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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한국문학이 세계를 향해 크게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2015년에 번역원은 242명의 한국작가를 7개 언어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등

재해서, 세계 어디서나 한국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작가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작가들의 로마자 이름표기를 통일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작가 본인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로마자 표기 이름을 

일일이 확인한 후, 이를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으로 지정하고, 다른 철자로 된 이름도 

함께 제공하여 해당 표기명들이 모두 한 작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을 출범시켜서,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한국작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번역원이 이룬 최근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또 한국문학번역원 부설 교육기관인 [번역아카데미]가 종전의 1년제에서 2년

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아카데미는 영국문학번역센터(BCLT)과 MOU를 맺고 

아카데미 학생들의 영국파견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도 학점교류 MOU를 

맺어, 앞으로는 외대 학생들이 번역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었는데, 이 또한 

번역원의 위상을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번역출판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났습니다. 번역원이 번역과 출판을 지원

한 도서들이 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했는데, 예컨대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가족』이 미국의 유명 

저널인 WLT (World Literature Today)에 의해 “2015년 주목할 만한 번역도서”에 뽑혔고, 정

유정 작가의 『7년의 밤』도 독일의 유력지 차이트(Zeit)의 “12월 추리문학 추천 리스트” 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아 작가의 『철수』도 당당히 뉴욕 PEN 번역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구

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는 멕시코에서 초판 만부를 발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窓)입니다. 번역원은 앞으로도 한

국문학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 성 곤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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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화권팀 창설

+ 한국문학 한국문학 세계화의 초석강화를 위하여 영문화권팀을 창설해 영어번역 및 출간을 전문화 함

 (원어민 수준 영어구사자 채용)

E-book 사업 강화 

+ 인터넷,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젊은 해외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E-Book 팀을 창설해 전자책을 통한 한국문학 보급시작하였으며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출판부를 신설해 더욱 E-book 출간에 힘쓸 예정.

 ※ 2013~2015년 전자책 52권 발간

+ 한국문학을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아이패드 전용 App 개발

한국문학총서 발간

+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Dalkey Archive Press)

 한국문학총서(Library of Korean Literature Series) 25권 발간 확정(현재 19권 기 출간)

 ※ 일본, 중국문학도 미국에서 대형시리즈로 전집이 나온 적은 없음

1. 한국문학번역원 최근 성과
Recent Accomplishments of LTI Korea

영미 출판시장 한국문학 번역도서 유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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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NICA.com] Llega “calientito” un pan directo de Corea del Sur (Spanish / 

12월 1일)

 +  12월 2일, 위저드 베이커리 홍보차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 방문한 구병모 작가에 관한 기사 

(초판 만부 인쇄)

 +  http://www.cronicajalisco.com/notas/2015/56926.html - https://translate.google.

co.kr/translate?hl=ko&sl=es&tl=en&u=http%3A%2F%2Fwww.cronicajalisco.

com%2Fnotas%2F2015%2F56926.html

번역아카데미 출신들 2015년도 번역상 수상

◉ [2015년 The Korea Times 번역상]에 번역아카데미 출신 Sophie Bowman, Helen Cho, 정슬인씨 수상

 + 11월 30일, Korea Times 주관의 제 46회 한국문학번역상 기사 

 + http://www.ko reatimes.co.kr/www/news/culture/2015/12/262_192118.html

◉ 2015년 [대산문학상 번역상]에 아카데미 교수 Jan Dirks 수상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한국문학 전문자료 등재 및 뉴 미디어를 통한 한국문학 홍보

 ※ 위키피디아(한국문학작품 및 작가자료 5개 언어권 1,084건 등재)

 ※ 한국문학 정보 아카이브 구축: 전자도서관 개원 (2014년 12월)

미국 전자책 출판사 AmazonCrossing 인터넷 기관지 Day One 한국문학(배수아 단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출간

 ※ Day One:  온라인 문예지로 정기 구독자수가 25,000명이며 킨들을 포함한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접

근성이 좋은 매체

 ※ 뉴욕에서 출간한 종이책 세계 단편선집 단행본에 배수아 단편 수록

 ※ 배수아 장편소설 [철수] AmazonCrossing에서 출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번역서 해외에서 우수번역 선정

◉  11월 24일 미국 북페이지 선정 ‘2015 미스터리 &스릴러 베스트 10’: 이정명 작가의 <별을 스치는 바람

(The Investigation)> 선정

  +  http://bookpage.com/the-book-case/19106-10-best-mysteries-thrillers-2015#.VmTBUd-

KLSUn

◉ [ZEIT] Die zehn besten Krimis im Dezember 2015

 (German / 12월 3일)

 +  정유정 ‘7년의 밤’, 독일 유력지 ‘12월 자이트 추리문학 추천 리스트’ 9위 선정

  +  URL: http://www.zeit.de/2015/49/krimi-zeit-bestenliste-dezembe

◉  [미국 아마존크로싱(AmazonCrossing)에서 출간된 배수아의 ‘철수’가 국제펜클럽에서 주관하는 PEN 번

역상(PEN Translation Prize) 최종 후보에 선정

◉  뉴시스: 천명관·방현석·고은, 미국 WLT '2015 주목할 만한 번역도

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

21_0010490340&cID=10701&pID=10700

◉  헤럴드경제: 천명관 ‘고령화가족’, 美 ‘2015년 주목할 만한 번역도서’

선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1000469

◉  뉴스1: 천명관·방현석·고은 작품 美 WLT '주목할만한 번역도서 선정 

     http://news1.kr/articles/?252299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문학 홍보 및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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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개원(한국문학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다국어 콘텐츠 통합 제공

 ※  다양한 정보 간 연계에 뛰어난 오픈소스 콘텐츠관리시스템인 드루팔을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서 도입 

 ※  기존에 제공되지 못하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37개 언어권 한국문학 번역서지정보, 작

가정보, 해외 보도자료, 행사자료 등) 총 16,000여건을 모두 수집·정리하고, 이를 서로 연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

한국 작가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작가명 이형을 작가가 원하는 대표어 또는 대표이형으로 

   통제하여 일관성 있는 고유의 작가명으로 해외에 소개

 ※ 대표어(Preferred Name) 213인, 대표이형(Most Used Name) 232인 완료 

 ※  작가 이문열의 경우 기존 출간번역도서에 12개의 각기 다른 스펠링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동안 혼란

번역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수어인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문학의 차세대(원어민)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번역아카데미 커리큘럼 

강화

 ※ 2015년부터 정규과정 커리큘럼 1년 → 2년 확대, 강화

 ※ 2015년부터 특별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합, 2년제 특별과정으로 확대·강화

전문번역가 교육 강화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와 MOU를 맺고, 매해 번역아카데미 학생들을 

영국으로 파견해서 연수시키고, BCLT에서도 한국에 파견하는 Exchange Program 약정을 맺음

번역아카데미는 외대 총장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학점교류 MOU를 맺고, 두 기관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기로 함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한국문학 및 문화의 해외 홍보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MOU 

체결 및 협력 사업 

영국문학번역센터(BCLT)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번역아카데미 간 학점교류 협정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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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한국문학 번역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는 올해 기존 1년 

과정이었던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2년제로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꾀하고 번역 대학

원대학교 설립의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학사운영 개편에 따라 정규과정 수강생들을 보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하였고, 문학번역 실습 강의와 연계하여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심

화시키기 위한 강좌들을 다양화 하는 등 커리큘럼을 개편하였다. 한편, 해외 유관기관인 영국문학

번역센터와의 협력 하에 번역실습 워크숍을 개최하여 번역아카데미 출신 번역가들의 번역 전문성 

및 현지 번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예비번역가들에게 한국문학 번역가 양

성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번역아카데미가 국내 유일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

기관으로서의 번역 대학원대학교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정규과정 2년제 학사운영 및 커리큘럼 개편

한국문학 및 문화컨텐츠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번역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 인력 전문기관으로서의 번역아카데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문학번역원은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을 2년제 과정으로 확대하고 학사운영 및 커리큘럼을 개편하였다. 

2015년 4월~6월, 기존 정규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차 수강생을,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

에 관심과 능력을 지닌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차 수강생 선발을 진행한 결과 영, 불, 독, 서, 노어권 총 39

명이 최종 합격하여 과정에 등록하였다. 이 중 원어민 장학생은 총 28명으로, 모두 한국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처음 2년제 운영을 시작하며 장학생을 28명을 

선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모두 32인(학년별 16인)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사운영 개편에 따라 보다 엄격해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이상 3단계의 전형을 통과하면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한 최종 합격자들은 9월 2일 개강식을 통해 번역아카데미 수강생이 되었으

며, 이후 새롭게 개편된 커리큘럼에 따른 학년별 수업을 듣게 되었다. 

2. 주요 변화 1: 번역아카데미 개편
Special 1: LTI Korea Translation Academy Expanded

우선 한국문학 단편 1개 이상을 한 학기 동안 직접 번역하고 완

성하도록 하는 ‘번역실습’과 문학적이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고급문체실습‘ 수업은 언어권별로 1개씩 

총 10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번 가을학기 강좌는 1년차와 2년차 합

반 형식으로 개설되어 1년차 수강생들이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선배

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년차 수강생들은 다시 초심

으로 돌아가 자신의 번역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통 수업인 ‘한국문학의 이해’는 학기별 다른 커리큘럼이 개설되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1년차 1학

기, 2년차 1학기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년차 수강생들은 한국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현대문학의 역

사적인 전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문학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배웠다. 한편 2년차 수강생

들은 여성이 창작주체로서 쓴, 혹은 여성주의 시각을 담은 한국문학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한국문학 소양

을 심화하였다.

원어민 수강생 공통 수업인 ‘한국문화의 이해’ 역시 학기별 다른 커리큘럼이 개설되지만, 올해는 1년

차와 2년차 수강생 모두 1년차 1학기 개설 강좌인 ‘영화로 보는 한국문화’를 수강하였다. 한국현실을 구체

적이고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미디어인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강좌에서

는 매주 3시간씩 영화 관람과 강의,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문학사 및 주제별 한국문학을 이수한 2년차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독해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의 주요 작품을 한국문학 전문

가와 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국문학 강독’ 강의가 신설되었다. 1학기에는 한시, 한문 산문, 한문소설, 설화(

민담) 등을 강독하였으며, 외국인 수강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수강생들도 이 수업을 듣고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번역아카데미에 처음 입학한 외국인 수강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으로는 기존과 마찬가

지로 중급/고급의 수준별 강좌가 개설되었다. 1년차 수강생들은 매주 3시간씩 한국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표 및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하면서 한국문학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2년제 전환에 따른 대대적인 개편 이전에도 한국문학번역원은 매년 지도교수진 및 수강생의 피

드백,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번역아카데미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왔다. 2016년

도에도 언어권별 강의, 학년별 분반을 통한 보다 다양한 강좌 개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시

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최적화된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진이 갖춰진 번역아카데미에서 

예비번역가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BCLT 업무협약 및 영국 노리치 번역실습 워크숍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는 세계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작가인 W. 

G. 제발트에 의해 1989년 설립되었으며, 문학전문번역가 양성과 번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번역가와 출판

사 간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영어권 내 문학 지평을 넓히는데 큰 공헌을 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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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은 2014년 영국 런던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영국 내 유관기관들

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였으며, 그 결과 중 하나로 2015년 여름,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와 노리치작가센터(Writers' Centre for Norwich), 그리고 이스트앵글리아대

학(University of East Anglia)이 주관하는 번역 워크숍에 최초 한국어 그룹을 개설하였다. 

올해 최초 개설된 한국어-영어 그룹의 참가자로 선발되었던 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4인은 번역

원의 지원과 영국문학번역센터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덕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4인 중 

2인(소피 보우만, 정슬인)은 10월 30일 <제46회 코리아타임즈 현대문학번역상> 수상 소식을 통해 번역아

카데미 과정 및 영국문학번역센터 워크숍을 통한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11월 6일, 한국문학번역원은 영국문학번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영국문학번역센터 번역 워크숍에 한국어 그룹이 개설될 예정이며,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아

카데미 수료생들이 번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럽어권 번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문학번역 지도법 및 학습법을 공유하고, 번역된 문학작품의 출간 및 홍보를 위해

서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영국문학번역센터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번역아카

데미 출신 번역가들의 번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지 번역가와 출판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해

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주요 변화 2: 전자도서관 개관
Special 2: LTI Korea Digital Library Launched

2015년은 다국어 한국문학 콘텐츠 아카이브로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번

역전문도서관에 있어 큰 도약의 해였다. 2015년 1월 새롭게 문을 연 전자도서관(http://library.

ltikorea.or.kr)은 현재 39개 언어권으로 출간된 4천 건 이상의 번역도서 서지정보 뿐 아니라 457

명의 한국작가 정보, 한국문학과 작가에 대한 해외 각국의 보도 자료, 해외 문학행사 사진, 작가 인

터뷰 동영상 등 한국 문학과 관련한 각종 유형의 콘텐츠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로서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던 한국문학 콘텐츠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전자도서관은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정보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특히 전자책 서비스를 강화하여 그 동안 한국문학 작품을 접하기 어려웠

던 해외 독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문학 콘텐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학자, 번역가, 출판 관련 이용자들이 한국

학 연구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얻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으로 설계된 전자도서관은 전 세계 어디서나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PC 등 각종 기기

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1)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새 기능 소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는 <Translated Books>, <Korean Writers>, <News from 

Abroad>, <International Events>, <E-Resource> 등이다. <Translated Books>에서는 현재 39개 언어

권으로 번역되어 해외 현지에서 출간된 한국어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를 언어권, 국가, 출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터링해서 브라우징할 수 있다. 또한 상세페이지에서 해당 도서와 관련한 외신 보도, 

번역전문도서관 소장 정보 등 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Korean Writers> 메뉴에서는 작가 성명에 대

한 ABC필터를 지원하며, 해외에서 번역도서 출간 시 고유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가에게 직

접 조사한 Preferred Name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된 여러 형태의 작가명을 모두 수집하여 검

색에 활용함으로써 이용자가 어떠한 형태의 이름을 입력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ws from Abroad> 에서는 한국 문학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외신 보도를 언어권별로 볼 수 있으며, 

<International Events>에서는 한국문학과 관련한 국제 행사에 대한 정보 외에도, 행사에 참가한 작가의 

번역 출간 도서, 행사 사진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E-Resource> 메뉴는 한국문학 전자책, 동영상, 오디오 

등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Reference> 메뉴에 들어가면 한국

문학 관련 웹사이트 정보, 번역가, 출판사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이용자 접근성이다. 전자도서관에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각

각이 고유의 식별자를 가지고 구글 등 외부 검색 엔진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 활

<그림 1> 전자도서관
(library.ltikorea.or.kr)

<그림 2> 전자도서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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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riters list <그림 4> 작가정보 상세 페이지

용도를 높였다. 또한 이들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검색한 콘텐츠와 연관된 다른 유형

의 콘텐츠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7년의 밤’을 검색한 이용자는 독일어, 베트남어 등 각국어

로 번역된 ‘7년의 밤’ 서지 정보와 정유정 작가에 관한 소개 글, 정유정 작가가 참석한 국제 문학 행사, 외신 

보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관 검색 기능은 전자도서관의 이용자 친화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독자들이 도서명, 작가명 등으로 직접적인 검색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간접 검색 기능

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검색 필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언어, 국

가, 출판사, 작가 등 하나의 정보만 선택해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

고하였다.  

2) 작가 로마자 표기명 등 작가 정보 제공

번역전문도서관에서는 작가의 로마자 표기명인 Preferred Name 조사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영문명

이 제각각이어서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작가명을 표준화하고, 이를 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함으로

써 출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대표 표기명 사용은 장기적으로 작가 정보를 하

나로 모으는 효과를 가져와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이상 작가를 ‘이상’으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번역 도서 출판 시 사용한 모든 형태의 저자명을 수집하여 검색에 활용함으로

써 ‘Lee Sang’, ‘Yi Sáng’이나 ‘李箱’ 등 어떤 형태의 작가명을 사용하여 검색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전자책 서비스 강화

한국문학 작품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해외 독자들을 위해 전자책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전자도서

관 <E-Book> 메뉴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발간한 20세기 한국 문학 시리즈 52권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독자들이 현대 한국문학을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Yale, Princeton 등 해외 명문 대학교 도

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대여 플랫폼 OverDrive를 도입하여 현대 한국문학 작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해외 기관의 전자책 대여 서비스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해 이용자

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도서관 회원은 Overdrive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 인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외접속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전자책 서비

스는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 작품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 한국 문학을 알리는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5> 전자도서관 전자책 collection <그림 6> 한국문학번역원 overdrive 이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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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올해는 샘플번역 중심으로 전환한 번역지원 공모사업과 해외출판사가 직접 작품의 번역과 출

판 지원을 신청하는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한 해였다. 샘플번역 공

모사업을 도입하면서부터는 작품 전체를 번역 지원하는데 걸리던 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다양한 작

품을 해외 출판사에 소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출판사 대상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샘플 중심 번역지원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국 출판 수요에 맞추어 번역 및 출

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우선 번역지원 공모사업,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 사업, 기획번역사업 등을 통해 총 18개 

언어권 161건의 신규번역을 지원하였다. 이는 예년의 지원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샘플번

역 공모사업과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데 따른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

밖에 문학 60종, 인문·사회 41종, 아동·청소년 22종, 기타 1종을 포함한 총 124종이 추가로 번

역지원 대상도서로 선정되어 누적합계 기준 1,074종의 리스트를 구축했다. 

올해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출간된 도서는 총 94종으로, 언어권별로 보면 영어 20종, 중국어 

18종, 일본어 11종을 필두로 총 14개 언어권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도 다변화되어 소설 53

종, 시 15종, 인문·고전 22종 외에도 3종의 아동도서와 1종의 그래픽 노블이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다. 

또한 각 언어권에서 출판시장을 이끄는 주요 출판사들과 장기적인 출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미국의 달키 아카이브(Dalkey Archive Press), 딥 벨륨(Deep Vellum Publishing), 

체코 아르고(Argo), 일본 헤이본샤(平凡社) 출판사 등이 그 대상으로, 향후 몇 년간 한국문학 시

리즈를 출간하는 데 협의했다. 그 가운데 올해 달키 출판사에서 출간된 5종과 아르고 출판사에서 

출간된 3종 작품은 현지 주요 문예지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며 우리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

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창구 

역할을 더욱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이다. 

1. 한국문학 번역지원

1) 번역지원

2015년에는 총 18개 언어권 161건에 대한 신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다. 장르별로는 소설 90건, 시 29

건, 그래픽노블 1건, 아동 도서 5건, 인문사회 도서 27건, 고전문학 9건을 번역 지원하였다. 언어권별로는 영

어 41건, 프랑스어 18건, 독일어 7건, 스페인어 7건, 러시아어 13건, 중국어 27건, 일본어 16건, 루마니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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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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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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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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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사업 소개 LTI Korea's Maj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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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11개 언어권 78건 9개 언어권 17건

2/4분기 15개 언어권 75건 10개 언어권 18건

3/4분기 12개 언어권 83건 11개 언어권 28건

4/4분기 12개 언어권 75건 9개 언어권 22건

기획번역 5개 언어권 15건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15개 언어권 61건

총계 18개 언어권 161건

<표 1> 2015년도 신규번역지원 신청/지원 현황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41

프랑스어 18

독일어 7

스페인어 7

러시아어 13

중국어 27

일본어 16

루마니아어 3

리투아니아어 2

몽골어 5

베트남어 8

아랍어 1

우즈베키스탄어 2

이탈리아어 3

체코어 3

크로아티아어 1

폴란드어 3

헝가리어 1

총계 18개 언어권 161건

<표 2> 2015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3건, 리투아니아어 2건, 몽골어 5건, 베트남어 8건, 아랍어 1건, 우즈베키스탄어 2건, 이탈리아어 3건, 체코어 

3건, 크로아티아어 1건, 폴란드어 3건, 헝가리어 1건을 지원하였다. 번역지원대상도서 및 자유공모 실시 이

후 매 분기마다 80건 내외의 번역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수준의 번역 작품을 선정했다. 

한편 번역원은 2014년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완역지원 방식에서 샘플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기 이전에 

선정되었던 원고의 번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들 원고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2015년에는 8개 

언어권 42종의 완역원고에 대해 해당 언어권 현지 출판사의 편집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의

뢰하였고, 통과된 번역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가에게 번역 후불금을 지급하고 해외 출판 섭외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은 완성도 높은 번역물에 대한 해외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판 단

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윤문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개 언어권 13건에 대한 윤문을 지원했다.

