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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한강 작가와 데보라 스미스의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 수상이라는 낭보와 함

께 시작되어 한국문학이 세계문단에서 인정받고 해외에 널리 알려지는 한 해였습니다. 구체

적으로는 <뉴욕타임스>, <뉴요커>, <워싱턴 타임스>, <더 타임스>, <더 가디언> 등 해외 주요언

론에 한국문학 관련기사가 400여건이나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미

국의 <마노아>지, 영국과 홍콩의 <아시아 리터라리 리뷰>지, 프랑스의 <마가진 리테레르>지, 

그리고 러시아의 <외국문학>지가 번역원과의 협업으로 한국문학 특집호를 발간해서 한국문

학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2016년에는 번역원의 노력으로 유명한 펭귄 출판사의 [펭귄 클래식 시리즈]에 한국의 

고전문학인 『홍길동전』이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펭귄 클래식은 앞으로

도 『구운몽』을 비롯한 한국 고전을 계속해서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번역원의 지원

으로 시작된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의 [한국문학 선집 25권]이 완간된 해였습니다. 최

근 <뉴요커>지는 달키 한국문학 총서가 한국문학을 영어권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칭찬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또 다른 소식은, 편혜영 작가의 『재와 빨강』이 폴란드에서 [올해의 책]

으로 선정되었고, 배수아 작가의 『철수』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했으며, 오

세영 시인의 『밤하늘의 바둑판』이 미국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가 선정한 [올해의 시집]에 

포함된 것입니다. 2016년에는 번역원 영문 계간지인 _list: Books from Korea가 Korean 

Literature Now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학의 현황을 시시각각으로 세계에 알

리고 있는 KLN은 현재 해외의 출판사, 에이전트, 번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호평 받는 유명 

문예지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번역원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도 개원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

국작가와 작품에 정보를 누구나 간편하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번역도서의 해외

출간도 80여권에서 2016년에는 120여권으로 그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번역원

은 문체부 경영평가 우수사례 공표대회에서 우수기관 상패를 받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

여하는 [가족친화 직장 인증서]도 받았으며, 타 기관과의 문화콘텐츠 자막번역 협업 우수사

례로 선정되어 문화부 경영평가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번역원은 앞으로도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더욱 정진해,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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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ROJECT 

HIGHLIGHTS 

-

해외출판사의 수요가 있는 작품 중심으로 지원

한국문학 저작권 계약 체결 등 해외출판사의 수요가 있는 작품 중심으로 지원하여, 번

역・출판 지원을 일원화하고 기간을 단축함. 

-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 ‘15년 42건 → ’16년 61건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

해외 주요 언론에서 한국문학 주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언론에서 한국문학 작품 및 작가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기

사가 게재됨.

- 미국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 오세영 『밤하늘의 바둑판』 ‘올해의 시집’ 선정

- 프랑스 르 몽드지: 황석영 『개밥바라기 별』등 소개 및 작가 인터뷰 게재

- 폴란드 문학 커뮤니티 그라니차: 편혜영 『재와 빨강』 ‘2016 올해의 책’ 선정 

-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및 공영방송 NPR: 허균 『홍길동전』 집중 보도

해외 유수출판사 업무협약 통한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미국, 체코, 일본 등의 유수출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고전 및 현대문학 시리

즈를 출간함.

-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 한국문학총서 25종 출간(2016년 5종 출간)

- 체코 아르고 출판사 한국현대문학 10종 출간 완료(2014~2016)

- 미국 펭귄 출판사 한국고전문학시리즈 지속 출간(2016년 1종 출간)

-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한국고전문학시리즈 1차 10종 출간 완료(2007~2016)

- 일본 헤이본샤 한국고전‧현대문학 10종 출간 착수(2016년 3종 출간)

번역・출판

1. 한국문학번역원 최근 성과
 Recent Accomp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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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문학교류

한국작가 15인과 함께 파리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한국문

학 교류행사를 개최함. 

-  마르세이유 한・불 시인 공동창작 아틀리에, 생말로 문학축제 참가, 액상프로방스 시립도서관 

한국문학행사 개최, 브리브 도서전 및 브리브 작가와 문학의 집 레지던스 참가 등

- 프랑스 문예지 편집장, 출판인 등을 국내 초청하여 한국 작가와의 간담회 및 인터뷰 지원

해외문예지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확대

미국, 스웨덴, 홍콩,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언어권의 주요 문예지에 한국

문학 특집호 발간을 지원함. 

-  2016년 총 8개 문예지 지원: 미국 Manoa, 스웨덴 10TAL, 영국 Modern Poetry in Trans-

lation, 홍콩 Asia Literary Review, 프랑스 Magazine Litteraire, 러시아 외국문학지, 

일본 분게이(文藝), 중국 청년작가

해외교류

한국문학 해외소개를 위한 외국어 정기간행물 전문성 강화

-  한국문학 해외소개 영문계간지 제호를 _list: Books from Korea에서 Korean Literature 

Now로 변경하고 해외 전문가의 한국문학 관련 기고와 서평 게재,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학 

소개 등 콘텐츠 구성 강화

한국문학 소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  한국문학 작품 북트레일러 등의 영상물 제작, 번역서 오디오북 제작, 위키피디아 한국작가 정

보 등재 등 한국문학 콘텐츠 접근성 향상

홍보

번역아카데미 운영 체계화로 차세대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 기반 강화

-  2015년 2년제 개편 이후 학년별 분반 강의와 수준별 작품 번역실습, 온라인 학사관리 도입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개편

- 번역아카데미 통해 연평균 120여명의 한국문학 예비번역가 배출

- 번역아카데미 수료생(2008~2016, 총 967명) 중 번역공모 선정 131건, 번역신인상 수상 37명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번역상 수상

-  스페인어권 수료생 2인 이르마 시안자 힐 자녜스 / 정민정,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번역으로 

대산문학상 번역부문 수상 

  (2013년 번역지원 및 2015년 출간지원, 멕시코 Nostra Ediciones 출판사)

해외 유수대학 워크숍 통한 잠재적 번역인력 확보

- 2016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4개 대학에서 번역실습 워크숍 진행

-  영국문학번역센터(BCLT) 문학번역 워크숍에 한국어 과정 운영 및 번역아카데미 수강생 참가 

지원

교육연구

고전
세계화

한국 고전문학 해외진출 지원

-  홍길동전, 숙향전, 숙영낭자전, 금오신화 등 한국 고전문학 신규번역지원 41건, 출간완료 11건 

-  고전 학술 심포지엄, 국악공연 등 해외 고전문학 행사 8개국 11건 개최(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페루, 프랑스, 미국, 이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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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한국문학번역원 출판부가 신설되었다. 출판부는 번역원에서 사업목적상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간행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 편집 및 제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 잡지의 발간 및 배포, 상업성이 낮아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출판사 섭외가 

어려운 한국문학/고전/인문도서 출간 및 해외소개,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작품의 한국어 

출간, 번역아카데미 교육교재 출간 등 출판부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주자가 될 것이다.

