of New Vessel Press visited several publishing companies in Korea to learn about the Korean 

publishing market, and had time to get a grasp of the literary scene in Korea through meetings with about 10 Korean writers. Remarking on 

the positive impression of Korean literature they gained through their meetings with Korean publishers and major writers, the 3 publisher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ublis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the future. 

2) 중국어권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주간지	『남도주간』의	기자를	초청하여	한국작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작품이	번역·출간된	작가를	중심

으로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였으며,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기획

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작품	및	생애,	문학적	삶에	대해	중국	독자들에게	심층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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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발히	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4) Spanish
For the 2014 Invitation Program for Important Foreign Personnel 

in Culture and Arts, hosted by LTI Korea and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we invited Mexican writer Cecilia Eudave Robles 

from February 8 to 11, providing her with an opportunity to meet with 

Korean publishers, translators, and writers, as well a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On her visit, Robles took part in a literary trip to Busan along 

with novelist Ham Jeung Im and foreign translators who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ing companies, 

including Jaeum & Moeum, Open Books, and Junior Gimmyoung 

Publishing, she introduced her own works and learned about the status of Korean translation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n works. She 

also had tim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by visiting Koreas historic palaces. The guest writer was able 

to form a strong network with the people in Korean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 through this visit, which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activ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Mexico in the future.

4.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2014	해외독자대상	독후감	대회는	다채로운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16개국	17개	지역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2005년	3개국에서	출발하여	

점차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점차	참가자들의	폭을	넓혀가며,	해외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고	독려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러시아,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	열린	독후감대회	시상식에	대상	도서의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랍,	터키,	폴란드,	체코	등	소수언어권의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다.	

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for Foreign Readers

The 201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s for Foreign Readers was held in 17 regions of 16 different countries to encourage foreigners 

to read Korean literature. The contests began in 3 countries in 2005 and gradually grew to include not only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but als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ajor event that 

promotes Korean literature and draws foreign readers to Korean literature. This year, writers of the works reviewed in winning essays attended 

the award ceremonies held in Russia, Japan, China, Spain, and Mexico, to encourage the winners. Active participation of readers in language, 

such as Arabic, Turkish, Polish, and Czech, was particularly remarkable this year.  

연번 국가
대상작품

주관기관 기간 
작가 작품명

1 미국 서부 김애란 성탄특선 버클리대학교 2014. 2~4

2 미국 동부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세종문화회 2013. 8~2014. 4

3 프랑스 임철우 그 섬에 가고싶다 프랑스한국문화원(Hym협회) 2014.5~10

4 독일 

이상 이상 산문선집

보훔대학교 외 2014.6~10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5 스페인 하성란 옆집 여자 말라가대학교 2014.5~11

6 멕시코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과달라하라대학교 2014.6~11

7 중국 성석제 도망자 이치도 길림대학교 2014.3~10

8 대만 박범신 은교 국립정치대학교 2014.4~9

9 일본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와세다대학교 2014.5~10

은희경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10 러시아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4.9~11

11 이탈리아 이문열 시인 로마대학교 2014.4.~10

12 베트남 황석영 바리데기 호치민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 2014.5~10

13 터키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에르지예스대학교 2014.4~10

14 폴란드

김영하 김영하 단편선

아담미츠키 에비츠 대학교 2014.10~12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15 체코

김영하 빛의 제국

까렐대학교 2014.6~9

이문열 시인

16 이집트 김소월 김소월 시선집(진달래꽃) 아인샴스대학교 2014.4~10

17 아르헨티나 윤흥길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바호 라 루나 출판사 2014.5~9

<표 11>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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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발히	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4) Spanish
For the 2014 Invitation Program for Important Foreign Personnel 

in Culture and Arts, hosted by LTI Korea and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we invited Mexican writer Cecilia Eudave Robles 

from February 8 to 11, providing her with an opportunity to meet with 

Korean publishers, translators, and writers, as well a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On her visit, Robles took part in a literary trip to Busan along 

with novelist Ham Jeung Im and foreign translators who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ing companies, 

including Jaeum & Moeum, Open Books, and Junior Gimmyoung 

Publishing, she introduced her own works and learned about the status of Korean translation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n works. She 

also had tim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by visiting Koreas historic palaces. The guest writer was able 

to form a strong network with the people in Korean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 through this visit, which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activ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Mexico in the future.

4.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2014	해외독자대상	독후감	대회는	다채로운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16개국	17개	지역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2005년	3개국에서	출발하여	

점차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점차	참가자들의	폭을	넓혀가며,	해외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고	독려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러시아,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	열린	독후감대회	시상식에	대상	도서의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랍,	터키,	폴란드,	체코	등	소수언어권의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다.	

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for Foreign Readers

The 2014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s for Foreign Readers was held in 17 regions of 16 different countries to encourage foreigners 

to read Korean literature. The contests began in 3 countries in 2005 and gradually grew to include not only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but als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ajor event that 

promotes Korean literature and draws foreign readers to Korean literature. This year, writers of the works reviewed in winning essays attended 

the award ceremonies held in Russia, Japan, China, Spain, and Mexico, to encourage the winners. Active participation of readers in language, 

such as Arabic, Turkish, Polish, and Czech, was particularly remarkable this year.  

연번 국가
대상작품

주관기관 기간 
작가 작품명

1 미국 서부 김애란 성탄특선 버클리대학교 2014. 2~4

2 미국 동부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세종문화회 2013. 8~2014. 4

3 프랑스 임철우 그 섬에 가고싶다 프랑스한국문화원(Hym협회) 2014.5~10

4 독일 

이상 이상 산문선집

보훔대학교 외 2014.6~10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5 스페인 하성란 옆집 여자 말라가대학교 2014.5~11

6 멕시코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과달라하라대학교 2014.6~11

7 중국 성석제 도망자 이치도 길림대학교 2014.3~10

8 대만 박범신 은교 국립정치대학교 2014.4~9

9 일본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와세다대학교 2014.5~10

은희경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10 러시아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4.9~11

11 이탈리아 이문열 시인 로마대학교 2014.4.~10

12 베트남 황석영 바리데기 호치민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 2014.5~10

13 터키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에르지예스대학교 2014.4~10

14 폴란드

김영하 김영하 단편선

아담미츠키 에비츠 대학교 2014.10~12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15 체코

김영하 빛의 제국

까렐대학교 2014.6~9

이문열 시인

16 이집트 김소월 김소월 시선집(진달래꽃) 아인샴스대학교 2014.4~10

17 아르헨티나 윤흥길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바호 라 루나 출판사 2014.5~9

<표 11>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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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Writers of the selected works for translation attended the event, and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 

work and to talk about challenges they had fac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year’s workshops were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y were aimed at prospective non-Korean translators residing oversea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knowledgeable in Korean literature. This program is expect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foreign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to voluntarily translate and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their countries. Starting in January 2015,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 Swedish will be held at Stockholm’s Universitet in Sweden. 

언어권별	세미나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번역가,	한국학자,	해외	출판인들의	세미나를	통해	번역	정보를	공유하고	번역과	관련된	

제반	문제	토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총	6개	국가에서	개최했다.	오스트리아(2014.	9.),	중국,	베트남,	미국(2014.	11.),	러시아,	일본(2014.	

12.)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지	기관과의	협력으로	각기	다른	번역출판	관련	주제에	대하여	해당	언어권의	번역가	및	번역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는	언어권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주제	및	난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였고,	실제	번

역작업	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번역전문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

워크	확장	및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문학의	현지화	및	세계화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The Seminars by Language Program provides a platform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Korean scholars, and foreign publishers to share 

information on translation, discuss and seek out solutions to challenges and problems related to translation. The seminars were held in 6 

countries, including Austria (September 2014), China, Vietnam, USA (November 2014), Russia and Japan (December 2014). LTI Korea 

collaborated with local organization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ranslators and translation experts to have discussions on different topics 

in each language. Because the seminars were held separately by language groups, it was possible for the participants to exchange opinions on 

topics and challenges, specific to certain languages, and to share ideas about practical solutions to such issues. The program also strengthened 

and expanded the network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 experts in Korea and abroad, and moreover it provided a chance for all attendees to 

seek new strategies for the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5.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 / 언어권별 세미나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한국문학의	인지도	제고	및	전문	번역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전문	번역수업	과정이다.	각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의	번역

실습	수업을	진행한	후,	한국작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번역결과물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와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는	김성중	작가의	「내	의자를	돌려	주세요」를,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에서는	황정은	작가의	「양의	미래」를	번역실습	작품으로	선정하

여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간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	및	번역	난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은	한국문화에	관심	있고	한국문학에	소양이	있는	해외	현지의	예비	원어민	번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향후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한국문학을	번역,	소개할	수	있는	원어민	번역가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기

대된다.	2015년	1월부터는	스웨덴어권	번역실습	수업이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5.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 Seminars by Language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s a special translation training course, held in collaboration with foreign 

universities that have Korean language or Korean literature curriculum. The workshop intend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learn 

more about Korean literature and be trained as professional translators. The program is made up of about 3 months of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ollowed by a workshop with a Korean writer, where students can review and complete their 

translations. 

This year’s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program was held at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in Italy and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in France. Novelist Kim Seong-jung’s “Please Return My Chair” was 

selected for translation at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and novelist Hwang Jung-eun’s “The Future of the Lamb” was chosen to be translated 

at INALCO.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were held for about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and the program ended with a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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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 국립 동양학대학교 2014. 10. - 12. 2014. 12. 16. - 12. 18 황정은 「양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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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 길림대학교 외국어학부 2014. 11. 1.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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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Writers of the selected works for translation attended the event, and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 

work and to talk about challenges they had fac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year’s workshops were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y were aimed at prospective non-Korean translators residing oversea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knowledgeable in Korean literature. This program is expect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foreign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to voluntarily translate and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their countries. Starting in January 2015,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 Swedish will be held at Stockholm’s Universitet in Sweden. 

언어권별	세미나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번역가,	한국학자,	해외	출판인들의	세미나를	통해	번역	정보를	공유하고	번역과	관련된	

제반	문제	토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총	6개	국가에서	개최했다.	오스트리아(2014.	9.),	중국,	베트남,	미국(2014.	11.),	러시아,	일본(2014.	

12.)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지	기관과의	협력으로	각기	다른	번역출판	관련	주제에	대하여	해당	언어권의	번역가	및	번역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는	언어권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주제	및	난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였고,	실제	번

역작업	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번역전문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

워크	확장	및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문학의	현지화	및	세계화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The Seminars by Language Program provides a platform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Korean scholars, and foreign publishers to share 

information on translation, discuss and seek out solutions to challenges and problems related to translation. The seminars were held in 6 

countries, including Austria (September 2014), China, Vietnam, USA (November 2014), Russia and Japan (December 2014). LTI Korea 

collaborated with local organization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ranslators and translation experts to have discussions on different topics 

in each language. Because the seminars were held separately by language groups, it was possible for the participants to exchange opinions on 

topics and challenges, specific to certain languages, and to share ideas about practical solutions to such issues. The program also strengthened 

and expanded the network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 experts in Korea and abroad, and moreover it provided a chance for all attendees to 

seek new strategies for the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5.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 / 언어권별 세미나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한국문학의	인지도	제고	및	전문	번역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전문	번역수업	과정이다.	각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의	번역

실습	수업을	진행한	후,	한국작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번역결과물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와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는	김성중	작가의	「내	의자를	돌려	주세요」를,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에서는	황정은	작가의	「양의	미래」를	번역실습	작품으로	선정하

여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간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	및	번역	난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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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2015년	1월부터는	스웨덴어권	번역실습	수업이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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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s a special translation training course, held in collaboration with foreign 

universities that have Korean language or Korean literature curriculum. The workshop intend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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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ollowed by a workshop with a Korean writer, where students can review and complete their 

translations. 

This year’s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program was held at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in Italy and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in France. Novelist Kim Seong-jung’s “Please Return My Chair” was 

selected for translation at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and novelist Hwang Jung-eun’s “The Future of the Lamb” was chosen to be translated 

at INALCO.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were held for about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and the program ended with a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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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ther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2014, LTI Korea worked on a number of project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such as sending Korean writers overseas, 

inviting foreign reporters and publishers, holding publication events for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supporting the publication 

of special issues on Korean literature for foreign literary magazines, and supporting translators’ seminars. 

6. 작가 해외 레지던스 파견

한국	작가의	해외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작가	파견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올해는	1개국	1개	지역에서만	진행되었다.	

작가	파견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이	작가	1인을	해외	기관에	파견했다.

•	스페인	말라가대학	레지던스	프로그램:	소설가	하성란

해외	출판	거점	지역에	파견된	작가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개월간	현지에	머물며	각종	강연회,	문학행사,	낭독회	등에	참여하고	현지	대학	

한국학과	교수진	및	출판관계자와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했다.

6.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Through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launched in 2003 to support Korean writers to build connections around 

the world, LTI Korea supported one region in 1 country this year. LTI Korea sent 1 writer through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to an 

institution as noted below:

• Residency Program at Universidad de Málaga, Spain: Novelist Ha Seong-nan

The writer, who was sent overseas to a major region, stayed for 2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4 and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lectures, literary events, and readings, contributing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Korean 

Studies scholars at the university, foreign writers, and publishers.

7. 기타 해외교류 기획사업

2014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작가	해외	파견,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한국문학	번역서	출판기념회	개최,	해외	문예지	한국문학	관련	특집	발간

지원,	번역가	세미나	지원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했다.	

연번 행사명 기간

1 영국 MPT(Modern Poetry in Translation)지 발간 지원 2014. 2

2 프랑스 아르떼(ARTE)방송 한국문학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2014. 2 ~ 3

3 박범신 작가 타이베이 도서전 참가 지원 2014. 2

4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지원 2014.  3

5 영국  언론인 초청 2014.  3

6 WWB(Words  Without Borders)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지원 2014.  4

7 미국 PEN 세계작가축제 배수아 작가 파견 지원 2014. 4

8 신경숙 작가 핀란드 한국문학 행사 파견 2014. 4

9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행사 준비 출장 2014. 4

10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무숙 콜로키움 행사 지원 2014. 5

11 이육사탄신 110주년기념 『이육사시선집』 영한 대역판 출간 지원 2014. 5

12 독일 LITPROM 한국작가 자료 제작 지원 2014. 5

13 스웨덴 한국문학 행사 개최 2014. 5

14 김진경 작가 폴란드 바르샤바 도서전 참가 지원 2014. 5

15 더블린 작가축제 정미경, 이기호 작가 파견 2014. 5

16 고은 작가 영국 및 독일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5 ~ 6

17 프랑스 문예지 BREVES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지원 2014. 6

18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영문판 출간기념회 2014. 6

19 러시아 문예지 Inostrannaya Literature 한국문학 특집호 지원 2014. 9

20 중국 김주영 작품 학술토론회 개최 지원 2014. 9

21 고은 작가 미국 시카고 및 하와이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10

22 프랑스 한강 작가 컨퍼런스 파견 2014. 11

23 하일지 작가 영국 런던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11

24 베트남 한국문학독후감대회 시상식 및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4. 11

25 모스크바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4. 12

26 인도네시아 쟈카르타 도서전 참가 2014. 11

27 중국문예지 『샤먼문학(厦門文學)』 지원 2014. 12

28 아랍문예지 KIKA 지 지원 2014. 12

29 프랑스문예지 Transfuge 지 기자초청 2014. 12

30 프랑스 한국문학 소개 홍보자료 제작 지원 2014. 12

31 미국 출판인 초청 2014. 12

<표 14> 해외교류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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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riter, who was sent overseas to a major region, stayed for 2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4 and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lectures, literary events, and readings, contributing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Korean 

Studies scholars at the university, foreign writers, and publishers.

7. 기타 해외교류 기획사업

2014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작가	해외	파견,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한국문학	번역서	출판기념회	개최,	해외	문예지	한국문학	관련	특집	발간

지원,	번역가	세미나	지원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했다.	

연번 행사명 기간

1 영국 MPT(Modern Poetry in Translation)지 발간 지원 2014. 2

2 프랑스 아르떼(ARTE)방송 한국문학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2014. 2 ~ 3

3 박범신 작가 타이베이 도서전 참가 지원 2014. 2

4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 한국관 운영 지원 2014.  3

5 영국  언론인 초청 2014.  3

6 WWB(Words  Without Borders)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지원 2014.  4

7 미국 PEN 세계작가축제 배수아 작가 파견 지원 2014. 4

8 신경숙 작가 핀란드 한국문학 행사 파견 2014. 4

9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행사 준비 출장 2014. 4

10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무숙 콜로키움 행사 지원 2014. 5

11 이육사탄신 110주년기념 『이육사시선집』 영한 대역판 출간 지원 2014. 5

12 독일 LITPROM 한국작가 자료 제작 지원 2014. 5

13 스웨덴 한국문학 행사 개최 2014. 5

14 김진경 작가 폴란드 바르샤바 도서전 참가 지원 2014. 5

15 더블린 작가축제 정미경, 이기호 작가 파견 2014. 5

16 고은 작가 영국 및 독일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5 ~ 6

17 프랑스 문예지 BREVES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지원 2014. 6

18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영문판 출간기념회 2014. 6

19 러시아 문예지 Inostrannaya Literature 한국문학 특집호 지원 2014. 9

20 중국 김주영 작품 학술토론회 개최 지원 2014. 9

21 고은 작가 미국 시카고 및 하와이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10

22 프랑스 한강 작가 컨퍼런스 파견 2014. 11

23 하일지 작가 영국 런던 문학행사 파견 지원 2014. 11

24 베트남 한국문학독후감대회 시상식 및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4. 11

25 모스크바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4. 12

26 인도네시아 쟈카르타 도서전 참가 2014. 11

27 중국문예지 『샤먼문학(厦門文學)』 지원 2014. 12

28 아랍문예지 KIKA 지 지원 2014. 12

29 프랑스문예지 Transfuge 지 기자초청 2014. 12

30 프랑스 한국문학 소개 홍보자료 제작 지원 2014. 12

31 미국 출판인 초청 2014. 12

<표 14> 해외교류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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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문학 국내교류

 Korean Literature Domestic Exchange Programs

2014년	국내에서는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및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	<제13회	한국문학	번역출

판	국제워크숍>,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	사업>,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	및	<제4회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	등의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되

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올해	5회를	맞았다.	총	28인의	국내외	작가(국내작가	14인,	해외작가	14인)가	

모여	제주와	서울에서	문학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국내에	있는	많은	문학	독자들과	만났다.	“에로스와	꿈”을	주제로	했던	이번	축제는	일주일	동안	

참가작가의	대담,	낭독,	작품을	소재로	한	공연이	어우러지며,	참가작가와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문학번역상은	201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출간된	모든	번역도서	중에서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총	4개	언어권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한국문학번역신인상	또한	예년과	같이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7개	

언어권에서	8인의	수상자(영어권	2인)를	정해	시상했다.	특히,	번역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각	언어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제13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가와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11인의	번역가,	작

가,	해외	문학	에이전시	관계자,	번역	아카데미	교수	및	학생	등이	발제에	참여해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	사업은	올해로	8회째	이어졌고,	총	8개	언어권에서	13인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다섯	차례의	

한국문학	작가와의	세미나,	특정	작가나	작품의	문학적	배경이	되었던	장소를	찾아가는	두	차례의	문학기행이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에서는	주요	언어권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번역과정에서	겪었던	고충과	그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과

도	함께	나누기	위해	시행한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LTI Korea’s Korean Literature Domestic Exchange Programs for 2014 included the 2014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and the 13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a program for guest translators from overseas,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d the 4th Korean Literature English Essay Contest. 

This year marked the 5th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which began in 2006 and was held every 2 years since. A total of 28 writers 

from Korea and abroad (14 Korean writers, 14 international writers) gathered in Jeju and Seoul,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literature and with the Korean audience. The festival’s theme this year was “Eros and Dream,” and featured talks with authors, readings, and 

a number of performances based on literary works that captivated the participating writers and audiences alike.

Starting in 2013, LTI Korea also decided to hold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every year instead of every 2 years to resolve 

the issue of translations leaning towards major languages and also to give more opportunities for translators in minor languages. 4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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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 The 13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1)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This year marked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ceremony, which intends to encourage outstand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ranslation with the awards. This yea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which had been held 

biennially, was changed into an annual event, open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LTI Korea. As a result, all Korean books that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overseas in the past year were subject to review.

For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the screening committee evaluated 61 books published in 15 languages by local 

publishers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31, 2013. In the preliminary screening, the foreign evalu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editors from foreign publishers or Korean Studies scholars evaluated published works in terms of readability, literary style, and degree 

of local reception. The committee recommended maximum 5 candidates in each language group, and a total of 33 books in 15 languages 

were selected for the 2nd screening. In the 2nd screening, the Korean evaluation committee selected a finalist in each language group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the degree of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and the degree of completion. As a result, 13 books in 

13 different languag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screening. After much heated discussion, 4 books were selected through a vote in the final 

screening. 

The prize-winning works were Suh Ji-moon’s translation of Kim Won-il’s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in English, Cho Hee Sun 

and Mahmoud Ghaffar’s translation of Kim Kwang-kyu’s A Journey to Seoul in Arabic, Maria Kuznetsova’s translation of Lee Seung-U’s The 

Private Life of Plants in Russian, and Yun Jung Im Park’s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in Portuguese. This year’s prize-winning 

works consisted of a book of poetry and 3 novels, maintaining a good balance of genre in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lso, the fact that 

winning works were written by a Korean poet and novelists who are active in the Korean literary scene was seen as a big advantage, as these 

translations can vividly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Korean literature. The award ceremony was hel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 

the Korea Press Center on November 17, 2014, and each work was granted an award plaque and a prize of USD 10,000. 

were selected from all languages this year.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held in an effort to 

promote professional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8 award winners from 7 languages (2 in English) were selected through preliminary 

screening and main evaluation. It is particularly remarkable that many of the awardees were alums of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was held under the theme “The Role of Translators 

and Literary Agents in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11 translators, writers, and agents from foreign literary agencies,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o discuss multifaceted effort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For the 8th year, we invited international translators residing overseas to Korea this year, and a total of 13 translators and related experts 

from 8 languag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 held 5 seminars with Korean writers and prepared for 2 literary trips to places that have 

kindled literary inspiration for a certain writer or a certain work. 

We also held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this year. Under the theme “In “Other Words”: Challenges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in major language groups got togeth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translating and discusse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y had. In addition, we successfully held the 4th Korean Literature English Essay Contest, which was intended to 

share qualit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with the community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1.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1)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	작품의	우수	번역가에	대한	시상을	통해	번역가를	격려하고	번역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이	올해	12회를	맞

았다.	특히	격년제로	시행되던	한국문학번역상이	올해	처음으로	연	1회	수상으로	바뀌어	지난	1년간	해외에서	출판된	모든	한국	문학	도서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외	현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15개	언어권	61종을	심사대

상으로	했다.	1차	언어권	심사는	해외	출판사	편집인	혹은	한국학자로	구성된	외국인	심사위원단이	맡아	가독성,	문학적	스타일	및	해외현지수용도

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한	언어권당	최대	5종을	후보작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올라온	15개	언어권	33종에	대해	2차	언어권	심사를	진행하여	내국인

이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기준하여	언어권당	1종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게	하여,	마침내	총	13개	언어권	13종의	작품이	최종

심사에	회부되었다.	최종심사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투표로	총	4종의	번역상이	결정되었다.	