<표 3> 2015년도 신규번역지원 작품 및 번역자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

영어

데보라 스미스 소설 천국에서(김사과)

2 가지현 소설 간과 쓸개(가지현)

3 정은하 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정은하)

4 조영실 시 광휘의 속삭임(조영실)

5 김혜나 소설 개그맨(김성중)

6 정예원 소설 태연한 인생(은희경)

7 이성일 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정지용)

8 존 휴스턴 인문 한국 호랑이(김호근,윤열수)

9 김지연 소설 랩소디 인 베를린(구효서)

10 제이슨 우드럽 소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서진)

11 정예원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정이현)

12 정미경/ 프레드릭 로널드 보트리 소설 서쪽 숲에 갔다(편혜영)

13 박소영 시 상화 시편: 행성의 사랑(고은)

14 양은미/ 에드워드 리 시 껌(김기택)

15 김선경/ 알랜 도빈 시 이별의 능력(김행숙)

16 팽희문 시 먼 곳(문태준)

17 지영실/ 다니엘 토드 파커 시 사는 기쁨(황동규)

18 박소진 인문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떠나는 우리 역사 기행(한영우)

19 유인례/ 루이스 빈치게러 소설 두 생애(정찬)

20 김진아/ 세스 챈들러 소설 엄마의 집(전경린)

21 헬렌 조 소설 오래된 일기(이승우)

22

영어

원아림 시 사물들의 큰언니(정진규)

23 정현숙 아동 해리엇(한윤섭)

24 양미래 인문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진중권)

25 제니 왕 메디나 소설 은교(박범신)

26 안선재 시 도종환 시선집(도종환)

27 에드워드 정 소설 차남들의 세계사(이기호)

28 정은귀 시 바리연가집(강은교)

29 안선재 시 세한도 가는 길(유안진)

30 최양희 고전 계축일기(작자미상)

31 존 휴스턴 고전 역옹패설(이제현)

32 서지문 고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정약용)

33 조숙자 고전 조웅전(작자미상)

34 홍지명 소설 불가능한 동화(한유주)

35 박찬응 시 구상무상(구상)

36 김소라 소설 철수(배수아)

37 안선재 시 밤 하늘의 바둑판(오세영)

38 안선재 시 김수복 시선집(김수복)

39 차학성 시 꽈리열매 세탁공장(이언호)

40 티나 스터벤라우치/ 이사벨라 오프너 인문 한옥(이기웅)

41 지영실/ 다니엘 토드 파커 시 우리는 매일매일(진은영)*

42

프랑스어

김영숙/ 르 브뤼스끄 아르노 소설 삼대(염상섭)

43 이태연/ 쥬느비에브 루-포카르 소설 천국보다 낯선(이장욱)

44 이원희/ 쟝루이 모레트 소설 왕을 찾아서(성석제)

45 미경 프리들리/ 데이비드 레이첸바흐 소설 무영탑(현진건)

46 임영희/ 멜라니 바스넬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공지영)

47 문소영 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김중혁)

48 박윤선
그래픽
노블

예쁜 여자(권용득)

49 파트릭 모뤼스 소설 고령화 가족(천명관)

50 정현주/ 파비앙 바르코비악 소설 새벽의 나나(박형서)

51 프랑수아 블로코/ 이기정 소설 끄라비 외(박형서 단편 총 6편)

52 최미경/ 장 노엘 주떼 소설 욕조가 놓인 방(이승우)

53 변해옥/ 벵자맹 주아노 인문 공자님의 상상력(진형준)

54 프랑수아 블로코/ 이기정 소설 등대(임철우)

55 정은진/ 작크 바틸리오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56 최경란/ 삐에르 비지유 소설 우주피스 공화국(하일지)

57 니키 귀용 소설 현의 노래(김훈)

58 황지혜/ 줄리앙 파올루치 소설 폐쇄구역 서울(정명섭)

59 구모덕/ 끌로드 뮈르씨아 시 슬픔치약 거울크림(김혜순)*

60

독일어

얀 디륵스 소설 서울의 낮은 언덕들(배수아)

61 이다 마리 웨버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구병모)

62 이기향 소설 사과는 잘해요(이기호)

63 박인원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64 김영자 인문 한옥(이기웅)

65 김재혁/ 토비아스 레미 시 딴생각(김재혁)*

66 박균/ 베르네르 헨네켄 인문 이미륵 평전(정규화,박균)*

67 스페인어 신찬용/ 호아킨 카르모나 로드리게스 인문 세계 속의 한글(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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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스페인어

진진주/ 빠로디 세바스띠안 소설 국가의  사생활(이응준)

69 권은희/ 성초림 소설 독학자(배수아)

70 정구석/ 올리베리오 코엘료 소설 아가-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문열)

71 윤선미 인문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조용진, 배재영)

72 뤼스 프라일레스 소설 바리데기(황석영)

73 민용태 시 고은 시선집 - 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고은)*

74

러시아어

아르튜호바 옐레나/ 조훈 소설 몽유도원도(최인호)

75 잘레스카야 타티아나 소설 위험한 독서(김경욱)

76 리디야 아자리나 소설 나는 여기가 좋다(한창훈)

77 크루토바 다리아 소설 여덟 번째 방(김미월)

78 쿠지나 쏘피아 소설 한밤중의 작은 풍경(김승옥)

79 김환/ 이상윤 소설 고래(천명관)

80 김아델 인문 한국현대미술사(오광수)

81 박미하일 소설 토지1(박경리)

82
Ju.L.끄롤/L.N.멘쉬코프/A.F.뜨로체비치/ 

A.A.구리예바/ L.V.지다노바
고전 한국한시전집(김시습, 김득련, 최치원, 이규보)

83 스타니 슬라브 리 시 허공(고은)

84 마리아 살다토바/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시 지금 장미를 따라(문정희)

85 조주관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

86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김애란)*

87

중국어

장기 소설 꽃 같은 시절(공선옥)

88 한예 소설 백의 그림자(황정은)

89 서여명 시 긴 노래 짧은 시(이시영)

90 안송원 소설 구경꾼들(윤성희)

91 김하나/ 왕성 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김중혁)

92 조우레이/ 신재홍 소설 재미나는 인생(성석제)

93 이문청 소설 철(김숨)

94 이원원 아동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이경혜)

95 양설매/ 조인혁 소설 기린이 아닌 모든 것(이장욱)

96 전화민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박완서)

97 최계화 소설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김연수)

98 서려홍 소설 라오라오가 좋아(구경미)

99 이시아 소설 기나긴 하루(박완서)

100 왕환환 인문 식탁 위의 한국사(주영하)

101 유신신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공지영)

102 임려 인문 의궤,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김문식, 신병주)

103 김재민/ 남미향 인문 서원(이상해)

104 김련란 인문 미쳐야 미친다(정민)

105 유창 인문 세계인과 함께 보는 한국문화교과서(최준식)

106 천일 소설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신경숙)

107 공연/ 박성률 인문 차마고도(KBS 차마고도 제작팀)*

108 설주(송시진) 시 지금 장미를 따라(문정희)

109 안정훈 인문 조선양반의 일생(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0 김학철 시 뭐냐(고은)

111 설주 소설 비행운(김애란)*

112 장위 소설 그녀의 눈물 사용법(천운영)*

113 왕녕 소설 퀴르발 남작의 성(최제훈)*

114

일본어

강방화 소설 내 생의 알리바이(공선옥)

115 박경희 소설 서울 동굴 가이드(김미월)

116 이명화 소설 달려라 아비(김애란)

117 오화순 아동 봉주르,뚜르(한윤섭)

118 김수지/ 카스가 마호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19 코니시 나오코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김영하)

120 문광자 소설 돼지꿈(오정희)

121 박상휘 인문 조선 사회 이렇게 본다(조선사회연구회)

122 난바 유키오 고전 자성록(퇴계 이황)

123 김승복/ 호시노 에츠코 시 시로 맛을 낸 행복한 우리 한식(신달자 외)

124 김훈아 소설 원더보이(김연수)

125 요시카와 나기 소설 이만큼 가까이(정세랑)

126 이향숙 인문 자연주의 문학론2(강인숙)

127 나카노 노리코 인문 ‘전후’의 탄생 -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권혁태, 차승기)

128 다테노 아키라 인문 조선을 떠나며(이연식)

129 아라이 요시코/ 최경국 인문 세계인이 함께 보는 한국 문화 교과서(최준식)*

130

루마니아어

엄태현/ 안젤레스쿠 록사나 커털리나 소설 사과는 잘해요(이기호)

131 디아나 육셀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신경숙)

132 이오란다 프로단 시 <고은시선집>(가제: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133
리투아니아어

서진석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34 마르띠나스 샤우쮸나스-까찐스까스 소설 진술(하일지)

135

몽골어

바이갈마 인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

136 수랭 소설 고령화 가족(천명관)

137 엥흐벌로르 인문 한국학의 즐거움(주영하 외)

138 투멩자르갈 시 불꽃 비단벌레(최동호)*

139 수랭 아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140

베트남어

응웬레투 소설 친절한 복희씨(박완서)

141 응웬 응옥 꿰 고전 삼국사기1(김부식)

142 팜 티 마이 트엉 아동 달님은 알지요(김향이)

143 다오티미칸 고전 조선조 궁중문학시리즈2, 인현왕후전(작자미상, 정은임 교주)

144 다오 부부 인문 서로주체성의 이념(김상봉)

145 응히엠 티투 흐엉 소설 고등어(공지영)*

146 응히엠 티투 흐엉 소설 연어(안도현)

147 응웬 응옥 꿰 고전 삼국사기1(김부식)*

148 아랍어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시 달걀속의 생(김승희)*

149
우즈베키스탄어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150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은희경)*

151

이탈리아어

스테파노 버찌아 소설 연어(안도현)

152 정임숙 인문 세계인을 위한 한국음식(한식재단)

153 안드레아 데 베네디티스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54

체코어

또마쉬 호락 소설 우주피스 공화국(하일지)

155 페트라 벤-아리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신경숙)

156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소설 생의 이면(이승우)

157 크로아티아어 티하나 에글러 소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은희경)

158

폴란드어

필립 시니에브스키-다네츠키/ 최정인 인문 (고교생이 알아야 할)한국인의 의식구조(이규태)

159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소설 검은 꽃(김영하)

160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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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지원 대상도서 선정

지난 2010년부터 저자, 번역가, 출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유관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서 선정한 우수도서 목록을 추천받아 이를 대상으로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 3분기부터는 이전의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

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문학 60종, 인문·사회 41종, 아동·청소년 22종, 기타 1종을 포함한 총 

124종이 추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번역지원대상도서는 총 1074종이다.

※ 별표(*) 처리된 작품: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샘플지원을 받은 후, 해외출판사 번역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완역지원을 받게 된 작품으로 총 19건 지원

연번 장르 저자 작품명

1 소설 공선옥 내 생의 알리바이

2 소설 구효서 나가사키 파파

3 소설 구효서 저녁이 아름다운 집

4 소설 권지예 붉은 비단보

5 소설 김려령 트렁크

6 소설 김선우 발원 1, 2

7 소설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8 소설 김탁환 목격자들 1, 2

9 소설 박상식 눈물의 강산

10 소설 박솔뫼 도시의 시간

11 소설 박완서 기나긴 하루

12 소설 박완서 그 여자네 집

13 소설 박형서 끄라비

14 소설 배수아 독학자

15 소설 서영은 꽃들은 어디로 갔나

16 소설 서유미 끝의 시작

17 소설 서진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

18 소설 안도현 연어 이야기

19 소설 윤고은 알로하

20 소설 이기영 고향

21 소설 이동원 살고 싶다

22 소설 이승우 욕조가 놓인 방

23 소설 이언호 꽈리열매 세탁공장

24 소설 이장욱 기린이 아닌 모든 것

25 소설 임철우 등대

26 소설 임철우 아버지의 땅

27 소설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28 소설 전경린 엄마의 집

29 소설 전성태 두 번의 자화상

30 소설 정미경 내 아들의 연인

31 소설 정세랑 이만큼 가까이

32 소설 천명관 고래

33 소설 하일지 우주피스 공화국

* 문학 - 60종

<표 4> 2015년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대상도서 선정 목록 - 총 124종

161 헝가리어 김흥식/ 오스배스 가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34 소설 하일지 진술

35 소설 한강 소년이 온다

36 소설 한수산 까마귀 (총 5권)

37 소설 현길언 낯선 숲으로 난 길

38 소설 현진건 무영탑

39 소설 황정은 계속해보겠습니다

40 시 고형렬 나는 에르덴조 사원에 없다

41 시 구상 구상무상

42 시 김경미 밤의 입국심사

43 시 김명인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

44 시 김승희 희망이 외롭다

45 시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46 시 김이듬 히스테리아

47 시 문정희 응

48 시 문정희 카르마의 바다

49 시 문효치 별박이자나방

50 시 송수권 퉁

51 시 심언주 비는 염소를 몰고 올 수 있을까

52 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53 시 윤의섭 묵시록

54 시 이형기 절벽

55 시 조용미 기억의 행성

56 시 조정권 시냇달

57 시 최동호 수원 남문 언덕

58 시 함기석 힐베르트 고양이 제로

59 시 황인찬 희지의 세계

60 기타 배삼식 배삼식 희곡집

* 인문 - 41종

1 고전 각훈 해동고승전

2 고전 김만중 구운몽

3 고전 남효온, 정출헌 역 추강집

4 고전 유본예 한경지략

5 고전 이이, 김태완 역 율곡집

6 고전 이황 성학십도

7 고전 이황 자성록

8 고전 이황 천명도설

9 고전 장주식 삼현수간

10 고전 정도전 삼봉집

11 고전 홍대용 건정필담

12 인문·사회 강명관 홍대용과 1766년

13 인문·사회 강인욱 유라시아 역사 기행

14 인문·사회 권혁태 전후의 탄생

15 인문·사회 김애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16 인문·사회 김우창 외 문화의 안과 밖 1 풍요한 빈곤의 시대

17 인문·사회 남창근 외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8 인문·사회 도진순 외 문화의 안과 밖 6 동서양의문명과한국

19 인문·사회 박영원 디자인유머

20 인문·사회 박정기 에너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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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문·사회 스리체어스 편집부 바이오그래피 매거진 ISSUE1이어령

22 인문·사회 스리체어스 편집부 바이오그래피 매거진 ISSUE1이문열

23 인문·사회 안대회 외 18세기의 맛

24 인문·사회 오세정 외 문화의 안과 밖 2 인간적사회의기초

25 인문·사회 유종호 외 문화의 안과 밖 3 예술과삶에대한물음

26 인문·사회 윤정로 외 문화의 안과 밖 4 과학적사유와인간이해

27 인문·사회 이광호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28 인문·사회 이기웅 한옥

29 인문·사회 이병남 경영은 사람이다

30 인문·사회 이상현 인문학, 한옥에 살다

31 인문·사회 이승엽 극장경영과 공연제작

32 인문·사회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33 인문·사회 이정전 외 문화의 안과 밖 5 인간 문명과 자연세계

34 인문·사회 이태호 한국미술사의 라이벌

35 인문·사회 전우용 서울은 깊다

36 인문·사회 주영하 식탁 위의 한국사

37 인문·사회 진형준 공자님의 상상력

38 인문·사회 최원석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39 인문·사회 최유찬 문학의 통일성 이론

40 인문·사회 최정호 한국의 문화유산

41 인문·사회 한국고전번역원 후설 (승정원일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다)

 * 아동 - 22종

1 아동·청소년 강무홍 개답게 살 테야!

2 아동·청소년 고정욱 괜찮아

3 아동·청소년 고정욱 장애, 너는 누구니

4 아동·청소년 권정생 아기 소나무

5 아동·청소년 권정생 학교놀이

6 아동·청소년 김기정 네버랜드 미아

7 아동·청소년 김수영 사랑해 언니 사랑해 동생

8 아동·청소년 김양미 오빠와 나

9 아동·청소년 김영욱 네모의 수학 울렁증

10 아동·청소년 김정란 불의 지배자 두룬 1, 2, 3

11 아동·청소년 김종렬 개와 고양이의 은밀한 시간

12 아동·청소년 우봉규 마지막 겨울

13 아동·청소년 원유순 떠돌이별

14 아동·청소년 원재길 바다로 가는 합창단

15 아동·청소년 이가을 여름이를 찾아서

16 아동·청소년 이상교 야생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17 아동·청소년 이상권 똥개의 복수

18 아동·청소년 이제미 번데기 프로젝트

19 아동·청소년 이준호 할아버지의 뒤주

20 아동·청소년 이창숙 조선의 수학자 홍정하

21 아동·청소년 이효분 옛이야기 들썩, 우리 음악 얼쑤!

22 아동·청소년 채인선 노래기야 춤춰라!

* 기타 - 1종 

1 그래픽노블 권용득 예쁜여자

2. 영상공연 번역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을 목적

으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영상 및 공연 작품에 대한 자막번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토지

문화재단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지원 기관을 확대했으며, 국립극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예

술단, 예술 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 등 총 8개 기관에 44건을 지원했다.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총 12건

2015년: 총 7개 언어권 38작품 44건 지원

연번 기관 시기 주요 내용

1 국립극장 2007. 4.
국가브랜드 공연 및 

역대 우수 레퍼토리 공연 대본 번역지원

2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6.
서울아트마켓 쇼케이스 및

 해외진출 공연 자막 번역지원

3 영화진흥위원회 2007. 6. 한국 우수 장·단편 영화 자막 번역지원

4 국립국악원 2007. 7. 국악 공연 자막 및 홍보자료 번역지원

5 서울예술단 2007. 9.
서울예술단 해외공연 및 
특별공연 자막 번역지원

6 한국영상자료원 2007. 10.
해외 상영용 영화 프린트 및 

한국 고전영화 컬렉션 DVD 자막 번역지원, 한국영화 관련도서 번역지원

7 국립극단 2011. 2. 
창작 희곡의 번역,

 영문 자막번역 지원

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 5.
기존 협약 내용 확인 및 

글로벌역량강화사업 작품 번역 지원

9 한국공연예술센터 2013. 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공연작품 지원

10 국립현대무용단 2014. 1.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창작 공연작품의 번역지원 

11 세종문화회관 2014. 7. 세종문화회관 제작 창작 공연작품의 번역지원

12 토지문화재단 2015. 4. 토지문화재단 창작물의 번역지원

〈표〉 영상공연 번역지원 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현황

〈표〉 영상자막 번역지원 현황 (4개 언어권 20건, 감수 포함)

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가 감수자

1

한국
영상

자료원

별들의 고향 영어 조용경 장해니

2 별들의 고향 일어 동소현 김아선

3 수업료 영어 자넷 홍 그레이스 리

4 수업료 일어 이희라 오영아

5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영어 장해니 킴 스토커

6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일어 김아선 오영아

7 노다지 영어 조윤나 그레이스 리

8 노다지 일어 동소현 오영아

9 칠수와 만수 영어 자넷 홍 그레이스 리

10 칠수와 만수 일어 이희라 오영아

11 카인의 후예 영어 장해니 그레이스 리

12 카인의 후예 일어 동소현 오영아

13 천년학 일어 이희라 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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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연자막 번역지원 현황 (4개 언어권 24건)

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가 감수자

1

예술경영지원센터

이희문 오더메이드레퍼토리
 ‘雜(잡)’

이탈리아어 마우리찌오 리오또 -

2 한여름 밤의 꿈 서어 로라 라모스 안드레 솔라노

3  Faust I+II 서어 윤선미 세바스찬 파로디

4 고통에 대한 명상 영어 정예원 다시 파퀴에트

5 이방인의 노래 영어 조윤나 존 프랭클

6
왜 두 번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영어 - 고효진

7 동물 영어 장해니 조용경

8 비손 영어 알리사 김 그레이스 리

9 가곡실격: 방 5 영어 알리사 김 그레이스 리

10
안은미컴퍼니 

<2015 파리가을축제 3부작>
불어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11 세종문화회관 나는 형제다 영어 조용경 그레이스 리

12

서울예술단

이른 봄, 늦은 겨울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13 신과 함께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14 잃어버린 얼굴 1895 영어 - 알리사 김

15 뿌리깊은 나무 영어 - 알리사 김

16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믿음의 기원2
-후쿠시마의 바람

영어 이경진 조용경

17 햄릿_아바따 영어 조용경 킴 스토커

18 상주국수집 영어 신지영 그레이스 리

19 기억의 양수 영어 고효진 그레이스 리

20 왕세자실종사건 영어 조윤나 킴 스토커

21

국립극단

유사유감 영어 알리사 김 그레이스 리

22 이영녀 영어 조윤나 킴 스토커

23 토막 영어 정예원 킴 스토커

24 조씨고아 영어 알리사 김 그레이스 리

14

토지
문화
재단

박경리 1 노어 아나스타샤 구리예바 최인나

15 박경리 2 노어 아나스타샤 구리예바 최인나

16 박경리 3 노어 아나스타샤 구리예바 최인나

17 박경리 작가소개집 영어 조용경 소라 김-러셀

18
서울
산업

진흥원

아기종벌레 포포 서어 성초림 권은희

19 허풍선이 과학쇼 중어 왕기맹 -

20 별별가족 영어 장해니 킴 스토커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영어

고령화 가족 Modern Family 천명관 박경리 White Pine Press

2 리나 Rina 강영숙 김보람 Dalkey Archive Press

3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문열 안선재 Dalkey Archive Press

4 순례자의 노래 The Future of Silence 오정희 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Zephyr Press

5 식물들의 사생활 The Private Life of Plants 이승우 유인례/ 루이스 빈치게러 Dalkey Archive Press

6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God Han No Grandchildren 김경욱 강순옥/ 멜리사 톰슨 Dalkey Archive Press

7 외딴 방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신경숙 정하연/ 자넷 톰슨 Pegasus

8 착한 가족 A Good Family 서하진 앨리 황/ 에이미 스미스 Dalkey Archive Press

9 철수** Nowhere to Be Found 배수아 김소라 Amazon Crossing

10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The Night of the Cat’s 

Return
송찬호 김원중/ 크리스토퍼 메릴 Autumn Hill Books

11 구상무상**
Songs of Thorns and 

Flowers Vol. 5: Alone With 
Myself

구상 박찬응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The Ohio State 

University 

12 김수복 시선집** Beating on Iron 김수복 안선재 Green Integer

13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I Am a Season That Does 

Not Exist in the World
김경주 Jake Levine Black Ocean

14 도종환 시선집 Loving Forever 도종환 안선재 Seoul Selection

15 명랑하라 팜 파탈 CHEER UP FEMME FATALE 김이듬 이지윤 Action Books

16 야생 사과 Wild Apple 나희덕 지영실/ Daniel Todd Parker White Pine Press

17 주변인의 초상
Portrait of a Suburbanite: 
Poems of Choi Seung-ja

최승자 김은주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rogram

18 둥지의 철학 The Philosophy of the Nest 박이문 이민구 Saffron Books

19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Great Soul of Siberia 박수용 장해니 Greystone Books

20 아시아의 죽음 문화 Death in Asia 이옥순 외 5인 지예구 Seoul Selection

21

프랑스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J’ENTENDS TA VOIX 김영하 김영숙/ 르브뤼스크 아르노 Philippe Picquier 

22 동화처럼 Comme dans un conte 김경욱 최애영/ 장 벨맹노엘 Decrescenzo Editeurs

23 비행운**
Comment se passe 

ton été? 
김애란 케트 아모루소/ 루시 앙게벤 Decrescenzo

24 아오이 가든** Dans l’antre d’AoïGarden 편혜영 이정민/ 쥴리앙 파올루치 Decrescenzo

3. 한국문학 출판지원

2015년에는 출판지원사업 및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총 14개 언어권 94종의 도서가 해

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는 소설 53종, 시 15종, 인문 22종(고전 포함), 아동 3종, 그래픽노블 1종

이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0종, 프랑스어 8종, 독일어 8종, 스페인어 5종, 러시아어 8종, 중국어 18종, 일본

어 11종, 베트남어 6종, 체코어 4종, 폴란드어 2종, 몽골어 1종, 핀란드어 1종, 태국어 1종, 루마니아어 1종이 

출간되었다. 작년부터 출간종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번역원

의 지원으로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 도서가 출간되었다. 