출판부는 2016년 여름호(32호)를 기점으로 기존에 발행해오던 한국문학 해외소개 영문 계간

지 _list: Books from Korea를 Korean Literature Now(이하 KLN)로 제호를 변경하고 새롭게 개

편하였다. 2008년 창간된 KLN은 2013년 겨울호(22호)까지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발행되다가 2014

년 봄호(23호)부터 영문판으로만 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여름호(24호)부터 한국도서가 아닌 온전

히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잡지로 자리 잡았다.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해외독자에게 좀더 친숙하고 검

색이 용이한 제호로 개편됨과 동시에 저명한 해외 필자의 원고 비중을 높이고, 수록 작품 및 리뷰 종

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 결과 잡지 구독처가 3,812곳에서 4,684 곳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국

내외 구독자 및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반응에 힘입어 KLN은 2016년부터 서울・경기・

인천 소재 특급호텔 69곳의 로비・비즈니스센터・라운지에 비치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KLN의 모든 기사는 웹진(http://koreanliteraturenow.com)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웹

사이트에서는 종이 잡지 기사 외에도 인터뷰 동영상, 북트레일러, 오디오북 등 온라인에 특화된 다양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검색엔진 

최적화 등 기존 웹진의 기능이 일부 개선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웹진 방문자수가 124%(7,324명

→16,404명) 증가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일반 독자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판부는 앞으로 한국문학 해외소개 영문 계간지 발간 외에도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 외

국 문학진흥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외국문학-한국문학 교차출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국문학 세

계화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6년 9월 25일(일)부터 10월 1일(토)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2016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개최

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린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외 작가 스물여덟 명이 모여 문학에 관해 서

로 이야기하고, 각자의 작품을 낭독하며 독자와 만났던 일주일 동안의 축제였다. 2016 작가축제는 

국내에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독자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문학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

을 내보였다.

■ 행사기간 / 장소  2016. 9. 25.(일) - 10. 1.(토) / 서울 대학로 등

■ 행사주제 잊혀진, 잊히지 않는(The Forgotten and the Unforgettable)

■ 참가작가

 국내작가(총 14인)

 - 소설: 김경욱, 김숨, 배수아, 정유정, 천명관, 함정임, 해이수

 - 시: 김선우, 문태준, 박상순, 박정대, 안현미, 이수명, 하재연 

 해외작가(총 14인)

 -  소설: 금희(중국), 데이비드 밴(미국), 릴리 멘도사(파나마), 모히브 제감(아프가니스탄),

 베르너 프리치(독일), 산티아고 감보아(콜롬비아), 퉁 웨이거(대만)

 -  시: 떼무 만니넨(핀란드), 린다 마리아 바로스(프랑스), 안드레이 하다노비치(벨라루스),

 알렉시스 베르노(프랑스), 야나 베노바(슬로바키아), 티제이 데마(보츠와나), 폴라 커닝햄(아일랜드)

■ 기획위원  박상순(시인), 신준봉(중앙일보 문학전문기자), 이정화(대산문화재단),

   조용호(세계일보 문학전문기자), 해이수(소설가)

■ 무대연출 최창근(희곡작가 겸 연출가)

3. 특집 2: 2016 서울국제작가축제

 2016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2. 특집 1: 출판부 창설 및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 발간

 LTI Press and Korean Literature Now 

작가는 남아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에 관한 가장 예민한 감식가입니다.

통합과 분해의 실험자이며 복원과 상실의 선별자입니다. 

우리가 높이 쌓은 석탑의 공간과 흘려보낸 강물의 시간이 

이번 작가축제를 통해

가장 장식 없는 본연의 목소리로 

충돌하고 교차되며 증폭되고 통섭하기를 희망합니다. 

- <2016 서울국제작가축제> 주제 ‘잊혀진 잊히지 않는’ 취지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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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만나는 지점을 확장하고, 해외작가의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교류 관계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되었다. 여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2016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위해 총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 년 넘게 활동하며, 전체 행사계획을 준비하였다. 또한, 문학이란 장르를 춤, 노래, 

연극 등의 인접 예술 장르로 풀어내 좀 더 볼거리가 많은 축제를 만들고자 무대연출을 따로 두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잊혀진, 잊히지 않는’이었다. 우리의 잊혀진 기억을 찾아내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이야기하고 다시 재해석하는 작가들의 모습과 작품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 점이 주제 선정의 

배경이었고, 실제로 참가 작가들은 작가축제 주제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번 작가축제 참가작가 섭외 방식도 전과 같이 국내작가가 만나보고 싶었던 해외작가를 초

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방식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유관기관의 추천이나 해외 레지던스 프

로그램 등에 참가한 작가 중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가를 섭외하였다. 

이번 작가축제가 지난 다섯 번의 행사와 달라진 점은 지방 행사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모든 일

정을 진행한 점이다. 다만, 이전에 운영했던 지방행사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행사 첫째 날 창덕궁 방

문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가 작가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들의 수다’와 ‘낭독 & 공연’ 무대 공간을 대

학로에 마련하였으며, 이에 일반 청중들의 작가축제 참여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작가축

제 홍보를 위하여 처음으로 yes24 이외에도 네이버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 및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KBS 라디오 방송 등을 비롯하여 언론 인터뷰, 웹사이트 및 공식 SNS, 채널 예스를 통한 참가작가 인

터뷰 게재, 혜화역 및 대학로 문화게시판, 유명 인디서점 등에 홍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보다 광범

위한 노출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이전보다 다양한 연령층 및 대상을 공략할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

의 경우 이전 축제에서는 25건에 그쳤으나 2016년 11월말 기준 80건으로 3배 이상 늘어 홍보의 실

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가축제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 작가들의 수다

본 행사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작가들의 수다’로 시작됐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위

치한 아르코 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룩스 공간에서 진행된 ‘작가들의 수다’는 국내작가와 해외작가

가 서로 짝을 이뤄 이번 작가축제의 주제인 ‘잊혀진, 잊혀진 않는’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작품 등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었다. 올해 ‘작가들의 수다’는 국내 참가 작가가 해외 작가와의 대담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자를 추천하여 섭외하였다. 이에 사회자가 사전에 질문 몇 가지를 선정하

여 참가 작가에게 보냄으로서 참가 작가들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행

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하여 참가 작가와 사회자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질

문과 답변이 가능했다. 일반 청중의 경우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찾아왔으며, 작가가 생각하는 문학

세계와 작품 그리고 사회 현실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다. 작가들의 수다는 참

가작가의 성향에 따라 때로는 진지했고, 때로는 편안함과 웃음이 함께 했다. 