최종	수상작으로	영어권에서	서지문이	번역한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이,	아랍어권에서	조희선과	마흐무드	가파르가	번역한	김광규의	시

집	『상행』이,	러시아어권에서는	마리아	꾸즈네초바가	번역한	이승우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	포르투갈어권에서는	임윤정이	번역한	한강의	소

설	『채식주의자』등	네	권이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작은	시집이	한	권,	소설이	세	권으로	적정한	장르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모두	현장에서	현

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나	시인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한국문학의	생생한	현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시상식은	2014

년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각	수상작에게는	상금(미화	10,000달러)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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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 The 13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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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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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상작으로	영어권에서	서지문이	번역한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이,	아랍어권에서	조희선과	마흐무드	가파르가	번역한	김광규의	시

집	『상행』이,	러시아어권에서는	마리아	꾸즈네초바가	번역한	이승우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	포르투갈어권에서는	임윤정이	번역한	한강의	소

설	『채식주의자』등	네	권이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작은	시집이	한	권,	소설이	세	권으로	적정한	장르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모두	현장에서	현

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나	시인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한국문학의	생생한	현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시상식은	2014

년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각	수상작에게는	상금(미화	10,000달러)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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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고자	매해	시행하며,	올해	13회를	

맞이하여	7개	언어권	8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올해	박형서	작	「끄라비」(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과	이장욱	작	「절반	이상의	하루오」(중국어,	일본어),	2편의	지정	작품에	

대하여	2014년	3월	19부터	4월	28일까지	7개	언어권에	번역	응모	원고가	총	238건이	접수되었다	(영어	63건,	프랑스어	7건,	독일어	8건,	스페인어	

6건,	러시아어	12건,	중국어	41건,	일본어	101건).	응모작이	20편이	넘는	언어권에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우수	20건	추천을	받았고	이후	내국인	

및	외국인	심사자에	의한	본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의	수합	및	협의를	통해	최종심사회의에서	언어권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올해에는	영어권	2

명,	그	외	나머지	언어권	각	1명씩	총	8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초청을	받아,	시상식	전날인	16일에	이장욱,	박형서	작가와	함께	‘신인상	수상자와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번역하면서	작

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직접	묻고	어려운	해석에	대해서는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시상식은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

과	함께	11월	17일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5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2) The 13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is held annually to invigorate the profess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or and recruit new translators in order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overseas. This year marked the 13th award, and a total of 8 

winners in 7 languages were selected.

This year’s assigned works for translations were Park Hyoung su’s “Krabi”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and Russian) and Lee 

Jangwook’s “More than Half of Haruo” (Chinese and Japanese). A total of 238 submissions in 7 languages were received between March 19 

and April 28, 2014 (63 in English, 7 in French, 8 in German, 6 in Spanish, 12 in Russian, 41 in Chinese, and 101 in Japanese). In language 

groups that had more than 20 submissions, 20 recommended submissions were selected through a pre-screening process. Then the committee 

of foreign and Korean judges reviewed the submissions during the main evaluation, and finally selected the prize-winning works for each 

language group through the final screening process. A total of 8 winners, 2 in English and 1 each in the rest of the language groups, received 

the awards.

The awardees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were invited to the award ceremony. On November 

번역언어 수상작품 번역자

영어
김원일 『마당 깊은 집』

The House with a Sunken Courtyard 
(Dalkey Archive Press, 2013)

서지문

러시아어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Тайная жизнь растений 
(Гиперион, 2013)

마리아 꾸즈네초바
(Мария Кузнецова)

아랍어

김광규 『상행』

(Kalema, 2013)

조희선/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 )

포르투갈어
한강 『채식주의자』
A Vegetariana 

(Devir Livraria, 2013)
임윤정

<표 15>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작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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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getariana 

(Devir Livraria, 2013)
임윤정

<표 15>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작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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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workshop, the second LTI Korea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Ceremony was held. The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was created in 2013 to celebrate th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people who have worked hard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After receiving maximum three recommendation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steering committee selected the awardees: John O’Brien, the founder of Dalkey Archive Press, which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25 titl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Adelaida Fedorovna Trotsevich, a long-time Russian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proofreader, and scholar, and Milan Gelnar, the CEO of Czech publisher Argo, which is currently undertaking the Korean 

Modern Writing in Czech project to publish a total of 10 titles in the Czech Republic between 2013 and 2016. The awardees each received 

an award plaque and a prize of 3,300 USD. Brother Anthony and Professor Kevin O’Rourke were also awarded Distinguished Service Plaques 

for their significant contribution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throughout their professional career as translators. 

16, the day before the award ceremony, the winners met with writers Lee Jangwook and Park Hyoung su and had a chance to ask questions 

that came up while translating the short stories and to discuss parts that were difficult to translate. The award ceremony was held along with 

the award ceremony for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Press Center on 

November 17. The awardees were each presented with award plaques and KRW 5 million.

2. 제13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올해	제13회를	맞아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가와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20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27호에서	개최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	워크숍은	오전	1부에서는	번역가	양성,	직업으로서의	번역	등을	논의했고,	오후	2부

에서는	번역가와	에이전트,	출판사	삼자	간의	관계를	짚었다.	워크숍에는	총	7인의	국내외	출판인,	문학	에이전시	관계자,	작가,	번역	아카데미	교수	

및	학생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워크숍에	뒤이어	2014년	제2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공로상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업적과	

성과를	기리고자	2013년	신설되었다.	한국문학	해외소개에	공헌한	인사	및	기관을	서면으로	인당	최대	3인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국문학총서』	25종을	미국에서	출판하고	있는	달키	알카이브	출판사의	대표	존	오브라이언,	러시아의	한국문학	번역가,	감수

자이자	학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델라이다	표도르브나	트로체비치,	그리고	2013~2016	4년에	걸쳐	총	10종의	도서를	출간하는	<체코에서의	한

국	현대	문학>	사업을	추진	중인	체코	아르고	출판사	대표	밀란	겔너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에겐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각각	3,300불이	수여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번역자로	활동해오며	한국문학	번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안선재	교수와	케빈	오룩	교수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2.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was held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Translators and Literary Agents in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on June 20 at the COEX Convention Center. The workshop was divided 

into 2 sessions. The morning session featured discussions on fostering translators and translating as an occupation; the afternoon session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of translators, agents, and publishers. Seven individuals from the publishing industry in Korea and abroad, 

literary agents, writers,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o share their opinions 

in rigorous discussions and draw out practical solutions.

언어권 번역자명 작품명

영어
김혜나 Krabi

정슬인(Slin Jung) Krabi

프랑스어 프랑수아 블로코(François Blocquaux) Krabi

독일어 이다 마리 베버(Ida Marie Weber) Krabi

스페인어 라우라 에르난데스(Laura Hernández Ramos) Krabi

러시아어 타티아나 모스크비초바(Tatiana Moskvichova) Краби

중국어 장연연(Zhang Yanyan) 大半个春夫 

일본어 김정미 半分以上のハルオ

<표 16>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명단

1부 사회: 류보선(군산대)

10:10 ~ 10:50 기조강연 Horace Jeffrey Hodges (이화여대 교수) 

10:50 ~ 11:30 발제 1 Jean Noël-Juttet(번역가, 번역아카데미 불어권 교수) “문학 번역은 직업이 될 수 있는가”

11:30 ~ 12:00 발제 2 Andrés Felipe Solano (작가, 번역아카데미 서어권 교수) “반역자로서의 번역자”

12:00 ~ 12: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Sophie Bowman(번역아카데미 영어권 정규과정 졸업생)
- Loïc Bouchendhomme(번역아카데미 불어권 정규과정 재학생)
- Diana Jang(번역 아카데미 노어권 특별과정 졸업생)

2부 사회: 김현택(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14:00 ~ 14:30 발제 3 공로상 수상자 1 John O’Brien(미국 Dalkey Archive Press 대표) “번역가와 출판사”

14:30 ~ 15:00 발제 4 공로상 수상자 2 Milan Gelnar(체코 Argo 출판사 사장) “세계 문학의 체코어 번역 필요성”

15:15 ~ 16:45 발제 5 William Clark (미국 WM CLARK ASSOCIATES 대표)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

16:45 ~ 17:15 발제 6 Tracy Fisher (미국 WME 에이전시 부사장)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 

17:15 ~ 17:4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18:00 ~ 19:00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시상식

<표 17> 제13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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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workshop, the second LTI Korea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Ceremony was held. The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was created in 2013 to celebrate th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people who have worked hard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After receiving maximum three recommendation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steering committee selected the awardees: John O’Brien, the founder of Dalkey Archive Press, which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25 title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Adelaida Fedorovna Trotsevich, a long-time Russian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proofreader, and scholar, and Milan Gelnar, the CEO of Czech publisher Argo, which is currently undertaking the Korean 

Modern Writing in Czech project to publish a total of 10 titles in the Czech Republic between 2013 and 2016. The awardees each received 

an award plaque and a prize of 3,300 USD. Brother Anthony and Professor Kevin O’Rourke were also awarded Distinguished Service Plaques 

for their significant contribution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throughout their professional career as translators. 

16, the day before the award ceremony, the winners met with writers Lee Jangwook and Park Hyoung su and had a chance to ask questions 

that came up while translating the short stories and to discuss parts that were difficult to translate. The award ceremony was held along with 

the award ceremony for the 12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Press Center on 

November 17. The awardees were each presented with award plaques and KRW 5 million.

2. 제13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올해	제13회를	맞아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가와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20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27호에서	개최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	워크숍은	오전	1부에서는	번역가	양성,	직업으로서의	번역	등을	논의했고,	오후	2부

에서는	번역가와	에이전트,	출판사	삼자	간의	관계를	짚었다.	워크숍에는	총	7인의	국내외	출판인,	문학	에이전시	관계자,	작가,	번역	아카데미	교수	

및	학생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워크숍에	뒤이어	2014년	제2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공로상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업적과	

성과를	기리고자	2013년	신설되었다.	한국문학	해외소개에	공헌한	인사	및	기관을	서면으로	인당	최대	3인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국문학총서』	25종을	미국에서	출판하고	있는	달키	알카이브	출판사의	대표	존	오브라이언,	러시아의	한국문학	번역가,	감수

자이자	학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델라이다	표도르브나	트로체비치,	그리고	2013~2016	4년에	걸쳐	총	10종의	도서를	출간하는	<체코에서의	한

국	현대	문학>	사업을	추진	중인	체코	아르고	출판사	대표	밀란	겔너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에겐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각각	3,300불이	수여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번역자로	활동해오며	한국문학	번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안선재	교수와	케빈	오룩	교수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2.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was held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Translators and Literary Agents in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on June 20 at the COEX Convention Center. The workshop was divided 

into 2 sessions. The morning session featured discussions on fostering translators and translating as an occupation; the afternoon session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of translators, agents, and publishers. Seven individuals from the publishing industry in Korea and abroad, 

literary agents, writers,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o share their opinions 

in rigorous discussions and draw out practical solutions.

언어권 번역자명 작품명

영어
김혜나 Krabi

정슬인(Slin Jung) Krabi

프랑스어 프랑수아 블로코(François Blocquaux) Krabi

독일어 이다 마리 베버(Ida Marie Weber) Krabi

스페인어 라우라 에르난데스(Laura Hernández Ramos) Krabi

러시아어 타티아나 모스크비초바(Tatiana Moskvichova) Краби

중국어 장연연(Zhang Yanyan) 大半个春夫 

일본어 김정미 半分以上のハル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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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ained more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e translator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had discussions with Korean writers about their work through meetings with 

authors and literary trips,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m to grasp general trends of Korean literature. On the literary trip, the 

participants visited the writers’ hometown or the place that was the inspration behind the writer’s story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writer’s 

literary perspective and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Moreover, through the translators meetings, the participating translators 

establish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sharing information about translation and seeking for solutions to difficult problems 

they face in translation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ese diverse experiences become the foundation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pool of translation experts through a network of translators, researchers, and experts. Furthermore, we actively supported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by offering a separate meeting with a writer or a Korean scholar, and cultural experience workshop programs.

- Meet the Author Events

• Han Kang (July 25, 2014): Presentation on the novel Here Comes the Boy and discussion with the author

• Kim Seung-hee (August 1, 2014): Presentation on the book of poetry Hope is Lonely and discussion with the author

•  Park Min-gyu (August 13, 2014): Presentation on the short story “A Dildo Saved Our Home” from the collection, Double and 

discussion with the author

•  Jung Young Moon (September 5, 2014): Presentation on the short story “A Way of Remembrance” from the collection, A Most 

Ambiguous Sunday and Other Stories and discussion with the author

•  Kim Ae-ran (September 12, 2014): Presentations on the short stories “Knife Marks” from A Pool of Saliva and “Thirty” from Vapor 

Trail and discussion with the author

- Literary Trips

• Trip to Busan and Tongyeong with novelist Ham Jeung Im (August 6–8, 2014) 

• Trip around Seoul with Prof. Jang Young-woo (September 15, 2014)

3.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사업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번

역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	이어지고	있는	

본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언어권	13인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2개월의	한국	체류기간	동안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등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번역가	레지던스의	초청	번역가들은	작가와의	만남과	문학기행을	통해	한국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통해	한국문

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에서는	작가의	고향이나	문학적	영감을	준	지역을	방문하여	작

가의	문학관을	이해하고,	한국의	고유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외에도	번역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참가번역가	간	번역	정보	

공유,	번역	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업	체계	확립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은	번역가,	연구자	및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번역	인력풀을	확장,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밖에도	참가번역가의	요청에	따라	작가	및	한국학자와의	개별	만남,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등	개인	번역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작가와의 만남 5회

•	한강(14.	7.	25.):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승희(14.	8.	1.):	시집	『희망이	외롭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박민규(14.	8.	13.):	소설집	『더블』	중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정영문(14.	9.	5.):	소설집	『목신의	어떤	오후』	중	「추억의	한	방식」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애란(14.	9.	12.):	소설집	『침이	고인다』	중	「칼자국」,	『비행운』	중	「서른」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문학기행 2회

•	함정임	작가와	함께하는	부산,	통영	문학기행(14.	8.	6.	-	8.	8.)

•	장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서울	문학기행(14.	9.	15.)

3.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LTI Korea invites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and related experts residing overseas to a variety of programs in translation research 

through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offering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13 translators and experts of 8 different languag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8th year. The participants 

joined in various translation research programs including meetings with authors and literary trips during the 1 to 2 months of their stay in 

언어권 이름 및 소속 이름(영문) 주요 업적

영어권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대표 존 오브라이언)

Dalkey Archive Press
(John O’Brien)

<한국문학총서(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출간

러시아어권
아델라이다 F. 트로체비치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Adelaida F. Trotsevich
<한국고전문학시리즈(Golden Fund of Korean Literature)> 

10종 책임 편집 및 윤문

체코어권
아르고 출판사

(대표 밀란 겔너)
Argo

(Milan Gelnar)
<한국현대문학선집(Korean Modern Writing in Czech)> 출간

<표 18> 2014 공로상 수상자 명단



70 71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

-

III. Korean Literature 
Domestic Exchange Programs

Korea and gained more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e translator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had discussions with Korean writers about their work through meetings with 

authors and literary trips,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m to grasp general trends of Korean literature. On the literary tri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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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번역가	레지던스의	초청	번역가들은	작가와의	만남과	문학기행을	통해	한국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통해	한국문

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에서는	작가의	고향이나	문학적	영감을	준	지역을	방문하여	작

가의	문학관을	이해하고,	한국의	고유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외에도	번역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참가번역가	간	번역	정보	

공유,	번역	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업	체계	확립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은	번역가,	연구자	및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번역	인력풀을	확장,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밖에도	참가번역가의	요청에	따라	작가	및	한국학자와의	개별	만남,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등	개인	번역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작가와의 만남 5회

•	한강(14.	7.	25.):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승희(14.	8.	1.):	시집	『희망이	외롭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박민규(14.	8.	13.):	소설집	『더블』	중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정영문(14.	9.	5.):	소설집	『목신의	어떤	오후』	중	「추억의	한	방식」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애란(14.	9.	12.):	소설집	『침이	고인다』	중	「칼자국」,	『비행운』	중	「서른」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문학기행 2회

•	함정임	작가와	함께하는	부산,	통영	문학기행(14.	8.	6.	-	8.	8.)

•	장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서울	문학기행(14.	9.	15.)

3.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LTI Korea invites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and related experts residing overseas to a variety of programs in translation research 

through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offering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13 translators and experts of 8 different languag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8th year. The participants 

joined in various translation research programs including meetings with authors and literary trips during the 1 to 2 months of their stay in 

언어권 이름 및 소속 이름(영문) 주요 업적

영어권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대표 존 오브라이언)

Dalkey Archive Press
(John O’Brien)

<한국문학총서(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출간

러시아어권
아델라이다 F. 트로체비치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Adelaida F. Trotsevich
<한국고전문학시리즈(Golden Fund of Korean Literature)> 

10종 책임 편집 및 윤문

체코어권
아르고 출판사

(대표 밀란 겔너)
Argo

(Milan Gelnar)
<한국현대문학선집(Korean Modern Writing in Czech)> 출간

<표 18> 2014 공로상 수상자 명단



72 73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

-

III. Korean Literature 
Domestic Exchange Programs

4.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는,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주요	언어권에서	한국문학	번역

가로	활약하고	있는	번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번역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대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

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있는	학자,	전공자,	번역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행사는	금요일인	5일	오전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자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와	장	들릴	오타와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6일	오전까지	이틀	동안	영어권,	스웨덴어권,	독어권,	서어권,	중어권,	일어권,	노어권	번역가	10인의	발제가	이어졌다.	6일	오후에는	언어권별	

세미나	진행으로	각	언어권에서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타개방안	및	기타	경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졌

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청중의	열기로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번역출판	경험을	지닌	다양한	번역가의	의견을	청

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The 6th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was held from December 5 to 6 on the theme “In “Other Words”: Challenges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t was an opportunity for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s in major languages to come together and share the challenges 

they fac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and their solutions. This year’s conference was held jointly with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drawing great attention from scholars, translators, as well as read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conference began on the morning of Friday, December 5, with keynote lectures by Lee O Young, the former Korean Minister of 

Culture and Emeritu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Jean Delisle, Emeritus professor of Ottawa University. For 2 days, until the 

afternoon of December 6, ten translators with experience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Swedish, German, Spanish, Chinese, 

Japanese, and Russian presented their paper at the conference. In the afternoon of December 6, seminars were held by language for a deeper 

discussion on challenges translators face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 languages specific to their expertise, as well as solutions to the 

problems and other experiences. Through the eager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we were able to witness the increasing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the conferenc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u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various translators and seek for ways to 

move forwar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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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회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해외	각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문학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도	함께	나누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한국문

학	영어독후감대회가	올해로	4회째	열렸다.	올해	대회는	하성란	작가의	단편	「곰팡이꽃」,	김재영	작가의	「코끼리」,	전성태	작가의	「코리안	솔져」,	총	

3편의	대상작품	중	1편을	골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9월	한달	간	이메일을	통한	독후감	접수가	이루어졌고,	내외국인	심사를	거쳐	최

우수상	1인,	우수상	4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27일,	번역원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1등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아이패드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아마존	킨들	e-

book	device가	상품으로	상장과	함께	수여되었다.	수상자로	선정된	5인은	낯선	땅	한국에	와서	거주하며	한국문학을	읽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

험이었는지에	대한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 The 4th Korean Literature English Essay Contest

The Korean Literature English Essay Contest celebrated its 4th anniversary this year. The contest was established to share Korean literature 

that is being introduced all over the world through quality translations with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year’s assigned works were 3 

short stories: Ha Seong-nan’s “Blooms of Mold,” Kim Jae Young’s “Elephant,” and Jeon Sungtae’s “A Korean Soldier.” Participants were to 

read one of the 3 short stories and submit their essays in English. The essay submissions were received throughout the month of September 

via email, and we selected 1 grand prize winner and 4 excellence prize winners through screening by Korean and foreign judges.

The ceremony was held in LTI Korea’s auditorium on the 4th floor on November 27. An iPad was given as a prize to the winner of the 

grand prize along with the award certificate. Each of the 4 excellence award winners was given an Amazon Kindle along with the award 

certificate. The 5 awardees expressed how special their experience of reading Korean literature had been and thanked LTI Korea for such a 

great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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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7 languages, provides quality classes for graduate students and fulltime workers who had difficulty attending classes during the day. A total 

of 40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The Advanced Course offered intensified educ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for students in 6 languages 

including Russian, which was established last year, and Spanish, newly established this year. 17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The translators 

at the Translation Atelier, a program for selected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one of the courses offered at the Translation 

Academy, also had an opportunity to gain diverse experiences through actual translation work. 

This year, we have expanded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launched as a pilot project as part of the Regular Course last year, 

to the Special and Advanced Courses. We were able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ranslators and provide a vivid experience in translation by 

inviting the writers of the assigned works for translation practice to classes. In addition, we have strengthened the training and field experience 

by offering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help them learn about Korean sentiments and understand Korean 

culture. By doing so, we tried to design an integrated curriculum that serves to deal with challenges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practice of 

translation, and this policy will be implemented next year as well.

With increasing demand f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cultural contents, the need to foster translators is rapidly rising. 

As a result, the Translation Academy’s role as a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 for translation is growing. To accommodate such demand, LTI 

Korea plans to extend the courses to 2 years, starting next year, for a more effective professional education in translation.  

1. 번역가 양성: 번역아카데미

1) 정규과정

정규과정은	매주	15시간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간	과정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총	5개	언어권에서	각	연수

지원	수강생	3명	및	일반지원	수강생	약간	명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정규과정은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과	번역능력을	갖춘	해외거주	원어민	연수지원자를	선발하여	한국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번역능력을	갖춘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수강생으로	선발한다.

2014년에는	5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제6기	수강생	18명이	수료하였으며,	제7기	수강생으로는	연수지원자	16명,	일반수강생	11명	등	총	27명이	

등록했다.	수강생들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	및	번역이론	수업을	통해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실질적인	번역실습	교육을	받고	있

다.	2014년	9월에	시작된	본	과정은	2015년	6월까지	2학기에	걸쳐	총	2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 Fostering Translators: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1) Regular Course
The Regular Course runs for about 15 hours each week on weekdays. This course is offered in 5 languages: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and Russian. 3 foreign applicants and several Korean domestic applicants are selected to attend the course for each language.

In the Regular Course, foreign candidates residing overseas, who are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with a knowledge of Korean 

IV.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육성사업

 Foster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전문번역가	육성사업은	번역원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2014년에도	번역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는	2003년	번역인력	연수지원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로	많은	한국문학	번역가를	배출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	및	언어권	확대	등으로	내실을	강화해온	번역	아카데미는	이제는	국내	유일의	문학번역	교육기관으

로	자리매김했다.	