<2015년도 해외출간도서: 총 94종>

※ 별표(*) 처리된 작품: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샘플 번역을 지원한 후,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완역을 지원한 작품으로 총 6건 지원

※ 별표(**) 처리된 작품: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작품으로 총 20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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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랑스어

퀴르발 남작의 성*
Le Chateau du Baron 

de Quirval
최제훈 최애영/ 장 벨맹노엘 Decrescenzo Editeurs

26 한국 현대문학 단편선집
COREE DES VILLES 

COREE DES CHAMPS
하성란/ 김미

월 외
김정연/ 수잔 살리나스 Decrescenzo

27 히말라야 Poèmes de l’Himalaya 고은 노미숙/ 알랭 제너찌오 Decrescenzo

28 예쁜 여자**
DES FILLES DE MA 
CONNAISSANCE

권용득 박윤선/ Lucas Méthé ATRABILE

29

독일어

7년의 밤 Sieben Jahre Nacht 정유정 조경혜 Unionsverlag

30 강산무진 Acht Leben 김훈 윤선영/ 미하엘 텁/ 레오니 베츠 Septime

31 바셀린 붓다 Vaseline-Buddha 정영문 얀 디륵스 Droschl

32 이별하는 골짜기 Abschidestal 임철우 정영순/ 헤르베르트 야우만 Iudicium

33 토지 IV Land 4 박경리 헬가 피히트/ 한정화 Secolo

34 겨울밤 0시 5분
Winternacht 0Uhr

5 Minuten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Verlag

35 꽃의 고요 Stille der Blüten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36 이미륵 평전*
Wanderer zwischen 

zwei Welten
정규화/ 박균 박균/ 베르네르 헨네켄 EOS

37

스페인어

귀뚜라미가 온다 Se viene el tifón 백가흠 윤선미 Bonobos

38 바리데기**
Bari, la princesa aban-

donada
황석영 뤼스 프라일레스 Alianza editorial

39 위저드 베이커리 La panadería encantada 구병모 Irma Zyanya Gil Yáñez/ 정민정 NOSTRA

40
고은 시선집-

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Unas horas con los po-

etas muertos 
고은 민용태 Huerga y Fierro

41 연암 박지원 소설집
Relatos de Ionam Park 

Ji-won
박지원 이혜경 EDICIONES HIPERIÓ N,S.L.

42

러시아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Забытый вкус кислички 박완서 이상윤/ 함영준 LLC Vremya

43 그녀의 눈물 사용법
Как она использует 

свои слезы 천운영 아르튜호바 엘레나/ 조훈 Hyperion

44 바리데기 Принценсса Пари 황석영 르즈코프 안드레이/ 허승철 Literary Studies

45 봉순이 언니 Моя Бонсун 공지영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젤료바 Natalis

46 원더보이 Чудо мальчик 김연수 리 그리고리 Hyperion

47 지금 장미를 따라** Всдел за ветром 문정희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마리아 살

다토바
Rudomino

48 한국한시선집** Рисунки тушью 김시습 외 A.F.Trotsevich 외 3인 Hyperion

49 플로라의 비밀 Тайна Флоры 오진원(글), 
박해남(그림)

마리아 꾸츠네초바 Hyperion

50

중국어

7년의 밤** 七年之夜 정유정 서려홍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天津人民出版社)

51 검은 꽃 黑色花 김영하 박선희/ 하동매 浙江文艺出版社

52 낭만적 사랑과 사회 浪漫之爱与社会 정이현 왕염려/ 김용 民族出版社

53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 신경숙 천일 漓江出版社

54 서편제 西便制 이청준 전화민 浙江大学出版社

55 식물들의 사생활 植物的私生活 이승우 정생화 上海译文出版社

56 아들의 겨울 儿子的冬天 김주영 김애령 华中科技大学出版社

57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化身九双鞋的男人 윤흥길 왕책우 浙江大学出版社

58 악기들의 도서관 乐器图书馆 김중혁 한경아/ 홍미미 华中科技大学出版社

59 왕을 찾아서 寻觅王者 성석제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60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幸福的人不看钟 은희경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1 오늘 그리고 내일의 노래 今天与明天的歌 김남조 정동매/ 김금룡 江苏凤凰文艺出版社

62 관계 关系
안도현(글), 
이혜리(그림)

서정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3 항아리 坛子 정호승 김명순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4 문명과 바다 深蓝帝国 주경철 유창/ 진원 北京大学出版社

65

중국어

차마고도* 茶马古道
KBS 차마고도 

제작팀
공연/ 박성률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66 철학이 필요한 시간 需要哲學陪伴的時間 강신주 이맹맹/ 이해란 商务印书馆(香港)

67 한국의 풍속화 韩国风俗画 정병모 김청룡/ 조량 商务印书馆

68

일본어

김승옥 단편선
ソウル1964年 冬 ―

金承鈺短編集― 김승옥 아오야기 유코 三一書房

69 미궁에 대한 추측 香港パク 이승우 김순희 講談社

70 새 鳥 오정희 문광자 段々社

71 이만큼 가까이** アンダー、サンダー、テンダー 정세랑 요시카와 나기 CUON

72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亡き王女のためのパヴァーヌ 박민규 요시하라 이쿠코 CUON

73 자성록 自省録 퇴계 이황 난바 유키오 平凡社

74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西洋人の視た朝鮮 김학준 김용권 山川出版社

75
시로 맛을 낸 행복한 

우리 한식**

飲食のくにでは ピビムパプ
が民主主義だ- おいしい詩

を添えて
한국시인협회 김승복/ 나카무라 에츠코 CUON

76 조선 여성의 일생
朝鮮時代の女性の歴史- 

家父長的規範と女性の一生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오바타 미치히로 明石書店

77 조선을 떠나며** 朝鮮引揚げと日本人 이연식 타테노 아키라 明石書店

78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韓国の伝統芸能と東アジア 서연호 나카무라 가츠야 論創社

79

베트남어

고등어* Cáthu 공지영 응히엠 티투 흐엉 Nhã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80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Thành phốvới những người 

quen xa lạ
최인호 팜 티 타잉 튀 Tre Publishing House

81 계서야담 KhêTây da  ̃đàm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숙 

역주
쩐 티 빅 프엉 The Literature and Arts- Culture Publishing House

82 고구려 건국사 Lịch sửlập quốc Cao Câu Ly 김기흥 후엔 티투 타오 Publishing House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83 난중일기 Nhật kýtrong gian lao 이순신 다오티미칸 The Literature and Arts- Culture Publishing House

84 동아시아 문명론
LÝLUÂN VỀVĂN MINH 

ĐÔNG Á
조동일 하밍타잉 Publishing House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85

체코어

생의 이면 Ta druhástrana života 이승우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86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Někde zvonítelefon 신경숙 페트라 벤 아리 ARGO

87 우주피스 공화국 Republika Užupis 하일지 또마쉬 호락 ARGO

88 산사 Sansa 이형권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89
폴란드어

검은 꽃** Czarny Kwiat 김영하 Marzena Stefańska Kwiaty Orientu

9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Nasz skrzywiony bohater 이문열 로잔스카 카타지나 Kwiaty Orientu

91 몽골어 종이 ЦААС 신달자 체렝호를러 Soyombo

92 핀란드어 엄마를 부탁해** PIDÄHUOLTA ÄIDISTÄ 신경숙 따루 살미넨 Into Kustannus Oy

93 태국어 감염된 언어 고종석 박경은/ 위랏 씨리왓타나나윈 PRAPHANSARN

94 루마니아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Voi fi acolo 신경숙 디아나 육셀 S.C. Humanitas Fiction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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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미권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1)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총서 출간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한국문학총서 25종 발간 사업의 일환으

로 올해도 5종의 도서가 출간되었다. 새로이 12월에 출간된 도서는 강영숙 『리나』, 김경욱 『신에게는 손자

가 없다』, 서하진 『착한 가족』, 이문열 『사람의 아들』,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이다. 2013년 출간 이래 한

국의 근·현대문학의 다양한 면면을 영미권 독자에게 소개했다는 평을 받는 총서 시리즈는 올해 뉴요커지 

(The New Yorker), 아이리쉬 타임즈 (The Irish Times)에도 그 리뷰가 실리는 등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

이는데 일조했다. 내년 12월 6종의 추가 도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2) 기타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계획

달키 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문학전문 출판사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리즈 출간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의 딥 벨륨 (Deep Vellum Publishing), 투펠로 (Tupelo Books), 카야 (Kaya Press), 그리고 영국의 

틸티드 액시스 (Tilted Axis) 출판사가 그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해 한 권 정도의 한국도서를 출간하는 약

정을 맺어 안정적인 영미권 출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2015년 출간도서 5종 

연번 제목 작가 번역가

1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God Has No Grandchildren
김경욱 

Kim Kyung-uk
강선옥 / 멜리사 톰슨 

Sunok Kang / Melissa Tompson

2
리나 
Rina

강영숙 
Kang Young-sook

김보람  
Kim Boram

3
착한 가족 

A Good Family
서하진 

Seo Hajin
앨리 황 / 에이미 스미스 

Ally Hwang / Amy Smith

4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문열 
Yi Mun-yol

안선재 
Brother Anthony

5
식물들의 사생활 

The Private Life of Plants
이승우 

Lee Seung-U
유인례/루이스 빈치게러 

Inrae You and Louis Vinciguerra

-

II

한국문학 

해외교류

-

INTERNATIONAL

PR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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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UCLA 재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청중들이 두 

작가의 작품 세계와 한국 작가로서의 정체성 등 깊이 있는 문학적 화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문

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후 이어진 리셉션에서도 계속돼 두 작가와 한국문학에 대한 미국 현지에서

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6월 4일 오전에는 작가들이 직접 UCLA 한국문학과정 수업을 방문하여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

간을 가졌다. 한국 현대 소설에 대해 한 학기동안 배워온 학생들은 한국 문단에서 소설을 집필하고 활발하

게 활동 중인 두 작가의 생생한 창작기를 들으며 한국 문단의 현 주소와 출간 과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

다. 4일 오후에는 LA 근교에 위치한 UC 어바인으로 이동해 천명관 작가의 원작 영화, 『고령화 가족』을 함

께 감상하고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80여 명의 현지 관객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작가와 관객은 함

께 영화와 소설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메시지를 비교해가며 즐거운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2015년도 해외교류사업은 해외 주요 문학거점도시 한국문학 행사 개최, 해외교류 기획사업, 

해외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해외 주요 문학축제 한국작가 파견 및 해외작가/ 언론인 초

청, 해외 문예지 한국문학특집호 게재 등을 통해 한국문학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데 기여했다.

해외 주요 문학거점도시 한국문학 행사는 해외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 현지에서 개

최되는 문학행사와 한국문학 행사를 연계시켜 문학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2015년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시행 되었다. 향후에도 세계 주요 문학거점지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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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해가

고 있으며, 2015년에는 프랑스 국제시인 비엔날레, 포르투갈 마토징유 문학축제, 이태리 밀라노 

북시티 행사 등 세계 유수 페스티벌에 작가를 파견하여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세계 독자들에게 적

극 홍보하였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장단, 프랑스 저명작가 및 주요 언론인, 일본 주요

일간지 기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등, 한국문학의 해외 인지도 

재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 16개국 18개  지역에서 ‘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함으로

써,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러시아 <Inostrannaya Literatura>, 프랑스 <Transfuge>, 아르헨티나 <La 

Balandra>, 아랍 <KIKAH> 등 해외 주요 문예지를 통해 한국문학 특집호를 기획함으로써 현지 

출판인, 한국학 연구자 등 전문독자들에게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문

학의 현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도 했다 

1. 해외 주요 문학 거점도시 개최 한국문학행사

1) 미국 서부

한국문학번역원은 6월 2일과 4일에 미국 대중문화의 집결지인 LA와 근교의 어바인에서 배수아, 천명

관 작가의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UCLA 캠퍼스 내 찰스 영 리서치 도서관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에서 개최된 2일 행사는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 가족(Modern Family)』과 미국 AmazonCross-

ing 출판사에서 출간된 배수아 작가의 『철수(Nowhere to Be Found)』의 국문 및 영어 낭독회와 토론 세

Ⅱ. 한국문학 해외교류
Intern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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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4월 23일(목) 저녁에는 <한-스페인 작가간담회>가 문화공간인 Espasio B에서 열렸다. 스

페인 작가 세 명이 여성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문정희 시인의 시 세계와, 사형제도에 관한 공지영 작가의 

생각을 묻는 등 심도 있는 대화가 두 시간 내내 이어졌으며, 두 작가의 작품을 스페인 작가가 직접 낭독하

기도 했다. 

4) 러시아

5월 18일 및 5월 21일 양일에 걸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했

다. 러시아에서 『세계의 끝 여자친구』, 『원더보이』가 출간된 김연수 작가와 『침이 고인다』와 『달려라 아비』

가 출간된 김애란 작가가 참여하여 러시아 독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친선협회(St.Petersbur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

eration)에서 개최된 문학행사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 낭독과 작품세계에 대한 청중과의 대담이 이루어졌

다. 청중 대부분은 작가의 작품을 읽은 후 행사에 참석하여 깊이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열띤 대화가 지

속되어 1시간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행사가 3시간 가까지 이루어졌다. 행사 후에는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

들의 줄이 한참동안 지속될 만큼 행사 열기가 뜨거웠다. 

5월 21일 모스크바 국립외국문학도서관(All-Russia State Library for foreign Literature)에서 개

최된 문학행사는 러시아에서 해외 각국의 문학 도서를 관리, 보존하는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된 행사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었다. 100여 명의 일반 독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국 작가가 들려주는 한국어의 

질감과 러시아 연극배우가 낭독하는 러시아어로 번역본의 낭독을 위주로 진행된 행사가 진행되었다. 청중

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러시아 독자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2) 미국 동부

한국문학번역원은 11월 13일 저녁, 미국 남부 유수대학 듀크대학교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특

별행사: 현대 작가를 조명하다(Special Event: Contemporary Novelist in Focus)”라는 명칭으로 개최

된 행사는, 2015년 12월에 현지에서 『리나(Rina)』가 출간된 작가 강영숙을 조명하였다. 행사는 듀크대학

교 퍼킨스 도서관(Perkins Library)에서 열렸으며, 동대학 한국·일본 문화연구 학과(Korean and Japa-

nese Cultural Studies) 권나영 교수의 사회와 북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학자들, 그리고 일

반 청중의 참가로 이뤄졌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김종회 평론가의 작가소개와 함께 강영숙 작가의 『리나』 집필 배경, 

작품 일본 출간에 대한 현지 반응 및 영어 번역 과정에 얽힌 일화 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작

가가 『리나』 일부를 낭독하였다. 낭독 후에는 『리나』 출간을 담당한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총괄(Associate 

Director of Dalkey Archive Press) 제이크 스나이더(Jake Snyder)가 『리나』 에 대한 출판사의 기대감

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는 마지막 순서였던 질의응답에서 청중의 질문이 끊이지 않아 예정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3) 스페인

주스페인 한국문화원과 공동 주관으로 4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스페인 ‘책의 밤(La noche de 

los libros)’ 행사를 계기로 한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스페인 ‘책의 밤’ 행사는 매년 4월 23일에 세계적 

대문호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마드리드 시내 곳곳의 서점,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에서 600여 개의 문학 관련 행사가 개

최되었고, 에이미 탄(Amy Tan), 로렌조 실바(Lorenzo Silva) 등의 유명 작가가 참가했다. 이번 한국문학

행사에는 최근 스페인어로 각각 시집과 장편소설이 출간된 시인 문정희와 소설가 공지영이 참가해 스페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낭독 및 작품세계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4월 22일(수) 저녁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국 문학의 밤>행사는 ‘여성, 생명 그리고 사

랑’ 이라는 주제로 문정희, 공지영 두 작가의 작품 『나는 문이다(Yo soy Moon)』와 『우리들의 행복한 시

간(Nuestros tiempos felices)』에 대해 이야기했다. 약 80여 명의 청중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여성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자들이 문학을 소비하는 경향과 같은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또한 이 행사는 스페인 라디오 Circulo de Bellas Artes 채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Planeta de los 

libros를 통해서도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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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상해

8월 중국 상해도서전 및 국제문학주간(上海国际文学周, Shanghai Book Fair and Shanghai Inter-

national Literary Week) 기간에 맞추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상해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상해역문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에서 『왕을 찾아서』를 출간한 성석제 작가와 『식물들의 사생활』을 출간

한 이승우 작가가 참가하여 한국어 전공 학생 및 일반 독자, 출판관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8월 20일에는 국제문학주간 조직위에서 개최하는 ‘시의 밤(诗歌之夜, Shanghai Poetry Gala Night)’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에 초청된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자신의 애송시를 낭송하는 행사로서, 성석제 작가는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를, 이승우 작가는 조정권 시인의 「산정묘지1」을 낭송했다. 

8월 22일 저녁에는 사남공관(思南公馆)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식물들의 사생활』 읽기’라는 주

제로 이승우 작가의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작품의 창작 동기부터 식물의 의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었다. 

8월 23일 오후에는 상해도서전 전시장 이벤트홀에서 두 작가의 도서 출간 기념 사인회가 열렸다. 사인회

가 시작되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사인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러 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사인을 받는 독자들도 많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상해도서관(上海图书馆, Shanghai Library)에서 성석제 작가의 문학행사를 개최했

다. ‘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샤오바이(小白) 작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소설의 배경 및 서술 방식, 동양이라는 테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

은 독자들이 자리하여 두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상해의 규모 있는 행사 기간에 맞추어 개최한 이번 한국문학 행사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학자 

외에도 수많은 일반 독자들이 참가하여 이국에서 온 두 작가를 환영해주었다.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독자

들의 따뜻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6) 독일

독일 한국문학행사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및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에서 『꽃의 고요』와 『겨울밤 0시 5분』 등 시집 두 권을 연달아 출간한 황동

규 작가가 참여했다. 

16일(금) 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주독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낭독회에서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

학과 홀머 브로흘로스(Holmer Brochlos)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베를린 대학 학생들과 일반 독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18일(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행사장 내 세계 각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공식 프로그램인 벨트

엠팡(Weltempfang) 무대를 통해 작가 대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라디오 방송국 쥐드베스

트룬트풍크(SWR2/Südwestrundfunk2)의 문학기자인 카타리나 보르하르트(Katharina Borchardt)가 사회

를 맡아 한국 대표적 시인의 작품세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19일(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퓌르스텐베르크 궁전(Palais Fürstenberg)에서 빈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 및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낭독회를 개최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한국학과의 안드레아스 쉬르머

(Andreas Schirmer) 교수의 진행에 따라 황동규 작가의 작품세계를 오스트리아 청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히 유명 연극배우인 크리스티안 슈파체크(Christian Spatzek)의 생동감 있는 시 낭

독으로 현지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된 독일어권 독후감 대회 시상식을 끝

으로 독일어권 문학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7) 일본

한국문학번역원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나흘간 개최된 2015 도쿄국제도서전에 참가하

고 소설가 강영숙, 김언수를 초청한 총 4회의 한국문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도서전 하루 전인 6월 30일, 먼저 각슈인(学習院)대학에서 김언수 작가가 ‘왜 소설을 쓰는가’라는 주제

로 강연하였다. 7월 1일에는 와세다 대학에서 강영숙 작가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만났다. 앞으로 

한일의 독자들이 서로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문학뿐 아니라 어떤 장르든 소통 

가능한 매체를 통한 타인과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강영숙 작가의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

의 번역출판지원을 통해 2016년 『라이팅클럽』이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7월 2일은 일본의 대형서점 쥰쿠도(ジュンク堂)에서 김언수 작가와 『설계자들』의 번역자 오순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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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담이 이루어졌다. 이미 책을 읽은 독자들과 번역자, 편집자가 함께 모여 작품의 번역과 의미 전달과정

에서 있었던 고민과 느낀 점을 나눔으로써 번역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 전할 수 있는 매력과 어려움에 대

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7월 2일 오전에는, 강영숙 작가와 오랜 문학적 친분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나오키상 수상작가 나카지마 쿄코(中島京子)가 ‘불안의 시대, 가족-친구-국가’를 주제로 주

일한국문화원 사랑방에서 대담을 나눴다. 대담 내용은 일본 슈에이샤(集英社)가 발행하는 문예지 『스바루

(すばる)』에 게재되었다.  