작가들의 수다는 국내작가와 해외작가가 만나 서로의 작품 세계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하여 이

야기를 나누고, 작가축제 주제에 대하여 자기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하는 등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

다. 김숨 작가의 경우 국가도 민족도 모국어도 다른 작가들이 어떠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하였

으며, 정유정 작가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며 작가들의 수다

에 참여한 일반 청중의 열기에 놀랐다고 하기도 하였다. 핀란드 시인 떼무 만니넨의 경우 작가축제에

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것이 보다 활발한 대담을 진행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2) 낭독 & 공연

이번 작가축제의 낭독 & 공연 무대는 2014년 작가축제에서 시도한 참가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인접예술 장르의 공연을 더욱 강화하였다. 무대연출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참가 작가

가 자신의 작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낭독 공연의 무대를 직접 정하고 공연자와 함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낭독 무대가 되는 점이었다. 연극, 탭댄스, 마술, 인형극, 마임,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연계된 이번 낭독 & 공연은 작가와 공연자 모두가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중들의 호응 역시 뜨거웠다. 청중의 경우 지난 작가축제 낭독 공연장보다 2배 이상 큰 공연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진되었으며, 자리가 없어서 낭독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작가축제의 낭독 & 공연 무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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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 낭독 & 공연은 매일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청중 모두 시간

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채롭고 즐거웠다. 문학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던 여러 무대들은 앞으로의 작가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

는 문학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화체험

기존 지방행사 시 지적되었던 해외 참가 작가의 피로도 문제라든지 ‘서울’이라는 작가축제 개최 

지역의 상징 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전 일정을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행사 첫날 창덕궁 방문을 기점

으로 서울 곳곳을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같이 어울려 다니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9월 28

일(수)에는 진관사에 방문, 단기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마지막

날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가구를 수집해놓은 곳으로 목가구를 중심으로 총 2,000여점의 가구와 소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한국가구박물관 관람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모든 작가가 한 장소에 머물렀기에 하루 일정을 마친 뒤 삼삼오오 같이 짝을 이루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적으로 보다 긴밀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었으며, 서로의 작품을 같이 읽어보고 느낌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9. 26.(월) 9. 27.(화) 9. 28.(수) 9. 29.(목) 9. 30.(금)

19:00

-

20:00

- 김숨: 그림자극

- 금희: 창작춤

- 티제이 데마:

 영상상영

- 모히브 제감: 연극

- 안드레이 하다노비치:

 컨템퍼러리 댄스

-  해이수: 인형극

- 퉁 웨이거:

 오브제 설치

- 산티아고 감보아

- 김경욱: 슬라이드 쇼

- 떼무 만니넨:

 노래공연

- 박정대: 밴드공연

- 하재연:

 줄인형콘서트

- 야나 베노바:

 첼로연주

- 이수명: 비디오아트

20:00

-

21:00

- 문태준: 몸짓시창

- 배수아: 라디오극

- 베르너 프리치:

 영화상영

- 안현미: 마술

- 천명관: 마임

- 데이비드 밴:

 모던발레

- 박상순: 모던댄스

- 린다 마리아 바로스

- 정유정: 영화상영

- 알렉시스 베르노:

 무성영화 상영

- 김선우: 창작춤

- 릴리 멘도사:

 모던댄스

- 폴라 커닝햄

- 함정임: 연극

일자

시간

낭독 & 공연 프로그램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3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2016 파리 국제도서

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 특별 전시관 운영, 프

랑스 국립 도서센터, 프랑스 문화원 등과 공동으로 기획한 문학 행사 개최 등 특별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6년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 주요 언론에 보다 많은 한국 문학 

관련 서평 및 기사가 게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프랑스 문예지(트랑스퓨즈, 마가진 리테레르) 

및 일간지(르몽드)의 한국문학 특집기사 게재와 초청 취재를 지원하였다.

5월과 10월에는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Poesie Marseille)와 공동

으로 개최한 ‘한불 시인 공동창작 아틀리에(Import/Export_Marseille, Seoul)’를 각각 프랑스 마

르세이유와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 고전의 세계화를 위해 3월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기간 중 고전문학 특별 전시와 라

운드테이블을 진행하는 한편, 4월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 <심청가> 공연 자막 번역 및 판소리 강

연을 지원하고, 6월에는 파리에서 한국 고전 심포지엄과 판소리 갈라를 개최하였다.

4. 특집 3: 한불 상호교류의 해

 L’Année France-Corée 2015-2016

Meet Saint-naz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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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세계화 사업 기획번역출간

한국 정신문화의 원류이자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고전 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한

국문학번역원은 주요 고전 및 고전 관련 인문도서 20종을 선정하여 기획번역출간 사업을 진행하였

다. 또한 주요 언어권 유수 출판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고전선집을 안정적으로 출간 및 홍보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선정된 20종의 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기획번역으로 총 11개 언어권 41종의 작품에 대한 신규번

역지원이 이루어졌으며, 6개 언어권 11종의 도서가 본 사업을 통하여 출간되었다. 

미국 Penguin Books, 영국 Renaissance Books 및 러시아의 Hyperion Publishing House 등 

주요 출판사와 한국고전문학시리즈 출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고전선집 기획번역출간 사업을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권에서 추진 중이다. 

파리도서전

한불 시인 공동창작 아틀리에 

파리 고전 심포지엄. 판소리 갈라

5. 특집 4: 고전 세계화 사업

 Globalization of Korea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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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Ⅰ.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올해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 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우

수고전 현대화 및 세계화 사업>을 통해 읽기 쉬운 고전 작품이 대거 번역되었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한국 고전의 해외 알리기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한국문학 번역서 출간에 관심을 보

이는 출판사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 신청이 증가하는 반가운 변화도 있

었다. 제도적으로는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으로 기관 근거법령이 이동됨에 따라 <번역지원 대상도서 

선정> 과정을 폐지, 공모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역지원사업에서는 총 22개 언어권 182건이 신규 번역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공모사업이 73건,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이 61건, 고전사업이 41건, 기획사업이 7건 순

이다. 전체 건수가 예년에 비해 20건 이상 증가하였을뿐 아니라, 해외출판사에 의한 번역지원 건수가 

공모를 통한 지원건수에 견줄 만큼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장르별로 보면 소설 80건, 시 21건, 인문 36건, 고전 32건, 아동·청소년 13건으로, 문학도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 가운데 고전 및 관련 인문도서 번역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7개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4건의 영상·공연물을 영어 포함 6개 주요 언어로 번역, 국내 우수 문화 콘

텐츠의 세계무대 진출을 지원하였다. 

출판지원사업 역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총 18개 언어권에서 119종의 도서가 출간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5종이 늘어났고, 언어권별로 보면 영어 (23종), 프랑스어 (21종), 일본어와 중국어 (각 16

종) 순으로 많이 출간되었다. 장르별로는 소설 77종, 시 16종, 인문 16종, 아동·청소년 6종,  고전 3

종, 기타 1종 순으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학이 고루 해외에 소개되었다. 

이같은 출간성과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외 유수 출판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시리즈 

출간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오픈 레터 (Open Letter Books), 딥 벨럼 (Deep Vellum Press), 

달키 아카이브 (Dalkey Archive Press), 화이트 파인 (White Pine Press), 체코 아르고 (Argo), 

일본 헤이본샤 (平凡社) 등의 출판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고전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고전의 대명사인 미국 펭귄 클래식 (Penguin 

Classics), 영국 르네상스 (Renaissance Books), 러시아 기뻬리온 (Hyperion)과 출간 협약을 새

로이 체결, 세계 독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전작품 출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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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학 번역지원

2016년에는 총 22개 언어권 건에 대한 신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다. 장르별로는 소설 80건, 시 21건, 아

동 도서 13건, 인문・사회 도서 36건, 고전문학 32건을 번역 지원 하였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42건, 프랑스어 

18건, 독일어 8건, 스페인어 12건, 러시아어 9건, 중국어 25건, 일본어 24건, 노르웨이어 1건, 루마니아어 1

건, 몽골어 2건, 베트남어 11건, 불가리아어 1건, 슬로베니아어 1건, 아제르바이잔어 3건, 우즈베키스탄어 1

건, 이태리어 10건, 인도네시아어 1건, 체코어 5건, 터키어 3건, 포르투갈어 2건, 폴란드어 1건, 헝가리어 1건

을 지원했다. 약 70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던 1분기를 제외하고 2~4분기에는 90건 이상의 번역 신청이 이

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수준의 번역 작품을 선정했다. 특히 2016년에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지

원 증가와 노르웨이어와 슬로베니아어 등 새로운 언어권에서의 지원 신청이 두드러졌다.