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	번역아틀리에로	구성된	번역아카데미는	각	과정별로	특화된	수업을	진행했다.	5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정규

과정은	2014년	6월	제6기	수강생	18명을	수료시켰으며,	제7기	수강생으로	27명을	선발하여	9월부터	1년	과정의	수업을	시작했다.	7개	언어권을	대

상으로	한	특별과정은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진행,	40명의	수료생을	배출시켰다.	심화과

정은	작년	러시아어권	신설에	이어	올해	스페인어권을	신설,	6개	언어권에서	수강생들에게	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17명이	수료했다.	번역	아

카데미	우수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는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들	역시	직접적인	번역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작년	정규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특별과정	및	심화과정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번역실습	대상작

품	작가를	각	언어권별	수업에	초빙하여	함께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강

생들의	한국적	정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외국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실습과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이로

써	한국문학과	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실제	하는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같은	운영방침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점차	한국문학	및	문화컨텐츠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번역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	인력	전문기관으로서의	번역

아카데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에는	번역아카데미	과정을	2년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화	및	전

문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As one of the main programs of LTI Korea, the Foster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Project has achieved a number of 

accomplishments with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in 2014.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which began in 2003 as an extension of the translation fellowship program, has succeeded in 

producing a number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since it was officially launched in 2008. Having strengthened the quality of its program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diverse curricula and the expansion of our translation language groups,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has 

become Korean premier institute of literary translation. 

The Translation Academy consists of Regular, Special, and Advanced courses of study as well as the Translation Atelier, and each course 

offers its own specialized classes. In the Regular Course, offered in 5 languages, 18 students of the 6th session completed their studies in June 

2014. 27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7th session, embarking on a yearlong journey of translation in September. The Special Cours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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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특별과정은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진행,	40명의	수료생을	배출시켰다.	심화과

정은	작년	러시아어권	신설에	이어	올해	스페인어권을	신설,	6개	언어권에서	수강생들에게	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17명이	수료했다.	번역	아

카데미	우수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는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들	역시	직접적인	번역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작년	정규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특별과정	및	심화과정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번역실습	대상작

품	작가를	각	언어권별	수업에	초빙하여	함께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강

생들의	한국적	정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외국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실습과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이로

써	한국문학과	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실제	하는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같은	운영방침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점차	한국문학	및	문화컨텐츠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번역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	인력	전문기관으로서의	번역

아카데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에는	번역아카데미	과정을	2년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화	및	전

문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As one of the main programs of LTI Korea, the Foster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Project has achieved a number of 

accomplishments with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in 2014.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which began in 2003 as an extension of the translation fellowship program, has succeeded in 

producing a number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since it was officially launched in 2008. Having strengthened the quality of its program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diverse curricula and the expansion of our translation language groups,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has 

become Korean premier institute of literary translation. 

The Translation Academy consists of Regular, Special, and Advanced courses of study as well as the Translation Atelier, and each course 

offers its own specialized classes. In the Regular Course, offered in 5 languages, 18 students of the 6th session completed their studies in June 

2014. 27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7th session, embarking on a yearlong journey of translation in September. The Special Cours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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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7기	특별과정에서는	전체	지원자	158명	중에서	총	3단

계의	전형(서류심사,	번역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과한	53명을	선발,	이	

중	51명이	등록하였고	최종	40명이	수료했다.	4월부터	12월까지	두	학

기에	걸쳐	총	24주간	한국	단편소설을	해당	외국어로	옮기는	번역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해당	수업에	작가를	초청하여	수강생들

과	함께	번역하는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을	언어권별로	실시하였다.	

2) Special Cours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s Special Course runs once a 

week for 2 hours, starting at 7 pm, on a weekday. The course provides 

various programs and translation classes in 7 languages, including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In the 7th session of the Special Course in 2014, a total of 53 students were selected from 158 applicants through 3 stages of screening: 

application review, translation test, and interview. Among them, 50 students registered, and a total of 40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For 

24 weeks over 2 semester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tudents were trained in translating Korean short stories into their target languages. 

Starting this year, we provided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for the course in all language groups, inviting writers to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3) 심화과정

번역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보다	심화된	번역	교육을	원하는	번역

아카데미	우수수료자와	신진우수번역인력을	위해	개설되었다.	격주	1

회,	평일	19시부터	두	시간씩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

어,	일본어의	총	6개	언어권에서	번역실습	수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4년도	제6기	심화과정에서는	전체	지원자	25명	중에서	총	3단

계의	전형(서류심사,	번역필기시험	및	면접)을	거쳐	22명을	선발하였고	

이	중	21명이	등록했다.	12월까지	두	학기에	걸쳐	총	16주간	한국	단편

소설을	해당	외국어로	옮기는	번역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특

별과정과	함께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3) Advanced 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s Advanced Course was established for the students who successfully completed a course in the Translation 

Academy and for outstanding prospective translators who want further training in translation. This course provides various programs for 2 

literature and the ability to translate, are selected to receive a one-year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Fellowship, which provides airfare and 

monthly stipend. Moreover, Korean and foreign students with translation ability are also recruited domestically.

In 2014, 18 students from the 6th session completed the course in 5 language groups, and a total of 27 students, including 16 fellowship 

recipients and 11 domestic applicants have registered for the 7th session. The students are learning the basics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through Korean literature, culture, and translation theory classes, and receiving practical training in translation. The course, which began in 

September 2014, will run for 24 weeks over two semesters and end in June 2015.

2) 특별과정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은	매주	1회,	평일	19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하는	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의	총	7개	언어권에서	번역실습	수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계

연수지원자(외국인) 4 3 3 3 3 16

일반지원자(내국인) 5 1 1 2 2 11

<표 19>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제7기)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표 20>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제7기) 언어권별 수료 현황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계

특별과정 수료자 8 2 4 6 5 8 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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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의	기틀이	될	수	있었으며,	한국문학	번역가로서의	활동	동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번역실습	교수법	세미나를	통해	지도교수들은	각	언어권별	다양한	수업	방식과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문학	번역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공통의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Translation Camp to Foster the New Generation of Translators
In celebration of the 8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TI Translation Academy in 2014, LTI Korea invited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in Korea and abroad and held a Translation Camp to Foster New Translators. A total of 150 former and current professors, 

alumni, and students attended the event held at the Literature House in Namsan on October 18.

The 1st session consisted of a seminar on teaching translation practice. Professors of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from all language groups at 

the Translation Academy participated in the seminar and sought out the best ways to foster quality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15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e seminar, which was also attended by students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who were interested in teaching translation. 

In the 2nd session, the Translation Academy Homecoming, we celebrated our achievements and encouraged the students through a 

serious of events. Professo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lation Academy were given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We also shared the achievements made by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who received the Korean Literary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or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s. Following a lecture by Sora Kim-Russel, who completed a Translation Academy course 

herself in 2007 and is currently leading the English Translation Atelier, a number of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and current students 

presented their experiences. Through this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bond with each other, as they recalled their own experiences 

and their passion for translation when they attended the Translation Academy. After the program was over, the participants freely discussed 

their opinions on translation regardless of language and class year, on the same grounds that they are all dreaming of becom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This program served as a framework to create a network of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and also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ir 

motivation as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In addition, through the seminar on teaching translation practice, professors of different languages 

were able to share their teaching methods and examples, establishing a common knowledge basis in teach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hours biweekly from 7pm, including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in 6 languages: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In the 6th session of the Advanced Course in 2014, a total of 22 students were selected from 25 applicants through 3 stages of screening: 

application review, translation test, and interview. Among them, 21 students registered for the course. For 16 weeks over 2 semesters until 

December, the students were trained in translating Korean short stories into their target languages. In addition, we provided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4) 번역 아틀리에

2014년	제5기	번역아틀리에는	번역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등에게	지원을	받아	선발	과정을	거쳐	총	30명을	아틀리에	번역가로	임명했다.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들은	매달	열리는	언어권	세미나를	통해	지도	교수와	함께	번역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실질적인	번역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한국

문학번역원	주최	서울국제작가축제	및	세계	번역가대회	참가로	한국	문학	및	번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총	30인	중	9인은	

지난년도	본원	번역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인이	2014년에	신규로	번역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4) Translation Atelier
In 2014, we received applications from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 course at the Translation Academy for the 5th session 

of the Translation Atelier, and selected 30 translators as Atelier translators. The Translation Atelier translators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translations and to resolve problems they encountered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nd participated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hosted by LTI Korea,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mong 30 Atelier translators, 9 have been selected for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s and are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Korean works, and 5 new translators were selected for the grants in 2014.  

5) 차세대 전문번역가 양성 번역캠프

2014년	번역아카데미	설립	8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	<2014	차세대	전문번역가	양

성	번역캠프>를	개최했다.	10월	18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이	행사에	역대	지도교수진,	수료생	및	현	수강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인	번역실습	교수법	세미나에는	번역아카데미	각	언어권	번역실습	수업	교수진이	참석하여	수준	높은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을	위한	최선

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지도교수	15인이	참여하였고	번역	교육에	관심있는	번역아카데미	수강생들도	참관했다.	

2부	행사인	번역아카데미	홈커밍에서는	번역아카데미	발전에	공헌한	지도교수	공로상	시상이	있었고,	번역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번역신인상	

수상	및	번역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소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활동	동기를	강화했다.	또한	2007년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과정을	

수료한	선배이자	현재	번역아틀리에	영어권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소라	교수의	강연에	이어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및	현	수강생의	에피소드	발

표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번역아카데미에서	함께하던	당시의	시간과	각오를	다시금	상기하며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한	이벤트들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에는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꿈꾼다는	공통점을	발판으로,	언어권과	기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

야기를	나누었다.

영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계

심화과정 수료자 3 3 2 3 2 4 17

<표 21> 번역아카데미 심화과정(제6기) 언어권별 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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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의	기틀이	될	수	있었으며,	한국문학	번역가로서의	활동	동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번역실습	교수법	세미나를	통해	지도교수들은	각	언어권별	다양한	수업	방식과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문학	번역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공통의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Translation Camp to Foster the New Generation of Translators
In celebration of the 8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TI Translation Academy in 2014, LTI Korea invited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in Korea and abroad and held a Translation Camp to Foster New Translators. A total of 150 former and current professors, 

alumni, and students attended the event held at the Literature House in Namsan on October 18.

The 1st session consisted of a seminar on teaching translation practice. Professors of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from all language groups at 

the Translation Academy participated in the seminar and sought out the best ways to foster quality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15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e seminar, which was also attended by students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who were interested in teaching translation. 

In the 2nd session, the Translation Academy Homecoming, we celebrated our achievements and encouraged the students through a 

serious of events. Professo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lation Academy were given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We also shared the achievements made by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who received the Korean Literary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 or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s. Following a lecture by Sora Kim-Russel, who completed a Translation Academy course 

herself in 2007 and is currently leading the English Translation Atelier, a number of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and current students 

presented their experiences. Through this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bond with each other, as they recalled their own experiences 

and their passion for translation when they attended the Translation Academy. After the program was over, the participants freely discussed 

their opinions on translation regardless of language and class year, on the same grounds that they are all dreaming of becom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This program served as a framework to create a network of the Translation Academy alumni, and also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ir 

motivation as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In addition, through the seminar on teaching translation practice, professors of different languages 

were able to share their teaching methods and examples, establishing a common knowledge basis in teach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hours biweekly from 7pm, including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in 6 languages: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In the 6th session of the Advanced Course in 2014, a total of 22 students were selected from 25 applicants through 3 stages of screening: 

application review, translation test, and interview. Among them, 21 students registered for the course. For 16 weeks over 2 semesters until 

December, the students were trained in translating Korean short stories into their target languages. In addition, we provided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4) 번역 아틀리에

2014년	제5기	번역아틀리에는	번역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등에게	지원을	받아	선발	과정을	거쳐	총	30명을	아틀리에	번역가로	임명했다.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들은	매달	열리는	언어권	세미나를	통해	지도	교수와	함께	번역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실질적인	번역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한국

문학번역원	주최	서울국제작가축제	및	세계	번역가대회	참가로	한국	문학	및	번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총	30인	중	9인은	

지난년도	본원	번역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인이	2014년에	신규로	번역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4) Translation Atelier
In 2014, we received applications from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 course at the Translation Academy for the 5th session 

of the Translation Atelier, and selected 30 translators as Atelier translators. The Translation Atelier translators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translations and to resolve problems they encountered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nd participated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hosted by LTI Korea,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mong 30 Atelier translators, 9 have been selected for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s and are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Korean works, and 5 new translators were selected for the grants in 2014.  

5) 차세대 전문번역가 양성 번역캠프

2014년	번역아카데미	설립	8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	<2014	차세대	전문번역가	양

성	번역캠프>를	개최했다.	10월	18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이	행사에	역대	지도교수진,	수료생	및	현	수강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인	번역실습	교수법	세미나에는	번역아카데미	각	언어권	번역실습	수업	교수진이	참석하여	수준	높은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을	위한	최선

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지도교수	15인이	참여하였고	번역	교육에	관심있는	번역아카데미	수강생들도	참관했다.	

2부	행사인	번역아카데미	홈커밍에서는	번역아카데미	발전에	공헌한	지도교수	공로상	시상이	있었고,	번역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번역신인상	

수상	및	번역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소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활동	동기를	강화했다.	또한	2007년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과정을	

수료한	선배이자	현재	번역아틀리에	영어권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소라	교수의	강연에	이어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및	현	수강생의	에피소드	발

표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번역아카데미에서	함께하던	당시의	시간과	각오를	다시금	상기하며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한	이벤트들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에는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꿈꾼다는	공통점을	발판으로,	언어권과	기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

야기를	나누었다.

영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계

심화과정 수료자 3 3 2 3 2 4 17

<표 21> 번역아카데미 심화과정(제6기) 언어권별 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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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students in the 7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who started in September, participated in the temple stay program at Yongjoosa 

and a trip to Yungneung and Geolleung, and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 foreign students, who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learned and experienced the Buddhist culture and the sentiment of filial piety in Korea, which will be helpful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 November, the students in the 7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visited Hadong and Tongyeong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Namwon in North Jeolla Province on a 3 day-long trip with Professor Ryu Bosun, who is teaching the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class. Through the trip, the students were able to gain an insight into the literary background of Korean literature, including the classic 

Chunhyangjeon and Park Kyung-Ri’s The Land and The Daughters of Pharmacist Kim, and experience the environment and atmosphere, 

particular to Korean literature. 

2.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 번역 아카데미 문학기행 

번역아카데미에서는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이

러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각	언어권별	번역실습	대상작가를	초청,	수강생들과	함께	번역하는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번

역과정	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텍스트로만	접한	한국문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월에는	정규과정	6기	수강생들이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류보선	교수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	전주,	고창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	문학

기행은	한국	근대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의	배경이	된	주요	도시를	둘러보는	기회였다.	그리고	6월에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종회	교수

와	함께	경기도	양평,	강원도	평창	및	춘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한국문학	단편	중	필독	작품으로	꼽히는	황순원의	「소나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봄봄」	의	배경이	된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료를	앞둔	정규과정	6기	수강생들이	지금

까지	배운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용주사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및	융	· 건릉,	수원	화성	답사에는	9월	입학한	정규과정	7기	외국인	수강생	등이	참가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이번	답사는	한국의	‘효’	정서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월에는	정규과정	7기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을	담당하게	된	류보선	교수와	함께	경상남도	하동,	통영	및	전라북

도	남원으로	2박	3일간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시간에	다룬	한국	대표	고전	『춘향전』을	비롯한	박경리의	『토지』,	『김

약국의	딸들』에	담긴	문학적	배경을	엿보고	한국문학	속	고유의	분위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2.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 Translation Academy Literary Trip

The Translation Academy offers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for students to learn and practice literary translation and produce high-

qualit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s an extension of the practice classes, the Academy also held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inviting the writers of assigned works for translation practice in each language to translate with the students. Through this workshop, 

the students were able to directly address the writers with their questions and look for ways to resolves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transl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Translation Academy provided a variety of programs for the student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means beyond text. 

In April, the students in the 6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went on a literary trip to Gunsan, Jeonju, and Gochang in North Jeolla 

Province with Ryu Bosun, 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trip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visit the cities that have been the setting for a number of milestone pieces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June, the 

students went on another literary trip to Yangpyeong in Gyeonggi Province, and Pyeongchang and Chuncheon in Gangwon Province with 

Kim Jonghoi, 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 Hee University. It was a great chance for the students to visit the cities 

that had been the setting for must-read Korean short stories: Hwang Sun-won’s “Rain Shower, “Lee Hyoseoks “The Buckwheat Season,” and 

Kim Yujung’s “Spring, Spring.” Although it was a short 2-day trip,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iterature the Regular Course students had accrued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classes and to create lasting memories. 

언어권 제6기, 2학기 제7기, 1학기

영어 은희경(Eun Heekyung), 「짐작과는 다른 일들」 황정은(Hwang Jung-eun), 「상행」 

프랑스어 성석제(Song Sokze), 「이 인간이 정말」 김연수(Kim Yeonsu), 「사월의 미, 칠월의 솔」

독일어 김애란(Kim Ae-ran), 「하루의 축」 이기호(Lee Kiho),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스페인어 김경욱(Kim Kyung-uk), 「스프레이」 편혜영(Pyun Hye-Young), 「저녁의 구애」 

러시아어 성석제(Song Sokze), 「론도」 손홍규(Son Honggyu), 「그 남자의 가출기」 

<표 22>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현황

<표 23>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및 심화과정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현황

언어권 학기 특별과정 심화과정

영어

1학기 전경린(Jon Kyongnin), 「염소를 모는 여자」 전성태(Jeon Sungtae), 「배웅」 

2학기 이응준(Lee Eung Jun), 『국가의 사생활』 이상(Yi Sang), 「슬픈 이야기」(작고 작가)

프랑스어

1학기 성석제(Song Sokze), 「홀린 영혼」 성석제(Song Sokze), 「찬미」

2학기 김연수(Kim Yeonsu), 「깊은 밤, 기린의 말」 김연수(Kim Yeonsu),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

독일어

1학기 이장욱(Lee Jangwook), 「절반이상의 하루오」

해당과정 없음

2학기 김중혁(Kim Junghyuk), 「악기들의 도서관」

스페인어

1학기 윤성희(Yoon Sunghee), 「이틀」 윤성희(Yoon Sunghee), 「하다 만 말」 

2학기 박민규(Park Min-gyu), 「아...르무...리오」 박민규(Park Min-gyu), 「아, 하세요 펠리컨」

러시아어

1학기 박찬순(Park Chan Soon), 「책 만드는 여자」 김미월(Kim Miwol), 「너클」 

2학기
신경숙(Kyung-sook Shin),

「풍경」, 「인생수업」, 「봄비 오시는 날」, 「그를 위하여」, 「Q와 A」
김애란(Ae-ran Kim), 「달려라 아비」

중국어

1학기 편혜영(Pyun Hye-Young), 「비밀의 호의」 성석제(Song Sokze), 「찬미」 

2학기 김연수(Kim Yeonsu), 「벚꽃 새해」 편혜영(Pyun Hye-Young), 「야행」

일본어

1학기 김애란(Ae-ran Kim), 「달려라 아비」 성석제(Song Sokze), 「이 인간이 정말」

2학기 김연수(Kim Yeonsu),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농담」 김연수(Kim Yeonsu), 「인구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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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students in the 7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who started in September, participated in the temple stay program at Yongjoosa 

and a trip to Yungneung and Geolleung, and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 foreign students, who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learned and experienced the Buddhist culture and the sentiment of filial piety in Korea, which will be helpful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 November, the students in the 7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visited Hadong and Tongyeong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Namwon in North Jeolla Province on a 3 day-long trip with Professor Ryu Bosun, who is teaching the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class. Through the trip, the students were able to gain an insight into the literary background of Korean literature, including the classic 

Chunhyangjeon and Park Kyung-Ri’s The Land and The Daughters of Pharmacist Kim, and experience the environment and atmosphere, 

particular to Korean literature. 

2.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 번역 아카데미 문학기행 

번역아카데미에서는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이

러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각	언어권별	번역실습	대상작가를	초청,	수강생들과	함께	번역하는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번

역과정	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텍스트로만	접한	한국문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월에는	정규과정	6기	수강생들이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류보선	교수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	전주,	고창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	문학

기행은	한국	근대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의	배경이	된	주요	도시를	둘러보는	기회였다.	그리고	6월에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종회	교수

와	함께	경기도	양평,	강원도	평창	및	춘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한국문학	단편	중	필독	작품으로	꼽히는	황순원의	「소나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봄봄」	의	배경이	된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료를	앞둔	정규과정	6기	수강생들이	지금

까지	배운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용주사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및	융	· 건릉,	수원	화성	답사에는	9월	입학한	정규과정	7기	외국인	수강생	등이	참가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이번	답사는	한국의	‘효’	정서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월에는	정규과정	7기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을	담당하게	된	류보선	교수와	함께	경상남도	하동,	통영	및	전라북

도	남원으로	2박	3일간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시간에	다룬	한국	대표	고전	『춘향전』을	비롯한	박경리의	『토지』,	『김

약국의	딸들』에	담긴	문학적	배경을	엿보고	한국문학	속	고유의	분위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2.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 Translation Academy Literary Trip

The Translation Academy offers translation practice classes for students to learn and practice literary translation and produce high-

qualit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s an extension of the practice classes, the Academy also held the Translation Workshop with 

Writers, inviting the writers of assigned works for translation practice in each language to translate with the students. Through this workshop, 

the students were able to directly address the writers with their questions and look for ways to resolves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transl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Translation Academy provided a variety of programs for the student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means beyond text. 

In April, the students in the 6th session of the Regular Course went on a literary trip to Gunsan, Jeonju, and Gochang in North Jeolla 

Province with Ryu Bosun, 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trip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visit the cities that have been the setting for a number of milestone pieces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June, the 

students went on another literary trip to Yangpyeong in Gyeonggi Province, and Pyeongchang and Chuncheon in Gangwon Province with 

Kim Jonghoi, 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 Hee University. It was a great chance for the students to visit the cities 

that had been the setting for must-read Korean short stories: Hwang Sun-won’s “Rain Shower, “Lee Hyoseoks “The Buckwheat Season,” and 

Kim Yujung’s “Spring, Spring.” Although it was a short 2-day trip,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iterature the Regular Course students had accrued from the Translation Academy classes and to create lasting memories. 