마지막 행사로 7월 4일 호세이(法政)대학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강영숙, 김언수 두 작가와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작가인 나카자와 케이(中沢けい)가 일본의 독자들과 함께 한일의 책과 문학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나카자와 작가의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세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온 양국

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학작품과 사회의 관계성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

야기와 질문이 이어졌다. 

8) 프랑스

2015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생 나제르와 파리에서 개최되는 문예축제 ‘MEET’에 참가했

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올해 행사에는 특별히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삶을 표현하

다(Traduire la Vie)’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승우, 성석제, 편혜영, 김언수 등 네 명의 한국 작가가 참가해 

한국 문학 낭독 및 대담회 등 다채로운 교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MEET 행사는 각각 프랑스 생나제르

(11월 20일~11월 22일)와 파리(11월 23일~11월 24일)에서 개최되었다. 

11월 20일 저녁 생나제르에서 열린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 영화 ‘파수꾼’을 상영, 관련하여 한국 작

가 대담회가 열려 현지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11월 21일(토)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네 명

의 한국 작가와 사회자인 장노엘 쥬떼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현대문학, 도시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주제

를 바탕으로 작가 토론회가 진행 되었으며 11월 22일(일) 저녁에는 성석제, 김언수 작가가 ‘생나제르를 위

해 쓴 글’에 관한 작가 에세이와 관련된 대담회가 이어졌다. 

11월 23일(월)에는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이승우 작가의 낭독 및 대담 행사가 열렸고, 11월 24일(화)

에는 파리 페닉스 서점(Librairie Phoenix)에서 참가 작가들이 프랑스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대담 및 싸인

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2. 해외 문학축제 참가 및 파견

1) 더블린 국제문학축제 참가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에 은희경 작가가 초청을 받

아 참가했다. 23일에는 “더블린에서 한국 소설가를 만나다: 은희경 작가와 마티나 데블린과의 대담(Meet 

Award-winning Korean Novelist in Dublin: Eun Heekyung in Conversation with Martina Dev-

lin)”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독자 및 문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정미경, 이기호 작가를 파견하여 개최한 한국문학 행사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 올해

도 주아일랜드한국대사관이 주관하고 한국문학번역원과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의 협력으로 행사가 개최되

었다. 아일랜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작가인 마티나 데블린(Martina Devlin)을 사회자로 

섭외하여 행사의 격조를 높이고, 작년 행사의 대담자로 참여한 크리스틴 드와이어 허키(Christine Dwyer 

Hickey) 작가와 시머스 바라 오숩렙하인(Seamus Barra O’Sullieabhain) 게일어 시인 등, 현지 문학 관

계자들도 한국문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의 낭독과 작가소개 영상 상영에 이어 토론 세션에서

는 작가가 글을 쓰게 된 계기와 등단하기까지의 과정, 작품의 주된 메시지, 현대 사회에서 작가의 역할과 한

국문학에서 여성 작가의 경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는 한국의 현대



2015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Ⅱ. 한국문학 해외교류42 43

김후란 시인은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KHU)에서 현지 학생 및 일반인 약 50

명이 모인 가운데 <따뜻한 가족, 문학의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그 뒤 청중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작가가 직접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 낭송을 들려준 이 자리는, 참가한 홍

콩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의 작품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고,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자

리가 되었다.

4) 터키 탄피나르 문학축제 작가파견

5월 7일부터 8일까지 2015 터키 탄피나르 문학축제에 참가하여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 작

가로는 소설가 이문열이 참가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터키 독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7일(목) ‘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로 이문열 작가는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동영상을 통해 독자들에

게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8일(금) 저녁 이스탄불 시내에 위치한 아타튀르크(Atatürk) 도서관에서 터키

의 하칸 아크도간(Hakan Akdogan) 작가와 함께 대담회를 개최하였고, ‘결핍이 가진 힘의 한계’라는 주

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 한국문학의 미래, 그리고 번역의 중요성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 및 

사인회를 개최하여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나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작년에 이어 

아일랜드에서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하여 그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작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 영국 레드버리 시축제 파견

고은 작가가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영국 레드버리 시축제(Ledbury Poetry Festival)에 초청

되었다. 레드버리 시축제는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영국 최대의 시축제로, 현지 유력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축제 참가는 2015년 초 영국 블러덱스 출판사(Bloodaxe Books)를 통한 『

만인보 Ⅱ(Maninbo: Peace & War)』의 출간과 발맞추어 이뤄졌다.

고은 작가는 7월 12일 레드버리 시축제에서 시낭송회와 책 사인회를 개최하고, 이어 14일에는 현지 

언론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어 15일에는 런던에 소재한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고은 작가와 함께 『만인보 Ⅱ』 번역가인 안선재(Brother 

Anthony of Taizé) 교수와 이상화 교수가 동행하였고, 청중의 깊은 열기와 몰입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

었다.

3)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 한국문학행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주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에 김후란 시인이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는 주 홍콩 총영

사관이 홍콩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정사무국 등이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한 한국문화축제로 문학, 영

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현지 곳곳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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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밀라노 Book City 파견

2015년 10월 김영하 작가의 이탈리아 번역본 신간 『살인자의 기억법』 출간을 기념하여 로마, 토리노 

등 이탈리아 주요도시에서 출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문학 행사인  밀라노 북 시

티 페스티벌에 작가를 파견하여 다양한 교류 행사 및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현지 독자들을 만나는 기

회를 가졌다. 특히 본 행사 파견을 통해 Elle Magazine, Grazia, Marie Claire, Il Foglio, Internazionale, 

Le Lettura, Tg5, TV 2000 등 이탈리아 주요 신문, 방송, 라디오 및 잡지 등과 신간 발표 관련 인터뷰를 진

행하여 효과적으로 신간을 홍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9) 한-중-일 시인 교류 연시 행사

전후 70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시인 4명이 모여 화합의 시를 짓는 ‘한중일 연시(連詩) 프

로젝트(Trilingual Renshi Presentation)’에 한국의 김혜순 시인, 중국의 밍디(明迪), 일본의 다니카와 

타로(谷川俊太郎), 요쓰모토 야스히로(四元康祐) 시인이 참가하였다. 번역원은 8월 중순 일본 오사카와 도

쿄에서 열린 동 프로젝트의 발표회 및 낭독회를 지원하였다. 5개월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넌 협동 작업

으로 완성된 연시(連詩)를 통해 한중일의 시인은 다양하고 중층적인 단어의 그림과 시심을 나누었다. 완성

된 작품은 한중일 3개 국어 및 영어로 번역되어 일본 VAGABOND PRESS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또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는 물론 한중일 각국의 시 문예지에 작품 전문이 게재되는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

아, 국경과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문학적 교류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 포르투갈 마토징유 국제 문학축제 작가 파견

김영하 소설가는 제9회 포르투갈 마토징유 문학축제(9th Literatura em Viagem)에 한국작가 최초로 

초청되어 5월 8일(금)~5월 10일(일) 삼일 간 개막식, 오프닝 컨퍼런스 및 토론회에 참가 했다. 특히, 5월 9

일 마토징유 시립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m is a dream for evil)를 주제로 개최된 대

담 형식의 토론회에는 김영하 소설가를 비롯한 Tiago Salazar(티아고 살라자르/포르투갈 작가), António 

Reis(안토니오 레이스/사회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6) 프랑스 국제 시 비엔날레 작가 파견

2015년 9월부터 시작되는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한국문학 번역원은 2015년 5월에서 6

월에 걸쳐 프랑스 최대 시 관련 축제인 발드마르느(Val-de-Marne) 국제시인 비엔날레에 황지우, 강정, 

김이듬, 심보선 시인을 파견하였다. 본 행사는 프랑스 파리 근교 발드마르느 지역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프랑스의 대표적 시 축제로 올해 13회째를 맞아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벨기에 등에서 초청된 총 33명의 시

인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국 시 행사는 시립도서관 낭독회, 서점 사인회, 대학 강연회, 한국의 밤 낭독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

로 개최 되었으며, 특히 이들 행사는 다른 비엔날레 참가 해외 시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감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7) 프랑스 릴 3000문학행사 파견

2015년 10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 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인 Lille 3000 기간 동안 개최되는 

‘책의 밤’ 행사에 조경란 작가를 파견, 한국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유럽 중심부에 전파하였다.  ‘책의 밤’ 행사

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 되었으며, 올해 ‘책의 밤’ 행사는 특별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류작가 마리 

다리외섹(Marie Darrieusecq)의 주관으로  기획 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조경란 작가는 마리 다리외섹과

의 대담 및 낭독회 등을 개최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 간 교류의 기회를 가졌으며 싸인회,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학 독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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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

1) 인도 뉴델리 국제도서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최된 인도 뉴델리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번역원이 뉴델리 국제도서

전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이 ‘주목해야할 나라(Focus Country)’로 초청받아 최승호, 최정

례 시인과 함께 방문하여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월 14일에는 뉴델리 국제도서전

의 공식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국관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으며, 15일에는 “인도와 한국의 시(India 

and Korea in Verses)”라는 제목으로 전시장 이벤트 코너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인도 시인인 케

이 스리라타(K. Srilata)와 현지에서 한국문학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디빅 라미쉬(Divik Ramesh)를 초

청하여 서로의 작품을 낭송하고 양국 문학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설립한 문학 진흥 기구

인 샤히타 아카데미(Sahitya Akademi)에서 낭송회를 열어 인도의 문인 및 학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홍보

했고, 자와할랄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

으로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한국문학 행사도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의 우수

한 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인도에서 한국문학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2) 미국 AAS

아시아학 관련 북미 최대 행사인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회의가 3월 26

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연례회의 및 동 기간에 개최된 도서전에는 약 1,300여명

의 학자와 100여개의 출판사가 참여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도서전 부스 운영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

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한국도서들을 전시하고, 도서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번역원의 사업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였다. 

도서전 참가와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은 28일에 북미지역 한국학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

미 학생 대상 한국문학 지도, 한국문학의 효과적인 소개 방안, 번역가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

지막 날인 29일에는 시카고대학에서 “『무정』, 이중언어 작품,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The Heartless, Dual-

language Work, and Modern Korean Literature)”을 주제로 열린 한국문학워크숍에 한국문학번역원장

이 특별 손님으로 참석하였다. 도서전 참여와 다양한 행사 참석을 통해, 번역원은 북미에서 한국문학을 지

도하고 소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자 및 출판인들과 활발한 교류하였다.

3)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나흘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제52회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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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가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개최된 올해 볼로냐 도서전에서는 특히 한국 그림책 작가 10여명

이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데 이어 라가치상 전 부문에 6권의 수상작을 내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

루는 등 한국 그림책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번역원은 한국관 내 전시 부스를 마련해 

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문학(Korean Young Adult Literature)'을 주제로 선정된 12종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홍보하여 다채로운 한국아동문학의 면모를 소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작권사 및 관계자 

미팅을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4) 파리 국제 도서전

2015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어권 최대의 도서문화축제인 제35회 파리국제도서전이 개최

되었다. 올해 주빈국은 브라질이었으며, 주빈국 행사에는 파울로 코엘료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브

라질 작가가 대거 참가하여, 프랑스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내년도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파리 도서전 조직위원회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수의 프랑스 출판사에 한국 문학 

작품 출판 섭외를 진행함과 동시에 내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프랑스의 출판사들과 문화 예술기관들은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과 다양한 행사 개최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기회에 프랑스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집중

적으로 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5) 대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대만 타이베이도서전에 참가했다. 올해로 23회째 개최되는 타이베이도

서전에는 뉴질랜드가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67개국 682개 출판사, 56만 명의 관람객이 도서전을 방문하

였다. 번역원에서는 부스를 설치하고 대만 및 동남아 화교 출판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본원의 각종 지

원사업을 홍보했다. 2월 13일에는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대만 출간을 기념하여 도서전시장 테

마광장에서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대만의 동년배 작가 류쯔제(劉梓潔)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각자의 작품 및 문학의 영화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행사가 종료된 후

에 이어진 사인 요청 등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6) 쿠바 아바나 국제도서전

2월 12일(목)부터 2월 16일(월)까지 <2015 쿠바아바나국제도서전>에서 한국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작가로는 시인 문정희(한국시인협회회장)와 소설가 오정희(대한민국예술원회원)가 함께 참가해 쿠

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낭독 및 작품세계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쿠바국제도서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문학행사는 호텔 나시오날(Hotel Nacional)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문학의 밤’ 행사와 도서전 내 

Jose Lezama Lima(호세 레사마 리마)실에서 ‘한국문학 번역서 기증식‘ 및 ‘한국문학 행사‘를 통해 쿠바 현지

에 한국의 문학이 소개 되었다. 특히, 한국문학 행사에는 Granma(그란마) 문화부 기자 Raquel Marrero(

라켈 마레로)와 쿠바 시인협회장이자 시인인 Alberto Marrero(알베르토 마레로)가 각각 소설가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 시인 문정희의 『나는 문이다』의 비평을 담당했다. 또한, 도서전 기간 동안 한국관 부스에서 

스페인어 80종 및 영어 20종으로 번역된 총 100여종의 한국 문학 작품 등이 한국 부스에 전시되었다. 이번 

쿠바국제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쿠바-한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  

7) 영국 런던 국제 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열리는 2015 런던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였

다. 2015년 44회를 맞은 런던 도서전은 유럽 내 영미권 도서 마켓의 주축으로써, 60여 개국 1,000여 개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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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도서전에 참여하였다. 작년에 한국이 마켓 포커스(Market Focus)로 참여했던 데 이어, 올해는 멕시

코가 마켓 포커스로 주목 받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영국, 싱가폴, 터키,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16여 개 

출판사 및 기관과 미팅을 갖고 출판 섭외와 해외 기관 홍보에 주력하였다.    

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2015 제 41회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서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문

학 행사를 개최했다. 초청 작가는 2014년 아르헨티나 Bajolaluna(바호라루나)출판사에서 출간된 스페인

어역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의 배수아 소설가이다. 도서전 내 아돌프 비오이 카사레스(Adolf Bioy Casa-

res)실과 부에노스아이레스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Mariano Moreno)에서 각각 작품 출간 기

념회가 개최 되었다. 도서전 문학행사에서는 출판사 대표인 Miguel Balaguer(미겔 발라게르)가 사회를, 

아르헨티나 작가이자 비평가인 Oliverio Coelho(올리베리오 코엘료)가 비평을 담당하여 아르헨티나 독

자들을 대상으로 작품소개와 작가와의 만남, 북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 되었다.   

9) 일본 도쿄 국제도서전

도쿄국제도서전은 세계 제2의 출판시장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도서전으로서, 제22회째를 맞

이한 2015년에도 470개사의 전시부스와 누적 방문자수 약 70,000명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약 50종

의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도서들을 전시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부스에도 다양한 관객이 방문하여 한국

의 문학을 접했으며, 도서전 기간 동안 번역원은 총 4회의 문학행사를 통해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

다. 이러한 한국의 책, 작가와 일본 독자들과의 만남이 의미를 갖는 것은 비단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이

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 년, 또 일 년 이와 같은 꾸준한 교류가 쌓여 양국의 문학이 더욱 서로에게 다가

서는 토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중국 북경 국제도서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 22회 북경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북경 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만큼 각국의 주요 출판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며, 저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진다. 올해는 아랍에미리트가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82개 국가 및 지역에서 2,302개 출판사가 참가

했고, 26만 명의 관람객이 도서전을 방문했다. 번역원에서는 사흘간 30곳 이상의 출판사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출판사 섭외 및 본원지원 도서 출간상황을 확인했다. 도서전 기간 중 부스에서 처음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도서 소개, 저작권 계약 및 출판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 작가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적

극적으로 문의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아직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

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중화권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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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

다. 104개국 7,145개 참가사들이 모여 전시 부스를 개설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인도네시아였다. 약 

275,000명의 방문자가 모여든 이번 도서전에서 번역원은 본원의 번역 및 출판지원을 받은 84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또한 계간지 _list 및 아동/청소년 문학 초록 모음집 등을 배포하였으며 총 12개국(독일, 오스트

리아, 스위스,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인도, 태국, 중국, 네덜란드) 21개 출판사와 미팅을 진

행함으로써 해외 출판사 섭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 스위스 유니온스페어라그(Unionsverlag)와 루마니아  후마니타스(Humani-

tas) 출판사 등 독일 및 동유럽의 유명 출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문학 출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가을 유니온스페어라그(Unionsverlag)에서 출간된 정유정의 『7년의 밤』이 독일 유력 신문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등 현지 언론에서 긍정적인 조명

을 많이 받아서 독일 유명 신문 차이트(Zeit)지 추리문학 추천 리스트에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어 독일어권 

및 동구어권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12)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2015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참가 및 한국 문학 행사를 개최

했다. 한국작가로는 스페인어로 각각 시집과 장편소설이 출간된 시인 신달자와 소설가 구병모가 함께 참가

해 멕시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낭독 및 작품세계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문학행사는 도서전 전시장 내에서 열린 두 작가의 출간기념회를 포함해 과달라하라 대학교, 현

지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독자와 만났다. 먼저 12월 2일(화)에는 도서전 Mariano 

Azuela(마리아노 아수엘라)실에서 신달자 『종이』의 스페인어판 소개를 위한 독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

리고 다음날인 12월 3일(수)에는 같은 장소에서 구병모 소설가의 『위저드 베이커리』의 출간기념 행사가 

있었다.  그 외에도 과달라하라대학교(Universidad de Guadalajara)의 아달베르토 나바로 산체스(Adal-

berto Navarro Sánchez) 강당에서 한국문학 강연, 과달라하라 지역 고등학교(nº 15, nº17)에서 학생들과 

한국문학과 작품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Ecos de la FIL” 행사가 개최 되었다. 마지막으로 12월 4

일(금)에도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세종학당을 설립해 현지 한국문화 전파에 노력하는 나야리트 대학교

(Universidad Autónoma de Nayarit)에서 두 작가의 한국문학행사가 있었다. 

4.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1) 미국

영미권 우수 출판사와의 출판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유력 출판사 두 곳의 출판

인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초청하여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 현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번에 초청한 출판인은 미국 펭귄프레스(Penguin Press) 편집장 에드 박(Ed Park)과 미국 어텀 힐 북스

(Autumn Hill Books) 출판사장이자 미국 문학번역가 최대 모임인 ALTA(American Literary Transla-

tors Association) 회장인 러셀 발렌티노(Russell Valentino)다. 국내 주요 문학 출판사를 방문하여 한국

출판시장과 번역서 출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어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을 소개 받았

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번역원이 보유하고 있는 샘플원고와 작가소개 자료를 전달하여 관심을 보이는 작

가와 작품을 파악하였고, 권여선, 이기호, 성석제 등 소설가 6인과 시인 2인, 그리고 영어권 번역가 6인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초청은 출판인들에게 한국문학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한국 문

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문학의 영

어권 진출 통로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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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2015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프랑스 주요 언론인 아르떼 채널의 주요 문화 프로그램인 아르떼 르포타

쥬(Arte Reportage)와 유럽 스퀘어(Square Europe), Espace 2 의 진행자인 윌리엄 이리고옌(William 

Irigoyen)을 한국에 초청, 한국문학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언론인 초청을 통해 프랑스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한국 작가 및 한국 문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3) 일본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일본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의 기자 2인을 초청하여 한국 작가의 인터뷰 및 

한국문학 배경지의 취재를 진행하였다. 동 초청은 한일국교수립 5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맞추어 근대 이

후의 한국문학에 초점을 맞춘 한국문학 특집기사를 게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취재 내용은 동 신

문에 6월 중순부터 7월 초의 총 6회에 걸쳐 ‘시간의 그림자: 문학으로 걷는 한국’이라는 기획기사로서 연재

되었으며, 한일수교 이후 한국이 겪은 사회의 변화를 문학을 통해 일본 독자들에게 심층적으로 알리는 기

회가 되었다. 