한편 번역원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이 완료된 원고에 대해서도 엄격

한 심사를 진행한다. 2016년에는 7개 언어권 24종의 완역원고에 대해 해당 언어권 현지 출판사의 편집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였고, 통과된 번역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가에게 번역 후불금을 지급

하고 해외 출판 섭외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은 수준 높은 번역물에 대한 해외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판 단계

에 있는 원고에 대한 윤문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개 언어권 18건에 대한 윤문을 진행했다.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12개 언어권 68건 8개 언어권 17건

2/4분기 14개 언어권 99건 10개 언어권 20건

3/4분기 18개 언어권 99건 10개 언어권 17건

4/4분기 14개 언어권 90건 12개 언어권 19건

기획번역 3개 언어권 7건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16개 언어권 61건

고전 세계화 기획번역 11개 언어권 41건

총계 22개 언어권 182건

〈표 1〉 영상공연 번역지원 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현황

〈표 3〉 2016년도 신규번역지원 작품 및 번역자

〈표 2〉  2016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42

프랑스어 18

독일어 8

스페인어 12

러시아어 9

중국어 25

일본어 24

노르웨이어 1

루마니아어 1

몽골어 2

베트남어 11

불가리아어 1

언어권 지원건수

슬로베니아어 1

아제르바이잔어 3

우즈베키스탄어 1

이태리어 10

인도네시아어 1

체코어 5

터키어 3

포르투갈어 2

폴란드어 1

헝가리어 1

총계 22개 언어권 182건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

영어

이윤지 소설 동화처럼(김경욱)

2 소피 보우만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이호철)

3 김예진 아동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김이윤)

4 허정범 시 소설을 쓰자(김언)

5 정슬인 소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장강명)

6 정예원 소설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황정은)

7 문로라앤 아동 조지 할아버지의 6.25(이규희)

8 이정민 컴포트 인문 선재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선재스님)

9 정소영/빈센트 와그너 인문 유홍준의 국보순례(유홍준)

10 이창수 소설 꽃 같은 시절(공선옥)

11 김소영 소설 시하눅빌 스토리(유재현)

12 최돈미 시 죽음의 자서전(김혜순)

13 배수현 시 라디오 데이즈(하재연)

14 유승경 소설 타워(배명훈)

15 박소진 소설 아오이 가든(편혜영)

16 양미래 소설 파씨의 입문(황정은)

17 박예정 시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이성복)

18 제니 왕 메디나 소설 태풍(최인훈)

19 고창수 시 박제천 시선집(박제천)

20 김지영 소설 푸른 개 장발(황선미)

21 최인영 소설 눈물의 강산(박상식)

22 그레이스 정 소설 감자: 김동인 단편선(김동인)

23 데보라 스미스 소설 올빼미의 없음(배수아)

24 김소라 소설 홀(편혜영)

25 하인즈 인수 펜클 소설 아우와의 만남(이문열)

26 박선영 외 소설 한국 SF 선집(최인훈 외)

27 잭 정 소설 이상 작품선집(이상)

28 김소라 소설 낯익은 세상(황석영)

29 안선재 시 고형렬 시선집(고형렬)

30 박찬응 고전 수궁가(미상)

31 김지영 고전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정민)

32 로버트 파우저 고전 임장군전(미상)

33 자넷 윤선 리 인문 조선의 중인들(허경진)

34 강민수 고전 인현왕후전(미상)

35 조숙자 고전 17세기 한문소설집(신독재수탁본전기집)(정학성)

36 잉가 김 디드리치 고전 나는 기생이다(정병설)

37 앨리 황 인문 내면기행(심경호)

38 김정은/존 홀스타인 고전 조선의 신선과 귀신이야기(정환국)

39 이성희 고전 청구야담(미상)

40 안선재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41 안선재 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정호승)

42 김우창 인문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김우창)

43

프랑스어

박소희/산드린 츄푸 탓사봉 아동 아로와 완전한 세계(김혜진)

44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기타 똥딱기 똥딱(김지하)

45 이자벨 이녜트 아동 내 동생 싸게 팔아요(임정자)

46 이태언/파스칼 루 소설 서쪽 숲에 갔다(편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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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47

프랑스어

한국화/사미 랑즈하 소설 백의 그림자(황정은)

48 박미휘 소설 달의 바다(정한아)

49 임영희/멜라니 바스넬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박현욱)

50 방자멩 주아노 외 18명 소설 한국 테마 문학 선집 1권(테마: 한국음식)

51 임영희/멜라니 바스넬 소설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52 서민원 소설 궁극의 아이(장용민)

53 임영희 소설 봉순이 언니(공지영)

54 노미숙 시 일인칭은 슬프다(고은)

55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고전 숙향전 숙영낭자전(이상구)

56 한유미 고전 한중록(혜경궁 홍씨/정병설 역)

57 최애영 고전 금오신화(김시습)

58 정은진 고전 나는 기생이다(정병설)

59 한경미 고전 한국고전선집(미상)

60 최미경 고전 한밤중에 잠깨어(정약용)

61

독일어

장영숙/레기네 노헤일 소설 눈길(이청준)

62 마티아스 아우구스틴/박경희 소설 고래(천명관)

63 로스 다그마 코르넬리아 아동 이찬실 아줌마의 가구찾기(박미라/김중석)

64 한스 유르겐 자보로브스키 시 김소월 시선집(김소월)

65 하이디 강/김은정 인문 건축가 알빈 신부(김정신)

66 김경희/테오도르 이클러 시 사는 기쁨(황동규)

67 바바라 왈 인문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심경호)

68 김은정/하이디 강 인문 조선의 중인들(허경진)

69

스페인어

이혜경/
뻬드로아우욘데아로 

아동 귀신고래(김일광)

70 권은희/성초림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71 김정화/모니까 곤살레스 소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은희경)

72 루이스 프라일레스 알바로 시 농무(신경림)

73 최희정/레안드로 아레야노 시 진달래꽃(김소월)

74 정미강 시 카르마의 바다(문정희)

75 안토니오 도메넥/강은경 고전 조선의 신선과 귀신이야기(정환국)

76 김현균/정우앙헬리카 인문 옛 여인에 빠지다(조혜란)

77 백승욱 고전 나는 기생이다(정병설)

78
김창민/

로드리게스 로페즈 엘리아
고전 어우야담(유몽인)