언어권 제6기, 2학기 제7기, 1학기

영어 은희경(Eun Heekyung), 「짐작과는 다른 일들」 황정은(Hwang Jung-eun), 「상행」 

프랑스어 성석제(Song Sokze), 「이 인간이 정말」 김연수(Kim Yeonsu), 「사월의 미, 칠월의 솔」

독일어 김애란(Kim Ae-ran), 「하루의 축」 이기호(Lee Kiho),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스페인어 김경욱(Kim Kyung-uk), 「스프레이」 편혜영(Pyun Hye-Young), 「저녁의 구애」 

러시아어 성석제(Song Sokze), 「론도」 손홍규(Son Honggyu), 「그 남자의 가출기」 

<표 22>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현황

<표 23>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및 심화과정 작가와의 번역 공동작업 현황

언어권 학기 특별과정 심화과정

영어

1학기 전경린(Jon Kyongnin), 「염소를 모는 여자」 전성태(Jeon Sungtae), 「배웅」 

2학기 이응준(Lee Eung Jun), 『국가의 사생활』 이상(Yi Sang), 「슬픈 이야기」(작고 작가)

프랑스어

1학기 성석제(Song Sokze), 「홀린 영혼」 성석제(Song Sokze), 「찬미」

2학기 김연수(Kim Yeonsu), 「깊은 밤, 기린의 말」 김연수(Kim Yeonsu),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

독일어

1학기 이장욱(Lee Jangwook), 「절반이상의 하루오」

해당과정 없음

2학기 김중혁(Kim Junghyuk), 「악기들의 도서관」

스페인어

1학기 윤성희(Yoon Sunghee), 「이틀」 윤성희(Yoon Sunghee), 「하다 만 말」 

2학기 박민규(Park Min-gyu), 「아...르무...리오」 박민규(Park Min-gyu), 「아, 하세요 펠리컨」

러시아어

1학기 박찬순(Park Chan Soon), 「책 만드는 여자」 김미월(Kim Miwol), 「너클」 

2학기
신경숙(Kyung-sook Shin),

「풍경」, 「인생수업」, 「봄비 오시는 날」, 「그를 위하여」, 「Q와 A」
김애란(Ae-ran Kim), 「달려라 아비」

중국어

1학기 편혜영(Pyun Hye-Young), 「비밀의 호의」 성석제(Song Sokze), 「찬미」 

2학기 김연수(Kim Yeonsu), 「벚꽃 새해」 편혜영(Pyun Hye-Young), 「야행」

일본어

1학기 김애란(Ae-ran Kim), 「달려라 아비」 성석제(Song Sokze), 「이 인간이 정말」

2학기 김연수(Kim Yeonsu),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농담」 김연수(Kim Yeonsu), 「인구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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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based on the result. In the 2nd half of the year, we visited the applicant publishers to collect their opinions, and also held a conference with 

translators and collected their suggestions and proposals as well.

We also continued to support the publication of works that have not been translated with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 in order 

to vitalize the export of copyrights for Korean books. We received applications from overseas publishers in 3 stages, and provided support 

after deciding on the books and the size of publication grants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conducted by experts outside LTI Korea. One 

applicant received support through this program this year.

Through the new Support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Promotional Contents for Korean Literature launched this year, we created and 

distributed promotional videos of ten Korean poets and novelists. In the current era, when visual ima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eoples’ 

lives, we expect to improve the level of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of Korean Books for overseas readers by effectively promoting them 

through this project. 

1. 국제도서전

1)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타이베이도서전에	참가,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이	APPA(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주제국	중	한	곳으로	선

정됨에	따라,	도서전	조직위원회	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작가	초청	

및	행사	개최	요청에	응한	것이다.	올해	대만에서	『은교』가	출간된	것을	

계기로	박범신	작가가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도서전	행사장에서	한	시간	

동안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INK』	문학생활지의	초안민	편집

장의	사회로	작가의	문학적	일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타이베

이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추억이	화두가	되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중들은	모두	경청하는	태도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활발한	질문공세에	정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행사가	종

료된	후에는	도서	등에	사인을	받는	독자들이	많았다.	

타이베이도서전은	다른	도서전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책과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열기는	여느	도서전	못지않다.	독자를	대

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도서전	기간	중	독자들의	도서	구입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명실상부	독자지향적인	도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International Book Fairs

1) Taipei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and held literary events at the Taipei Book Fair, from February 5 to 10, and held literary events. As Korea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cus countries in APPA (Asian Pacific Publishers Association),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book fair and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invited Korean writers to the fair, as well as LTI Korea, to hold literary events. Novelist Park Bum Shin 

V.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올해는	총	11개	국제도서전에	참가·참관하여	한국	문학과	도서를	해외에	알렸다.	그	중	대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런던	국제도서전,	미국	AAS	

도서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서울	국제도서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도서전,	중국	베이징	국제도서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멕시코	과

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서는	직접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각국	언어로	번역된	한국	도서를	전시하고	작가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런던	국제도서전에

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10인의	작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도서전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도서전은	부스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도서전에	참관하여	해외	출판	산업	동향을	살피고	주요	출판사들과	미팅을	가졌다.	

한국	도서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초록	및	샘플	번역지원	사업은	올해	총	630건의	초록	및	샘플에	대해	번역

과	감수를	지원했다.	‘국문초록	자문위원회’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자문을	원하는	출판사들이	더	효과적인	도서	초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사업	신청사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연초에	국내외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출판사들을	초청하여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신청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번역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번역가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한국	도서의	출판저작권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번역지원을	받지	않은	도서에	대해	출판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저작권	출판지원>	사업도	

2014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해외	출판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지원	도서와	지원금	규모를	정해	지원하였

고,	1건의	기획지원을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한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한국	시인	및	소설가	10인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영상

이	중시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한국문학	작가들을	해외에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한국문학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TI Korea visited and participated in 11 international book fairs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and books. Officially, we set up booths at 

the Taipei Book Fair, London International Book Fair, AAS Book Exhibition, Bologna Children’s Book Fair,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Frankfurt International Book Fair, and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to display Korean book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languages of host countries and held a number of literary events with the 

authors. Particularly, in the London International Book Fair, Korea was invited for the Market Focus program and successfully concluded 

the events with the 10 guest authors. Although we did not set up a booth at the Manila International Book Fair in the Philippines and 

Jakarta Book Fair in Indonesia, we visited the fairs to assess the trend of overseas publication industries and held meetings with major 

publishing companies. 

The Book Proposal Translation Service, which was launched in 2008 to effectively introduce Korean books to foreign countries, provided 

support for the translation and editing of 630 abstracts and samples this year. We continued to operate the Advisory Board for Book Abstracts 

in Korean to help the publishers requesting advice to produce proposals that are more effective. In addition, we provided opportunities for 

publishers requesting our service to give us their suggestions and opinions. We conducted a survey of domestic and overseas publisher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the overall progress of the Korean Book Publication Project, and held a conference with domest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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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 In the 2nd half of the year, we visited the applicant publishers to collect their opinions, and also held a conference with 

translators and collected their suggestions and proposals as well.

We also continued to support the publication of works that have not been translated with the LTI Korea Translation Grant in order 

to vitalize the export of copyrights for Korean books. We received applications from overseas publishers in 3 stages, and provided support 

after deciding on the books and the size of publication grants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conducted by experts outside LTI Korea. One 

applicant received support through this program this year.

Through the new Support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Promotional Contents for Korean Literature launched this year, we created and 

distributed promotional videos of ten Korean poets and novelists. In the current era, when visual ima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eoples’ 

lives, we expect to improve the level of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of Korean Books for overseas readers by effectively promoting them 

through this project. 

1. 국제도서전

1)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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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추억이	화두가	되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중들은	모두	경청하는	태도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활발한	질문공세에	정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행사가	종

료된	후에는	도서	등에	사인을	받는	독자들이	많았다.	

타이베이도서전은	다른	도서전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책과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열기는	여느	도서전	못지않다.	독자를	대

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도서전	기간	중	독자들의	도서	구입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명실상부	독자지향적인	도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International Book Fairs

1) Taipei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and held literary events at the Taipei Book Fair, from February 5 to 10, and held literary events. As Korea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cus countries in APPA (Asian Pacific Publishers Association),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book fair and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invited Korean writers to the fair, as well as LTI Korea, to hold literary events. Novelist Park Bum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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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	11개	국제도서전에	참가·참관하여	한국	문학과	도서를	해외에	알렸다.	그	중	대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런던	국제도서전,	미국	AAS	

도서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서울	국제도서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도서전,	중국	베이징	국제도서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멕시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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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수를	지원했다.	‘국문초록	자문위원회’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자문을	원하는	출판사들이	더	효과적인	도서	초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사업	신청사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연초에	국내외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출판사들을	초청하여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신청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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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서의	출판저작권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번역지원을	받지	않은	도서에	대해	출판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저작권	출판지원>	사업도	

2014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해외	출판사들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지원	도서와	지원금	규모를	정해	지원하였

고,	1건의	기획지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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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시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한국문학	작가들을	해외에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한국문학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TI Korea visited and participated in 11 international book fairs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and books. Officially, we set up booths at 

the Taipei Book Fair, London International Book Fair, AAS Book Exhibition, Bologna Children’s Book Fair,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Frankfurt International Book Fair, and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to display Korean book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languages of host countries and held a number of literary events with the 

authors. Particularly, in the London International Book Fair, Korea was invited for the Market Focus program and successfully concluded 

the events with the 10 guest authors. Although we did not set up a booth at the Manila International Book Fair in the Philippines and 

Jakarta Book Fair in Indonesia, we visited the fairs to assess the trend of overseas publication industries and held meetings with major 

publishing companies. 

The Book Proposal Translation Service, which was launched in 2008 to effectively introduce Korean books to foreign countries, provided 

support for the translation and editing of 630 abstracts and samples this year. We continued to operate the Advisory Board for Book Abstracts 

in Korean to help the publishers requesting advice to produce proposals that are more effective. In addition, we provided opportunities for 

publishers requesting our service to give us their suggestions and opinions. We conducted a survey of domestic and overseas publisher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the overall progress of the Korean Book Publication Project, and held a conference with domest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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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Book Exhibition
LTI Korea attended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Book Exhibition in Philadelphia, USA, held from March 27 to 30. Founded in 

1941, AAS is the largest Asian Studies conference with over 8,000 members, held every spring. Along with presentation, discussions, and 

workshops on various topics, university presses and commercial publishers that publish Asian Studies-related books showcase their texts. This 

year, 1,833 Asian Studies scholars presented in 362 sessions, and over 100 publishers participated at the exhibition. The major participating 

publishing companies were Cornell University Pr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Random House, and Penguin (USA). LTI Korea introduced 

its publication projects with these publishers and held meetings to collaborate in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English book 

market. In addition, on March 28, LTI Korea hosted the Association for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formerly NAOKOL) 

reception for Korean Studies scholars and major publishers in North America to share information and exchange ideas about education and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4) 바르샤바 국제도서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된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번역원이	바르샤바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특히	『고양이	학교』의	폴란드	현지	출간을	기회로	삼아	김진경	작가의	한국문학행사를	도서전	행사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5월	24일	바르

샤바	도서전	대강당과	아동	놀이	진흥	기관인	‘차스	지에치’	부스에서	낭독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5월	25일에	도서전의	대표	무대인	‘On	the	Sofa’	대

담회에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소개함으로써	폴란드의	독자들에게	한국	아동	문학의	동양적	깊이를	전했다.	또한	바르샤바	인근의	도시	민

attended the event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his novel Eun-gyo in Taiwan, and met with his readers for an hour at the event 

hall. He also talked about his chronicle as a writer at an event moderated by Chu An-ming, the editor-in-chief at INK, mentioning his 

personal memories at Taipei, which greatly appealed to the audience. The audience listened to the talk and asked questions during the 

Q&A session, which was all too short for their taste. After the event ended, a huge number of the readers waited in line during the book 

signing. 

Although relatively small in size, the Taipei Book Fair is attended by avid readers who are as much interested in books as visitors, and the 

number of books visitors purchase during the fair is quite high. It truly is a reader-oriented book fair. 

2)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51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참가했

다.	2014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전	세계	75개국의	1,200여	개	참가

사와	30,000명	이상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

었으며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아동	도서	시장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듯	

활발한	저작권	수출	계약과	전자책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눈에	띄었다.	이번	도서전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관이	위치

해	있는	31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한	“공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선정한	18종의	한국	논픽션	그림책을	

주제별로	전시함과	동시에	책과	연계된	워크숍	형태의	작가	행사를	진

행함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 Bologna Children’s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the 51st Bologna Children’s Book Fair from March 24 to 27. This year, the fair was successful, with over 1,200 

companies and 30,000 people in the publishing industries from 75 countries in the world taking part in the events. A variety of events were 

held at the fair, including exhibitions of e-books and illustrations, and signing of contracts for copyright exports, hinting at the recovery of 

the children’s book market, which suffered from a long recession. At this year’s book fair, LTI Korea set up a booth in the 31st Pavilion, where 

the Korea Pavilion was located, making it more accessible for the visitors to take a look. Also, we showcased 18 non-fiction picture books by 

topic and held writers events related to the displayed books in the form of a workshop, which was well received by the visitors.

3) AAS 도서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학회	도서전에	참석했다.	1941년	설립된	AAS는	매년	봄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행

사로	아시아학자	8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한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아시아학회이다.	학회는	4일	동안	다양한	주제의	발표,	토론,	워크숍	등을	운영

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	관련	도서를	발간하는	대학	및	상업	출판사들의	도서전시가	이루어진다.	올해	행사에서는	1,833명의	아시아학	학자들이	362

개	세션에서	발표했고,	100여	개	출판사가	전시에	참가했다.	주요	참가사는	코넬대,	콜럼비아대,	랜덤하우스,	펭귄	출판사	등이며	번역원은	이들	출

판사와의	면담을	통해	번역원	사업을	소개하고	영어권	번역	도서	출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3월	28일에는	북미	“한국문학·문화학회”(구	

NAOKOL)	리셉션을	개최하여	북미	한국학자들과	함께	모여	한국문학	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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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AAS is the largest Asian Studies conference with over 8,000 members, held every spring. Along with presentation, discussions, and 

workshops on various topics, university presses and commercial publishers that publish Asian Studies-related books showcase their text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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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He also talked about his chronicle as a writer at an event moderated by Chu An-ming, the editor-in-chief at INK, mentioning his 

personal memories at Taipei, which greatly appealed to the audience. The audience listened to the talk and asked questions during the 

Q&A session, which was all too short for their taste. After the event ended, a huge number of the readers waited in line during the book 

signing. 

Although relatively small in size, the Taipei Book Fair is attended by avid readers who are as much interested in books as visitors, and the 

number of books visitors purchase during the fair is quite high. It truly is a reader-oriented book fair. 

2)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51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참가했

다.	2014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전	세계	75개국의	1,200여	개	참가

사와	30,000명	이상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

었으며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아동	도서	시장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듯	

활발한	저작권	수출	계약과	전자책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눈에	띄었다.	이번	도서전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관이	위치

해	있는	31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한	“공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선정한	18종의	한국	논픽션	그림책을	

주제별로	전시함과	동시에	책과	연계된	워크숍	형태의	작가	행사를	진

행함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 Bologna Children’s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the 51st Bologna Children’s Book Fair from March 24 to 27. This year, the fair was successful, with over 1,200 

companies and 30,000 people in the publishing industries from 75 countries in the world taking part in the events. A variety of events were 

held at the fair, including exhibitions of e-books and illustrations, and signing of contracts for copyright exports, hinting at the recovery of 

the children’s book market, which suffered from a long recession. At this year’s book fair, LTI Korea set up a booth in the 31st Pavilion, where 

the Korea Pavilion was located, making it more accessible for the visitors to take a look. Also, we showcased 18 non-fiction picture books by 

topic and held writers events related to the displayed books in the form of a workshop, which was well received by the visitors.

3) AAS 도서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학회	도서전에	참석했다.	1941년	설립된	AAS는	매년	봄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행

사로	아시아학자	8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한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아시아학회이다.	학회는	4일	동안	다양한	주제의	발표,	토론,	워크숍	등을	운영

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	관련	도서를	발간하는	대학	및	상업	출판사들의	도서전시가	이루어진다.	올해	행사에서는	1,833명의	아시아학	학자들이	362

개	세션에서	발표했고,	100여	개	출판사가	전시에	참가했다.	주요	참가사는	코넬대,	콜럼비아대,	랜덤하우스,	펭귄	출판사	등이며	번역원은	이들	출

판사와의	면담을	통해	번역원	사업을	소개하고	영어권	번역	도서	출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3월	28일에는	북미	“한국문학·문화학회”(구	

NAOKOL)	리셉션을	개최하여	북미	한국학자들과	함께	모여	한국문학	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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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다.	101개국	7,103개	사(독일	출판사:	2,534/	

해외	출판사:	4,569)들이	모여	전시	부스를	개설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핀란드였다.	약	270,000명의	방문자가	모여든	이번	도서전에서	번역원은	

본원의	번역	및	출판지원을	받은	85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또한	계간지	_	list	및	아동,	소설	초록	모음집	등을	배포하며	총	8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영국,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18개	출판사와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도서와	본원사업을	홍보했다.		

또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린	프랑크푸르트	문학축제	오픈북스에	김애란	작가가	참여했다.	프랑크푸르트	문화청이	주관하는	문학축

제	오픈북스는	도서전	방문객들에게	작가와의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서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서점,	교

회,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특히	독일	젊은	독자층의	관심이	높은	문학축제로	유명하다.	금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겨냥해	10월	초	독일	현지에서	

출간된	『달려라,	아비』의	김애란	작가가	10월	11일	행사에	참여해	독일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한국문학의	풍성함을	전했다.	프랑크

푸르트	시내	중심가	뢰머광장에	위치해	있는	개신교	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번	낭독회에는	약	50여	명의	청중이	모였으며	단독	낭독회였던	만큼	김애

란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Frankfurt Book Fair
From October 8 to 12, LTI Korea attended the Frankfurt 

Book Fair in Germany, which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book fair 

in the world. A total of 7,103 publishing companies (German: 

2,534, Others: 4,569) from 101 countries set up booths at the 

fair, and Finland was the guest of honor country. At the fair, which 

was attended by about 270,000 visitors, LTI Korea showcased 85 

titles of books funded by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In addition, we promoted Korean books and our projects by 

distributing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and booklets of collection 

of excerpts from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novels and holding 

meeting with 18 publishers in eight countries (Germany, Austria, 

Czech Republic, France, UK, US, India, and Malaysia). 

Novelist Kim Ae-ran participated in Open Books in the Frankfurt literary festival, held from October 7 to 11. Hosted by Kulturamt 

Frankfurt am Main, Open Book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visitors to the fair to meet the authors. It is held at the same time as the 

Frankfurt Book Fair, at bookstores, churches, and gallerie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it is also known for its popularity among young 

German readers. Novelist Kim Ae-ran, the author of Run, Daddy, Run,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Germany at the beginning of 

October in time for the Frankfurt Book Fair, attended the event on October 11th and had a chance to bond with the German readers and to 

introduce the abundance of Korean literature. About 50 people showed up to the reading session held at Evangelische Akademie, located in 

Römerplatz at the center of Frankfurt, which offered an opportunity to highlight Kim’s literary perspective and thoughts.

7)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스페인어권	최대	도서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했다.	이번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서는	최근	스페

인어로	출간된	시인	정호승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소설가	배수아의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의	출간기념회를	통해	작가가	직접	현지	독자들에

스크에서	중학교,	공립도서관	및	서점에서	각각	낭독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아동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폴란드에서	한국문학의	진출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4)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For the first time, LTI Korea attended the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May 21 to 25.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novelist Kim Jin Kyung’s novel Cat School in Poland, we hosted 3 Korean literary events at the fair. On May 24, we held reading sessions in 

the London Room and organized the Czas dzieci booth, a children’s foundation. On May 25, we provided an in-depth look into the authors 

literary perspective at the On the Sofa program, which is the main event of the fair, introducing the depth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o 

the Polish readers. In addition, we held readings at a middle school, a public library, and a bookstore in Minsk,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Poland, starting with children’s literature.  

5) 베이징 국제도서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베이징도서전에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베이징도서전에는	터키가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78개	국	2,162개	사,	약	20만	명의	출판관계자	및	독자들이	

도서전을	방문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베이징도서전에는	매년	

500여	곳의	중국	출판사	및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0여	개	국가가	참가하며	저작권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번

역원에서는	사흘	간	30곳	이상의	출판사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번역원	

사업	홍보	및	출판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아직	중국	출판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독자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순수문학	작품에	관

심을	보이는	출판사가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문학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편이며	번역원의	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가	많았다.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5)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and set up a booth at th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August 27 to 31. This year marked the 21st 

anniversary of the book fair, and Turkey was invited as the guest of honor. A total of 2,162 companies from 78 countries attended the event, 

joined in by about 200,000 people in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general readers. The largest book fair in Asia, th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is attended by over 500 Chinese publishers as well as over 50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Japan, UK, US, France, and 

Germany, and copyrights are actively traded during the event. LTI Korea held meetings with publishers from over 30 publishing companies 

in 3 days, publicizing our projects and assessing the progress of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Korean literature 

has achieved a singular position in the Chinese publishing marke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nd more and more 

publishers are showing interest in publishing pure Korean literature. There was a constant demand for young adult literature, and a number 

of publishing companies were interested in LTI Koreas support programs. It was an opportunity to assess Chinas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potential for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the Chinese market.  



90 91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V.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

-

V.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6)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다.	101개국	7,103개	사(독일	출판사:	2,534/	

해외	출판사:	4,569)들이	모여	전시	부스를	개설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핀란드였다.	약	270,000명의	방문자가	모여든	이번	도서전에서	번역원은	

본원의	번역	및	출판지원을	받은	85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또한	계간지	_	list	및	아동,	소설	초록	모음집	등을	배포하며	총	8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영국,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18개	출판사와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도서와	본원사업을	홍보했다.		

또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린	프랑크푸르트	문학축제	오픈북스에	김애란	작가가	참여했다.	프랑크푸르트	문화청이	주관하는	문학축

제	오픈북스는	도서전	방문객들에게	작가와의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서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서점,	교

회,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특히	독일	젊은	독자층의	관심이	높은	문학축제로	유명하다.	금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겨냥해	10월	초	독일	현지에서	

출간된	『달려라,	아비』의	김애란	작가가	10월	11일	행사에	참여해	독일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한국문학의	풍성함을	전했다.	프랑크

푸르트	시내	중심가	뢰머광장에	위치해	있는	개신교	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번	낭독회에는	약	50여	명의	청중이	모였으며	단독	낭독회였던	만큼	김애

란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 Frankfurt Book Fair
From October 8 to 12, LTI Korea attended the Frankfurt 

Book Fair in Germany, which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book fair 

in the world. A total of 7,103 publishing companies (German: 

2,534, Others: 4,569) from 101 countries set up booths at the 

fair, and Finland was the guest of honor country. At the fair, which 

was attended by about 270,000 visitors, LTI Korea showcased 85 

titles of books funded by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In addition, we promoted Korean books and our projects by 

distributing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and booklets of collection 

of excerpts from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novels and holding 

meeting with 18 publishers in eight countries (Germany, Austria, 

Czech Republic, France, UK, US, India, and Malaysia). 

Novelist Kim Ae-ran participated in Open Books in the Frankfurt literary festival, held from October 7 to 11. Hosted by Kulturamt 

Frankfurt am Main, Open Book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visitors to the fair to meet the authors. It is held at the same time as the 

Frankfurt Book Fair, at bookstores, churches, and gallerie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it is also known for its popularity among young 

German readers. Novelist Kim Ae-ran, the author of Run, Daddy, Run,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Germany at the beginning of 

October in time for the Frankfurt Book Fair, attended the event on October 11th and had a chance to bond with the German readers and to 

introduce the abundance of Korean literature. About 50 people showed up to the reading session held at Evangelische Akademie, located in 

Römerplatz at the center of Frankfurt, which offered an opportunity to highlight Kim’s literary perspective and thoughts.