4) 중국

11월 중순 중국 화중과기대출판사(华中科技大学出版社,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ress)의 편집자 겸 저작권 담당자 1인을 초청하여 한국 작가 인터뷰 및 국내 출판사 미팅을 

진행했다. 이곳 출판사에서 작품을 출간했거나 출간 예정인 김중혁, 박민규, 천명관, 최제훈 작가를 인터뷰

했으며, 국내 주요 문학출판사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주요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상담을 진행했다. 이

번 초청으로 중국에 한국문학을 깊이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작가 인터뷰 내용은 2016년 중

국 언론 매체에 기사화될 예정이다. 

5.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2015 해외독자대상 독후감 대회는 최근 해외에서 출간 된 다채로운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16개

국 18개 지역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2005년 3개국에서 출발하여 점차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뿐 아니

라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점차 참가자들의 폭을 넓혀가며, 해외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고 독려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특히 영국, 브라질, 중국(남부)에서 독후감대회를 신

규 개최하는 등 개최 국가 및 지역 확대가 눈에 띄었다. 또한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 열린 독후감

대회 시상식에 대상 도서의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언어권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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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1 미국 서부 버클리대학교 ‘15. 2. ~ 4.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 미국 동부 세종문화회 ‘14. 8. ~ ‘15. 4. 김애란 달려라, 아비

3 영국
런던 대학교

주영 한국 문화원
‘15. 9. ~ 12.

황선미
한강

황석영

마당을 나온 암탉
채식주의자
바리데기

4 프랑스
주불 한국 문화원

(Hym 협회)
‘15. 5. ~ 10. 성석제 위풍당당

5 독일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15. 5. ~ 10.
황동규
정영문
김애란

꽃의 고요
바셀린 붓다
달려라 아비

6 스페인 말라가 대학 ‘15. 5. ~ 12. 편혜영 시체들

7 멕시코 보노보스 출판사 ‘15. 8. ~ 12. 이호철 이호철 작품선

8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15. 4. ~ 9. 김애란 두근두근 내인생

9 중국(서부) 중국 서남민족대학교 ‘15. 9. ~ 11. 김영하 검은꽃

10 대만 국립 정치대학 ‘15. 4. ~ 9. 김애란 두근두근 내인생

11 일본 와세다대학 ‘15. 6. ~ 10.
박민규
이광수

카스테라
무정

12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5. 8. ~ 11. 천명관 고령화 가족

13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15. 5. ~ 11.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14 베트남
하노이국립인문
사회과학대학

‘15. 5. ~ 10. 김혜정 하이킹 걸즈

15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15. 5. ~ 10.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16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15. 10. ~ 11. 한강 채식주의자

17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 ‘15. 6. ~ 9.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18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한국학과 ‘15. 5. ~ 9. 한강 채식주의자

<표>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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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수업 과정이다. 각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의 번역 실습 수업을 진행한 후, 

한국작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번역결과물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14년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3개국에서 실시된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2015년

도에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총 5개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작년에 비해 참가하는 학생

들의 번역수준 및 워크숍 구성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지 대학교 및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는 

등 번역원의 주요 현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외 유관기관인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와 연계하여 한국

어를 최초로 개설한 번역 워크숍을 실시, 번역아카데미를 수료한 예비 번역가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번역실습 

워크숍 운영방법 및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예비번역가를 전문 번역인력으로 유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외 유수대학/기관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한국문화에 관심 있고 한국문학에 소양이 있는 해외 현지

의 예비 원어민 번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문학을 번

역, 소개할 수 있는 원어민 번역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의 확대 실시를 통해 원어민 번역가가 꾸준히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언어권별 세미나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번역가, 한국학자, 해외 출판인들의 세미나를 통

해 번역 정보를 공유하고 번역과 관련된 제반 문제 토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총 4개 국가에

서 개최했다. 미국, 러시아, 베트남,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지 기관과의 협력으로 각기 다른 한

국문학·문화의 번역출판 관련 주제에 대하여 해당 언어권의 번역가 및 번역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

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언어권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주제

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였고, 실제 번역작업 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

다. 또한 국내 번역가를 번역세미나에 파견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번역전문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

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문학의 현지화 및 세계화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

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1) 미국

한국문학번역원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번역실습 워크숍 및 한국문

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애리조나 주립대 국제언어문화학부 (SILC: School of International Letters and 

Culture) 학생 및 대학원생 7인은 한국문학 번역실습 세미나 과정을 두 달간 수강하며 신지원 교수의 지

도 아래 김혜순 시인의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을 완역한 바 있다. 세미나가 마무리되는 즈음인 11월 9일

에 열린 번역실습 워크숍 I 순서에서는 김혜순 시인의 작품 영역본을 출간해온 미국 액션북스 출판사 대표 

조엘 맥스위니 (Joyelle McSweeney)와 한국의 문학평론가 김종회 (Kim Jong-hoi) 교수가 수업을 방문

해, 학생들의 번역물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종회 교수는 시의 주제와 시적 화자의 상

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외국어로 한국시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엘 맥스위니는 김혜순 시인의 작품을 출판해온 경험을 살려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번역원고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편집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날인 11월 10일에는 평론가 김종회 교수의 <오늘의 북한문학> (North Korean Literature To-

day)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현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는 70여 명의 청중이 몰려, 북한문학의 전

개과정과 현주소에 대해 경청했다. 김종회 교수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분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 문화 특히 문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이 북한을 둘러싼 세계 열강의 구도

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한국 분단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현지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날 강

번호 언어권 현지 주관기관 시기 주제

1 영어권 미국 듀크대학교 2015. 11. 12. ~ 11. 14. 글로벌 시대의 전환점에 선 한국 문학

2 러시아어권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5. 11. 18. ~ 11. 20.
한국고유문화의 노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3 베트남어권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5. 11. 26. 함께 읽는 베트남어역 한국문학

4 독일어권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2015. 12. 21. ~ 12. 22. 문학번역과 언어 비교

<표> 언어권별 번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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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인문학도로써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2) 영국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영국 노리치의 이스트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된 번역 워크숍(여름학교,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Literary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ummer School)에 개설된 언

어권은 총 5개(한국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로, 각 언어권 별 워크숍 리더 및 대상

작품과 작가를 선정한 이후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언어권별로 번역 대상

작품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번역 세션, 그리고 전체 언어권이 참가하는 창작, 번역의 이론 및 실습 세션으

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그룹의 경우 2명의 워크숍 리더,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와 작가이자 번역

가, 영국 작가협회 회장인 다니엘 한(Daniel Hahn)의 지도 하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5인이 참가하여 한

강 작가의 단편 「에우로파」를 번역하였다. 『채식주의자』의 번역판 영국 출간 이후 영국 유명 일간지인 <가

디언(The Guardian)>에 소개되는 등 현지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강 작가는 워크숍 한국어 그룹의 번역 세

션에 참가하여 작품의 해석 및 번역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들려줌으로써 참가자들이 최종 번역을 도

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른 언어권 워크숍과 별개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번역아카데미를 수료한 예비 번역가들의 참가를 

지원·독려함으로써 전문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문 번역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

의가 있으며, 또한 영국 유관기관의 번역실습 워크숍 운영방법 및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었다. 

영국문학번역센터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개최될 이 워크숍을 통해 영국 현지 번역가를 발

굴하는 한편, 한국문학에 대한 유럽 언어권 번역가들, 그리고 독자 및 출판인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기

를 기대해본다.  

3) 프랑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프랑스 국립 동양학 대학(INALCO)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

이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었던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이수 작가의 단편 <어느 서늘한 하오의 빈집털

이>가 번역 대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약 3개월간 프랑스 국립 동양학 대학에서 정은

진 한국학과 교수의 지휘 하에 한국문학 및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사, 석사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아틀

리에가 진행 되었으며 각 참가 학생들은 아틀리에 기간 동안 작품 번역을 각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해 온 결과 워크숍 개최 이전 참가자 전원이 작품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틀에 걸쳐 제 3회로 나누어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 동안 해이수 작가가 ‘작품 속 배경이 글 쓰

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 작가의 작품 세계와 해당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참가 학생들은 번역 초안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번역 작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

해 제목, 어휘의 사용, 시제, 문법, 문장의 의미 등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가

와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작가의 특별 강연 및 낭독회에서는 학부생 100

여명이 참석, 질의응답, 토론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한국문학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2015 International Literary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ummer School프로그램

7/26(일) 7/27(월) 7/28(화) 7/29(수) 7/30(목) 7/31(금)

09:30-10:30  
09:00

소개 및 창작 *2개 그룹 분반
창작

*2개 그룹 분반
창작

*2개 그룹 분반
창작

*2개 그룹 분반
창작

*2개 그룹 분반

10:30-11: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1:00-13:00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13:00-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15:00 참가자 방배정
PETRA-E: 

A European Framework for 
Literary Translator Training

Emerging 
Translators Network 
(Rosalind Harvey)

The Aesthetics 
of Literary Translation

(Clive Scott)

Poster Session: 
Current Research 

(UEA PhD students)

Dragon Hall로 
이동 및 휴식

15:00-15: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발표(15:00~18:00)
발표(15:00~18:00)15:30-17:30

17:00-17:30
작가 및 워크숍 리더 

오리엔테이션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자유시간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17:30-19:00 참가자 등록작가 낭독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8:00~)낭독 행사 및 저녁식사
(18:00~)낭독 행사 및 저녁식사19:00-21: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자유시간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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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인

12월 14일(월)~ 12월 16일(수), 3일간 말라가대학교 한국학과에서 2015년도 스페인어권 번역실습 워

크숍 및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편혜영 작가의 단편 『사육장 쪽으로』를 번역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워크숍 개최

에 앞서 3개월간 스페인 말라가 대학 안토니오 도메넥(Antonio Doménech) 한국학과 교수의 지도 하에 한

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번역실습이 진행되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 동안 편혜영 작가가 ‘기꺼이 비슷해지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작가의 작

품 세계와 해당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번역 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번역작업 중 궁금했던 질문을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통해 작품의 제목, 어휘, 문법, 작품에 드러나

는 한국문화와 서울의 특징 등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작가의 특별 강연에서는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직접 발표를 준비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에 활

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2월 14일에는 편혜영 작가의 「시체」들을 대상작품으로 하여 현지에서 진행한 제8회 한국문학 

독후감대회의 시상식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말라가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생인 하이레 도밍게즈 안

드라데스(Janire Domínguez Andrades)가 1등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현지 스페인 배우들의 낭독 발표가 이

루어지고, 번역원장 및 편혜영 작가가 직접 수상자를 만나 시상을 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

페인 현지에서 한국문학을 직접 번역하고 평가하는 워크숍을 통해 차세대 문학 번역가 양성에도 기여 하

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에는 올 12월에 새롭게 부임한 말라가대학교 총장 호세 앙헬 나르바에스 

부에노(José Ángel Narváez Bueno), 안달루시아 TECH 국제캠퍼스 총장 빅토르 페르난도 무뇨스 마리티네

스(Víctor Fernando Muñoz Martínez) 및 한국학과 교수진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두 기관 사이의 중장기

적인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마드리드에서는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장과 스페인 내 한국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문학/문화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약속하였으며, 마드리드 국립대학교(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언어학과 학장 겸 SELGYC 총장 다마소 로페스 가르시아(Dámaso López García)와의 면담을 통

해 향후 두 기관 간의 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5) 러시아

11월 30일(월)~ 12월 1일(화) 양일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서 2015년도 러시아 번역실습

워크숍 및 이호철 작가 낭독행사를 개최했다. 

번역실습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이리나 카사트키나 교수와 정인순 교수가 이호철 작가의 

단편 「탈향」을 대상작품으로 진행하였으며 석사과정 그리고 학부 고학년 학생 총 9명이 참가하였다. 워크

숍 작품번역의 최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 참여한 이호철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문학세

계를 러시아 문학과 비교 설명하여 학생들의 작품 이해를 도왔으며, 작품의 집필배경, 허구적 성격 여부 그

리고 한반도 통일과 문학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번역실습을 지도한 이리나 카사트키나 교

수는 번역실습 워크숍을 단순히 한국문학 번역의 이해를 높이는 일회성 자리로 끝내지 않고, 향후 후속 번

역실습 작업을 통해 그 결과물을 출판으로 잇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 1일(화) 워크숍 행사 이후 저녁에 개최된 이호철 작가의 낭독행사에서는 작년 번역원 지원으로 러시

아에서 출간된 「남녘사람 북녁사람」에 대한 작가의 낭독과 청중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

어문학 관계자 및 학생 뿐 아니라 일반 독자 등도 다수 참여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분단문학에 대한 청중

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한국문학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러시아 번역세미나는 올해 ‘한국 고유문화의 노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1월 18일(수)~11월 20일(금)까지 사흘 간 모스크바 국립대학

교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대강당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대담 및 워크숍이 이루어 졌다. 

한국에서 현지 행사참가를 위해 러시아로 파견된 김현택 한국외대 교수를 포함하여 모스크바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지역 한국학자 및 한국문학 번역자 총 15인이 참가하여 한-러 문학번역에서 

접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실제 경험에 기초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는데 해당 

자료집은 한국어, 러시아어 , 영어 3개 국어로 제작되어 러시아 각 대학 및 기관에 배포하여 한국문학 번역

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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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탈리아

한국문학번역원은 12월 4일(목)부터 12월 5일(금)까지 이틀 동안, 이탈리아어권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을 이탈리아 로마대학(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그 마무리로 작가를 초청해 

작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최종 단계였다. 

작가와 작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이틀 동안의 워

크숍은 번역/출판 전문가 3인의 강연, 작가와의 만남, 번역에 참여한 학생 3인의 번역 경험에 대한 발표, 작

품에 관한 질의응답 등으로 채워졌다. 

이탈리아어권 번역실습 대상 작품은 천운영 작가의 단편 「멍게 뒷 맛(Aftertaste of Sea Squirt)」이었

고, 로마대학 동양학부 안토네타 브루노(Antonetta Bruno)교수의 지도하에 한국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

생 20여명과 석사과정생 2명이 참여했다. 번역실습은 4~6명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팀이 단편의 일부를 나

눠 번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번역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전문번역가 양성이 쉽지 않은 이탈리아어권에서 한

국문학과 번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번 번역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7. 해외 문예지 지원

1) 홍콩

2015년 한국문학번역원은 아시아 유력 영문 문예지 『Asia Literary Review』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문학 특집호를 기획, 지원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권의 다양한 문학작품과 사진예술 등을 영어권

에 소개하는 이 계간지는 지난 2012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한국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실은 한국문

학특집호를 출간한 이래 꾸준히 한국 작가들을 소개해오고 있다.  

2015년 9월 한국문학번역원은 『Asia Literary Review』 와 업무 협약을 체결, 4개 호에 걸쳐 한국문학 

작품 게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에 발간된 29호에는 이응준 작가의 『국가의 사생활』 발

췌본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발간될 31호와 32호에도 각각 1~2편의 한국문학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4월 출간 예정인 30호는 대대적으로 10여 명의 한국작가의 작품을 수록하는 한국문학특집호로 기획

되고 있다. 이는 유력 아시아 문학 계간지를 통해 한국문학 작품을 영미권 출판인, 한국학자와 일반 독자들

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잠재적 독자와 출판사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프랑스

2015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문학과 문화, 예술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해당 문예

지의 한국문학을 특집호 발간을 추진, 프랑스의 주요 문예지인 트랑스퓨즈(Transfuge) 지의 문학 및 영화 

담당 기자를 초청, 한국문학 작가들과의 인터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문예지의 한국문학 특집호 발

간을 지원하였다. 트랑스퓨즈(Transfuge)지는 2004년 창간 된 영향력 있는 문학·예술 전문지로 프랑스

를 대표하는 예술가, 작가, 평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France Inter, Canal Plus, 

Arte, France Culture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중 매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및 유통망

을 보유하고 있는 문예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3) 러시아

보다 광범위한 러시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6년 11월 러시아 <외

국문학(Inostrannaya Literatura)지>에  ‘한국문학 특별호’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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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학지(Inostrannya Literatura)는 러시아 독자에게 다양한 장르의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유일한 

월간 문예지로 주로 번역된 외국 문학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며 그 문학적 영향력과 권위를 자랑한다. 1891

년 제정러시아 시절 <외국문학소개지>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1943년도에 <세계혁명 문학>, <국제문학> 

등의 이름을 거쳐 1955년부터 소비에트 연방 작가연합 산하 기구의 자격으로 <외국문학지>로 불리게 되

었으며 소비에트 시절 수 십만명 이상의 러시아 독자가 구독한 역사를 가진 문예지로 최고 수준의 번역 및 

편집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당 호에는 한국 근,현대 중,단편 소설 및 한국 현대시 등 여러 장르의 문학작품 뿐 아니라 기행문, 

한국인의 삶에 대한 에세이 등의 컨텐츠를 수록하여 다양한 경향의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8. 기타 해외교류 기획사업

1) 한무숙 콜로키움

한무숙 콜로키움(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은 한국 예술, 역사, 언

어, 문학, 사상, 종교 등의 이슈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의 장으로, 매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5년 23회를 맞아 10월 24일 “시각화된 궁중행사: 조선왕

조 의궤를 통해 본 한국의 문화(Visualizing Royal Ceremonies: Korean Culture through the Ŭigwe Royal 

Documents of Chosŏn Dynast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행

사를 지원함으로써 콜로키움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콜로키움은 조지워싱턴대 김영기) 명예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한국 예술사와 역사 분야

에서 저명한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조선왕조 의궤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약 

140명의 참가자가 사전 등록을 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사전 등록 없이 당일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

었다. 한국 역사ㆍ문화상 귀중한 활자 자료인 의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였다.

2) 러시아 한국 시문학의 밤

 러시아 최고의 한국어 및 문학교육 기관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신달자, 오세

영, 최동호 시인 3인을 파견하여 한국문화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지 대학생 및 독자

들에게 한국 시문학을 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 시문학의 밤’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낭독행사는 4월 4일(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시인들의 작품 낭송이 이루어졌고 한국 현대 시 문학의 최근 동향에 대해 자

유로운 대담이 이어졌다. 또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각 대학 한국학과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으

로부터 미리 접수한 해당 시인의 작품 번역본을 심사하고 수상자 3인에 대해 참가 작가의 시상도 직접 이루

어져 더욱 유의미한 행사가 되었다. 러시아 독자들의 시문학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현지 한국학 

전공자 및 한국문학 애호가들이 한국 현대시를 한층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한국문학 칠레교과서 게재 한국문학행사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학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지 초

중고등학교(7학년) 교과서에 한국시를 게재하고 번역시집을 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당해 12월에 한국시(최승호 『얼음의 자서전』/대산문화재단 지원)가 실

린 교과서 채택심사를 앞두고 한국문학 홍보차원에서 11월 19일(목) 크라운 플라자 호텔(Hotel Crowne 

Plaza)에서 한국문학 세미나를 개최 했다. 본 행사에 칠레 교육부 장관 정책관 마르셀로 엔리케스(Marcelo 

Henriquez), 산티아고대학 아시아센터 소장 로드리고 알바레스(Rodrigo Alvarez), 칠레외교부 한국담

당관 빅토르 코네헤로스 콘잘레스(Victor Conejeros Gonzalez), 카를로스 사피노 학교 교장 아나 카세

레스(Ana Caceres), 떼아모꼬레아 대표 클라우디아 비반코(Claudia Vivanco)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

학번역원 고영일 번역출판본부장은 한국문학의 스페인어권 소개현황과 향후 한-칠레 문학교류에 대해 발

표했다. 또한, 11월 21일(토)에는 DUOC 대학교 대강당에서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국단편문학 독

후감대회, 한국시 낭송대회 및 한국어말하기 대회 심사 및 시상식이 개최 되었다. 

4) 프랑스 한국영화제 자막 번역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은 2006년 개최 이후 프랑스 최대의 정기 한국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제 10회 프랑스 

한국영화제의 자막 번역을 지원하였다.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일간 파리 샹젤리제의 퓌

블리시스 극장에서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여전히 프랑스 관객에게 생소한 문학 작품 등을 원작으

로 한 한국의 고전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

며, 본 지원을 통해 보다 퀄리티 높은 자막번역물 창출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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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 시인 교류회 지원

11월 3일과 11월 5일 양일간, 일본어문학회가 주최하고 본원 및 일본국제교류기금이 후원한 국교정상

화 50주년 기념 한일 시인 교류회 <소통과 상생, 매개체로서의 시>가 각각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대구 계

명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 측 시인으로서는 박덕규, 정끝별, 문태준, 이하석, 장옥관, 최재목 시인, 일본 측

은 기타가와 도루(北川透), 와타나베 겡에(渡辺玄英), 아케가타 미세(暁方ミセイ), 그 외 토론자로 오석륜 

시인, 안노 마사히데(阿武正英) 상명대 교수, 신주철 한국외대 교수 등 총 12인의 시인과 연구자가 참여하여 

양국의 시를 낭송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일수교 50주년·광복 70주년을 맞아 한

일 양국 시단의 원로, 중견, 신진이라는 다양한 세대가 참가하여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점, 그리고 타 

문학 장르에 비해 비교적 교류 기회가 적었던 시문학과 서울 외 거주 문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 점에 

의미가 있다. 행사에서 소개된 한국 측 시인의 번역시는 향후 출판을 통해 일본 국내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6) 고은 시인 유네스코 낭독회 및 프랑스 출판기념회 파견 지원

2015년 11월 한국문학 번역원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및 ‘유네스코 창설 7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고은 시인의 낭송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및 한국문학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한편 본 낭독회와 더불어 2015년 하반기 출간 된 고은 시인의 시집 『히말라야』와 『순간의 꽃』의 출판

기념회 및 낭독회를 각각 마르세유와 및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현지 독자 및 언론 관계자들의 좋은 반

응을 이끌었다.   