79
김춘진/

이르마 시안자 힐 자녜스
고전 숙향전 숙영낭자전(미상)

80 강은경/안토니오 도메넥 고전 한국고전선집(미상)

81

러시아어

나데쯔다 벨러바 소설 알루미늄 오이(강병융)

82 리 그리고리 소설 덕혜옹주(권비영)

83 마리아 꾸츠네초바 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정호승)

84 호흘러바 엘레나 인문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조용진, 배재영)

85 리디야 아자리나 인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

86 네스테르키나 아나스타샤 인문 유라시아 역사 기행(강인욱)

87 조주관 시 수선화에게(정호승)

88 김현택 인문 문장의 품격(안대회)

89 옐레나 콘드라체바 고전 한중록(혜경궁 홍씨)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90

중국어

유열 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김원일)

91 가오잉위/조해룡 소설 밤의 여행자들(윤고은)

92 홍예화 인문 실크로드, 길위의 역사와 사람들(김영종)

93 왕녕 아동 싱커(배미주)

94 안송원 소설 동주(구효서)

95 장위 소설 잘가라, 서커스(천운영)

96 장국강/박선희 인문 한국의 가면극(전경욱)

97 이숙걸 아동 초록눈 코끼리(강정연)

98 박춘섭/왕복동 소설 현의 노래(김훈)

99 정동매 인문 서울은 깊다(전우용)

100 마니나 인문 안중근 평전(황재문)

101 안송원 소설 장국영이 죽었다고?(김경욱)

102 엽뢰뢰 소설 투견(김숨)

103 장이협/왕호은 아동 내 이름은 망고(추정경)

104 박춘섭 소설 한국경전단편소설집(김경욱 외)

105 오영화 소설 터널(소재원)

106 이금화 인문 승효상 도큐먼트(승효상)

107 왕녕 소설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108 장위 소설 일곱 개의 고양이 눈(최제훈)

109 김해응 인문 경영은 사람이다(이병남)

110 왕해룡 인문 조선평전 – 60가지 진풍경으로 그리는 조선(신병주)

111 현화/이민 인문 조선 왕을 말하다(이덕일)

112 천일 소설 재와 빨강(편혜영)

113 문성재 인문 후설(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114 한매 인문 내면기행(심경호)

115

일본어

하시모토 지호 소설 밤은 노래한다(김연수)

116 이데 순사쿠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117 오영아 소설 백의 그림자(황정은)

118 이쿠타 미호 소설 중앙역(김혜진)

119 오화순 소설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120 하기와라 메구미 인문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한필원)

121 코니시 나오코 소설 차남들의 세계사(이기호)

122 박철은 인문 소은 박홍규와 서구 존재론사(이정우)

123 데시마 아이코 아동 명탐정의 아들(최상희)

124 김용권 고전 한국을 움직인 고전백선(동아일보 편)

125 우메야마 히데유키 고전 청구야담(미상)

126 우메야마 히데유키 고전 속 어우야담(유몽인)

127 노자키 미츠히코/카토 치에 인문 한국영화사(정종화)

128 사이토 마리코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129 이마즈 유리 인문 철학자와 하녀 –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이너리티의 철학(고병권)

130 사이토 마리코 소설 핑퐁(박민규)

131 무라야마 도시오 소설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신경숙)

132 쿠마키 츠토무 소설 이태준 단편선(이태준)

133 시미즈 치사코 소설 토지 1, 2(박경리)

134 박복미 인문 옛 여인에 빠지다(조혜란)

135 야규 마코토 인문 조선의 중인들(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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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36

일본어

카타오카 류 인문 후설(고전번역원승정원일기번역팀)

137 코미네 카즈아키 고전 건정필담(헤이본샤 기획출간 제4권)(건정필담)(홍대용)

138 코미네 카즈아키 고전 해동고승전(각훈)

139 노르웨이어 비비안 에벨리나 어베로스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140 루마니아어 엄태현/포파 미하엘라 소설 고령화 가족(천명관)

141
몽골어

투무르 인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신경림)

142 체렝호를러 시 김달진 시선집(김달진)

143

베트남어

후엔 티 투 타오 아동 우리 마당으로 놀러와(문영미)

144 응웬 응옥 꿰 아동 가시고백(김려령)

145 팜 티 마이 트엉 아동 불의 지배자 두룬(김정란)

146 쩐 티 빅 프엉 고전 한중록(혜경궁 홍씨, 정병설 편저)

147 하 밍 타잉 인문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유용태, 박진우, 박태균)

148 팜 자 뜨엉 인문 식탁 위의 한국사(주영하)

149 즈엉 타인 화이/ 이정숙 소설 우아한 거짓말(김려령)

150 팜 티 타잉 튀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151 쩐 하이 즈엉 소설 오빠가 돌아왔다(김영하)

152 즈엉 타인 화이 소설 덕혜옹주(권비영)

153 쩐 티 빅 프엉 고전 한국고전선집(미상)

154 불가리아어 김소영 고전 한중록(혜경궁 홍씨)

155 슬로베니아어 강병융/알레스 스테거 시 고은 시선집(고은)

156

아제르바이잔어

귤친 타끼예바/
무사 아휀디예브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157 카밀자데 쿄뉼/이연홍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158
바바자데 라파일/
한사노바 부살라

소설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159 우즈베키스탄어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고등어(공지영)

160

이태리어

스테파노 버찌아 소설 생의 이면(이승우)

161 베네데타 메를리니 소설 바람의 화원(이정명)

162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소설 바리데기(황석영)

163 베네데타 메를리니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박민규)

164 스테파노 버찌아 소설 한국근대문학선집 1권

165 베네데타 메를리니 소설 한국근대문학선집 2권

166 마우리치오 리오토 고전 전우치전 최고운전(미상)

167 안토네타 브루노 고전 어우야담(유몽인)

168 메리 루 엠베르띠 고전 숙향전, 숙영낭자전(이상구 역)

169 정임숙 인문 옛 여인에 빠지다(조혜란)

170 인도네시아어 신영덕/넨덴 릴리스 에이샤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

171

체코어

페트라 벤 아리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172 또마쉬 호락 인문 고전통변(노관범)

173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고전 조선의 신선과 귀신이야기(정환국)

174 페트라 벤 아리 소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은희경)

175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소설 새벽의 나나(박형서)

176

터키어

메흐메트 사이트 세네르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

177 괵셀 튀르쾨쥬 소설 연어(안도현)

178 괵셀 튀르쾨쥬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179
포르투갈어

우영선/필리삐 뽀르투나 소설 알루미늄 오이(강병융)

180 임윤정 시 껌(김기택)

181 폴란드어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소설 재와 빨강(편혜영)

182 헝가리어 김보국/니코레타 네메스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2. 영상공연 번역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을 목적으

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영상 및 공연 작품에 대한 자막번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국문

화정보원 및 서울문화재단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지관을 확대했으며, 국립극단, 서울애니메이

션센터, 서울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 등 총 7개 기관에 44건을 지원했다.