7)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스페인어권	최대	도서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했다.	이번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서는	최근	스페

인어로	출간된	시인	정호승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소설가	배수아의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의	출간기념회를	통해	작가가	직접	현지	독자들에

스크에서	중학교,	공립도서관	및	서점에서	각각	낭독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아동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폴란드에서	한국문학의	진출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4)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For the first time, LTI Korea attended the Warsaw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May 21 to 25.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novelist Kim Jin Kyung’s novel Cat School in Poland, we hosted 3 Korean literary events at the fair. On May 24, we held reading sessions in 

the London Room and organized the Czas dzieci booth, a children’s foundation. On May 25, we provided an in-depth look into the authors 

literary perspective at the On the Sofa program, which is the main event of the fair, introducing the depth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o 

the Polish readers. In addition, we held readings at a middle school, a public library, and a bookstore in Minsk,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Poland, starting with children’s literature.  

5) 베이징 국제도서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베이징도서전에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베이징도서전에는	터키가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78개	국	2,162개	사,	약	20만	명의	출판관계자	및	독자들이	

도서전을	방문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베이징도서전에는	매년	

500여	곳의	중국	출판사	및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0여	개	국가가	참가하며	저작권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번

역원에서는	사흘	간	30곳	이상의	출판사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번역원	

사업	홍보	및	출판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아직	중국	출판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독자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순수문학	작품에	관

심을	보이는	출판사가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문학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편이며	번역원의	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가	많았다.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5)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LTI Korea attended and set up a booth at th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August 27 to 31. This year marked the 21st 

anniversary of the book fair, and Turkey was invited as the guest of honor. A total of 2,162 companies from 78 countries attended the event, 

joined in by about 200,000 people in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general readers. The largest book fair in Asia, th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is attended by over 500 Chinese publishers as well as over 50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Japan, UK, US, France, and 

Germany, and copyrights are actively traded during the event. LTI Korea held meetings with publishers from over 30 publishing companies 

in 3 days, publicizing our projects and assessing the progress of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Korean literature 

has achieved a singular position in the Chinese publishing marke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nd more and more 

publishers are showing interest in publishing pure Korean literature. There was a constant demand for young adult literature, and a number 

of publishing companies were interested in LTI Koreas support programs. It was an opportunity to assess Chinas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potential for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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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

-

V.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2. Book Proposal Translation Service 

This program supports the translation of publication proposals that a publisher or an agency needs to send to an overseas publisher to 

export copyrights of books. Just as the previous years, LTI Korea offered translation and editing service for abstracts that contain marketing 

and introductory information about writers and works, and sample of the authors works. A total of 430 abstracts and 200 samples were 

translated and edited for 39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this year, which i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abstracts and samples 

translated and edited in 2013. In 2013, all of 187 abstracts and 79 samples were translated and edited for 30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In particular, translation requests for samples have increased by over 250 percent, which seems to show that more and more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in Korea are providing sample translations to overseas publishers. We also provided the applicants with 

the opinion of the Advisory Board for Book Abstracts in Korean, consisting of experts outside LTI Korea, on their original proposals in Korea 

for the applicants to refer to. 

In addition, we held 2 conferences, in the 1st and 2nd half of this year, and invited the applicants to hear about the assessment and 

opinions of this project. For the first conference, we conducted a survey of 150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about the overall quality 

of our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and shared the results with the companies that attended the conference. Then in the 2nd half of the 

year, we visited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st conference and listened to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our project. At the Translators’ Conference, we invited translators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s these were languages with 

the most requests for translation and editing, and collected their opinion on the program as well.

3. 저작권 출판지원

한국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에게	도서	출판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사업으로,	2014년	내에	책을	출판하는	

해외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외부	출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3회	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4개국	23개	출

판사에	121종	127책에	대한	출간을	지원했다.

게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실리아	에우다베,	레온	플라센시아	뇰	등	스페인어권에서	주목받는	작가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두	작가

는	도서전	조직위에서	기획한	Ecos	de	la	FIL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이	행사는	과달라하라	내	빈곤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계문학

을	접할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호승,	배수아	두	작가의	한국문학	강연을	통해	국적,	연령,	성별을	뛰어넘는	문학적·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7)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4, LTI Korea attended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the largest book fair of Spanish books 

in the world. At this year’s book fair, a reception was held to celebrate the recent publication of poet Jeong Ho-Seung’s Love, Then Die and Bae 

Suah’s Sunday Sukiyaki Restaurant, providing a chance for the authors to introduce their works to the local readers. Cecilia Eudave Robles and 

León Plascencia Ñol, two of the major Spanish writers, joined the Korean writers in the panel discussion. This event gave an opportunity for 

writers to visit high schools in the underprivileged areas within Guadalajara so that the students would have a chance to learn about worlds 

literature. Through their lectures on Korea literature, Jeong and Bae were able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 transcending 

race, age, or sex.

2. 해외 출판제안서 제작지원

도서	저작권	수출을	위한	출판섭외	단계	때	출판사/에이전시가	해외	관계자에게	보낼	출판제안서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도	예년

과	동일하게,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	및	마케팅	정보가	담긴	초록	및	작품	일부를	발췌한	샘플의	번역/감수를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했다.	

연간	총	39개	출판사/에이전시에	초록	430건과	샘플	200건의	번역과	감수를	진행했다.	이는	30개	출판사/에이전시에	초록	187건과	샘플	79건	번역

과	감수를	진행했던	2013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샘플번역	지원	요청	건수는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

시가	도서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샘플번역을	해외에	소개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신청사들의	국문초록은	외부	

출판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문초록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	신청사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사업의	수요자들로부터	직접적인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반기	간담회는	국내외	150개	

출판사/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에	참가한	신청사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공유

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사들을	중심으로	직접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방문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번역가	간담회	때는	초록	및	샘플	번역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가들을	초청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국가 문학 실용/ 비즈니스 아동 예술/ 여행 인문/ 과학 청소년 기타 계

대만 1 1 2 2 4 10

베트남 2 1 3

브라질 1 1

스위스 1 1

스페인 1 1 1 3

싱가포르 10 10

영국 1 1

이란 1 1

이탈리아 1 1

인도네시아 3 3

일본 2 2

중국 2 2 78 1 83

파키스탄 1 1

폴란드 1 1

계 13 3 93 3 3 1 5 121

<표 24>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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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2. Book Proposal Translation Service 

This program supports the translation of publication proposals that a publisher or an agency needs to send to an overseas publisher to 

export copyrights of books. Just as the previous years, LTI Korea offered translation and editing service for abstracts that contain marketing 

and introductory information about writers and works, and sample of the authors works. A total of 430 abstracts and 200 samples were 

translated and edited for 39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this year, which i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abstracts and samples 

translated and edited in 2013. In 2013, all of 187 abstracts and 79 samples were translated and edited for 30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In particular, translation requests for samples have increased by over 250 percent, which seems to show that more and more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in Korea are providing sample translations to overseas publishers. We also provided the applicants with 

the opinion of the Advisory Board for Book Abstracts in Korean, consisting of experts outside LTI Korea, on their original proposals in Korea 

for the applicants to refer to. 

In addition, we held 2 conferences, in the 1st and 2nd half of this year, and invited the applicants to hear about the assessment and 

opinions of this project. For the first conference, we conducted a survey of 150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about the overall quality 

of our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and shared the results with the companies that attended the conference. Then in the 2nd half of the 

year, we visited publishing companies and agenc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st conference and listened to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our project. At the Translators’ Conference, we invited translators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s these were languages with 

the most requests for translation and editing, and collected their opinion on the program as well.

3. 저작권 출판지원

한국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에게	도서	출판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사업으로,	2014년	내에	책을	출판하는	

해외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외부	출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3회	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4개국	23개	출

판사에	121종	127책에	대한	출간을	지원했다.

게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실리아	에우다베,	레온	플라센시아	뇰	등	스페인어권에서	주목받는	작가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두	작가

는	도서전	조직위에서	기획한	Ecos	de	la	FIL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이	행사는	과달라하라	내	빈곤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계문학

을	접할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호승,	배수아	두	작가의	한국문학	강연을	통해	국적,	연령,	성별을	뛰어넘는	문학적·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7)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4, LTI Korea attended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the largest book fair of Spanish books 

in the world. At this year’s book fair, a reception was held to celebrate the recent publication of poet Jeong Ho-Seung’s Love, Then Die and Bae 

Suah’s Sunday Sukiyaki Restaurant, providing a chance for the authors to introduce their works to the local readers. Cecilia Eudave Robles and 

León Plascencia Ñol, two of the major Spanish writers, joined the Korean writers in the panel discussion. This event gave an opportunity for 

writers to visit high schools in the underprivileged areas within Guadalajara so that the students would have a chance to learn about worlds 

literature. Through their lectures on Korea literature, Jeong and Bae were able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 transcending 

race, age, or sex.

2. 해외 출판제안서 제작지원

도서	저작권	수출을	위한	출판섭외	단계	때	출판사/에이전시가	해외	관계자에게	보낼	출판제안서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도	예년

과	동일하게,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	및	마케팅	정보가	담긴	초록	및	작품	일부를	발췌한	샘플의	번역/감수를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했다.	

연간	총	39개	출판사/에이전시에	초록	430건과	샘플	200건의	번역과	감수를	진행했다.	이는	30개	출판사/에이전시에	초록	187건과	샘플	79건	번역

과	감수를	진행했던	2013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샘플번역	지원	요청	건수는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

시가	도서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샘플번역을	해외에	소개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신청사들의	국문초록은	외부	

출판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문초록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	신청사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사업의	수요자들로부터	직접적인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반기	간담회는	국내외	150개	

출판사/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에	참가한	신청사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공유

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사들을	중심으로	직접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방문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번역가	간담회	때는	초록	및	샘플	번역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가들을	초청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국가 문학 실용/ 비즈니스 아동 예술/ 여행 인문/ 과학 청소년 기타 계

대만 1 1 2 2 4 10

베트남 2 1 3

브라질 1 1

스위스 1 1

스페인 1 1 1 3

싱가포르 10 10

영국 1 1

이란 1 1

이탈리아 1 1

인도네시아 3 3

일본 2 2

중국 2 2 78 1 83

파키스탄 1 1

폴란드 1 1

계 13 3 93 3 3 1 5 121

<표 24>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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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ation Grants for Copyright Import 

This project supports foreign publishers who wish to import copyrights for Korean books by offering partial grants for publication. The 

grants were given to foreign publishers who were scheduled to publish the texts within 2014. This year, we supported 127 books of 121 titles 

for 23 publishers in 14 countries through 3 evaluation processes conducted by experts outside LTI Korea this year. 

4.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한국문학	작가에	대한	해외	독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새롭

게	시행했다.	책	전문	케이블	채널인	온북TV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제작하였으며,	온북TV에서는	동영상	제작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작

가·작품	선정	및	번역	등	콘텐츠	부분을	담당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상반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문학	작가소개	홍보	동영상	제작	자문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다.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한	작가는	소설가	7인(김탁환,	신경숙,	은희경,	이문열,	이승우,	천명관,	한강),	시인	3인(문정희,	신경림,	황동규)의	총	

10인이며,	각각의	영상은	작가의	대표작에	대한	인터뷰와	낭독을	포함하여	1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영상은	온북TV를	통해	‘K-Literature	

Writers’라는	타이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되었고,	DVD로도	제작되어	국내외	유관기관	450여	곳에	배포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	유투브	채

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4. Support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Promotional Contents for Korean Books

LTI Korea launched the Support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Promotional Contents for Korean Books to improve the level of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for overseas readers by effectively promoting them through this project. The videos were 

jointly produced by On-Book TV, a cable channel dedicated to literature, and LTI Korea, with On-Book TV in charge of producing the 

actual videos and LTI Korea in creating the contents, which involved selecting Korean writers, works, and providing translations. This project 

ran for 6 months, from July to December, taking counsel from the Advisory Board for the Production of Promotional Contents for Korean 

Writers, made up of experts outside LTI Korea.

7 novelists (Kim Takhwan, Shin Kyung-sook, Eun Heekyung, Yi Mun-yol, Lee Seung-U, Cheon Myeong-kwan, and Han Kang) and 

3 poets (Moon Chung-hee, Shin Kyeong-nim, and Hwang Tong-gyu) were introduced in the 15 minute-long videos, which contained an 

interview of the writers and readings of their works. These videos have been broadcasted through On-Book TV under the title “K-Literature 

Writers” from October to December, and DVDs of these videos were made and distributed to about 450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The 

videos are available on LTI Korea’s YouTube channel and other onlin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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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German, French, and Japanese,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anyone to revise and supplement. 

LTI Korea also hosted 3 Korean Literature Online Review Contests this year, prompting the readers to post reviews of Korean literature 

on Amazon.com, the largest online book retailer in the world, and Goodreads.com, and urging foreign readers to upload UCC video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on YouTube. As a result, reviews and videos of over 80 works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osted online. In 

addition, LTI Koreas Facebook page followers have increased to about 10,000 by utilizing SNS for advertisements and events.

We will continue to put our utmost efforts in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until the day Korean literature contents are 

voluntarily created, shared, and communicated by users in the cyberspace.

1. 위키피디아 한국작가소개 페이지 등재

최근	발표된	인터넷마케팅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84%가	인터넷	검색시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에서	검색

시	웹기반	다언어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자료가	검색결과	상위	세	번째	이내로	노출되는	비율은	무려	88.8%에	달한다.	따라서	위키피디

아	한국작가소개	등재사업은	한국문학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통로

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독자의	관심	및	정보	접근성	향상과	그동안	교류행사를	통해	제작했던	작가소개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창구를	마

련하고자	<한국문학	콘텐츠	위키피디아	등재	프로젝트>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했다.	이번에는	5개	언어권(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

스어,	일본어)에서	총	1,084건의	한국작가	및	문학관련	페이지를	신규	제작	및	정비했다.	언어권	별로	나누어	보면	프랑스어권이	264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영어가	240건,	스페인어	232건,	독일어가	170건,	일본어는	178건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등재된	작가소개	자료에	대해	각	언어권별	번역아카

데미	교수진이	최종	감수를	진행함으로써	내용의	공신력을	높였다.	

1. Korean Writers on Wikipedia

According to a recent internet marketing analysis, 84 percent of all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use Google Search Engine to search the 

internet, and the probability of a Wikipedia article being listed within the 

top 3 of the search results reach 88.8 percent. Therefore, this project to list 

information about Korean writers on Wikipedia is essential in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will be an important 

pathway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The Korean Literature on Wikipedia Project, launched last year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and also to effectively provide introductory materials about Korean writers that were produced over various exchange programs, 

continued this year as well. This year, 1,084 new articles about Korean authors and Korean literature in 5 different languages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and Japanese) were created and revised. By language,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as written in French, number 

VI. 정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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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웹	2.0’이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3.0도	사실	웹	2.0

과	맥락을	같이한다.	웹	2.0이라는	호칭은	미국의	IT	전문	출판	미디어인	O’Reilly의	브레인스토밍	중	탄생했다.	닷컴	붕괴에서	살아남은	인터넷	기

업들의	성공	요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웹의	변화와	트렌드를	제	2세대의	웹,	즉	‘웹	2.0’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웹	2.0의	기본정신이	참여,	공유,	개방이고,	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웹	2.0	서비스이다.

올해	한국문학번역원은	웹	2.0	모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키피디아,	리뷰	컨테스트,	SNS를	통해	한국문학	및	작가에	대한	소개자료를	

해외독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집단지성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로	꼽히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콘텐츠를	보다가	더	아는	것이	있으면	또	누구나	수정하고	보완하여	내용이	점점	충실해진다.	올해는	2013년부터	진행했던	

위키피디아	작가소개자료에	대해	영어권을	포함하여	4개	언어권(스페인,	독일,	프랑스,	일본)	1,084건에	대해	새롭게	추가하여	누구나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	컨테스트는	3차에	걸쳐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세계	최대	온라인	출판사이트인	amazon.com과	goodreads.com에	

리뷰를	등록하고,	Youtube.com를	통해	해외독자가	한국문학작품을	직접	소개하는	UCC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80여건

의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리뷰	및	한국작품소개	동영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광고	및	이벤트	참여를	SNS를	활용함으로서	페이스북의	팔로워도	한해

동안	1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학	콘텐츠가	사이버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

The term Web 2.0 gained popularity several years ago. The Korean Government’s 3.0 plan, which focuses on opening and sha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s, in fact, in line with Web 2.0. The term was coined during a brainstorming session at 

OReilly Media, an American medi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publication of IT related books and websites. It referred to the changing 

trend of the web-2nd generation web, or Web 2.0-led by the internet companies that have successfully survived the Dot-Com Crash. The 

fundamental values of Web 2.0 were user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and Web 2.0 services were created based on such values.

This year, LTI Korea concentrated on maximizing the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providing introductory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writers to overseas readers through Wikipedia, a review contest, and SNSs.

Wikipedia is a representative Web 2.0 service, which utilizes the power of collective knowledge. Anyone who has access to internet can 

upload articles on the site and revise existing articles, creating contents that are more credible. In continu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on 

Wikipedia Project, which began in 2013, a total of 1,084 articles on Korean writers were uploaded in 5 language groups includ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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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German, French, and Japanese,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anyone to revise and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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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mazon.com, the largest online book retailer in the world, and Goodreads.com, and urging foreign readers to upload UCC video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on YouTube. As a result, reviews and videos of over 80 works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osted online. In 

addition, LTI Koreas Facebook page followers have increased to about 10,000 by utilizing SNS for advertisements and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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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recent internet marketing analysis, 84 percent of all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use Google Search Engine to search the 

internet, and the probability of a Wikipedia article being listed within the 

top 3 of the search results reach 88.8 percent. Therefore, this project to list 

information about Korean writers on Wikipedia is essential in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will be an important 

pathway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The Korean Literature on Wikipedia Project, launched last year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and also to effectively provide introductory materials about Korean writers that were produced over various exchange programs, 

continued this year as well. This year, 1,084 new articles about Korean authors and Korean literature in 5 different languages (English, 

German, Spanish, French, and Japanese) were created and revised. By language,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as written in French, number 

VI. 정보화 사업

 Information Management

몇	년	전	‘웹	2.0’이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3.0도	사실	웹	2.0

과	맥락을	같이한다.	웹	2.0이라는	호칭은	미국의	IT	전문	출판	미디어인	O’Reilly의	브레인스토밍	중	탄생했다.	닷컴	붕괴에서	살아남은	인터넷	기

업들의	성공	요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웹의	변화와	트렌드를	제	2세대의	웹,	즉	‘웹	2.0’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웹	2.0의	기본정신이	참여,	공유,	개방이고,	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웹	2.0	서비스이다.

올해	한국문학번역원은	웹	2.0	모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키피디아,	리뷰	컨테스트,	SNS를	통해	한국문학	및	작가에	대한	소개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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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로	꼽히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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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Web 2.0 gained popularity several years ago. The Korean Government’s 3.0 plan, which focuses on opening and sha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s, in fact, in line with Web 2.0. The term was coined during a brainstorming session at 

OReilly Media, an American medi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publication of IT related books and websites. It referred to the changing 

trend of the web-2nd generation web, or Web 2.0-led by the internet companies that have successfully survived the Dot-Com Crash. The 

fundamental values of Web 2.0 were user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and Web 2.0 services were created based on such values.

This year, LTI Korea concentrated on maximizing the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providing introductory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writers to overseas readers through Wikipedia, a review contest, and SNSs.

Wikipedia is a representative Web 2.0 service, which utilizes the power of collective knowledge. Anyone who has access to internet can 

upload articles on the site and revise existing articles, creating contents that are more credible. In continu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on 

Wikipedia Project, which began in 2013, a total of 1,084 articles on Korean writers were uploaded in 5 language groups includ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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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한국문학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한국문학	관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운영중

이던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	구글플러스를	추가로	신설하여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등록	콘텐츠와	요일

별로	등록하는	테마	콘텐츠를	구분하여	일평균	2~3건의	소식을	게시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활로를	모색하여	한국문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 LTI Korea on Social Media(SNS)

To improve the image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and to communicate with various people from Korea and overseas, LTI Korea 

commenced its oper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 Besides Facebook and Twitter, LTI Korea expanded its social media channel this 

year by creating a Google Plus account as well. 

264, followed by 240 in English, 232 in Spanish, 170 in German and 178 in Japanese. Professors of the Translation Academy from each 

language made the final edits to the uploaded information about the writers, adding to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s. 

2.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 콘테스트

최근	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도서	구입시	출판사의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독자의	서평(리뷰)과	추천을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입결정시	다른	사람들의	사용후기에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74%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즉,	도

서	구입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독자들이	올린	구매후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와	현상들은	한국문학	번역서	리뷰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존에	해외	온라인	서점에서	유통	중인	한국문학번역서들은	일부	도서를	제외하고는	독자	리뷰

가	전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한국문학번역서의	홍보	및	유통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온라인	매체와	연계한	영어권	독자	대상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	콘테스트를	3차에	

걸쳐	개최했다.	1차	콘테스트는	단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대상작품으로	선정하여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amazon.com)에	리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콘테스트는	20세기	한국문학	전자책	20종과	영문판	한국현대문학	연간지	<뉴	라이팅	프롬	코리아>에	수록된	

15종의	작품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동영상	리뷰를	등록했다.	마지막	3차	콘테스트는	달키	한국문학총서	15종을	대

상으로	영미권	최대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인	굿리즈(Goodreads.com)에	리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 Korean Literature Online Review Contest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among readers to consult reviews or take recommendations from other readers instead of solely relying 

on one-sided information from the publishers when purchasing books online. According to a survey, 74 percent of readers said online reviews 

have an impact on their decision to purchase books. In other words, reviews of books by other reader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fluencing peoples decision to purchase books. These changes and trends lay a strong emphasis on the reviews of translated Korean literary 

works; however, except for a few, most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listed on overseas online book retailers had not been reviewed by 

a single reader. 

LTI Korea held Korean Literature Online Review Contests in English three times through major online services to create more reviews 

and to reinforce publicity and distribu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the 1st contest, we assigned the novella “Highway with Green 

Apples” for the participants to read and post the reviews on Amazon.com, the largest online book retailer in the world. For the 2nd contest, 

20 e-books listed on the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and 15 works featured in New Writing from Korea, an annual public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were assigned for the readers to create and upload video reviews on Youtube.com, the largest video-sharing site 

in the world. In the 3rd contest, readers were encouraged to post their reviews of one of the 15 work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published by Dalkey Archive Press on Goodreads.com, the largest online community for readers in the world.