7) 프랑스 젊은 번역가 양성 레지던스 개최

프랑스 젊은 번역가 양성 레지던스가 한국문학 번역원과 프랑스 남부 아를에 위치한 CITL(국제 문학 

번역가 협회) 의 공동 주최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개최 되었다. 

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양국 문학 및 문화교류의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번역가

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불 신진 번역가 및 불-한 신진 번역가 총 6인이 참가하여 문

학 번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번역가들의 지도하에 번역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들 신진 번역가들은 참

가자 각자가 선정한 문학 번역 작품의 공동 번역 작품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뜰리에 형식의 수업

에 참여하는 한편 작가, 편집자, 감독, 번역가 등 다양한 외부 강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특별 강연회를 통

해 전문적인 문학 번역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으며, 아를 및 파리에서의 낭독회를 개

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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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교류 사업에서는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 <제14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공모, <제14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

교육사업>,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그리고 <제5회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까지 다양한 행사

가 개최되었다.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출간된 모든 번역도서 중에서 프랑

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의 4개 언어권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한국문학 전문번

역 활성화와 신진번역가 발굴을 위해 시행하는 <한국문학번역신인상> 또한 14회째를 맞아 예년과 

같이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7개 언어권에서 8인의 수상자(영어권 2인)를 정해 시상했다. 

<제14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K-Book의 세계진출: 해외출판 및 해외대학 한

국학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 발제자로는 제3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수상자인 일본 헤이본샤 동양문고 편집장과 러시아 

기빼리온 출판사 편집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2부 발제자로는 미국 펭귄 출판사 편집장, 영국 틸

티드 액시스 출판사 대표 등이 한국문학 해외진출에 관한 제언을 남겼다. 

한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은 올해도 계속 이어져, 총 11개 언어권에서 14인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네 차례 한국문학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고, 춘천, 여수 

등 작가의 문학적 배경이 되었던 장소를 찾아가는 문학기행도 세 차례 진행되었다. 또한 영어권, 

러시아어권, 베트남어권, 독일어권에서 번역세미나 개최를 지원했고, 국내 전문번역가 2인의 해

외 컨퍼런스 파견도 지원했다. 본 사업은 2016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이화여대 BK21+번역전문인재양성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를 개최했다. 주제는 “문학번역가의 양성”이었다. 다양한 언어권의 한국문학 번역가와 한국학자

가 한 자리에 모여 번역 전반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문학번역 교육의 특수성과 향후 과제를 진단

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 시행한 <제5회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1. 한국문학번역상 / 한국문학번역신인상

1)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 작품의 우수 번역가에 대한 시상을 통해 번역가를 격려하고 번역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문학번역상은 사업시행령을 변경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
Domestic Exchange Programs

-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

-

DOMESTIC

EXCHANGE PR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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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년 4개 언어권의 번역가가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했다.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외 현지 출판사에서 단행

본으로 발간된 19개 언어권 76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언어권별 1차 심사는 해외 출판사 편집인, 해외

대학 한국학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심사위원단이 맡아 가독성, 문학적 스타일, 해외수용도

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언어권마다 최대 3종을 후보작으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언

어권 29종에 대해 언어권별 2차 심사를 진행하여 내국인 심사위원이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 완성도

를 기준으로 언어권당 1종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14개 언어권 14종의 작품이 최종심사에 

회부되었다. 최종심사회의에서는 번역의 수준, 원작의 해외소개 중요성, 해외출판사의 규모, 번역가의 경

력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4개 언어권에서 수상작을 결정했다. 

최종 수상작으로는 프랑스어권에서 이태연(Lee Tae-yeon)과 쥬느비에브 루-포카르(Geneviève 

Roux-Faucard)가 공역한 한강의 장편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Pars, le vent se lève)』가, 스페인어권에서 권은

희(Kwon Eunhee)와 성초림(Seong Cho-lim)이 공역한 배수아의 장편소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El 

Restaurante de Sukiyaki)』이, 이탈리아어권에서는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Andrea de Benedittis)가 

번역한 김영하의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Ho Il Diritto di Distruggermi)』가, 그리고 베

트남어권에서는 부 킴 응안이 번역한 정유정의 장편소설 『7년의 밤(7 năm bóng tối)』이 선정되었다. 올해 수

상작은 모두 소설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해외 언론을 통해 주목받았던 비교적 젊은 작가의 작품이 선정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상식은 11월 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에게는 각

각 상금(미화 10,000달러)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2) 제14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고자 매해 시행하며, 14회를 맞이한 올해 역시 7개 언어권에서 8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영어권 

2명, 그 외 6개 언어권 각 1명)

올해는 서양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은 은희경 작가의 단편 「금성녀」가 대

상작품이었고, 동양어권(중국어, 일본어)은 정이현 작가의 단편 「영영, 여름」을 지정작품으로 했다. 2015

년 3월 18부터 4월 27일까지 7개 언어권에서 응모 원고 총 192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영어 44건, 

프랑스어 7건, 독일어 6건, 스페인어 7건, 러시아어 6건, 중국어 29건, 일본어 9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응모

작이 20편이 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개 언어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우수 20건을 우선 선발했

 <표> 제13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작 명단

언어 수상작품 번역자 원서명

프랑스어 Pars, le vent se lève
이태연 / 

쥬느비에브 루-포카르
(Geneviève Roux-Faucard)

한강 作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 El Restaurante de Sukiyaki 권은희/성초림 배수아 作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이탈리아어 Ho Il Diritto di Distruggermi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Andrea de Benedittis)

김영하 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어 7 năm bóng tối 부 킴 응안
(Vũ Kim Ngân) 정유정 作 『7년의 밤』

고, 이후 언어권마다 내국인과 외국인 심사자가 각각 본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를 두고 최종심사회의

에서 언어권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은희경, 정이현 작가를 만나 번역하면서 작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작품이 쓰여진 배경이나 작가의 관점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시상식은 <제

13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과 함께 11월 4일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각각의 

수상자에게는 상금(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언어권 번역자명 작품명

영어
줄리앤 켈소 (Julianne Kelso) 금성녀(Venus Girl)

제니퍼 안 (Jennifer Cho An) 금성녀(Lady Venus)

프랑스어 나은주 금성녀(La fille de l’étoile du berger)

독일어 조영은 금성녀(Die Frau der Venus)

스페인어 다니엘 로드리게쓰 꼬르네호 (Daniel Rodríguez Cornejo) 금성녀(La niña de Venus)

러시아어 안나 두디노바 (Anna Dudinova) 금성녀(Ким Соннё)

일본어 아즈미 준꼬 (Azumi Junko) 영영, 여름(ずっと、夏)

중국어 장리리 (Zhang Lili) 영영, 여름(永远的夏天)

 <표> 제14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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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올해 14회를 맞아 “K-Book의 세계진출: 해외출판 및 해외대학 

한국학과의 역할(Global Promotion of K-Books: The Role of International Publication and Ko-

rean Studies Programs)”을 주제로 10월 6일(목)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고전문학

(classical literature), 2부 현대문학(contemporary literature)으로 나누어 총 12인의 출판인, 번역가, 해

외대학 한국학과 교수, 학자 등이 발제에 참여해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 

워크숍에 뒤이어 2016년 제3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공로상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인사 및 기관의 업적과 성과를 기리고자 2013년 신설되었다. 워크숍 발제자로

도 참가한 세키 마사노리(일본 헤이본샤 동양문고 출판사 전 편집장),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대표: 세르

게이 스몰랴코프)가 공로상을 수상했고, 89년부터 일본 출판전문잡지에 한국도서 소개 칼럼을 게재하고 

한국 관련 도서 번역 및 편집출판, 한일 문학 교류에 힘써 온 타테노 아키라(일본 출판문화국제교류회 이

사)가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1부: 고전문학                     사회: 강유정(강남대 교수)

기조강연1  민용태(고려대 명예교수) “K-Book의 세계진출: 해외출판 및 해외대학 한국학과의 역할”

발제1
세키 마사노리(일본 헤이본샤 동양문고 편집장)

“일본의 한국고전문학 출판에 대하여-왜 한국문학 전집은 편찬되지 않았는가”

발제2 세르게이 스몰랴코프(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대표) “러시아의 한국고전문학”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최병현(고려대 고전번역센터 소장)

- 강응천(출판기획 문사철 대표)

2부: 현대문학                  사회: 김수영(한양여대 교수)

기조강연 2 Don B. Chae(미국 Dallas시 법원 판사)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 미국 내 설립(안)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발제3 Ed Park(미국 펭귄 출판사 편집장) “이름(The Names)”

발제4 Deborah Smith(영국 Tilted Axis 출판사 대표) “큐레이션, 맥락, 그리고 ‘한국적인 것’”

발제5 서여명(중국 난징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한국문학의 중국진출과 한국어학과의 역할”

발제6 Tan Dan Feng (싱가포르 The Select Centre 대표) “다양성의 딜레마: 동남아시아의 번역출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남유선(민음사 출판그룹 저작권부 이사)
- 양원석((주)알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시상식

<표> 2016 공로상 수상자 명단

언어권 이름 및 소속 주요 업적

일어권
세키 마사노리

(일본 헤이본샤 동양문고 출판사 편집장)
- 한국 고전 중심으로 한국 도서 10종 이상 출간

- 2015년부터 10종의 근현대, 고전 기획번역 출간 예정

러시아어권
기뻬리온 출판사

(대표: 세르게이 스몰랴코프)
한국고전문학시리즈 및 한국현대문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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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는, “문학번역가의 양성”을 주제로 하여 주요 언

어권에서 한국문학 번역가로 활약하고 있는 번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번역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해결방

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대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한

국문학 번역에 관심있는 학자, 전공자, 번역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행사는 금요일인 6일 오전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의 센터장인 

던컨 라지(Dr. Duncan Large) 교수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오후 세

션에는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번역가 6인의 발제에 이어 김종

회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의 종합토론 세션이 진행되었다. 토요일인 7일에는 언어권별 세미나 진행으로 각 

언어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번역가 및 번역교육자가 모여 문학번역가 양성 현황 공유, 커

리큘럼 비교, 문학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 및 번역 경험과 언어권별 현지 동향에 대

한 토론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청중의 열기로 한국문학과 문학번역에 대한 늘어

나는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번역출판 경험을 지닌 다양한 번역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프로그램

날짜 시간 세션 발표자

11월 6일(금)

09:30-10:00 등 록

10:00-10:05
개회식

개회사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장)

10:05-10:10 인사말 김혜림(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장)

10:10-11:00 기조강연 1 던컨 라지(영국 BCLT 원장)

11:10-12:00 기조강연 2 서지문(고려대 명예교수, 영문학)

12:00-14:00 점심식사

14:00-14:20

문학번역가의 양성

사회: 김수영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소라 김 러셀(전문번역가)

14:20-14:40 마틸드 폰타네(제네바대학 통번역학부)

14:40-15:00 홀머 브로흘로스(베를린 자유대학)

15:00-15:20 이르마 시안자 힐 자녜스(전문번역가)

15:20-15:40 장기(경희대 중국어학과)

15:40-16:00 타티아나 아키모바(전문번역가)

16:00-17:00 종합토론: 김종회(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날짜 시간 세션 분과위원장

11월 7일(토)

9:30-10:00 등 록　

10:00-13:00
분과별 세미나
(발제/토론)

영어권: 정이화(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
불어권: 최미경(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독어권: 얀 디륵스(가천대 유럽어문학과)
서어권: 김창민(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중국어권: 손지봉(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일어권: 김순희(전문번역가)
노어권: 김현택(한국외대 러시아어과)

13:30-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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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

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번역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9회째 이어지고 있는 본 프로그램에는 총 11개 언어권 14인

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2개월의 한국 체류기간 동안 작가와의 만남, 문학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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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에서는 작가의 고향이나 문학적 영감을 준 지역을 방문하여 작가의 문학관을 이해하고, 

한국의 고유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외에도 번역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참가번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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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밖에도 참가번역가의 요청에 따라 작가 및 한국학자와의 개별 만남 등 개인 번역연

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작가와의 만남 5회

• 황선미(15. 8. 4.): 『마당을 나온 암탉』, 『푸른 개 장발』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이승우(15. 8. 28.): 소설집 『신중한 사람』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경욱(15. 9. 21.): 소설집 『소년은 늙지 않는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김선우(15. 10. 1.): 시집 『도화 아래 잠들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편혜영(15. 10. 29.): 『통조림 공장』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문학기행 2회

• 김종회 교수와 함께하는 양평·강원 문학기행(15. 8. 18. ~ 8. 19.)

• 한창훈 작가와 함께하는 여수·거문도 문학기행(15. 10. 21. ~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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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회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해외 각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문학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도 함

께 나누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한국문학 영어독후감대회가 올해로 5회째 열렸다. 올해 대회는 김동인 작가

의 단편 「광화사(A Mad Painter)」, 편혜영 작가의 「저녁의 구애(An Evening Proposal)」의 대상작품 중 1

편을 골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9월 한 달간 이메일을 통한 독후감 접수가 이루어졌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인, 우수상 3인, 공로상 1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24일, 번역원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아이패드가, 우수

상 수상자에게는 아마존 킨들 e-book device가,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상품으로 상장과 함께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한국문학을 읽는 즐거움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25일 저녁  한국문학

번역원 1층 번역전문도서관에서 천명관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이 열렸다. 『고래』, 『고령화 가족』등의 작품으

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천명관 소설가와 정홍수 문학평론가가 작가의 개인사부터 한국 문학 전반에까지 넓

은 분야를 아우르며 한 시간 가량 대담을 진행하였고, 그 뒤 30분여간 청중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

문학번역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한국문학을 통한 일반 독자들의 문화수혜 확대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

IV

교육연구

-

FOSTER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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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는 2003년 번역인력 연수지원으로 처음 시작되어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 많은 한국문학 번역가를 배출해내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번

역아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문학번역 교육기관으로 번역 대학원대학교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

으며, 그 과도기적 단계로, 2015년부터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2년제로 확대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번역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내실화, 체계화를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먼저 주간

과정인 정규과정은 교육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면서 원어민 장학생 숫자를 16인에서 28인으로 확

대하고, 문학번역 실습 강의와 실습 작품 대상작가 초청수업,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심화시키

기 위한 강좌 및 그와 연계된 문학기행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폭넓게 기획하였다. 또한 기존의 야간 

과정인 특별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합하여 2년제로 운영하면서 낮에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바쁜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졌다. 한편 번역아틀리에 과

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제로 운영되면서 실제 번역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

회를 가졌는데, 그 중 6인은 2015년도 번역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인은 코리아 타임즈 주최 

제46회 한국현대문학번역상에서 대상과 추천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번역실습 대상작품 작가를 각 언어권별 수업에 초

빙하여 함께 번역작업 하는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통해 수업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강화하였

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강생들의 한국적 정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외국

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실습과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이로써 한국문학과 

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실제 하는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같

은 운영방침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 번역가 양성: 번역아카데미

1) 정규과정

정규과정은 매주 15시간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간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

시아어의 총 5개 언어권에서 해외 거주 원어민과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수강생으로 선발한다. 

정규과정은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과 번역능력을 갖춘 해외거주 원어민 연수

지원자를 선발하여 한국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유럽학제를 따라 9월에 1학

기가 시작되며 다음해 6월로 1년 과정이 종료된다.

2015년 6월에는 작년 9월 과정을 시작한 정규과정 7기 수강생 23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9월부터는 

IV. 교육연구
Fostering Professional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정규과정을 2년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규과정 1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2년차 수강생을 선발하는 동

시에 신규 수강생 선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7기(2년차)는 연수지원자 12명, 일반수강생 4명이 등록하

였고 8기(1년차)는 연수지원자 16명과 일반수강생 7명이 등록하여 총 39명이 개편된 정규과정 재학 중이

다. 학년별, 언어권별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은 번역학과 한국학 관련 다양한 강좌를 듣고 한

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인 번역 실력을 쌓고 있다. 정규과정 7기(2년차) 수강생들은 2016년 6

월 2년 과정을 마친 최초의 수료생이 될 예정이며, 8기(1년차) 수강생들은 2015년도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차로 진학할 수 있다. 

기수 (학년) 구분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계

제7기 (2년차)
연수지원자 (외국인) 3 3 2 2 2 12

일반지원자 (내국인) 3 - - - 1 4

제8기 (1년차)
연수지원자 (외국인) 3 3 3 3 4 16

일반지원자 (내국인) 3 1 - 2 1 7

<표>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제7기(2년차) 및 8기(1년차)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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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과정

정규과정에 이어 특별과정도 그동안의 성과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는 각각 1년제로 운영해

오던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합하여 2년제 특별과정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1학기(4월~7

월), 2학기(9월~12월)로 구성되는 특별과정은 매주 1회, 평일 19시부터 두 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며 수료증

은 1년 단위로 수여한다. 본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번역의 제 문제를 다루는 번역실습과 더불어 작가와의 공

동번역작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번역아카데미 제7기(2년차)

기존의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특별과정 제7기(2년차)의 경우, 번역아카데미 수료자중 심화과정 미 수료

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선발하였다. 영어, 불어, 독어, 서어, 중어, 일어, 이상 총 6개 언어권에서 24인이 지원

하였으며 번역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 20인이 합격, 19인이 등록하였고 이중에서 16인이 과정을 수료

하였다. 올해는 주당 두 시간씩 총 20주에 걸쳐 한국 단편소설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총 24주 수업으로 개편되며 노어권에서도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번역아카데미 제8기(1년차)

특별과정 제8기(1년차)는 전체 지원자 155인 중에서 총 3단계의 전형(서류심사, 번역필기시험 및 면접 

심사)을 통과한 48인을 선발, 이중 47인이 등록하였고 최종 39인이 수료했다. 총 24주간 진행된 수업에서는 

한국 단편소설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3) 번역아틀리에

번역아틀리에 제6기 선발에는 총 16인이 지원하였으며 서류 심사, 번역필기시험, 면접 심사를 거쳐 이

중 11인이 합격하였다. 여기에 2014년도 번역아틀리에 수료자 16인중 본 과정에 재등록한 15인이 추가되어 

총 26인으로 2015년도 번역아틀리에 번역가가 구성되었다.

번역아틀리에 번역가들은 1학기(4월~7월), 2학기(7월~12월)에 걸쳐 격주에 한 번, 1회 2시간씩 총 12

회 진행되는 언어권별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실질적인 번역

의 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한국문학특강, 문학기행 등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문학, 그리고 번역

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번역아틀리에 번역가 26인중 6인은 2015년도 번역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인은 코리아 타임즈 주

최 제46회 한국현대문학번역상에서 대상과 추천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표>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제7기(2년차) 및 8기(1년차)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영어 불어 독어 서어 노어 중어 일어 계

제7기
(2년차)

4 1 2 2 - 2 5 16

제8기
(1년차)

8 5 2 4 5 8 7 39

2.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번역아카데미에서는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각 언어권별 번역실습 대상 작가를 초청, 

수강생들과 함께 번역하는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번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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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했다. 