● 2016년: 총 6개 언어권 34작품 44건 지원

〈표 5〉 영상자막 번역지원 현황 (3개 언어권 19건)

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가 감수자

1

한국영상
자료원

종각
영어 조용경 정예원

2 일어 김아선 동소현

3
호피와 차돌바위

영어 장해니 정예원

4 일어 오영아 이희라

5
홍길동전

영어 알리사 김 Grace Lee

6 일어 동소현 김아선

7
개그맨

영어 조윤나 John Owens

8 일어 강방화 손정임

9
오발탄

영어 알리사 김 Paul Tewkesbury

10 일어 문광자 이즈미 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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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 2008. 2. 해외진출 애니메이션 자막 번역지원

8 국립극단 2011. 2. 창작 희곡의 번역,  영문 자막번역 지원

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 5. 기존 협약 내용 확인 및 글로벌역량강화사업 작품 번역 지원

10 한국공연예술센터 2013. 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공연작품 지원

11 국립현대무용단 2014. 1.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창작 공연작품의 번역지원 

12 세종문화회관 2014. 7. 세종문화회관 제작 창작 공연작품의 번역지원

13 토지문화재단 2015. 4. 토지문화재단의 영상제작물 번역지원

14 한국문화정보원 2016. 7. 문화정보원 제작 한국문화 관련 영상의 번역지원

15 서울문화재단 2016. 9. 문화예술작품 번역 및 상호 교류 협력

〈표 4〉 영상공연 번역지원 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현황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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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가 감수자

11

서울산업
진흥원

남산설화 귀랑전
영어 마은지 Jeffrey Karvonen

12 중국어 왕기맹 장위

13 반지의 비밀일기 영어 조응주 Kim Stoker

14 타오르지마! 버스터 영어 조용경 Kim Stoker

15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중국어 공연 모해연

16 용감한 소방차 레이 영어 신지영 Kim Stoker

17 으라차차 라차차 중국어 한경아 홍미미

18 한국문화
정보원

문화포털 시리즈 I 영어 김현정 Grace Lee

19 문화포털 시리즈 II 영어 김현정 Grace Lee

연번 지원기관 작품명 언어 번역가 감수자

1

예술경영
지원센터

근동사중주단_The NEQ 영어 조용경 Kim Stoker

2
이방인의 노래

영어 - 조윤나

3 불어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4 카프카의 소송 영어 고효진 알리사 김

5
여보세요

영어 조응주 Kim Stoker

6 중국어 왕기맹 장위

7
멕베스-

이것은 또 하나의 굿이다
영어 마은지 Jeff Karvonen

8 여직공 영어 조응주 Kim Stoker

9 로미오와줄리엣 영어 이진영 콜린 매키

10 한여름밤의 꿈 증국어 왕기맹 장위

11 본다 영어 - 조윤나

12 판소리햄릿프로젝트 영어 - 조용경

13 고통에 대한 명상 영어 - Darcy Paquet

14 썬샤인의 전사들 영어 알리사 김 하이디 손

15
바실라

베트남어 응웬티투번 하밍타잉

16 아랍어 공지현 유스리 사와비

17

서울예술단

윤동주, 달을 쏘다 영어 - 알리사 김

18 국경의 남쪽 영어 알리사 김 Grace Lee

19
두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라! 

Global Fantastic ‘놀이’
영어 알리사 김 폴 윤

20 잃어버린얼굴 1895 영어 - 알리사 김

21

국립극단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영어 고효진 Grace Lee

22 일어 동소현 김아선

23 산허구리 영어 장해니 Grace Lee

24 더 파워 영어 김소라 허정범

25 서울문화재단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영어 고효진 조용경

〈표 6〉 공연자막 번역지원 현황 (6개 언어권 25건)

3. 한국문학 출판지원

2016년에는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언어권 119종의 도서가 해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

는 소설 77종, 시 16종, 인문(고전 포함) 19종, 아동 6종, 기타 1종이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23종, 프랑스어 21

종, 독일어 7종, 스페인어 5종, 중국어 16종, 일본어 16종, 러시아어 8종, 루마니아어 2종, 몽골어 5종, 베트남

어 2종, 이탈리아어 6종, 폴란드어 2종, 리투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체코어, 터키어, 헝가

리어가 각 1종씩 출간되었다. 미국 Open Letter Books 및 일본 쇼시칸칸보(書肆侃侃房)와 한국문학시리

즈 출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영역 『밤 하늘의 바둑판』이 미국 Chicago Review of Books ‘2016년 올해

의 시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영어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Retracing the Ancient Korean 

Sky and Its Myths 김일권 김지영
Hollym 

International Corp.

2 꽈리열매 세탁공장 Olympic Boulevard 이언호 차학성 Seoul Selection

3 눈앞에 없는 사람
Someone Always in the 

Corner of My Eye 심보선
지영실/

Daniel Parker
White Pine Press

4 마네킹 Mannequin 최윤 정예원
Dalkey

Archive Press

5 바셀린 붓다 Vaseline Buddha 정영문 정예원
Deep Vellum 
Publishing

6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The Documentary Painting 
of King Jeongjo’s Royal 

Procession to Hwaseong 
in 1795: A Unique Banchado

한영우 정은선
Renaissance 

Books

7 밤 하늘의 바둑판 Night-sky Checkerboard 오세영 안선재 Phoneme Media

8 불쌍한 사랑 기계 Poor Love Machine 김혜순 최돈미 Action  Books

9 슬픔이 없는 십오 초
Fifteen Seconds Without 

Sorrow 심보선 정은귀/안선재 Parlor Press

10 악기들의 도서관
The Library of Musical 

Instruments 김중혁 김소영
Dalkey Archive 

Press

11 어떤 작위의 세계 A Contrived World 정영문
마은지/Jeffrey  

Karvonen
Deep  Vellum 

Publishing

12 에세이스트의 책상 A Greater Music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Open Letter Books

13 이슬람 정육점 The Muslim Butcher 손홍규 유영난 Merwin Asia

14 재미나는 인생 The Amusing Life 성석제 김세은
Dalkey Archive 

Press

15 저녁의 구애 Evening Proposal 편혜영
박영숙/Gloria 

Cosgrove Smith
Dalkey Archive 

Press

16 정글만리 The Human Jungle 조정래 Bruce  Fulton Chin Music Press

17 정오의  희망곡 Request Line at Noon 이장욱 김선경/체링 왕모 Codhill  Press

18
정호승 시선집 1권:
부치지 않은 편지

A  Letter Not Sent 정호승 안선재 Seoul  Selection

19
정호승 시선집 2권: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Though Flowers Fall I Have 
Never Forgotten You 정호승 안선재 Seoul  Selection

〈표 7〉 2016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출간 작품 (18개 언어권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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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20

영어

탁류 Turbid Rivers 채만식 김정희
Dalkey Archive 

Press

21 푸른 개 장발
The Dog Who Dared 

to Dream 황선미 김지영
Little, Brown Book 

Group

22 한옥
Hanok: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이기웅
Tina 

Stubenrauch/
Isabelle Ofner

Architectural 
Publisher B

23 홍길동전 The Story of Hong Gildong 허균 강민수 Penguin Books

24

프랑스어

7년의 밤 Les nuits de sept ans 정유정

권지현  
(전문 번역가)/
필립 라셰르 

(전문 번역가)