언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Total

등재건수 240 232 170 264 178 1,084

<표 25> 언어권별 위키피디아 한국작가 페이지 등재 현황

<표 26>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 콘테스트 개최 전·후 리뷰수 비교

<표 27> 기관 SNS 운영 현황

구분 도서명 (원서명)
리뷰수

등록 매체
개최 전 개최 후

1 Highway with Green Apples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0 25 아마존

2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20세기 한국 문학) 0 18 유튜브
유튜브3 New Writing From Korea (뉴 라이팅 프롬 코리아) 0 3

4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총서) 11 39 굿리즈

합 계 11 85

매체명 개설일 주소 구독자수

1 페이스북 2011. 1. 12. http://facebook.com/ltikorea 11,994(Likes)

2 트위터 2010. 7. 21. http://twitter.com/ltikorea 480(Followers)

3 구글플러스 2014. 4. 4. https://google.com/+KltiOrKr 238,320(Followers)

월 화 수 목 금

수시등록 콘텐츠 번역원 공지사항, 행사소개, 기관장 동정, 한국문학관련 주요기사

테마 콘텐츠
한국문학 작가 소개

(문인DB)
한국문학번역 작품 소개

(번역출간도서DB)
리스트 기사 소개 티매거진 기사 소개 한국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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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however, except for a few, most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listed on overseas online book retailers had not been review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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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 Korea held Korean Literature Online Review Contests in English three times through major online services to create more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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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In the 3rd contest, readers were encouraged to post their reviews of one of the 15 works in th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published by Dalkey Archive Press on Goodreads.com, the largest online community for reader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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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way with Green Apples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0 25 아마존

2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20세기 한국 문학) 0 18 유튜브
유튜브3 New Writing From Korea (뉴 라이팅 프롬 코리아) 0 3

4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총서) 11 39 굿리즈

합 계 11 85

매체명 개설일 주소 구독자수

1 페이스북 2011. 1. 12. http://facebook.com/ltikorea 11,994(Likes)

2 트위터 2010. 7. 21. http://twitter.com/ltikorea 480(Followers)

3 구글플러스 2014. 4. 4. https://google.com/+KltiOrKr 238,320(Followers)

월 화 수 목 금

수시등록 콘텐츠 번역원 공지사항, 행사소개, 기관장 동정, 한국문학관련 주요기사

테마 콘텐츠
한국문학 작가 소개

(문인DB)
한국문학번역 작품 소개

(번역출간도서DB)
리스트 기사 소개 티매거진 기사 소개 한국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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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전문도서관 운영

지난	2007년	개관한	번역전문도서관은	‘한국문학	해외소개	아카이브’로,	그동안	한국문학	번역서지	정보,	작가소개자료	및	작가명	정보,	외신	

보도자료	등	해외에	소개된	한국문학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왔다.	그러나	한국문학	해외소개	근간을	이루는	귀중한	자료들을	자유

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없어	그간	자료	제공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전자도서관	개편	사업’을	중

점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한국문학	해외소개	관련	자료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해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올해에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해외	독자와	함께	하는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그간	해외에서	

개최된	주요	문학행사	사진과	해외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매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한국문학	번

역도서	37개	언어권	626종을	각	언어권별로	구획을	나누어	해당	언어권	도서와	문학행사	사진,	해외	보도자료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치러진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총	39,287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한국문학	작가의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각

지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유수의	해외	저널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시	부스	

내	이벤트	존에서	진행된	‘한국문학	응원의	메시지’를	적는	이벤트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한국문학을	응원했다.	이밖에도	올해	한국이	주빈

국으로	참가한	런던도서전에	참가하여	전시	부스와	참가	작가	10인에	대한	작가존을	운영했다.		

도서관에서는	해외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과	도서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도

서를	기증하고	이를	활용한	국내외	한국문학	거점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멤버십을	체결한	<Hub	Library	Members>는	

총	24개국	37개처로,	2015년에는	Hub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문학	번역서지정보와	작가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증	네트워크	외에도,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월에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을	체결하고,	9월에	개최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국내외	도서관과	교류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새로	건립된	

국립세종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를	활용하여	‘한국문학	번역서	컬렉션’을	구축하는	것을	협의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월에	개최한	전국도서관대회와	

한국전문도서관협회	개최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여	각	도서관에서의	Best	Practice를	습득하고	공유하고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도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에	참가하여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이름으로	한국문학	번역도서	3종을	수상작	후보로	추천함으로써	

177개국	400여	곳	도서관에	배포되는	추천작품	소개책자에	실려	소개되도록	했다.	또한	5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번역전문도서관	실무실습과정’을	

운영하여	총	8회에	걸쳐	실습생	24명에	대한	도서관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올해	구축한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제공	콘텐츠의	질과	양을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학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데	주력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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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개편

2014년은	기존	전자도서관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

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큰	한	해였다.	기존에	전자도서관에

서는	‘도서관	소장	도서’에	집중하며	매우	제한적인	몇몇	서지정보만을	

제공하여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알리기엔	역부족이였으

며	이미	도서관에서	꾸준히	수집하여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

문학	정보들을	외부에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자도서관	개편	사업’을	대대

적으로	진행하여	드루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도서관	웹

사이트를	대폭	개편하였다.		

이번에	개편된	전자도서관은	한국문학	관련	다국어	콘텐츠를	총체

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이로써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다

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곳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공	자료는	‘한국문학’	관련	다

국어	콘텐츠로,	‘Bibliography,	Korean	Writers,	Abroad	News,	In-

ternational	Events,	E-Books,	Report/Texts,	Videos,	Websites,	Translators,	Publishers,	Periodicals,	DVDs’	등으로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http://library.klti.or.kr)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관련	다양한	형태의	다국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편	사업에서는	콘텐츠	관리에	적합한	웹	기술

이	적용된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구현되었고,	해외	최신	웹	트렌드가	적용된	웹	디자인이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제공	대상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획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기술하는	작업에도	많은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특히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구축을	검토하게	된	오픈소스	드루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

의	연관	콘텐츠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면서	다른	외부	시스템와도	연동이	수월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다.	이는	국

내	도서관	첫	도입	사례이자	세계	도서관계에서도	콘텐츠	서비스	분야	주요	사례로서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LTI Korea Library

The LTI Korea Library, opened in 2007, is an archive that introduces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Up until now, the library 

has collected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introducing Korean books to overseas readers, such as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troductory materials on the writers, a database of writers’ names, and foreign press releases. However, there was no platform 

for the general public to freely access and use these important information and data, and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to providing this 

information service. Therefore, we star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Library Website project this year and established a platform for overseas 

users to easily access material related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ytime, anywhere. 

The LTI Korea Library attended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June 18 to 22. Under the theme “Korean Literature with 

Overseas Readers,” we set up an exhibition booth and produced a video using the pictures from overseas literary events and foreign press 

releases. In addition, we showcased 626 title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37 languages by language, along with pictures from literary 

events held in the country of target language and press releases. A total of 39,287 visitors came to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or 

5 days at COEX in Samgseong-dong, and many showed interest in the fact that works of Korean writers are being translated into different 

languages, promoted through overseas literary events around the world, and reported in a number of foreign journals. Many visitors also 

participated in the event to write encouraging messages for Korean literature held within the exhibition booth, cheering for Korean literature. 

Furthermore, LTI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e London Book Fair, where Korea was invited as the guest of honor country, and set up an 

exhibition booth as well as a Writers Zone for the 10 Korean writers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 LTI Korea Library also runs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for major libraries overseas and a Book Donation Program to 

donat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works and establish a basis for Korean literature both in Korea and abroad. From its foundation in 2012 

until now, a total of 37 institutions in 24 countries have been registered as Hub Library Members, and LTI Korea Library will actively service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works and information about Korean writers through the Hub Network in 2015. 

In addition to these book donation networks, the LTI Korea Library has made multifaceted efforts in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with Korean and overseas libraries. In January, we signed an MOU wit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for mutual 

cooperation in exchanging academic information. In September, we attended the Korea Association for Research Information Conference 

and exchanged information with libraries in Korea and abroad. In March, we also agreed to create a Collec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with the books that we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which was built recently. In addition, we participated 

in the KLA General Conference held in October as well as a number of seminars hosted by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putting our 

utmost efforts in learning and sharing the best practices at each participating library. 

Moreover, the LTI Korea Library attended the 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 and recommended 3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s a library dedicated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The recommended books were featured in a booklet of recommended works 

and distributed to over 400 libraries in 177 countries. In addition, we ran a Translation Literature Library Training Course for 5 universities, 

training 24 students in library work through 8 sessions. 

In 2015, we hope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ntents served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and actively promot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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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서관	소장	도서’에	집중하며	매우	제한적인	몇몇	서지정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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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ational	Events,	E-Books,	Report/Texts,	Videos,	Websites,	Translators,	Publishers,	Periodicals,	DVDs’	등으로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http://library.klti.or.kr)	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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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구현되었고,	해외	최신	웹	트렌드가	적용된	웹	디자인이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제공	대상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획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기술하는	작업에도	많은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특히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구축을	검토하게	된	오픈소스	드루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

의	연관	콘텐츠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면서	다른	외부	시스템와도	연동이	수월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다.	이는	국

내	도서관	첫	도입	사례이자	세계	도서관계에서도	콘텐츠	서비스	분야	주요	사례로서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LTI Korea Library

The LTI Korea Library, opened in 2007, is an archive that introduces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Up until now, the library 

has collected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introducing Korean books to overseas readers, such as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troductory materials on the writers, a database of writers’ names, and foreign press releases. However, there was no platform 

for the general public to freely access and use these important information and data, and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to providing this 

information service. Therefore, we star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Library Website project this year and established a platform for overseas 

users to easily access material related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ytime, anywhere. 

The LTI Korea Library attended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rom June 18 to 22. Under the theme “Korean Literature with 

Overseas Readers,” we set up an exhibition booth and produced a video using the pictures from overseas literary events and foreign press 

releases. In addition, we showcased 626 title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37 languages by language, along with pictures from literary 

events held in the country of target language and press releases. A total of 39,287 visitors came to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for 

5 days at COEX in Samgseong-dong, and many showed interest in the fact that works of Korean writers are being translated into different 

languages, promoted through overseas literary events around the world, and reported in a number of foreign journals. Many visitors also 

participated in the event to write encouraging messages for Korean literature held within the exhibition booth, cheering for Korean literature. 

Furthermore, LTI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e London Book Fair, where Korea was invited as the guest of honor country, and set up an 

exhibition booth as well as a Writers Zone for the 10 Korean writers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 LTI Korea Library also runs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for major libraries overseas and a Book Donation Program to 

donat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works and establish a basis for Korean literature both in Korea and abroad. From its foundation in 2012 

until now, a total of 37 institutions in 24 countries have been registered as Hub Library Members, and LTI Korea Library will actively service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works and information about Korean writers through the Hub Network in 2015. 

In addition to these book donation networks, the LTI Korea Library has made multifaceted efforts in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with Korean and overseas libraries. In January, we signed an MOU wit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for mutual 

cooperation in exchanging academic information. In September, we attended the Korea Association for Research Information Conference 

and exchanged information with libraries in Korea and abroad. In March, we also agreed to create a Collec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with the books that we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which was built recently. In addition, we participated 

in the KLA General Conference held in October as well as a number of seminars hosted by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putting our 

utmost efforts in learning and sharing the best practices at each participating library. 

Moreover, the LTI Korea Library attended the 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 and recommended 3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s a library dedicated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The recommended books were featured in a booklet of recommended works 

and distributed to over 400 libraries in 177 countries. In addition, we ran a Translation Literature Library Training Course for 5 universities, 

training 24 students in library work through 8 sessions. 

In 2015, we hope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ntents served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and actively promot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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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amping the eLibrary Website

This year was significant in that we established an entirely different level of information system compared to the existing eLibrary system. 

The existing eLibrary system focused on books held by the LTI Korea Library, providing a very limited bibliography, which was inadequate 

to inform overseas readers about Korean literature. Moreover, the eLibrary system was using a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ifficult 

to make the variety of information that the library has collected over the years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To improve this system, we 

institu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Library Website project this year, introduced the Drup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and completely 

reorganized the eLibrary Website. 

The website was reorganized to create a K-Literature International Archive, collecting and providing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As a result, eLibrary now offers a variety of multimedia contents anytime, anywhere with fast and easy access for anyone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These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are available on 

the eLibrary Website (http://library.klti.or.kr) under Bibliography, Korean Writers, Abroad News, International Events, E-Books, Report/

Texts, Videos, Websites, Translators, Publishers, Periodicals, and DVDs. 

To provide a variety of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to the users around the world, diverse functions using 

applicable web technologies for content managements were developed and realized, and the website was designed in line with the latest web 

trend overseas. Thorough analysis and planning of the contents were per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took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collect the contents that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categorize, and describe them. We introduced the Drup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the site with little manpower and budget, developing and constructing a system that can provide various 

formats of related contents and is easy to connect with other external systems. This was the first time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a library 

in Korea, and we believe that it will be a significant case study in terms of contents service in libraries around the world.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new system and the previous one was the fact that now we can link various information regarding 

Korean literature in multiple languages that have been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nd provide it altogether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The serviced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sources held by the library 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hat have been supported 

by the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Now, we can provide any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by 

collecting them and making them available on the website in real time. The results of the reorganization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여러	형태로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자도서관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소장자료나	본원	지원	도서	등에	제한두지	않고,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국어	콘텐츠라면	어떤	형태든지	수

집하여	최신	웹	트렌드가	반영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한국문학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한국문학	관련	다국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통계

로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연계되어	제공된다.	이는	우리	전문도서관에	특화시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가능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점이다.	이로써	Bibliography	페이지에서,	서지정보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서지의	Korean	writers,	작가가	소개된	

Abroad	News,	작가가	참가한	International	Events,	작가의	다른	Bibliography가	모두	링크되어	관련	콘텐츠를	각	페이지에서	모두	한꺼번에	이

용	가능해졌다.	

둘째,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한국문학	작가(예;	고은)를	어떠한	이형의	작가명(예;	KO	

UN,	Go	eun,	Go	en,	高恩	등)으로	검색해도	해당	작가의	정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구글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높은	표준	플랫폼으로	구축되었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세	기술하여	해당	콘텐츠가	더	잘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	내	어떠한	콘텐츠도	손쉽게	Facebook,	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바로	공유가	가능하여	주변	사람들에

게	보다	쉽게	홍보하고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한국문학과	관련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본원	사업을	통해	E-Book으로	제작된	‘20th	Century	Ko-

rean	Literature(20세기	한국문학)’나	내년	초에	도입되는	E-Book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이용자들이	한국문학	E-Book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도서관	상에서	다국어로	된	E-Book을	대출하고	이용함으로써	한국문학을	보다	쉽게	접

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한국문학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문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Bibliography에서	추출하여	연계된	

Translators	2,758명,	Publishers	303처	등의	정보들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번역전문도서관	회원	1,271명과	Hub	Library	Members	24개국	37개처	및	국내외	도서	

기증처	165개처(2014년	한	해	기준)	등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한국문학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용자층에	전파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든든

한	네트워크	체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No. 콘텐츠 종류(영문) 콘텐츠 종류(국문) 건수 웹사이트 메뉴명

1 Bibliography 번역서지정보 4,072 Bibliography (번역서지정보)

2 Korean writers(413명) 한국문학 작가정보 743

Korean Writers
(한국문학작가정보)

3 Writers Name Database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1,565

4 Abroad News 외신 보도자료 1,094

5 International Events(455건) 해외 문학행사 865

6 E-Books 전자책 20

Archive
(아카이브)

7 Report/Texts 보고서/텍스트 452

8 Videos 비디오 230

<표 28> eLibrary Contents

9 Websites 웹사이트 56

Archive
(아카이브)

10 Translators 번역가 2,758

11 Publishers 출판사 303

12
LTI Korea Library Catalogue

(Periodical 71, DVD 50, Korean Book 4,993)
도서관 소장자료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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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amping the eLibrary Website

This year was significant in that we established an entirely different level of information system compared to the existing eLibrary system. 

The existing eLibrary system focused on books held by the LTI Korea Library, providing a very limited bibliography, which was inadequate 

to inform overseas readers about Korean literature. Moreover, the eLibrary system was using a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ifficult 

to make the variety of information that the library has collected over the years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To improve this system, we 

institu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Library Website project this year, introduced the Drup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and completely 

reorganized the eLibrary Website. 

The website was reorganized to create a K-Literature International Archive, collecting and providing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As a result, eLibrary now offers a variety of multimedia contents anytime, anywhere with fast and easy access for anyone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These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are available on 

the eLibrary Website (http://library.klti.or.kr) under Bibliography, Korean Writers, Abroad News, International Events, E-Books, Report/

Texts, Videos, Websites, Translators, Publishers, Periodicals, and DVDs. 

To provide a variety of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to the users around the world, diverse functions using 

applicable web technologies for content managements were developed and realized, and the website was designed in line with the latest web 

trend overseas. Thorough analysis and planning of the contents were per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took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collect the contents that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categorize, and describe them. We introduced the Drup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the site with little manpower and budget, developing and constructing a system that can provide various 

formats of related contents and is easy to connect with other external systems. This was the first time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a library 

in Korea, and we believe that it will be a significant case study in terms of contents service in libraries around the world.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new system and the previous one was the fact that now we can link various information regarding 

Korean literature in multiple languages that have been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nd provide it altogether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The serviced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sources held by the library 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hat have been supported 

by the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Now, we can provide any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in multiple languages by 

collecting them and making them available on the website in real time. The results of the reorganization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여러	형태로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자도서관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소장자료나	본원	지원	도서	등에	제한두지	않고,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국어	콘텐츠라면	어떤	형태든지	수

집하여	최신	웹	트렌드가	반영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한국문학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한국문학	관련	다국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통계

로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연계되어	제공된다.	이는	우리	전문도서관에	특화시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가능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점이다.	이로써	Bibliography	페이지에서,	서지정보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서지의	Korean	writers,	작가가	소개된	

Abroad	News,	작가가	참가한	International	Events,	작가의	다른	Bibliography가	모두	링크되어	관련	콘텐츠를	각	페이지에서	모두	한꺼번에	이

용	가능해졌다.	

둘째,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한국문학	작가(예;	고은)를	어떠한	이형의	작가명(예;	KO	

UN,	Go	eun,	Go	en,	高恩	등)으로	검색해도	해당	작가의	정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구글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높은	표준	플랫폼으로	구축되었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세	기술하여	해당	콘텐츠가	더	잘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	내	어떠한	콘텐츠도	손쉽게	Facebook,	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바로	공유가	가능하여	주변	사람들에

게	보다	쉽게	홍보하고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한국문학과	관련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본원	사업을	통해	E-Book으로	제작된	‘20th	Century	Ko-

rean	Literature(20세기	한국문학)’나	내년	초에	도입되는	E-Book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이용자들이	한국문학	E-Book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도서관	상에서	다국어로	된	E-Book을	대출하고	이용함으로써	한국문학을	보다	쉽게	접

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한국문학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문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Bibliography에서	추출하여	연계된	

Translators	2,758명,	Publishers	303처	등의	정보들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번역전문도서관	회원	1,271명과	Hub	Library	Members	24개국	37개처	및	국내외	도서	

기증처	165개처(2014년	한	해	기준)	등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한국문학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용자층에	전파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든든

한	네트워크	체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No. 콘텐츠 종류(영문) 콘텐츠 종류(국문) 건수 웹사이트 메뉴명

1 Bibliography 번역서지정보 4,072 Bibliography (번역서지정보)

2 Korean writers(413명) 한국문학 작가정보 743

Korean Writers
(한국문학작가정보)

3 Writers Name Database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1,565

4 Abroad News 외신 보도자료 1,094

5 International Events(455건) 해외 문학행사 865

6 E-Books 전자책 20

Archive
(아카이브)

7 Report/Texts 보고서/텍스트 452

8 Videos 비디오 230

<표 28> eLibrary Contents

9 Websites 웹사이트 56

Archive
(아카이브)

10 Translators 번역가 2,758

11 Publishers 출판사 303

12
LTI Korea Library Catalogue

(Periodical 71, DVD 50, Korean Book 4,993)
도서관 소장자료 5,114

13 Hub Library Members Hub Library Members 37
Program

(프로그램)
14 Book  Donated Organizations 국내외 도서 기증처 165

Total 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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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도서관은	번역	및	출판	지원을	통해	납본	받은	한국문학번역서를	기증함으로써	한국학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도서	기

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4년에는	국내외	다양한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8개	기관	및	시설에	총	3,817종	4,775권의	한국문학번역서를	기

증했다.	기증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진행된다.	해외	기증프로그램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2012년부터	전	세계	한국학	관련	교

육·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이다.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은	2012년도	미국·캐나다에	위치한	7곳의	대학도서관과	처음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영어권	한국문

학	번역서를	협정	멤버	기관에	기증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한국학과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도서관	이용자에게	한국문학	번역서를	알리

고	영어권	독자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	이어	2013년도에는	기존의	<Hub	Library	Members>	7곳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독일	등	15개국	20

곳의	해외	대학	도서관	및	한국학과와	협정을	맺고	총	1,532종	1,936권의	한국문학번역서를	지원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적인	<Hub	Library	Members>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비(非)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초점을	넓혀	활발히	홍보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발트	3국을	포함한	비(非)영어권	국가	9개국	10곳과	새롭게	협정을	맺었다.	더불어	기존의	<Hub	Library	Members>

를	대상으로	기증도서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이전에	지원한	도서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실용적인	의

견들을	수렴했다.	

이외에도	주	브뤼셀	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원	7곳,	주	리비아	대사관	등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	4곳의	요청에	따라	총	703종	811권의	한국

문학	번역서를	기증하여	해당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	참가,	공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문학을	홍보하는	데	활용될	

First, all Korean literature related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and served in real time. All kinds of Korean literature-related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provided as statistics in real time. This was made possible because the LTI Korea Library instituted a Contents Management 

System that is possible to be customized to our needs. As a result, now users are not only able to browse information about bibliographie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but also access information about other Korean writers in the bibliography, overseas news articles the writer 

was featured in, international events the writer attended, and the bibliography of the writers other works, which are now linked and serviced 

altogether. 

Second, it is now easier for overseas readers to access and share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and share them. Users can now access 

information about a Korean writer using different name types. For example, poet Ko Un can be searched on the database by typing KO UN, 

Go eun, Go en, 高恩, etc. In addition, the website was created with a standard platform with high web accessibility so that it can be easily 

exposed on overseas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We also made sure to includ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tents, so that they can be 

easily found through searches. In addition, we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users to easily share and advertise all contents on the eLibrary 

Website through social media sit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Third, now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is available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the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which has 

been created into an E-Book through LTI Korea, and Overdrive, the E-Book platform that will be introduced early next year, users all around 

the world are now able to use Korean literature e-books, creating an environment for all readers to easily access and enjo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without having to visit the library to check out a book. 

Lastly, a Korean Literature Network was created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from various sources. A new information 

network was created as information, such as 2,758 translators and 303 publishers that have been extracted from Bibliography, are automatically 

created, and mor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and accumulated based on this. Along with 1,271 members of the LTI Korea Library, 37 

university libraries of 23 Hub Library Member countries, and 165 donation recipient institutions (for 2014), we hope that this can create a 

strong network to promote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o diverse types of user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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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hat is possible to be customized to our needs. As a result, now users are not only able to browse information about bibliographie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but also access information about other Korean writers in the bibliography, overseas news articles the writer 

was featured in, international events the writer attended, and the bibliography of the writers other works, which are now linked and serviced 

altogether. 

Second, it is now easier for overseas readers to access and share Korean literature-related contents and share them. Users can now access 

information about a Korean writer using different name types. For example, poet Ko Un can be searched on the database by typing KO UN, 

Go eun, Go en, 高恩, etc. In addition, the website was created with a standard platform with high web accessibility so that it can be easily 

exposed on overseas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We also made sure to includ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tents, so that they can be 

easily found through searches. In addition, we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users to easily share and advertise all contents on the eLibrary 

Website through social media sit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Third, now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is available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the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which has 

been created into an E-Book through LTI Korea, and Overdrive, the E-Book platform that will be introduced early next year, users all around 

the world are now able to use Korean literature e-books, creating an environment for all readers to easily access and enjo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eLibrary Website without having to visit the library to check out a book. 