언어권 제7기(1년차) 2학기 제7기(2년차) 및 8기(1년차) 1학기

영어
김중혁(Kim Junghyuk),

「뱀들이 있어」
이장욱(Lee Jangwook),
 「우리 모두의 정귀보」 

프랑스어

이기호(Lee Kiho),
「수인」/

김경욱(Kim Kyung-uk), 
「장국영이 죽었다고?」

성석제(Song Sokze),
「론도」

독일어
윤이형(I-Hyeong Yun),

「루카」
김인숙(Kim Insuk),

「빈집」 

스페인어
은희경(Eun Heekyung),

「스페인 도둑」
김연수(Kim Yeonsu),

「푸른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러시아어
전성태(Jeon Sungtae),

「배웅」
한창훈(Han changhoon),

「발」 

<표>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현황

언어권 학기 특별과정 7기(2년차) 특별과정 8기(1년차)

영어

1학기
이상(Yi Sang),

「此生輪廻(早春點描 중)」(작고작가)
기준영(Gi Jun-yeong),

「이상한 정열」

2학기
이상(Yi Sang),

「空地에서(早春點描 중)」(작고작가)
정이현(Jeong Yi Hyun),

「성년의 날」 

프랑스어

1학기
배수아(Bae Suah),

「시취」
조해진(Cho Haejin),

「유리」

2학기
김언수(Kim Un-su),

「꽃을 말리는 건, 우리가 하찮아졌기 때문이다」
이평재(Lee Pyeong-jae),

「흙의 멜로디」

독일어

1학기
김숨(Kim Soom),

「법 앞에서」
배수아(Bae Suah),

「노인 울라에서」

2학기
윤성희(Yoon Sunghee),

「휴가」, 「못생겼다고 말해줘」
천명관(Cheon Myeong-kwan),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

스페인어

1학기
백가흠(Paik Gahuim),

「광어」
백가흠(Paik Gahuim),

「전나무숲에서 바람이 분다」

2학기
김경욱(Kim Kyung-uk),

「황홀한 사춘기」
김경욱(Kim Kyung-uk),

「위험한 독서」

러시아어

1학기

미개설

이문열(Yi Mun-yol),
「나자레를 아십니까」

2학기
은희경(Eun Heekyung),

「먼지 속의 나비」

중국어

1학기
김애란(Ae-ran Kim),

「서른」
편혜영(Pyun Hye Young),

「몬순」

2학기
성석제(Song Sokze),

「홀린 영혼」
김애란(Ae-ran Kim),

「하루의 축」

일본어

1학기
배수아(Bae Suah),

「시취」
서유미(Seo Yumi),

「타인의 삶」

2학기
김언수(Kim Un-su),

「하구」
정이현(Jeong Yi Hyun),

「낭만적 사랑과 사회」

<표>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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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정규과정 7기(1년차) 수강생들이 경상북도 영주 및 안동으로 2박 3일간 한국 전통문화 체험

연수를 다녀왔다. ‘한국문화의 이해’ 수업 연장선상에서의 체험연수를 통해 수강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 유교문화를 배우고 우리 민족의 자연관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

의 군자마을에서 안동 하회탈춤, 사물놀이를 직접 배우고, 퇴계종가에서 퇴계이황 50대 종손 어르신을 만나

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9월에는 정규과정 7기(2년차) 및 8기(1년차) 외국인 수강생들이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유서 깊

은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에 참가하였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 정신문화의 중요한 

주축 중 하나인 불교를 이해하게 되었고, 예불 참가 및 참선 명상을 통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

을 얻을 수 있었다. 10월에는 정규과정 1년차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 류보선 교수와 함께 전라북도 고창, 전

주, 군산을 돌아보는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고창에서는 미당 시문학관에서 서정주의 시세계 및 정취를 체험

한 뒤, 미당 생가의 바로 아래 거주하고 계신 동생 서정태 시인으로부터 서정주 시인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

야기를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이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뿐만 아

니라 전주 경기전, 군산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학과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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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서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은 올해 ‘초록/샘플 번역지원’과 ‘저작권 출판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초록/샘플 번역지원은 총 33개 지원사에 초록 285건, 샘플 144건에 대한 번역과 감수를, 저

작권 출판지원에서는 총 11개국 23개 해외출판사에 43종 55책을 지원하였다. 그 외 홍보콘텐츠 

제작에서는 10인 작가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였고 국내외 유관기관에 DVD

로도 배포하였다.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업무 조정으로 인해 2016년부

터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1. 초록/샘플 번역지원

도서 저작권 수출을 위한 출판섭외 단계 때 출판사/에이전시가 해외 관계자에게 보낼 출판제안서 번역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 및 마케팅 정보가 담긴 초록 

및 작품 일부를 발췌한 샘플의 번역 및 감수를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했다. 연간 총 33개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초록 285건과 샘플 144건의 번역과 감수를 진행했다. 또한 2주 단위 심사체계를 도입해 상시 접

수하여 실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사업의 수요자들로부터 직접적인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사 및 번역가/감수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초록 및 샘플의 번역과 감수를 진행했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가 간담회를 상·

하반기로 개최하여 번역가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4분기에 국내외 210개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출판저작권수출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출판사 및 에이전시 담당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으로 사업 이관에 따른 안내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 저작권 출판지원

한국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에게 도서 출판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

원사업으로, 2015년 내에 책을 출판하는 해외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외부 출판 전문가들로 구성된 

V.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3회 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1개국 23개 출판사에 43종 55책에 대한 출

간을 지원했다.

3.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한국문학 작가에 대한 해외 독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책 전문 케이블 채널인 온북TV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제작하였다. 온북TV에서는 동영

상 촬영 및 제작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작가·작품 선정 및 번역 등 콘텐츠 부분을 담당했다.

국가 문학
가족/
교육

아동
예술/
여행

인문/
과학

청소년 기타 계

대만 1 3 1 8 3 1 2 19

독일 1 1

베트남 4 1 5

불가리아 1 1

스페인 1 1

이탈리아 1 1

인도 1 1

일본 2 2 4

중국 2 3 2 7

프랑스 2 2

헝가리 1 1

계 13 6 5 8 5 1 5 43

<표>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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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한 작가는 시인 4인(김승희, 김후란, 도종환, 신달자), 소설가 5인(김숨, 박범

신, 손홍규, 심상대, 하일지), 아동작가 1인(황선미)의 총 10인이며, 각각의 영상은 작가의 작품세계 및 번역

출간 작품에 대한 인터뷰와 낭독을 포함하여 1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영상은 온북TV를 통해 ‘K-

Literature Writers’라는 타이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되었고, DVD로도 제작되어 국내외 유관기관 350여 

곳에 배포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VI

정보화 사업

-

INFORMA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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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시스템은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

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종합적, 조직적으로 가공, 축적,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목

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그 네트워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간단히 '조직에서 정보기술

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체계'로 정의된다. 현재 MIS는 군사, 회

계, 병원(의료), 환경, 기상, 자원, 전략, 지식, 범용, 통합, 종합 등 부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정보관리팀의 사업은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과 한국

문학 온라인 리뷰컨테스트 사업이었다.  

정보관리팀은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MIS처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고, 업무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사

업에서는 번역원 사이트 이용자의 절반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접수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제거하고, 작업 수행의 여러 단계들을 통합, 단순화하여 

사업공고, 접수, 등록, 통계 및 관리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자동화 하였다.  

또 하나의 사업인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컨테스트 사업은 화려하게 제작한 영상도 좋지만 개인이 

찍은 아마추어 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에 착안했다.  한국문학 온라인 홍보는 문학이라

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주제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재해석하여 재밌게 담아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덕분에 올해도 한국문학 작품을 소재로 한 6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

고, SNS매체와의 손쉬운 연동 및 확산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보관리팀은 선진사례분석과 검토를 통해 기관의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 작가, 

번역가 및 다양한 한국문학 자료에 대한 축적 및 개방, 홍보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증

진시키고자 한다. 

1. 한국문학 온라인 리뷰 콘테스트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만들고 볼 수 있게 되면서 동영상은 마케팅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됐

다. 특히 스마트폰의 화면이 커지고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57%

인 절반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출처: On Device 

Research: Mobile Video 2015: A global perspective)를 볼 때 동영상을 통한 한국문학 홍

보는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올해 한국문학 리뷰 콘테스트도 한국문학 작품을 소재로 하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3개월

에 걸쳐 동영상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작품은 Youtube를 통해 개인계정과 한국문학번

VI. 정보화 사업
Information Managemaent

역원 계정에 모두 등록함으로서 SNS매체를 통한 확산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고, 모바일 미디어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제출 작품들을 아래와 같다.

3년간의 사업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주체보다는 유튜브 및 SNS기반의 플랫폼이 주는 광고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정 팀의 사업으로 한국문학 동영상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기관사

업의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한국문학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

2015년에 구축한 한국문학번역원 통합정보시스템은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기반을 마련함

으로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 3.0 정책기조에 맞춰 외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언어권별로 업무를 구분하고 개별 아이디를 부여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게 개

선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황판(엑셀)의 이중관리를 제거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향

상시켰다. 또한 주소록을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던 부분을 통합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관련 부서별 업

무정보공유가 원활히 되도록 개편하였다. 

온라인 사업지원 부분에서는 기존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고, 해당 지원자의 지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번역지원대상 도서 관리에서 공모 도서가 기번역도서와의 일치여

부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부분을 자동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을 통해 담당자들의 정보연동을 통해 업무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게 되었

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자동화시스템과 확장성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

킬 예정이다. 

선정자 제출작 제목 Youtube Link

Barry Welsh Visualize Me ‘The Square’ by Choi In-hun http://bit.ly/1L8kY8q

Samuel Yang “Scribble” from Rain, Sky, Wind, Portby Kim Nam-jo http://bit.ly/1ObXjXc

Yang Soohyun [Rain, Sky, Wind, Port] Poemsby Kim Nam-jo http://bit.ly/1P8wKRX

Jenny Lopez Pavane for a Dead Princess http://bit.ly/1FKwfvs

Sebastian Parodi Mundos diferentes, vidas comunes http://bit.ly/1VtL3jy

CharlesMontgomery KimYuJeong http://bit.ly/1FM8v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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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전문도서관 운영

번역전문도서관은 2007년 개관한 이래 한국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왔다. 2015년, 그 결실로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도서관이 출범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웹 기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 유일의 다국어 한국문학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

하여 2015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전 세계의 독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한국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과 관련한 다국어 콘텐츠들을 망라하여 수집하고 있다.

한편, 전자도서관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 대한 한국문학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한국문학 홍보활동을 벌였다. 금년 7월부터 도서관 회원뿐 아니라 국내외 한국학자들과 한국학 유관기관 담

당자 등 3,600여명을 대상으로 신간 번역도서, 작가 소개, 해외 문학 행사 등을 콘텐츠로 하는 도서관 뉴스레

터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해외 소재 한국문화원, 세

종학당, 한국학과 설치 대학 등과 협조하여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와 SNS에 전자도서관 웹 배너와 홍보 동영

상을 게재함으로서 잠재적인 한국문학 독자들에게 전자도서관을 홍보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올해에도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

하여 최근에 출판된 16개 언어권 45종의 도서와 문학행사 사진, 해외 보도 자료를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도

록 했다. 전자도서관을 테마로 운영된 이번 전시부스에서는 전자도서관 사용법과 작가정보 검색 방법을 안

내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아이패드를 비치하여 전자책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전자도서관 회원 가입을 진

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5일간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총 30,40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그 중에

서도 전자책 이용에 관한 문의가 많아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T_Magazine, _list, 전자도서관 홍보 기념품 등을 배포하고 본원 사업을 홍보

하면서,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번역, 출판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영인문학관과 공동전시를 개최하여 양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여 번역문학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부터 해외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Hub Library Mem-

bers> 프로그램은 현재 29개국 50처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한국문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각 Hub Library에 기증

된 도서를 전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하고 기증된 한국문학 도서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기증 

네트워크 외에도,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다방면

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2015 ICoASL(국제전문도서관협회 아시아회의)에 참석

하여 포스터세션에서 전자도서관 구축 사례와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사례(Hub 

Library Membership Program)를 선진사례로서 공유하였으며, 그 밖에도 광

VII.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LTI Korea Library

-

VII

한국문학

번역전문도서관

-

LTI KOREA 

LIBR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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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70주년 기념 세계한국학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학자를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번역전문도서관 실무실습과정’을 운영하여 총 6회에 걸쳐 실습생 15명에 

대한 도서관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전자도서관 콘텐츠의 질과 양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학 정보를 알리고 제공하고자 한다.

2)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번역전문도서관의 전자도서관(http://library.ltikorea.or.kr)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문학 콘

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서관 소장 자료나 본원 지원 도서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국어 콘텐츠라면 형태에 제한 없이 수집하여 서비스 하고 있어 

현재 번역도서 서지정보 4,389건, 외신 보도 자료 1,101건, 한국문학 국제행사 자료 375건, 전자책 127건 등 

약 1만 7천 건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2015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이

용자 접근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특히 해외 독자의 경우 한국문학 서명이나 작가명 등 검색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직접 검색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키워드 기반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관검색과 필터 기능을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콘텐츠마다 컬렉션을 만들어 유사 콘텐츠를 묶어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직관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접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전자도서관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형태의 한국문학 콘텐츠들을 한 곳에 수집하여 이들 콘텐

츠들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고, 연관 검색을 통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전자

도서관의 목표는 양질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한국문학의 게이트웨이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세계 어느 곳의 독자들도 한국문학을 편리하고 풍부하게 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권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3)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한국학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운영

되고 있다. 2015년에도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00곳에 2,927종 4,775권의 한국문학번역서를 기증하였다. 기증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진

행되며,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 공관 및 문화원 등의 기관 또한 상

시 지원하고 있다.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은 2012년도부터 영미권 주요 대학 내 설치된 한국학과 및 대학

도서관 7곳과 처음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한국학 교육연구기관을 발굴하여 전 세

계 한국학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존에 한국학 교육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협정기관에

서, 일반 외국인들 또한 한국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국 주요 국공립도서관으로 대상을 확장하였

다. 이에 옥스퍼드대학교 한국학도서관 등을 비롯한 기존 협정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외 필리핀국립도

서관, 상해도서관과 같은 해당 국가의 국공립도서관과도 협정을 맺어 기증을 진행하였다. 하여, 2015년

에는 기존에 협정을 맺지 않았던 국가인 벨라루스, 인도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국 13개 기관과 새롭게 

협정을 맺었다.

No 콘텐츠 종류(영문) 콘텐츠 종류(국문) 건수 웹사이트 메뉴명

1 Translated Books 번역서지정보 4,389

Bibliography (번역서지정보)2 Book Proposals 번역출판 205

3 Book Reviews 도서 리뷰 378

4 Korean writers 한국문학 작가정보 457

Korean Writers(한국문학작가정보)5 News from Abroad 외신 보도자료 1,101

6 International Events 해외 문학행사 375

7 E-Books 전자책 127

E-Resource(멀티미디어 자료)8 Audios 오디오 13

9 Videos 비디오 298

10 Report/Texts 보고서/텍스트 645

Reference(참고정보)
11 Websites 웹사이트 57

12 Translators 번역가 2,758

13 Publishers 출판사 307

14
LTI Korea Library Catalogue 

(Periodical 71, DVD 66,Korean Book 5538)
도서관 소장 자료 5,675 Library Catalogue(소장도서 검색)

15 Hub Library Members Hub Library Members 50 About the Library(도서관 소개)

16 Book Donated Organizations 국내외 도서 기증처 85

Total 16,920

국가 기관(영문명) 기관(국문명)

중국(대만)
Dep.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리투아니아
Asian Centre, 

Mykolas Romeris University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아시아센터

영국
University of Oxford Bodleian China Centre 

Library and Korean Collections
옥스포드 대학교 
보들리안 도서관

벨라루스 Belarusian state university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호주 Monash University Library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필리핀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필리핀국립도서관

미국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도서관

미국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Stony Brook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센터

슬로바키아
Comenius University in Bratislava Dpt. 
of East Asian Studies Korean Studies

코메니우스 대학 
동아시아학부 한국학과

중국
上海长宁图书馆

(ShanghaiLibrary)
상해도서관

미국 University of Hawaii Hamilton Library
하와이 주립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학 

한국학과

인도 Jawahalal Nehru University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표> 2015년도 신규 Hub Library Members 협정멤버 목록 (총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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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하며 기증도서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보다 실질적인 지원

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한국학과에 직접 방문하였다. 한국학과를 운영하는 교수, 강사, 학과생

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문학 수업 등의 커리큘럼 운영과정에서 한국문학번역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

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자료 지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Hub Library Members 협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

관 및 개인에게 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E-Book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으며, 현재 영국 옥

스퍼드 보들리안 도서관 립가이드 서비스 페이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링크를 제공

하고 있다. 

이외 올해 2월에 열린 쿠바 아바나 도서전에 참가하는 주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쿠바 아바나 호세 마르

티 문화원에 스페인어권 한국문학번역서 총 52종 52권을 기증하는 등 각국에 주재한 대한민국 공관의 국제

도서전 및 문학행사 참여를 지원하였다.

국내 기증 프로그램은 한국문학번역서를 해외 문화계층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초청된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해왔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 및 문화행사 5개 행사에 초청된 문화계 해외 인사 278명을 대상으로 각각 언어권, 직업, 작품 

성향 등을 고려하여 총 205종의 한국문학 번역서를 기증했다. 또한 각 인사별로 네임택과 도서관 안내수첩, 

부채 등을 도서와 함께 포장한 패키지 형태로 기증을 진행하였다. 패키지의 변화를 통해 인사 개개인에게 한

국문학과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 이를 전달하는 사무국 직원들 또한 한국문학을 

전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내국인 대상 한국문학 번역서의 홍보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국

내 주요 국공립도서관 내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을 구축해왔다. 2014년에 컬렉션을 구축한 국립중앙도서관

과 국립세종도서관에 올해 출간된 신간 한국문학번역서 총 131종 262권을 기증하였다. 더불어 새롭게 개가

제로 바뀐 국회도서관 3층 인문사회 자료실 내에 한국문학번역서 서가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 31개 언어권에서 출간된 한국문학번역서 1,000권을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을 통해 

국가 주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회도서관 모두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을 구축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한국문학번역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가 보존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매년 신간 한국문학번역서를 지원하여 컬렉션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행사명 초청자 수 기증종수 기증권수

전주국제영화제 89 53 8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8 20 28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0 46 50

부산국제영화제 44 37 44

서울아트마켓 67 49 67

Total 278 205 278

<표> 국내 개최 국제문화행사 초청 해외 주요 인사 기증 운영 통계

구분 기증처명 기증종수 기증권수

중국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41 41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보들리안 도서관 43 43

미국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39 39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아시아센터 47 47

벨라루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46 46

호주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43 43

미국 필리핀국립도서관 57 57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도서관 44 44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센터 44 44

중국 국립대만대학교 도서관 53 53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21 21

인도 자와할라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66 77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한국학과 49 49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도서관 67 67

Total 660 671

<표> 2015년도 Hub Library Members 기증 통계 (총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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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에는 본원 지원으로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번역서를 활용하여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교

류 양상 및 문학 번역의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영인문학관과 공동 주관 번역문학展 <옮겨서 새로운 언어

의 숲 A New Forest of Language through Translation>을 개최하였다. 

전시는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영인문학관에서 진행됐다. 제1전시실은 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

역을 주제로 원작자의 초상화, 사진, 번역도서, 육필원고 등을, 제2전시실은 외국어로 번역된 김승옥, 이

청준, 최인호 등 22명의 작가의 작품과 애장품, 해외 문학행사에 참여한 작가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전시하였다.

전시기간 중 영인문학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은희경, 최윤 등 소설가 및 평론가가 각자의 주제를 가

지고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문학 강연회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번역 문학에 흥미를 갖고 다가올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영인문학관에서 한국문학과 관련한 전시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자

료로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서 152종 182권을 기증하였다.

구분 기증처수 기증종수 기증권수

국내 47 1,899 2,372

해외 53 1,028 1,069

Total 100 2,927 3,441

<표> 2015년도 도서 기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일자 강의명 강연자

10. 3.(토) 고독의 인연 <금성녀> 은희경(소설가)

10. 10.(토) 글로벌 시대의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김성곤(영문학자)

10. 17.(토) 문학작품, 왜 번역하는가 김주연(독문학자)

10. 24.(토)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김진영(노문학자)

10. 31.(토) 소설쓰기와 번역 최윤(소설가, 불문학자)

11. 7.(토) 알파의 시간 <여름의 맛> 하성란(소설가)

<표> 문학 강연회 진행표

앞으로도 기증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증 자료의 폭을 넓히고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활발한 홍보활

동을 통해 구축된 Hub Library Members 네트워크는 본원 문학행사 및 도서전 참가를 공지하여 지원 기

관의 학회 및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데 보다 많은 접점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창출하고 한국문학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4)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운영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한국문학 번역서지책자 제작을 계기로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

되고 있다. 그동안 번역•출간된 한국문학 작품의 서지정보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그동안 한 작가

의 이름이 각기 다른 표기명으로 출간되어 온 사실을 통계상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한 작가의 작품이 각

기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지금까지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서에 표기된 작가

명의 이형(異形)을 모두 조사함과 더불어 이를 하나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써 소급하고자 작가명 영문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을 조사하였다. 

작가명 영문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 조사는 이름의 소유주인 작가 본인이 선호하거나 사용 중

인 영문 표기명을 확인하여 이를 대표 표기명으로 지정하고, 번역서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기사 등의 모든 자

료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문학번역서 출간이력이 있거나 본원 해외 

문학행사에 참가했던 작가 457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238명의 영문 대

표 표기명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등록된 대표 표기명 중에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각기 다른 사업 목적으로 특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수집된 표기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작가 본인으로부터 대표 표기명으로 지정받은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에 등록된 작가 238명을 대상으로 재확인 작업을 착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1월 새롭게 전자도서관 웹사이트가 오픈함과 동시에 Libguides 페이지를 통

해 임시로 서비스되었던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Korean Writers 라는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 작가의 각기 다른 표기명으로 검색하여도 해당 작가로 검색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작가 페이지에서 대표 표기명과 함께 모든 이형 표기명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본원에서 출간하는 한국문학번역서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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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표기명을 기준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해외 출판사는 물론 원서를 출간하는 한국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 

작가의 고유한 이름이 하나의 표기명으로 통일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한국 

작가들의 번역서 출간으로 생성되는 작가명은 대표 표기명으로 일원화하여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르

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작업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VIII

홍보 다각화

-

DIVERSIFICATION OF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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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기사 추진 및 언론 보도

2015년 한 해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 주요 언론사들에 집중 조명이 되어,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 알렸다. 올해 기획기사 

총 30건이 주요 일간지에 실렸으며, 그 밖에 계속된 보도자료 배포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요사업와 성과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되었다. 그밖에 언론 인터뷰 5건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학번역원

의 목적과 번역아카데미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2) T_magazine 발간, 기관 홍보 브로슈어 제작

2015년 한 해 기관 홍보 계간지 T_magazine은 8호(2015 봄호)부터 11호(2015 가을호)까지 총 4

호가 발간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요 해외행사에 대한 작가의 후기를 다룬 Special 코너, 주요 사

업 계획과 성과,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소개를 다룬 Focus 코너, 번역가를 소개하는 People 코

너와 해외 주요 출판사를 소개하는 Publisher 코너 등 다양한 코너 마련을 통해 국내 독자들에게 재미있

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T_magazine은 발간과 함께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배포되었

으며 그밖에 국내 주요행사인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서울국제도서전, 세계번역가대회 등에서 

일반 독자에게 배포되었다. 