Decrescenzo  
Editeurs

25 개밥바라기별
L’Etoile du chien qui attend 

son repas 황석영
정은진/

자크바틸리오
Serge Safran 

Editeur

26 고령화 가족
UNE FAMILLE A 

L’ANCIENNE 천명관 파트릭 모뤼스 Actes Sud

27 까이에 드 꼬레 10호
Les Cahiers de Corée 

Numéro 10 – Créer Ailleurs

마종기,  
문정희, 
박인희

(박이문), 
배수아

EricPhilippeSaiso
n,GwenaellePom

pilio, 
TiffanyLavy, 

김현자 

Atelier des Cahiers

28 끄라비 L’Art de la controverse 박형서
프랑수와 

블로코/이기정
L‘Asiatheque

29 높고 푸른 사다리 L’ECHELLE DE JACOB 공지영
임영희/

멜라니바스넬
필립 피키에

30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Les ombres du lundi 김중혁
문소영/

마리즈부르댕
Decrescenzo  

Editeurs

31 등대 Le Phare 임철우
프랑수와 블로코/

이기정
L’Asiatheque

32 무영탑 La Pagode sans ombre 현진건
미경 프리

들리/David 
Reichenbach

Atelier  
des Cahiers

33 새벽의  나나 Nana  à l'aube 박형서
정현주/ 

파비앙 바르코비악
Decrescenzo

Éditeurs

34 설계자들 Les Planificateurs 김언수
최경란/

피에르비지유
Editions  de l’Aube

35 소년이 온다 Celui  qui revient 한강
정은진/

쟈크바틸리오
Le  Serpent a 

Plumes

36 슬픔치약 거울크림 Dentifricetristess 김혜순
구모덕/

끌로드뮈르시아
Circe

37 욕조가 놓인 방 La Baignoire 이승우
최미경/

장노엘쥬떼
Serge Safran 

Editeur

38 우주피스 공화국 La République d’Užupis 하일지
최경란/

삐에르비지유
Le Serpent a 

Plumes

39 핑퐁 Ping-Pong 박민규
귀연  니키 (전문 번
역가)/김인영 (전문 

번역가)
Editions  Intervalles

40 한국 단편 소설선
NOUVELLES 
DE COREE

김애란, 김미
월,

편혜영,
정영문, 성석제

최미경/
장노엘쥬떼

마젤란 출판사

41 한국 현대문학 단편선집
Histoires insolites 

de Corée

천운영, 이장욱
윤고은, 김이환
김경욱, 권지예

김정연/
SuzanneSalinas

Decrescenzo  
Editeurs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42

프랑스어

한국 현대문학 입문서
Introduction àla littérature 
coréenne du XXème siècle

이남호, 우찬제
외 2인

최미경/
장노엘쥬떼

Editions IMAGO

43
한국테마문학선집

-한국음식
Manger cent façons

공광규, 공선옥,
곽재구

김다은, 김종제
등 25인

벤자맹 주아노 Atelier des Cahiers

44 현의 노래 Le chant des cordes 김훈
한유미/에르베  

뻬조디에
Editions Gallimard

45

독일어

건축가 알빈 신부
Kirchenarchitekt 
Alwin Schmid 김정신 하이디  강/김은정 St.Ottilien

46 딴생각 Gedankenspiele 김재혁
김재혁/

토비아스레만
Edition Delta

47 연어
Der Fisch, der zu den 
Sternen schwimmen 

wollte
안도현

김혁숙/만프레드  
젤쩌(Manfred 

Selzer)

Insel Verlag Anton 
Kippenberg

48
정조의화성행차,

그8일

Mit einem Bild auf Reisen 
gehen Der achttägige Umzug 
nach Hwasong unter König 

Chongjo

한영우 바바라  왈/이동명 Ostasien

49 채식주의자 Die Vegetarierin 한강 이기향 Aufbau

50 푸른 개 장발
Der Hund, der zu träume 

wagte 황선미
시모네 야콥

(Simone Jakob/
프리랜서 번역가)

Kein&Aber
(카인운드아버)

51 한옥
Hanok Traditionelle

Wohnhäuser Koreas 이기웅 김영자 EOS

52

스페인어

나쁜 어린이 표 El niño de la pegatina amarilla 황선미 유지연 Nostra Ediciones

53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La belleza me desprecia 은희경
진진주/

세바스티안 빠로디
Bonobos

54 카르마의 바다 Mar de Karma 문정희
정미강(마드리드
꼼쁠루뗀세 대학)

Huerga y Fierro

55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El pato que voló 

al cielo 이상권 박종욱 Nostra Ediciones

56 한국고전문학입문서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DE LA EDAD ANTIGUA AL 
SIGLO XIX 

고미숙,
정민,
정병설

김춘진

Servicio de 
Publicaciones 
y Divulgación 

Científica

57

중국어

그녀의 눈물 사용법 她的眼泪使用法 천운영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58 길 위의 집 路上的家 이혜경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59 나의 집을 떠나며 离家 현길언 한매 上海译文出版社

60 더러운 책상 肮脏的书桌 박범신 서려홍 人民文学出版社

61 만남 相会 한무숙 량복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2 백의 그림자 一百个影子 황정은 한예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3 비행운 你的夏天还好吗？ 김애란 설주 人民文学出版社

64 연어 鲑鱼 안도현 천일 华中科技大学出版社

65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星期天日式火锅餐厅 배수아 손학운 上海译文出版社

66 조선 국왕의 일생 朝鲜国君的一生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안정훈/왕남 江苏人民出版社

67 좀비들 僵尸村 김중혁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68 친절한 복희씨 亲切的福姬 박완서 이정교/ 천야난 清华大学出版社

69 퀴르발 남작의 성 库了巴尔男爵的城堡 최제훈 왕녕 华中科技大学出版社

70 터널 隧道 소재원 우롱화 上海译文出版社

71 테오도루 24번지 泰奧多爾24號 손서은 갈증나 Trendy Publisher

72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韩国城市设计 김민수 박정봉/ 도의 上海交通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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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73

일본어

관촌수필 冠村随筆 이문구 안우식 インパクト出版会

74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こびとが打ち上げた

小さなボール 조세희 사이토 마리코 河出書房新社

75 생강 生姜 천운영 하시모토 지호 新幹社

76 세계 속의 한글 世界の中のハングル 홍종선 외 야지마 아키코 三省堂

77
세계인이 함께 보는 한국 문화 

교과서
やさしい韓国文化の話52 최준식

아라이 요시코/
최경국

かんよう出版

78 소년이 온다 少年が来る 한강 이데 사쿠 CUON

79 안녕, 엘레나 アンニョン、エレナ 김인숙 와다 케이코 書肆侃侃房

80 우리 역사 독도 <独島・竹島>の日韓史 호사카 유지 호사카 유지 論創社

81 운현궁의 봄 小説大院君-雲峴宮の春- 김동인
이와까따 
히사히꼬

彩流社

82 원더보이 ワンダーボーイ 김연수 김훈아 CUON

83 이태준 단편선 思想の月夜 ほか五篇 이태준 쿠마키 츠토무 平凡社

84 조선 유학의 거장들 朝鮮儒学の巨匠たち 한형조
박복미/

카타오카 류
春風社

85 지금 장미를 따라 今、バラを摘め 문정희 한성례 思潮社

86 토지 1 土地 1巻 박경리 요시카와 나기 CUON

87 토지 2 土地 2巻 박경리 시미즈 치사코 CUON

88 해동고승전 海東高僧伝 각훈
코미네 카즈아키/

김영순
平凡社

89

러시아어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Город знакомых 

незнакомцев 최인호 나데쯔다 벨러바 Гиперион

90 달려라 아비 Беги,папа 김애란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eba

91 로기완을 만났다 Я встретила Ро Кивана 조해진 이상윤 Гиперион

9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Никто не узнает... 김영하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젤료바