Lastly, a Korean Literature Network was created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from various sources. A new information 

network was created as information, such as 2,758 translators and 303 publishers that have been extracted from Bibliography, are automatically 

created, and mor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and accumulated based on this. Along with 1,271 members of the LTI Korea Library, 37 

university libraries of 23 Hub Library Member countries, and 165 donation recipient institutions (for 2014), we hope that this can create a 

strong network to promote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to diverse types of user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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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recipient countries, supporting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o foreigners who visited the institutions. 

Unlike the previous years, we donated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o foreign guest who have been invited to international events 

held in Korea, instead of donating to institutions. A total of 401 books in 21 different languages were presented to 401 foreign guests 

who have been invited to 5 cultural events and major film festivals, such a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king their language and 

occupation,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books into consideration. We shifted the focus of the program, from the quantity of book donations 

to institutions in the previous years to quality of book donations to major individuals in the cultural industry. 

Meanwhile, we also established a Korean literature collection by donating 2,356 books of translated of Korean literature in 34 language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2 representative public libraries in Korea, in an effort to promote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utilization factor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is an extension of the 

Korean literature collection that we established at the Seoul Metropolitan Library, and a leading effort to preserve the sources scientifically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these books would become great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book donation program, we will do our best to make the program more efficient. To reinforce the Hub 

Library Members network,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active promotion of the program and Korean literature, we will also support the 

planning of academic conferences and events among the member institutions. Through this, we hope to create an incentive for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related fields to continue their studies. Moreover, we will also put our utmost efforts into finding more university libraries 

within the member countries, and focus on minor language regions as well, such as the Middle East, Afric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s.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증	프로그램은	이전과	달리	기관이	아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초청된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선별된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	및	문화행사	5개	행사에	초청된	문화계	해외	인사	4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언어권,	직업,	작품	성향	등을	고려

하여	21개	언어권	401권의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했다.	이는	기존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양적	차원의	기증에서	문화계통의	해외	주요	인

사	개개인에게	기증함으로써	질적	차원의	기증	또한	도모했다.	

한편,	내국인	대상	한국문학	번역서의	홍보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대표	기관인	국립중앙도서

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	한국문학	번역서	총	34개	언어권	2,356권을	기증하여	한국문학	컬렉션을	구축했다.	이는	작년	서울시립도서관	내	한국문학	

컬렉션을	구축	지원한	사업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과학적인	보존환경	속에서	후세에까지	전해져	한국문학	번역사에	소중한	지표

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선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기존의	기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활발한	홍보활동

을	통해	구축된	Hub	Library	Members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과	기관	사이의	학회	및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창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협정	국가	내	멤버	발굴에

도	힘쓰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와	같은	기타	언어권	국가	내	멤버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3. Domestic and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  

The LTI Korea Library has been operating the Book Donation Program, through which it donates copies of translated books of Korean 

literature that have been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to support Korean Studies-related 

research projects and overseas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2014, we donated 4,659 books in 2,817 titles to a total of 

118 institutions through various domestic and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s. The donation program is largely divided into 2: domestic 

and overseas. Among the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 the leading program is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which has been 

establishing a network of Korean Studies-rel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es across the world since 2012.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began in 2012 by signing agreements with 7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S and Canada. By donating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books to the member institute, we attempted to support the Korean Studies research at the recipient university, 

promote Korean literature to the patrons of the recipient university library, and wi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In 2013, we signed agreements with 20 more university libraries in 15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France, Spain, China, and Germany, 

and donated 1,936 books in 1,532 titles. Based on these agreements, we began to establish a worldwide network of Hub Library Members. 

In 2014, we actively promoted the program to non-English countries, which seemed to have a growing demand for Korean literature. As 

a result, we approved 10 university libraries from 9 countries outside the Anglosphere, including the 3 Baltic states: Lithuania, Estonia, and 

Latvia. In addition, we assessed the degree in which the donated books were being used in the existing Hub Library Member institutions and 

collected practical information in operating the Book Donation Program.

Moreover, we donated 811 books in 703 titles at the request of 7 Korean Cultural Centers, including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Brussels, and 4 official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s overseas, including the Korean Embassy in Libya, attended book fairs that were held 

구분 기증처수 기증종수 기증권수

국내 56 2,223 3,048

해외 62 1,594 1,727

Total 118 3,817 4,775

<표 30>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가 기관(영문명) 기관(국문명) 기증도서

이집트 Ain Shams University 아인 샴스 대학교 43종 43권

체코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까렐 대학교 27종 27권

일본 Mejiro University 메지로 대학교 69종 69권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44종 44권

독일 Goethe University Frankfurt am Main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115종 115권

라트비아 The University of Latvia 라트비아 국립대학교 42종 42권

독일 Free University of Berlin 베를린 자유대학 88종 88권

에스토니아 University of Tartu 타르투 대학교 40종 40권

리투아니아 Vytautas Magnus University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 37종 37권

브라질 University of São Paulo 상 파울루 대학교 31종 32권

Total 536종 537권

<표 29> 2014년도 신규 <Hub Library Members> 협정멤버 및 기증현황 (총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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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recipient countries, supporting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o foreigners who visited the institutions. 

Unlike the previous years, we donated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o foreign guest who have been invited to international events 

held in Korea, instead of donating to institutions. A total of 401 books in 21 different languages were presented to 401 foreign guests 

who have been invited to 5 cultural events and major film festivals, such a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king their language and 

occupation,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books into consideration. We shifted the focus of the program, from the quantity of book donations 

to institutions in the previous years to quality of book donations to major individuals in the cultural industry. 

Meanwhile, we also established a Korean literature collection by donating 2,356 books of translated of Korean literature in 34 language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2 representative public libraries in Korea, in an effort to promote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utilization factor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is an extension of the 

Korean literature collection that we established at the Seoul Metropolitan Library, and a leading effort to preserve the sources scientifically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these books would become great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book donation program, we will do our best to make the program more efficient. To reinforce the Hub 

Library Members network,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active promotion of the program and Korean literature, we will also support the 

planning of academic conferences and events among the member institutions. Through this, we hope to create an incentive for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related fields to continue their studies. Moreover, we will also put our utmost efforts into finding more university libraries 

within the member countries, and focus on minor language regions as well, such as the Middle East, Afric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s.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증	프로그램은	이전과	달리	기관이	아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초청된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선별된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	및	문화행사	5개	행사에	초청된	문화계	해외	인사	4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언어권,	직업,	작품	성향	등을	고려

하여	21개	언어권	401권의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했다.	이는	기존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양적	차원의	기증에서	문화계통의	해외	주요	인

사	개개인에게	기증함으로써	질적	차원의	기증	또한	도모했다.	

한편,	내국인	대상	한국문학	번역서의	홍보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대표	기관인	국립중앙도서

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	한국문학	번역서	총	34개	언어권	2,356권을	기증하여	한국문학	컬렉션을	구축했다.	이는	작년	서울시립도서관	내	한국문학	

컬렉션을	구축	지원한	사업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과학적인	보존환경	속에서	후세에까지	전해져	한국문학	번역사에	소중한	지표

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선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기존의	기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활발한	홍보활동

을	통해	구축된	Hub	Library	Members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과	기관	사이의	학회	및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창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협정	국가	내	멤버	발굴에

도	힘쓰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와	같은	기타	언어권	국가	내	멤버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3. Domestic and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  

The LTI Korea Library has been operating the Book Donation Program, through which it donates copies of translated books of Korean 

literature that have been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LTI Kore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to support Korean Studies-related 

research projects and overseas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2014, we donated 4,659 books in 2,817 titles to a total of 

118 institutions through various domestic and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s. The donation program is largely divided into 2: domestic 

and overseas. Among the overseas book donation program, the leading program is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which has been 

establishing a network of Korean Studies-rel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es across the world since 2012.

The Hub Library Members program began in 2012 by signing agreements with 7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S and Canada. By donating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books to the member institute, we attempted to support the Korean Studies research at the recipient university, 

promote Korean literature to the patrons of the recipient university library, and widen the base of readers for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In 2013, we signed agreements with 20 more university libraries in 15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France, Spain, China, and Germany, 

and donated 1,936 books in 1,532 titles. Based on these agreements, we began to establish a worldwide network of Hub Library Members. 

In 2014, we actively promoted the program to non-English countries, which seemed to have a growing demand for Korean literature. As 

a result, we approved 10 university libraries from 9 countries outside the Anglosphere, including the 3 Baltic states: Lithuania, Estonia, and 

Latvia. In addition, we assessed the degree in which the donated books were being used in the existing Hub Library Member institutions and 

collected practical information in operating the Book Donation Program.

Moreover, we donated 811 books in 703 titles at the request of 7 Korean Cultural Centers, including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Brussels, and 4 official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s overseas, including the Korean Embassy in Libya, attended book fairs that were held 

구분 기증처수 기증종수 기증권수

국내 56 2,223 3,048

해외 62 1,594 1,727

Total 118 3,817 4,775

<표 30>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가 기관(영문명) 기관(국문명) 기증도서

이집트 Ain Shams University 아인 샴스 대학교 43종 43권

체코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까렐 대학교 27종 27권

일본 Mejiro University 메지로 대학교 69종 69권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44종 44권

독일 Goethe University Frankfurt am Main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115종 115권

라트비아 The University of Latvia 라트비아 국립대학교 42종 42권

독일 Free University of Berlin 베를린 자유대학 88종 88권

에스토니아 University of Tartu 타르투 대학교 40종 40권

리투아니아 Vytautas Magnus University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 37종 37권

브라질 University of São Paulo 상 파울루 대학교 31종 32권

Total 536종 537권

<표 29> 2014년도 신규 <Hub Library Members> 협정멤버 및 기증현황 (총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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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주요 기증처 (총 15곳) 

구분 기증처명 기증종수 기증권수

국내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859 2,356

해외 주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77 77

해외 주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25 25

해외 주 이집트문화원 33 33

해외 주 리비아대사관 25 25

해외 주 카타르대사관 11 11

해외 주 쿠웨이트대사관 50 50

해외 주 홍콩총영사관 93 93

해외 주 브뤼셀한국문화원 110 110

해외 주 스페인한국문화원 28 28

해외 주 프랑스한국문화원 50 85

해외 주 멕시코문화원 56 56

해외 주 필리핀한국문화원 99 150

해외 주 인도네시아문화원 72 72

해외 주 북경한국문화원 105 177

Total 1,693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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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859 2,356

해외 주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77 77

해외 주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25 25

해외 주 이집트문화원 33 33

해외 주 리비아대사관 25 25

해외 주 카타르대사관 11 11

해외 주 쿠웨이트대사관 50 50

해외 주 홍콩총영사관 93 93

해외 주 브뤼셀한국문화원 110 110

해외 주 스페인한국문화원 28 28

해외 주 프랑스한국문화원 50 85

해외 주 멕시코문화원 56 56

해외 주 필리핀한국문화원 99 150

해외 주 인도네시아문화원 72 72

해외 주 북경한국문화원 105 177

Total 1,693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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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rterly magazine _list: Books from Korea introduced Korean literature and authors to overseas readers. The magazine was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Chinese up to and including Vol. 22, the 2013 Winter issue. However, starting with Vol. 23, the 2014 Spring issue, it 

is being published only in English. 

The contents and the format of the magazine were drastically changed for Vol. 24, the 2014 Summer issue and future issues. Up until 

Vol.23, _list introduced fiction, non-fiction, and children’s literature, as well as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shing industry (publishing trends 

and trade reports) and articles about books (bestsellers, new books, books recommended by publishers, reviews, and steady sellers). However, 

starting with Vol. 24, _list was reborn as a literary magazine, no longer running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shing industry. Instead, the 

magazine will now feature 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overseas with LTI Korea translation or publications grants in the Review section. 

In 2014, four volumes from Vol. 23 to Vol. 26 were published.

Vol. 23 featured Children’s Picture Books in the Special Section. Ever since participating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as the 

guest of honor in 2009, there has been a remarkable upward trend in Korean picture books, driven by young writers who create unique 

and experimental content. Therefore, this issue spotlighted 6 young children’s picture book writers who have been active in the field: Cho 

Eunyoung, Yoo Juyeon, Kang Gyeongsu, Yoo Jun-jae, Noh In-kyung, and Lee Gihoon. The issue also contains interviews of picture book 

writer Kwon Yoon-duck and novelist Choi Jae-hoon, as well as excerpts from their books. 

Vol. 24 introduced novelist Bok Geo-il in the Featured Writer section, featuring the Writers Note, an article about the authors literary 

perspective, an interview, and excerpts from his works. This issue also included the conversation between Korean poet Kim So Yeon and 

Australian poet Dan Disney from the 2014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the Special Section, essays by Kim Young-ha, Kim Insuk, 

and Kang Young-sook were published under the theme of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s. 

Vol. 25 focused on poet Ko Un and featured his writings, literary perspective, translations of his works published overseas, an interview, 

and excerpts of his poems. Following Vol. 24, the Special Section continued to delve into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s in Korea, 

USA, Japan, China, and the Middle East, featuring writers Cathy Song, Yu Miri, Lin Yuanchun, and Anatoli Kim along with their works. 

Vol. 26 featured an in-depth introduction of writer Yi Mun-yol to overseas readers, along with “A Letter to My Readers Around the 

World,” an interview, an article about his literary perspective, and excerpts of his works. The Special Section focused on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featuring a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writers and drawings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as well as excerpts and critiques of book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atter half of 2014, we reorganized the _list website and the mobile app. The website, which used to be organized by the issue, was 

restructured to create a writer-centered archive. Now, readers can look up Writers Notes, interviews, book reviews, excerpts, and critiques 

from all the issues of _list by the authors name. The mobile app, newly redesigned this year, provides multimedia contents, including audio 

books of Korean literature and video clips introducing Korean writers, as well as articles and a variety of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ere 

unable to be featured in the magazine. In addition, the app, which had only been available on the iPad, is now available on different smart 

devices (Android mobiles and tablets, iPhones and iPads), optimized for screen size.

VIII.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정기간행물 제작

 Publication of Periodical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국내	도서를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는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_list:	Books	from	Korea는	2013년	겨울호(22호)까지는	영문판과	중문판

으로	발행했으나,	2014년	봄호(23호)부터는	영문판으로만	발행하고	있다.	

2014년	여름호(24호)부터는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개편했다.	그	동안	_list는	문학,	비문학,	아동	도서를	두루	다루고,	출판문화	관련기사(출

판동향,	저작권뉴스	등),	도서	소개기사(베스트셀러,	신간도서소개,	출판사추천도서,	리뷰,	스테디셀러)를	다루어	왔으나,	24호부터는	문학	중심	

잡지로	거듭나면서	출판문화	관련기사를	제외하고,	도서	소개	부문도	본원에서	출판지원	또는	번역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도서들을	'리

뷰'	코너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14년에는	23호부터	26호까지	4개호를	발행하였다.

_list	23호는	‘아동	그림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그림책은	2009년	볼로냐	도서전	주빈국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력을	살펴보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그리는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있다.	이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젊은	그림책	작

가	6인	-	조은영,	유주연,	강경수,	유준재,	노인경,	이기훈	-	을	집중	조명했다.	그림책	작가	권윤덕과	소설가	최재훈의	인터뷰	기사와	작품	발췌

도	수록되었다.	

_list	24호는	작가특집으로	복거일	작가를	소개하며	작가의	글,	작품세계,	인터뷰,	작품발췌	등을	다채롭게	수록했다.	2014	서울국제작가축

제	참가	작가	중	한국	시인	김소연,	호주	시인	댄	디즈니의	대담도	다루었다.	문학특집에서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주제로	김영하,	김인숙,	

강영숙	작가의	글을	수록했다.	

_list	25호는	고은	시인을	특집으로	하여	고은	시인의	글,	작품세계,	해외출간작,	인터뷰,	시	발췌문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문학특집에

서는	24호에	이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캐시	송,	유미리,	림원춘,	아나톨리	김	작

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했다.	

_list	26호에서는	이문열	작가의	‘세계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인터뷰,	작품세계,	작품발췌	등을	수록하여	세계	독자들이	작가에	대해	심층

적으로	알	수	있게	작가를	소개했다.	문학특집으로는	“탈북	문학”을	주제로,	북한	망명	PEN	클럽	회원들의	좌담회,	탈북	작가들의	글과	그림,	탈

북에	대해	다룬	소설	발췌문과	평론	등을	통해	다각도로	탈북	문학을	조명했다.

2014년	하반기에는	_list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대폭	개편되었다.	각호별로	소개되던	웹사이트가	작가	중심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

로	개편되어	이제는	지난	6년간	_list를	통해	소개된	작가의	글과	인터뷰,	도서	리뷰,	작품	발췌뿐만	아니라	평론	등을	작가	이름만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새로	개편된	모바일	앱은	한국문학	작품의	오디오북,	작가	소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하여	종이잡지에는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했던	기사들과	다양한	추가정보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아이패드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탭,	아이폰	및	아이패드)와	화면	크기에	최적화된	앱으로	바뀌었다.				

_list의	모든	기사는	웹진(www.list.or.kr),	이북(e-book,	번역원	홈페이지	www.klti.or.kr	내	웹진	메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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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The quarterly magazine _list: Books from Korea introduced Korean literature and authors to overseas readers. The magazine was published 

in both English and Chinese up to and including Vol. 22, the 2013 Winter issue. However, starting with Vol. 23, the 2014 Spring issue, it 

is being published only in English. 

The contents and the format of the magazine were drastically changed for Vol. 24, the 2014 Summer issue and future issues. Up until 

Vol.23, _list introduced fiction, non-fiction, and children’s literature, as well as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shing industry (publishing trends 

and trade reports) and articles about books (bestsellers, new books, books recommended by publishers, reviews, and steady sellers). However, 

starting with Vol. 24, _list was reborn as a literary magazine, no longer running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shing industry. Instead, the 

magazine will now feature 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overseas with LTI Korea translation or publications grants in the Review section. 

In 2014, four volumes from Vol. 23 to Vol. 26 were published.

Vol. 23 featured Children’s Picture Books in the Special Section. Ever since participating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as the 

guest of honor in 2009, there has been a remarkable upward trend in Korean picture books, driven by young writers who create unique 

and experimental content. Therefore, this issue spotlighted 6 young children’s picture book writers who have been active in the field: Cho 

Eunyoung, Yoo Juyeon, Kang Gyeongsu, Yoo Jun-jae, Noh In-kyung, and Lee Gihoon. The issue also contains interviews of picture book 

writer Kwon Yoon-duck and novelist Choi Jae-hoon, as well as excerpts from their books. 

Vol. 24 introduced novelist Bok Geo-il in the Featured Writer section, featuring the Writers Note, an article about the authors literary 

perspective, an interview, and excerpts from his works. This issue also included the conversation between Korean poet Kim So Yeon and 

Australian poet Dan Disney from the 2014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the Special Section, essays by Kim Young-ha, Kim Insuk, 

and Kang Young-sook were published under the theme of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s. 

Vol. 25 focused on poet Ko Un and featured his writings, literary perspective, translations of his works published overseas, an interview, 

and excerpts of his poems. Following Vol. 24, the Special Section continued to delve into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diasporas in Korea, 

USA, Japan, China, and the Middle East, featuring writers Cathy Song, Yu Miri, Lin Yuanchun, and Anatoli Kim along with their works. 

Vol. 26 featured an in-depth introduction of writer Yi Mun-yol to overseas readers, along with “A Letter to My Readers Around the 

World,” an interview, an article about his literary perspective, and excerpts of his works. The Special Section focused on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featuring a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n Writers in Exile, writers and drawings by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as well as excerpts and critiques of book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atter half of 2014, we reorganized the _list website and the mobile app. The website, which used to be organized by the issue, was 

restructured to create a writer-centered archive. Now, readers can look up Writers Notes, interviews, book reviews, excerpts, and critiques 

from all the issues of _list by the authors name. The mobile app, newly redesigned this year, provides multimedia contents, including audio 

books of Korean literature and video clips introducing Korean writers, as well as articles and a variety of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ere 

unable to be featured in the magazine. In addition, the app, which had only been available on the iPad, is now available on different smart 

devices (Android mobiles and tablets, iPhones and iPads), optimized for screen size.

VIII.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정기간행물 제작

 Publication of Periodical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국내	도서를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는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_list:	Books	from	Korea는	2013년	겨울호(22호)까지는	영문판과	중문판

으로	발행했으나,	2014년	봄호(23호)부터는	영문판으로만	발행하고	있다.	

2014년	여름호(24호)부터는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개편했다.	그	동안	_list는	문학,	비문학,	아동	도서를	두루	다루고,	출판문화	관련기사(출

판동향,	저작권뉴스	등),	도서	소개기사(베스트셀러,	신간도서소개,	출판사추천도서,	리뷰,	스테디셀러)를	다루어	왔으나,	24호부터는	문학	중심	

잡지로	거듭나면서	출판문화	관련기사를	제외하고,	도서	소개	부문도	본원에서	출판지원	또는	번역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도서들을	'리

뷰'	코너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14년에는	23호부터	26호까지	4개호를	발행하였다.

_list	23호는	‘아동	그림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그림책은	2009년	볼로냐	도서전	주빈국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력을	살펴보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그리는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있다.	이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젊은	그림책	작

가	6인	-	조은영,	유주연,	강경수,	유준재,	노인경,	이기훈	-	을	집중	조명했다.	그림책	작가	권윤덕과	소설가	최재훈의	인터뷰	기사와	작품	발췌

도	수록되었다.	

_list	24호는	작가특집으로	복거일	작가를	소개하며	작가의	글,	작품세계,	인터뷰,	작품발췌	등을	다채롭게	수록했다.	2014	서울국제작가축

제	참가	작가	중	한국	시인	김소연,	호주	시인	댄	디즈니의	대담도	다루었다.	문학특집에서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주제로	김영하,	김인숙,	

강영숙	작가의	글을	수록했다.	

_list	25호는	고은	시인을	특집으로	하여	고은	시인의	글,	작품세계,	해외출간작,	인터뷰,	시	발췌문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문학특집에

서는	24호에	이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캐시	송,	유미리,	림원춘,	아나톨리	김	작

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했다.	

_list	26호에서는	이문열	작가의	‘세계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인터뷰,	작품세계,	작품발췌	등을	수록하여	세계	독자들이	작가에	대해	심층

적으로	알	수	있게	작가를	소개했다.	문학특집으로는	“탈북	문학”을	주제로,	북한	망명	PEN	클럽	회원들의	좌담회,	탈북	작가들의	글과	그림,	탈

북에	대해	다룬	소설	발췌문과	평론	등을	통해	다각도로	탈북	문학을	조명했다.

2014년	하반기에는	_list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대폭	개편되었다.	각호별로	소개되던	웹사이트가	작가	중심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

로	개편되어	이제는	지난	6년간	_list를	통해	소개된	작가의	글과	인터뷰,	도서	리뷰,	작품	발췌뿐만	아니라	평론	등을	작가	이름만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새로	개편된	모바일	앱은	한국문학	작품의	오디오북,	작가	소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하여	종이잡지에는	지면	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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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list의	모든	기사는	웹진(www.list.or.kr),	이북(e-book,	번역원	홈페이지	www.klti.or.kr	내	웹진	메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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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Organizations 

한국문학번역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출판사,	교육기관	등과	총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

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번역·출판·교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한국문학	및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현재	국내외	64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융성의	디딤돌을	구축하고	있다.	