3)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외 독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운영을 강화하였다. 국내 독자들을 위한 블로그 운영(http://blog.naver.com/itlk), 해외 독자들

을 위한 페이스북 운영(http://www.facebook.com/LTIKorea)을 통해 번역원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

유하며 독자들과 소통하였다. 특히 블로그를 국내 행사와 연계하여 이벤트를 개최, 블로그를 통해 국내 행

사 참석을 신청한 독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2016년에는 뉴

미디어 홍보 사업을 개설하여 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다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그 달의 주요 행사와 주요 해외 출간도

서 등을 소개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VIII. 홍보 다각화
Diversification of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표> 기획기사 목록

언론사 기사제목 날짜

연합뉴스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문학 콘텐츠 한눈에 본다 2015-01-05

정책브리핑 “이젠 문학한류 만들 겁니다” 2015-01-27

연합뉴스 김영하 소설·나희덕 시…세계로 뻗는  한국문학 2015-02-08

코리아넷 Our lives are  translations themselves’ 2015-02-12

세계일보 [조용호의 나마스테!] 자유·고독·디아스포라의 삶… 언어와 국경 넘어 생명을 읊다 2015-03-02

연합뉴스 강화도 시인’ 함민복, 스웨덴 학생들과 문학세계 ‘교감’ 2015-03-26

동아일보 날자, 한국문학으로 날자꾸나… 근데 ‘똥피리’는 뭘로 번역하지 2015-04-09

서울신문 [씨줄날줄] 한국문학번역원/서동철 논설위원 2015-04-15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 저들에게 한국문학번역원을 허하라 2015-04-15

조선일보 [기자수첩] 번역원 축소? 창작 열기에 왜 찬물 끼얹나 2015-04-20

한겨레 [최재봉의 문학으로] 번역원 기능 강화가 답이다 2015-04-23

연합뉴스 출판한류 가능성은? 일부 성과 불구 과제 ‘산적’ 2015-04-23

매일경제 [세상사는 이야기]문화융성 논하기 전 소통부터 許하라 2015-04-24

코리아헤럴드 [Herald Interview] The art and sicence of translation 2015-05-19

미주중앙일보 [OC]”스크린셀러가 한계있지만 한국문학 알리기에 효과적”…천명관작가 ‘고령화가족’으로 관객과의 대화 2015-06-07

동아일보 “한국문학 낯 깎을라” 국가대표 작가의 표절의혹 후폭풍 2015-06-23

동아일보 표절논란에도… 한국문학에 대한 ‘사랑’ 필요해 2015-06-26

연합뉴스 미국 노리는 한국문학, 작가 이름표기도 고민해야 2015-10-06

경향신문 슬픔과 유머 모두 가진 한국  문학 미국선 작가 이름부터 알려야 성공 2015-10-06

동아일보 [김지영 기자의  문학뜨락]한국문학 세계화하다 보면 노벨상도… 2015-10-14

한국일보 신경숙 표절 사건 같은 건 미국선 매우 드물죠 2015-10-19

조선일보 사과에 집착하는 한국인 풍자 2015-10-19

매일경제 생사의 경계에서 한국문학을 전하다 2015-11-04

뉴시스 반말·존댓말·사투리·의성어…한국문학 번역, 어려워요 2015-11-04

연합뉴스 “사투리, 높임말, 반말 번역하기 힘들었어요” 2015-11-04

코리아헤럴드 European-language translations of Korean novels win big at awards 2015-11-04

코리아타임스 Translation award winners discuss challenges 2015-11-04

코리아헤럴드 [Herald Interview] Humor under gloom 2015-11-10

중앙일보 한국인 같은 외국인 번역가 등장, 문학 한류 빛이 보인다 2015-12-02

세계일보 정유정 장편 ‘7년의 밤’ 獨언론서 잇따라 호평 2015-12-25



2015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104

-

IX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 정기간행물 제작

-

PUBLICATION OF 

PERIODICAL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



2015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Ⅸ. 한국문학 해외소개・외국어 정기간행물 제작106 107

IX.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정기간행물 제작
Publication of Periodicals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1) 계간 _list: Books from Korea 발간

국내 도서를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는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_list: Books from Korea는 2013년 겨

울호(22호)까지는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발행했으나, 2014년 봄호(23호 vol.23)부터는 영문판으로만 발행

하고 있다. 2014년 여름호(24호)부터 문학 중심 잡지로 거듭난 리스트는 2015년에는 27호부터 30호까지 4

개호를 발행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의 작가특집(Featured Writer) 외에도 젊은작가(Younger Writers) 

코너를 신설하여 매호 두 명의 작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p. 108

_list 27호는 작가특집으로 김남조 시인을, 젊은작가 코너에서는 김연수, 김애란  소설가를 소개하였다. 

문학특집(Special Section)에는 한국의 예술가 소설을 시대별로 나누어 다루었다. 

_list  28호는 작가특집으로 김광규 시인, 젊은 작가에 조경란, 천명관 작가를 소개하였다. 문학특집으

로 광복 70년의 한국문학을 시대별로 다루어 외국인들이 광복 이후 한국문학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했다. 

_list  29호에는 황동규 시인이 작가특집 작가에, 편혜영, 김경욱 소설가가 젊은 작가에 소개되었다. 문

학특집으로는 한국의 생태문학을 소설과 시로 나누어 다루었다.

_list  30호는 작가특집에 오정희 소설가, 젊은 작가에 배수아, 김탁환 소설가를 소개하고, 문학특집 

코너에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한국의 문인 세 명, 즉 황순원 소설가, 서정주 시인, 박목월 시인을 소개했다.

_list 의 모든 기사는 웹사이트(www.list.or.kr), 모바일 앱(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북(e-

book, 번역원 홈페이지 내 웹진 메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는 작가인터뷰 동영

상, 작가소개 동영상, 북트레일러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잡지에 수록된 발췌 작품을 외국인 성우가 읽어주

는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도 있다. 



Ⅹ.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109

한국문학번역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출판사, 교육기관 등과 총 12건

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번역·출판·교류·교육 사

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한국문학 및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현재 7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융성의 디딤돌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문화권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과 작품 소개를 위한 협력(미

국: 펭귄 출판사, 딥벨륨 출판사, 투펠로 출판사, 카야 출판사, 영국: 틸티드엑시스 출판사, 홍콩: 아

시아 문예지),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인재양성 협력 강화(서울강남교육지원청, 한국외국어대학교, 

배재대학교, 영국문학번역센터(BCLT)) 등으로 크게 나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우리 문학과 문화

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구분 기관 협약일 주요협약 내용

해외 미국  Deep Vellum Publishing 2015. 04. 한국문학 출간 협력

국내 토지문화재단 2015. 04. 한국문학 해외 소개 협력

해외 일본 헤이본샤 출판사 2015. 06. 한국문학 출간 협력

국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2015. 06.

관내 학생의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일터체험 
프로그램·미래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자녀교육 코칭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및 

교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지원

국내 배재대학교 2015. 06.
양 기관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산한협력, 홍보 및  

사업안내 채널을 통한 한국문학 홍보

해외 영국 Tilted Axis  출판사 2015. 06.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협력

해외 미국TupeloPress 2015. 08.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협력

해외 미국 Kaya Press 2015. 09.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협력

해외 홍콩 Asia Literary  Review 2015. 09. 한국문학 작품 발췌본 게재

해외 영국문학번역센터(BCLT) 2015. 11. 한국문학 번역가 교육 협력

국내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12.
양 기관 사업정보 공유 및 업무협력

※ 기협약(2009.5.) 내용갱신 및 보완

해외 미국 펭귄 출판사 2015. 12. 한국고전문학 출간 협력

X.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
: MOUs International Domestic Organization

-

X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

-

MOUs : 

INTERNATIONAL 

DOMESTIC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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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족
Modern Family
-
천명관

박경리

White Pine Press

리나
Rina
-
강영숙

김보람

Dalkey Archive Press

사람의 아들
Son of Man
-
이문열

안선재

Dalkey Archive Press

순례자의 노래
The Future of Silence
-
오정희 외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

Zephyr Press

식물들의 사생활
The Private Life of Plants
-
이승우

유인례/ 루이스 빈치게러

Dalkey Archive Press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God Han No Grandchildren
-
김경욱

강순옥/ 멜리사 톰슨

Dalkey Archive Press

외딴 방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
신경숙

정하연/ 자넷 톰슨

Pegasus

착한 가족
A Good Family
-
서하진

앨리 황/ 에이미 스미스

Dalkey Archive Press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영어

-

XI

2015년

해외출간도서

-

NEW BOOKS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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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Nowhere to Be Found
-
배수아

김소라

Amazon Crossing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The Night of the Cat’s Return
-
송찬호

김원중/ 크리스토퍼 메릴

Autumn Hill Books

김수복 시선집
Beating on Iron
-
김수복

안선재

Green Integer

둥지의 철학
The Philosophy of the Nest
-
박이문

이민구

Saffron Books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Great Soul of Siberia
-
박수용

장해니

Greystone Books

아시아의 죽음 문화
Death in Asia
-
이옥순 외 5인

지예구

Seoul Selection

구상무상
Songs of Thorns and Flowers 
Vol. 5: Alone With Myself
-
구상

박찬응

Foreign Language Publications: 

The Ohio State University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I Am a Season That Does Not 
Exist in the World
-
김경주

Jake Levine

Black Ocean

명랑하라 팜 파탈
CHEER UP FEMME FATALE
-
김이듬

이지윤

Action Books

야생 사과
Wild Apple
-
나희덕

지영실/ Daniel Todd Parker

White Pine Press

주변인의 초상
Portrait of a Suburbanite: 
Poems of Choi Seung-ja
-
최승자

김은주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rogram

너의 목소리가 들려
J’ENTENDS TA VOIX
-
김영하

김영숙/ 르브뤼스크 아르노

Philippe Picquier 

동화처럼
Comme dans un conte
-
김경욱

최애영/ 장 벨맹노엘

Decrescenzo Editeurs

비행운
Comment se passe ton été ? 
-
김애란

케트 아모루소/ 루시 앙게벤

Decrescenzo

아오이 가든
Dans l'antre d'Aoï Garden
-
편혜영

이정민/ 쥴리앙 파올루치

Decrescenzo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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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퀴르발 남작의 성
Le Chateau du Baron de Quirval
-
최제훈

최애영/ 장 벨맹노엘

Decrescenzo Editeurs

토지 IV
Land 4
-
박경리

헬가 피히트/ 한정화

Secolo

귀뚜라미가 온다
Se viene el tifón
-
백가흠

윤선미

Bonobos

7년의 밤
Sieben Jahre Nacht
-
정유정

조경혜

Unionsverlag

한국 현대문학 단편선집
COREE DES VILLES COREE 
DES CHAMPS
-
하성란/ 김미월 외

김정연/ 수잔 살리나스

Decrescenzo

겨울밤 0시 5분
Winternacht 0Uhr 5 Minuten
-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Verlag

바리데기
Bari, la princesa 
abandonada
-
황석영

뤼스 프라일레스

Alianza editorial

강산무진
Acht Leben
-
김훈

윤선영/ 미하엘 텁/ 레오니 베츠

Septime

히말라야
Poèmes de l'Himalaya
-
고은

노미숙/ 알랭 제너찌오

Decrescenzo

꽃의 고요
Stille der Blüten
-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위저드 베이커리
La panadería encantada
-
구병모

Irma Zyanya Gil Yáñez/ 정민정

NOSTRA

바셀린 붓다
Vaseline-Buddha
-
정영문

얀 디륵스

Droschl

예쁜 여자
DES FILLES DE MA 
CONNAISSANCE
-
권용득

박윤선/ Lucas Méthé
ATRABILE

이미륵 평전
Wanderer zwischen zwei 
Welten
-
정규화/ 박균

박균/ 베르네르 헨네켄

EOS

고은 시선집
-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Unas horas con los 
poetas muertos 
-
고은

민용태

Huerga y Fierro

이별하는 골짜기
Abschidestal
-
임철우

정영순/ 헤르베르트 야우만

Iudicium

독일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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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Забытый вкус кислички
-
박완서

이상윤/ 함영준

LLC Vremya

7년의 밤
七年之夜

-
정유정

서려홍

北京文通天下图书有限公司
(天津人民出版社)

식물들의 사생활
植物的私生活

-
이승우

정생화

上海译文出版社

낭만적 사랑과 사회
浪漫之爱与社会

-
정이현

왕염려/ 김용

民族出版社

아들의 겨울
儿子的冬天

-
김주영

김애령

华中科技大学出版社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

-
신경숙

천일

漓江出版社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化身九双鞋的男人

-
윤흥길

왕책우

浙江大学出版社

서편제
西便制

-
이청준

전화민

浙江大学出版社

악기들의 도서관
乐器图书馆

-
김중혁

한경아/ 홍미미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원더보이
Чудо мальчик
-
김연수

리 그리고리

Hyperion

그녀의 눈물 사용법
Как она использует свои слезы
-
천운영

아르튜호바 엘레나/ 조훈

Hyperion

지금 장미를 따라
Всдел за ветром
-
문정희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마리아 살다토바

Rudomino

바리데기
Принценсса Пари
-
황석영

르즈코프 안드레이/ 허승철

Literary Studies

한국한시선집
Рисунки тушью
-
김시습 외

A.F.Trotsevich 외 3인

Hyperion

봉순이 언니
Моя Бонсун
-
공지영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젤료바

Natalis

플로라의 비밀
Тайна Флоры
-
오진원(글), 박해남(그림)

마리아 꾸츠네초바

Hyperion

러시아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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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왕을 찾아서
寻觅王者

-
성석제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한국의 풍속화
韩国风俗画

-
정병모

김청룡/ 조량

商务印书馆

항아리
坛子

-
정호승

김명순

华中科技大学出版社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幸福的人不看钟

-
은희경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김승옥 단편선
ソウル1964年 
冬 ―金承鈺短編集―
-
김승옥

아오야기 유코

三一書房

이만큼 가까이
アンダー、サンダー、テンダー
-
정세랑

요시카와 나기

CUON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亡き王女のためのパヴァーヌ
-
박민규

요시하라 이쿠코

CUON

미궁에 대한 추측
香港パク
-
이승우

김순희

講談社

자성록
自省録
-
퇴계 이황

난바 유키오

平凡社

새
鳥
-
오정희

문광자

段々社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조선
西洋人の視た朝鮮
-
김학준

김용권

山川出版社

문명과 바다
深蓝帝国

-
주경철

유창/ 진원

北京大学出版社

오늘 그리고 내일의 노래
今天与明天的歌

-
김남조

정동매/ 김금룡

江苏凤凰文艺出版社

차마고도
茶马古道

-
KBS 차마고도 제작팀

공연/ 박성률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관계
关系

-
안도현(글), 이혜리(그림)

서정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철학이 필요한 시간
需要哲學陪伴的時間

-
강신주

이맹맹/ 이해란

商务印书馆(香港)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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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시로 맛을 낸 행복한 우리 한식
飲食のくにでは 
ピビムパプが民主主義だ
- おいしい詩を添えて
-
한국시인협회

김승복/ 나카무라 에츠코

CUON

조선 여성의 일생
朝鮮時代の女性の歴史
- 家父長的規範と女性の一生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오바타 미치히로

明石書店

조선을 떠나며
朝鮮引揚げと日本人
-
이연식

타테노 아키라

明石書店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韓国の伝統芸能と東アジア
-
서연호

나카무라 가츠야

論創社

고등어
Cá thu
-
공지영

응히엠 티투 흐엉

Nhã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난중일기
Nhật ký trong gian lao
-
이순신

다오티미칸

The Literature and Arts- Culture 
Publishing House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Thành phố với những 
người quen xa lạ
-
최인호

팜 티 타잉 튀

Tre Publishing House

동아시아 문명론
LÝ LUÂN VỀ VĂN MINH 
ĐÔNG Á
-
조동일

하밍타잉

Publishing House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계서야담
Khê Tây dã đàm
-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숙 역주

쩐 티 빅 프엉

The Literature and 
Arts- Culture Publishing House

고구려 건국사
Lịch sử lập quốc Cao Câu Ly
-
김기흥

후엔 티투 타오

Publishing House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생의 이면
Ta druhá strana života
-
이승우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우주피스 공화국
Republika Užupis
-
하일지

또마쉬 호락

ARGO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Někde zvoní telefon
-
신경숙

페트라 벤 아리

ARGO

산사
Sansa
-
이형권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검은 꽃 
Czarny Kwiat
-
김영하

Marzena Stefańska
Kwiaty Orientu

베트남어

체코어

폴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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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Nasz skrzywiony bohater
-
이문열

로잔스카 카타지나

Kwiaty Orientu

종이
ЦААС
-
신달자

체렝호를러

Soyombo

엄마를 부탁해
PIDÄ HUOLTA ÄIDISTÄ
-
신경숙

따루 살미넨

Into KustannusOy

감염된 언어
ภาษาท่ีติดเช้ือ
-
고종석

박경은/ 위랏 씨리왓타나나윈

PRAPHANSARN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Voi fi acolo
-
신경숙

디아나 육셀

S.C. Humanitas Fiction S.R.L.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몽골어 핀란드어 태국어

루마니아어

-

한국문학 

번역원 

소개

-

INTRODUCING 

LTI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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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기능 

번역출판본부

영문화권팀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북미 출판시장에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이 지속 출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영어권 번역 및 출판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문학한류 기반구축, 영상공연 번역지원, 영문화권 

교류사업 개최 등을 통해 영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성 확대를 모색합니다. 

유럽문화권팀

유럽 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문학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니

다. 또한, 유럽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아시아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문학교

류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

니다. 또한,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교류홍보팀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번역상 및 번역신인상,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 사업 등의 교류사업을 진행합니

다. 또한, 한국도서 해외 소개를 위한 외국어정기간행물 계간 list 발행, 국내 및 해외에서의 기관 인지도 제

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담당합니다. 

기획사업본부

경영관리팀 

인사 및 직원교육, 재산관리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업무 수행, 물품구매 및 계약, 급여, 보험, 세무 등 관

련 업무, 청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정책기획팀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

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공공

기관 감사,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원 장

번역출판본부 교육정보본부 경영기획본부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번역아카데미

이사회

정보관리팀 경영관리팀유럽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팀

교류홍보팀

교육연구팀 정책기획팀영문화권팀

한국문학번역원 소개
Int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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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0. 03. 17    기관 근거법령 이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 2

2011. 05. 06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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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본부

교육연구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을 책임질 전문번역가를 발

굴·양성합니다. 번역아카데미 전 과정의 수강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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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

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외 출판시장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설기관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 해외소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문학 해외소개 아카이브’로서 37개 언어로 된 한국도

서 번역서지 정보, 한국문학 작가 정보, 한국문학 외신 보도자료, 해외 문학행사, E-Book 등을 전 세계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Hub Library Members 및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을 통

해 한국문학 번역도서를 기증하고, 한국문학 해외소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육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는 정규과정(총 7개 언어권), 특별과정(총 5개 언

어권)을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지원자 포함) 및 내국인 수강생을 선발하여 번역실습, 작가와의 만

남 등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 잡지, 번역아카데미 교육교재 등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교정, 편집, 

출판, 배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상업성이 낮아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한국문학, 고전, 인문도서 등

의 해외 출간과 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출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지도 및 교통편

 

삼성역(무역센터)

봉은사역

청담역

한국문학번역원

●
현대글로비스

테헤란로

봉은사로

●
사진문화원

●
봉은사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삼성동
풍림1차아파트

●

코엑스

●
아셈타워

●
현대백화점

•오시는 길

* 9호선 봉은사역 4번 출구에서 3분거리

•본원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5층 한국문학번역원  

(우편번호 06083 / 구 우편번호 135-873)

대표전화 : 02-6919-7700

팩스 : 02-6919-7759

•지하철 이용시

9호선 봉은사역 : 4번 출구로 나오자마 좌회전, 이후 우회전 한 후 직진하면 우측에 번역원 본원 건물 (약 3분)

7호선 청담역 : 1번출구로 나온 후 직진, 파출소 건물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면 본원 건물 (약 12분)

2호선 삼성역 : 7번출구로 나온 후 직진, 봉은사역 3번출구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면 본원 건물 (약 12분)

•버스 이용시

초록 (지선-광동한방병원앞 하차) 3417

초록 (지선-무역센터 혹은 한전 앞 하차) 2411, 2413, 3217, 3218, 3414, 3415

초록 (지선-봉은사 혹은 아셈타워 방향 하차) 2413, 3217, 3218, 3412

파랑 (간선-광동한방병원앞 하차) 640

파랑 (간선-무역센터 혹은 한전 앞 하차) 143, 146, 301, 362, 401

파랑 (간선-봉은사 혹은 아셈타워 방향 하차) 640, 36, 143, 146, 301, 362, 401

빨강 (광역-무역센터 혹은 한전 앞 하차) 9407

노랑 (순환-봉은사 혹은 아셈타워 방향 하차) 41

공항버스 (순환-무역센터 혹은 한전 앞 하차) 602-1, 606, 도심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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