2014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번역	지원(국립현대무용단,	세종문화회관),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한국문학	소개와	작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폴란드	크비아티	오리엔투	출판사,	이집트	칼레마	출판사,	터키	티마스	출판사,	체코	카렐	대학교,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인적	교류	강화(전북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해외에	진출할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	5건	번역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5년부터는	업무협력의	성과가	사업	전반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In 2014, LTI Korea signed 14 MOUs with kore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ublication, and 

media. Through these agreements, we are able to aid the progress of outstanding Korean culture and arts contents, translations, publication 

and exchange programs more actively, and contribute to loc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overseas. Currently, LTI Korea has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flourish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64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main content of the MOUs in 2014 is largely divided into the Cultural Contents Translation Grants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and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collaboration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nd spur exchanges between 

writers in various language spheres (Kwiaty Orientu Publishing House in Poland, Kalema Publishing House in Egypt, Timas Publishing 

Group in Turkey, Charles University in the Czech Republic, and Erciyes University in Turkey, Hyperion Publishing House in Russia), and 

the strengthening of exchanges with major domestic and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ion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nyang Women’s 

University, and Universidad de Malaga in Spain). Through these agreements in 2014, we have made accomplishments, such as providing 

support for 5 Korean cultural and arts contents that will be introduced to foreign countries, and we expect the outcome of the collaborations 

to emerge in our overall projects from 2015. 

연번 업무협약 대상기관 협약내용 체결시기

1
국립현대무용단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공연작품 번역지원 협력 2014. 1.

2
온북TV

(onbooktv)
한국문학 외국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협력 2014. 2.

3
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공연작품 번역지원 협력 2014. 7.

4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사업 분야 전문가 양성 2014. 8.

5
성북문화재단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한국문학 번역서 정보 공유, 사업 및 홍보 협력 2014. 9.

6
한양여자대학교

(Hanyang Women’s University)
양 기관 사업 정보 공유 및 홍보 협력 2014. 10.

<표 32> 2014년 업무협약 기관 목록

•국내(6건)

•해외(8건)

연번 업무협약 대상기관 협약내용 체결시기

1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

(Stockholm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한국작가 파견 및 교류 협력 2014. 5.

2
폴란드 크비아티 오리엔투 출판사

(Kwiaty Orientu)
폴란드어권 한국문학 도서 출간 협력 2014. 5.

3
이집트 칼레마 출판사

(Kalema Publishing House)
한국문학 번역출간 및 작가 교류 협력 2014. 7.

4
체코 카렐 대학교

(Charles University)
한국문학 소개 및 작가 교류 협력 2014. 9.

5
터키 티마스 출판사

(Timas Publishing Group) 
사업 정보 공유 및 홍보, 작가 교류 협력 2014. 9.

6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Erciyes University)

한국문학 소개 및 작가 교류 협력 2014. 9.

7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University of Malaga)
번역 아카데미 인턴 학생 파견 2014. 10.

8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Hyperion Publishing House)
한국 현대문학 도서 번역출간 협력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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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Books
2014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The Unforgotten War

The Unforgotten War
-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식민지 시대 프로레타리아 

문학선집

Rat Fire: Korean Sto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
이기영 외

이상경/ 테오도르 휴즈/ 

이진경/ 김재용

Cornell East Asia Series

The Jovian Sayings

The Jovian Sayings
-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To Korea with Love
-
문영미

문영미/ 루이스 모리스/ 

월터 더스트

Stallion Press

광장

The Square
-
최인훈

김성곤

Dalkey Archive Press

우주피스 공화국

The Republic of Užupis
-
하일지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Another Man’s City
-
최인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for a Dead 
Princess
-
박민규

김현정

Dalkey Archive Press

대하

Scenes from the 
Enlightenment
-
김남천

나수호

Dalkey Archive Press

공백의 그림자

SHADOWS of the VOID
-
박이문

안선재

Seoul Selection

영어

신간
안내

New
Books

2014



118 119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신간

소개

-

New Books
2014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The Unforgotten War

The Unforgotten War
-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식민지 시대 프로레타리아 

문학선집

Rat Fire: Korean Sto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
이기영 외

이상경/ 테오도르 휴즈/ 

이진경/ 김재용

Cornell East Asia Series

The Jovian Sayings

The Jovian Sayings
-
복거일

복거일

Stallion Press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To Korea with Love
-
문영미

문영미/ 루이스 모리스/ 

월터 더스트

Stallion Press

광장

The Square
-
최인훈

김성곤

Dalkey Archive Press

우주피스 공화국

The Republic of Užupis
-
하일지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Another Man’s City
-
최인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Dalkey Archive Press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for a Dead 
Princess
-
박민규

김현정

Dalkey Archive Press

대하

Scenes from the 
Enlightenment
-
김남천

나수호

Dalkey Archive Press

공백의 그림자

SHADOWS of the VOID
-
박이문

안선재

Seoul Selection

영어

신간
안내

New
Books

2014



120 121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

2014 
LTI KOREA ANNUAL REPORT

신간

소개

-

New Books
2014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노을

Crépus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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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엘렌 르브렝

Atelier des Cahiers

바람이 분다, 가라

Pars, le vent se lève
-
한강

이태연/ 쥬느비에브 루-포카르

Decrecenzo Editeurs

눈길/ 이청준 단편선(합본)

L‘azalee blanche
-
이청준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파트릭 모뤼스/ 마가렛 정

ACTE SUD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os Jours heureux
-
공지영

최경란/ 이자벨 부동

Editions Philippe Picquier 

달에 홀린 광대

PIERROT EN MAL 
DE LUNE
-
정영문

최애영/ 장 벨맹 노엘

Decrecenzo Editeurs

유년의 뜰(오정희 소설선)

LE QUARTIER CHINOIS
-
오정희

정은진/ 자크 바틸리오

SERGE SAFRAN EDITEUR

더러운 책상

Putain de pupitres! 
-
박범신

고광단/ 에릭 비데

Decrecenzo Editeurs

일곱 개의 고양이눈

Sept yeux de chats
-
최제훈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Editions Philippe Picquier

두근두근 내인생

Ma vie palpitante
-
김애란

임영희/ 프랑수아즈 나젤

Editions Philippe Picquier

좀비들

Zombies, la descente 
aux enfers
-
김중혁

문소영/ 베아트리스 귀용

Decrecenzo Editeurs

프랑스어

김남조 시선집

RAIN, SKY, WIND, 
PORT
-
김남조

정정선/ Hillel Schwartz

Codhill Press

고려 및 조선조 

시인 시조 선집

The Crane in the 
Clouds
-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외

이성일

Homa&Sekey Books

따뜻한 가족

A Warm Family
-
김후란

조영실

Codhill Press

김립 시선

Selected Poems of 
Kim Sakkat
-
김립(김삿갓)

케빈 오룩

Koryo Press

무늬

Patterns
-
이시영

안선재/ 유희석

Green Integer

한국한시선집

The Book of Korean 
Poetry: Choson 
Dynasty
-
맹사성 외

케빈 오룩

Stallion Press

문정희 시선집

I Must Be the Wind
-
문정희

클레어 유/ 리처드 실버그

White Pine Press

고구려사 연구

Korea's Ancient 
Koguryo Kingdom: A 
Socio-Political History
-
노태돈

존 휴스턴

Global Oriental

하루 또 하루

One Day, Then Another
-
김광규

조영실

White Pine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Everyday Life in Joseon-
Era Korea
-
한국역사연구회

신동준/ 박종훈

Brill, Global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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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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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객지

La tierra forastera
-
황석영

최낙원/ 올리베리오 코엘료

BAJOLALUNA

나는 문이다

Yo soy Moon
-
문정희

전경아/ 민용태

Huerga y Fierro Editores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uestros tiempos 
felices
-
공지영

이혜경

La Esfera de libros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Morir después de 
amar
-
정호승

김부자

BONOBOS

이호철 작품선

Cuentos de la noche 
escalofriante
-
이호철

유해명/ J. 오렌다인

BONOBOS

한국현대문학입문서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del siglo XX
-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김춘진

BAJOLALUNA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El restaurante de 
sukiyaki
-
배수아

권은희/ 성초림

BAJOLALUNA

남녘사람 북녁사람

Южане и Северяне
-
이호철

김블라지미르/ 김효석

Hyperion

게 눈속의 연꽃

Una flor de loto en 
el ojo de un cangrejo 
-
황지우

박황배/ 삐오 세라노

BONOBOS

세계의 끝, 여자친구

Девушка конец света
-
김연수

나제즈다 벨러바

Hyperion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문학단편선-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
김애란 외

최미경/ 장-노엘 쥬떼 외

Philippe Rey

동백꽃

Kamelien
-
김유정

백은휘/ 슈타이델레 홀거

Edition Delta

하늘의 맨살

CELUI QUI GARDE 
SES REVES
-
마종기

김현자/ 폴 비알라네

Bruno Doucey

이상 산문선집

Betriebsferien und 
andere Umstände
-
이상

양한주/ 하이너 펠트호프

Droschl

마지막 이벤트

LE DERNIER EVENE-
MENT
-
유은실

김소희/ 꺄트린 보드리

Ecole des Loisirs

태평천하

Ein Frühlingstag im 
Paradies
-
채만식

백은휘

Edition Delta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Der Sterbehelfer
-
김영하

박후남/ 루돌프 부스만

Konkursbuch Verlag

고구려 회화

Die Malerei des 
Reiches Goguryeo
-
안휘준

양귀분/ 볼프강 쉬벨

Ostaisen Verlag

달려라, 아비

Lauf, Vater, lauf
-
김애란

박인원

Cass Verlag

김기덕, 야생 혹은 속죄양

Kim Ki-Duk,
Barbar oder 
Sündenbock?
-
정성일 외

김혁숙/ 만프레드 젤쪄

Büchner Verlag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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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의 열매

植物妻子
-
한강

최유학

上海文艺出版社

여덟 번째 방

第八个房子
-
김미월

이승매/ 이용해

上海双九文化公司

(山东文艺出版社)

랩소디 인 베를린

柏林狂想曲
-
구효서

설주/ 서려홍

译林出版社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狐狸呀，你在干什么？
-
조영아

서려홍

花城出版社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的尽头，我的女友
-
김연수

이연

译文图书出版公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逝去公主的孔雀舞
-
박민규

왕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소년을 위로해줘

安慰少年
-
은희경

서려홍

花城出版社

침이 고인다

噙满口水
-
김애란

허선철

上海文艺出版社

아제아제 바라아제

叶落彼岸
-
한승원

량복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카스테라

卡斯提拉
-
박민규

박정원/ 방효하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우와의 만남

Наш испорченный 
герой/ встреча с братом
-
이문열

정막래/ A.Stepanov

Hyperion

한국한시선

Сто Цветов
-
원효, 정몽주 외

김현택/ 스타리슬라브 리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친절한 복희씨

Добрая Покхи
-
박완서

아자리나 리디아

Literaturnaya Ucheba

검은 사슴

玄鹿
-
한강

김련순

译文图书出版公司

침이 고인다

Женьшеневый вкус 
одиночества
-
김애란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Natalis

고령화 가족

高龄化家族
-
천명관

공연

华中科技大学出版社

난중일기

Военный Дневник
-
이순신

올레그 피로젠코

Vostochnaya Literatura

나의 삼촌 브루스 리

我的叔叔李小龙
-
천명관

설주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天津人民出版社)

한국고전신화, 설화, 전설선집

Чудесная Жемчужина
-
김부식 외

아델라이다 트로체비치(윤문)

Hyperion

낯선 시간 속으로

走向陌生的时光
-
이인성

최성용

译文图书出版公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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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ooks
2014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봄빛

歲月
-
정지아

하시모토 지호

신칸샤(新幹社)

노트북 연서

光と風と香り
-
김후란

왕수영/ 나카하라 미찌오

도요비쥬츠샤(土曜美術社)

세계의 끝, 여자친구

世界の果て、彼女
-
김연수

오영아

CUON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

近代朝鮮における

天主教弾圧と抵抗
-
유홍열

김용권

사이류샤(彩流社)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美しさが僕をさげすむ
-
은희경

오영아

CUON

조선왕조 의궤

朝鮮王朝儀軌-

儒教的国家儀礼
-
한영우

이와까따 히사히꼬

아카시쇼텐(明石書店)

카스테라

カステラ
-
박민규

현재훈

CRANE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Điều Gì Xảy Ra, Ai Biết…
-
김영하

응웬 티 히엔

Tre Publishing 

남해금산

そしてまた霧がかかった
-
이성복

이효심/ 송희복

쇼시칸칸보(書肆侃侃房)

바리데기

Công chúa Bari
-
황석영

딩티교완

Tre Publishing House
(NhàXuất Bản Tre)

베트남어

회색인

灰色人
-
최인훈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

의 비밀

木刻八万大藏经的秘密
-
박상진

김재민/ 장린

浙江大学出版社

과수원을 점령하라

占领果园
-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왕책우/ 백창용

接力出版社

예술철학

艺术哲学
-
박이문

정희선

北京大学出版社

꼬리 잘린 생쥐

断尾巴的小家鼠
-
권영품(글), 이광익(그림)

정걸/ 우입극

机械工业出版社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很久很久以前——韩国经
典民间故事
-
서정오

호미/ 문관규

山东画报出版社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爱顶嘴的小女孩儿
-
유은실(글), 권사우(그림)

리옥화

机械工业出版社

한국의 전통 연희

韩国的传统戏剧
-
전경욱

문성재

复旦大学出版社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闹闹腾腾蔚蓝小区
-
김려령(글), 신민재(그림)

왕녕

机械工业出版社

도둑괭이 공주

野良猫姫
-
황인숙

이쿠타 미호

CUON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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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Historia Koreańskiej 
Myśli Konfucjańskiej 
-
금장태

이해성/도로타 바란스카

Kwiaty Orientu

빛의 제국

Řiše světla
-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뭐냐

Τί;108 ζεν ποιήματα
-
고은

유하나/ 아르기로 가소타키 

가토풀루

PERISPOMENI

시인

Básník
-
이문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리투아니아 여인

Lietuvaitė
-
이문열

서진석

Minits

마당을 나온 암탉

O slepici, která snila 
o létání
-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Stepanka Horakova

ARGO

한국고전문학입문서/

한국현대문학입문서

La Letteratura Coreana
-
고미숙, 정민, 정병설/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마우리찌오 리오또/ 안토네타 브루노

L'Asino d'oro 

이슬람 정육점

Baska Topraklarda 
Ruzgar Sert Eser
-
손홍규

괵셀 튀르쾨쥬

Marti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Mám právo se zničit
-
김영하

또마쉬 호락

ARGO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Sukiyaki de domingo
-
배수아

성효정

Editora Estação Liberdade

그리스어 리투아니아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YÊU NGU’ỜI TỬ TÙ
-
공지영

당람장/ 박진성

Phuong Nam Book

엄마를 부탁해

Te rog, ai grijă de 
mama
-
신경숙

엄태현/ 안겔레스쿠 록사나 

커털리나

Editura ZIP

용재총화

Tản Mạn Xứ Kim Chi
-
성현

다오 티 미 칸

Phuong Nam Book

마당을 나온 암탉

КОКОШКАТА БЕГЛЕЦ
-
황선미(글), 김환영(그림)

김소영

Iztok-Zapad

내 동생 싸게 팔아요

Bán em giá rẻ
-
임정자(글), 조영수(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김소월 시선집

-
김소월

이동은

Kalema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Bà lão cháo đậu đỏ và 
con hổ
-
조대인(글), 최숙희(그림)

레 티 투 지앙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채식주의자

Wegetarianka
-
한강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최정인

Kwiaty Orientu

항아리

TRUYỆN CÁI CHUM
-
정호승

응웬 응옥 꿰

Publishing House of Writer's 
Association

고양이 학교 시리즈 1

Szkoła Kotów Tom 1
-
김진경(글)/ 김재홍(그림)

에디타 마테이코 파시코브스카/ 

최성은

Kwiaty Orientu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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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Kwiaty Orientu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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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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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소개

About LTI Korea  

1. 연혁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로	출범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	창립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포	-	한국문학번역원	법정기관화	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특수법인)

2006.	03.	14	 강남구	삼성동으로	사옥	이전(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2008.	04.	 번역	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0.	03.	17	 기관	근거법령	이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	2

2011.	05.	06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1. History  

May. 6, 1996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und founded 

Mar. 2, 2001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Korea) founded

Jan. 27, 2005  Enactment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legally granted the status of a government agency

Sep. 27, 2005 Changed to a special juristic corporation

Mar. 14, 2006  Relocated to Samsung-dong, Gangnam-gu (32 Yeongdong-daero 112-gil, Gangnam-gu)

Apr. 2008  Established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Mar. 17, 2010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transferred -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Section 2

May. 6, 2011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LT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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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TI Korea  

1. 연혁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로	출범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	창립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포	-	한국문학번역원	법정기관화	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특수법인)

2006.	03.	14	 강남구	삼성동으로	사옥	이전(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2008.	04.	 번역	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0.	03.	17	 기관	근거법령	이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	2

2011.	05.	06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1. History  

May. 6, 1996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und founded 

Mar. 2, 2001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Korea) founded

Jan. 27, 2005  Enactment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legally granted the status of a government agency

Sep. 27, 2005 Changed to a special juristic corporation

Mar. 14, 2006  Relocated to Samsung-dong, Gangnam-gu (32 Yeongdong-daero 112-gil, Gangnam-gu)

Apr. 2008  Established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Mar. 17, 2010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transferred -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Section 2

May. 6, 2011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LT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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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홍보팀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번역상	및	번역신인

상,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	사업	등의	교류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도서	해외	소개를	위한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list	발행,	국내	및	해외

에서의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담당합니다.	

정책기획팀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

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공공기관	감사,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연구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을	책임질	전문번역가를	발굴	· 양성합니다.	번역아카데미	전	과정의	수

강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과정	우수수료자의	사후	관리(번역	아틀리에	등)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합니다.	

정보관리팀 

한국문학번역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하고,	번역원	정보화	구축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	· 시행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	· 외	출판시장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	해외소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문학	해외소개	아카이브’로서	37개	언어로	된	한국도서	번역서지	정보,	한국문학	작가	정보,	

한국문학	외신	보도자료,	해외	문학행사,	E-Book	등을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Hub	Library	Members	및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학	번역도서를	기증하고,	한국문학	해외소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육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는	정규과정(총	7개	언어권),	특별과정(총	5개	언어권),	심화과정(총	5개	언어권)의	세	

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지원자	포함)	및	내국인	수강생을	선발하여	번역실습,	작가와의	만남	등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

공합니다.	

2. 조직 및 기능 

경영관리팀 

인사	및	직원교육,	재산관리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업무	수행,	물품구매	및	계약,	급여,	보험,	세무	등	관련	업무,	청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영문화권/E-Book팀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북미	출판시장에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이	지속	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권	번역	및	출판	지원을	담

당합니다.	또한,	문학한류	기반구축,	영상공연	번역지원,	E-Book	제작	지원,	영문화권	교류사업	개최	등을	통해	영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성	

확대를	모색합니다.	

유럽/아시아문화권팀 

유럽	및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문학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

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

니다.	

원 장

기획사업본부

부속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경영관리팀

교육정보본부

이사회

번역출판본부

교류홍보팀 교육연구팀영문화권팀/E-Book팀

정책기획팀 정보관리팀유럽/아시아문화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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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홍보팀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번역상	및	번역신인

상,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	사업	등의	교류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도서	해외	소개를	위한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list	발행,	국내	및	해외

에서의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담당합니다.	

정책기획팀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

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공공기관	감사,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연구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을	책임질	전문번역가를	발굴	· 양성합니다.	번역아카데미	전	과정의	수

강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과정	우수수료자의	사후	관리(번역	아틀리에	등)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합니다.	

정보관리팀 

한국문학번역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하고,	번역원	정보화	구축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	· 시행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	· 외	출판시장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	해외소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문학	해외소개	아카이브’로서	37개	언어로	된	한국도서	번역서지	정보,	한국문학	작가	정보,	

한국문학	외신	보도자료,	해외	문학행사,	E-Book	등을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Hub	Library	Members	및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학	번역도서를	기증하고,	한국문학	해외소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육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는	정규과정(총	7개	언어권),	특별과정(총	5개	언어권),	심화과정(총	5개	언어권)의	세	

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지원자	포함)	및	내국인	수강생을	선발하여	번역실습,	작가와의	만남	등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

공합니다.	

2. 조직 및 기능 

경영관리팀 

인사	및	직원교육,	재산관리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업무	수행,	물품구매	및	계약,	급여,	보험,	세무	등	관련	업무,	청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영문화권/E-Book팀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북미	출판시장에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이	지속	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권	번역	및	출판	지원을	담

당합니다.	또한,	문학한류	기반구축,	영상공연	번역지원,	E-Book	제작	지원,	영문화권	교류사업	개최	등을	통해	영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성	

확대를	모색합니다.	

유럽/아시아문화권팀 

유럽	및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문학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

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

니다.	

원 장

기획사업본부

부속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경영관리팀

교육정보본부

이사회

번역출판본부

교류홍보팀 교육연구팀영문화권팀/E-Book팀

정책기획팀 정보관리팀유럽/아시아문화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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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Research Team  

Supervises the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foste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recruiting, and training qualified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Encourages connections among student translators through general supervision of students in all courses. Provides opportunities 

for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courses of study (through, for example, Translation Atelier).

Information & Technology Team 

Builds and maintains the online LTI Korea portal, sets up and executes the mid-and-long term goals for IT, and helps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Korean literature and books to domestic and foreign publishing markets by strengthening connections and 

providing new content designed for social media.

LTI Korea Library 

Provides real-time access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37 languages, information about Korean writers, international press releases 

about Korean literature, overseas literary events, and e-Books for users all around the world. It donates Korean translations through the 

Hub Library Members Network and Book Donation programs, and holds various exhibitions, utilizing information on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overseas.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Provides three different courses with practical curricula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Regular (in seven language 

groups), Special (in five language groups), and Advanced (in five language groups). It recruits Korean and foreign students, who are offered 

fellowships, and offers them various opportunities to practice translation, including meetings with Korean authors. 

2. Divisions and Functions  

Management & Administration Team  

Supervises human resources affairs and employee training, asset management, accoun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purchases and 

contracts, and other related matters including salaries, insurances, taxes, and facility management. 

English Team/E-Book Team  

Manages English translation and publication support to maintain and encourage consistent publications of outstanding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which influences the world publishing market. Seeks the expansion of the acceptance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Wave for literature, videos, and performances. Provides translation support, 

E-Book production support, and exchange programs for English speaking countries.

European & Asian Languages Team 

Provides exchange programs overseas, including literary exchange events and support for cultural exchange events.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book fairs and provides support for translation purposes of the copyrights export of Korean literature in order to build support 

for Korean literature in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Support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s and publications in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Cultural Exchange & Public Relations Team 

Manages domestic ev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Workshop,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s,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and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order to 

expand support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Supervises the quarterly magazine list_Books from Korea in English 

and Chinese to introduce Korean books overseas, and promotional programs to impro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bility for LTI Korea.  

Policy Planning Team  

Supervises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 for LTI Koreas programs, mid-and-long term initiatives in plan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ules and regulations, the board of trustees, management 

evaluations, audits, and disclosures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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