Natalis

93 사람의 아들
Сын

человека 이문열
허승철/

미하일 박

Художес
твенная
литер
атура

94 여관에서 한가한 대화

Досужие беседы
на постоялом

дворе
КОРЕЙСКИЕ
РАССКАЗЫ

XIX ВЕКА

박종식, 
김재국 외

A. F. Trotsevich Гиперион

95 카인의 후예 Каиново семя 황순원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ioba

96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НЕБО ВЕТЕР ЗВЕЗДА 

И ПОЭЗИЯ 윤동주 조주관 Гиперион

97

루마니아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Cine a mâncat 
toatăshinga? 박완서

엄태현/
앙겔레스쿠 록산나

커털리나
Editura ZIP

98 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Timp cu poeți morți 고은
이오란다 프로단

(Iolanda Prodan/루
마니아 이아시대학)

Tracus Arte

99 리투아니아어 진술 Parodymai 하일지

마르띠나스 샤우쮸
나스-까찐스까스

(Martynas 
Šiaučiūnas 
Kačinskas)

LITHUANIAN  
WRITERS‘UNION 

PUBLISHERS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00

몽골어

고령화 가족 Хөгширсөн гэр бүл 천명관 수랭 Admarket LCC

101 마당을 나온 암탉
Хашаанаасаа гарсан эм 

тахиа 황선미 수랭 Admarket LLC

102 불꽃 비단벌레 ГАЛТ ТОРГОН ЦОХ 최동호 투멩자르갈 Soyombo Printing

10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 가지1

СОЛОНГОС АРДЫН 
ШИЛМЭЛ ЗУУН ҮЛГЭР 

(I дэвтэр)
서정오 바이갈마 SOFEX

104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Эгшинд найдах 

үе ч бий 황동규 투맹자르갈/ 투무르 Soyombo

105

베트남어

식탁 위의 한국사
Lịch sửHàn Quốc 

trên bàn ăn 주영하 팜 자 뜨엉
Nhà Xuất Bản Văn 

Hóa Văn Nghệ

106 연어 Cá Hồi 안도현 응웬 티투 옌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107 슬로베니아어 고은 시선집 PIŠEM V ZRAK 고은
강병융/Aleš 
Šteger/Eva 
Vučkovič

Beletrina

108 우즈베키스탄어
행복한사람은

시계를보지않는다

Бахтли инсон 
соатга 

қарамайди
은희경

타지무라톱 산아트
(Санъат 
Тажиму
ратов)

GAFUR GULYAM

109

이탈리아어

국가의 사생활 Vita privata di una nazione 이응준 마리루 엠베르티 Atmosphere libri

110 바람의 화원 La regola del quadro 이정명
Benedetta 

Merlin
Sperling & Kupfer 

Editori S.p.A.

111 바리데기 Bianca come la luna 황석영
Andrea De 
Benedittis

Giulio Einaudi 
editore

112 별을 스치는 바람
La Guardia, il poeta e 

l’investigatore 이정명 베네데타 메를리니 Sellerio Editore

113 살인자의 기억법
Memorie di 

un assassino 김영하
안드레아 데 베네디

티스
Metropoli d’Asia

114 채식주의자 La vegetariana 한강
Milena Zemira 

Ciccimarra
Adelphi Edizioni 

S.p.A.

115 체코어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Krása mnou pohrdá 은희경 페트라 벤 아리 ARGO

116 터키어 연어
Gümüş Somon’Un 
Büyük Yolculuğu 안도현 Göksel Türközü Doğan Egmont 

Publishing

117

폴란드어

식물들의 사생활 Prywatne życie roślin 이승우 로잔스카 카타지나 Kwiaty Orientu

118 재와 빨강 Popiół i czerwień 편혜영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Kwiaty Orientu

119 헝가리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Torz Hösünk 이문열
김흥식/

오슈바트 가보르
Pont K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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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출판사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1) 한국근현대문학 시리즈

- 달키(Dalkey) 한국문학총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달키 한국문학총서 25종 

발간사업을 통해 총 24종이 출간되었다. 올해 새로

이 출간된 도서는 김중혁 『악기들의 도서관』, 성석

제 『재미나는 인생』, 채만식 『탁류』, 최윤 『마네킹』, 

편혜영 『저녁의 구애』이며, 내년 은희경 『아름다움

이 나를 멸시한다』출간을 끝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총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요커지와 영국 더 타임즈 문학부록에서는 달

키 출판사의 한국문학총서가 한국문학을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소개한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번역문학 전문출판사 오픈레터 출판사와 신규 출간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딥 벨럼, 카

야, 화이트 파인과 추진 중이던 시리즈 출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올해 배수아 『에세이스트의 책상』, 정영

문 『바셀린 붓다』, 심보선 『눈앞에 없는 사람』이 출간되었다. 

- 아르고(Argo) 한국문학시리즈

체코 아르고 출판사와 2013년 이후로 공동으로 추진해온 한국문학시리즈 10종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2종의 도서가 출간되었다. 이로써 2013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0종이 모두 출간되었다. 금

년에 출간된 도서는 은희경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와 박형서 『새벽의 나나』이다. 한국 문학의 다양한 

면면을 체코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체코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2) 한국고전문학 시리즈

- 미국 펭귄 클래식(Penguin Classics)

고전 시리즈의 대명사인 미국 펭귄 클래식(Penguin Classics)과 시리즈 

출간 업무협약을 맺고 『홍길동전』을 출간했다. 이로써 『홍길동전』은 펭귄 클

래식을 통해 소개된 최초의 한국 고전작품이 되었다. SNS를 통한 홍보와 뉴

욕에서 열린 출간 마케팅 행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출시를 알린 『홍길동전』

은 워싱턴 포스트와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NPR에 보도되며 ‘한국판 로

빈후드’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인문도서 전문 출판사 르네상스 북스

(Renaissance Books) 와 고전 학술도서 출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러시아 기뻬리온(Hyperion) 한국고전문학시리즈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와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온 한국고전문학시리즈 재출간 사

업이 올해 마지막 제 10권인 『여관에서 한가한 대화』

가 출간되어 그 결실을 맺었다. 1차 재출간 시리즈에

는 『패설문학전집』, 『구운몽』, 『한국고전소설집』 등 

고전소설 10종이 포함되어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 시기를 맞이하면서 한국문

학을 러시아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본 시리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드녜브닉>(Дневник) 에 해당 소식이 개제되는 등 현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번역원은 2차 재출간 시리

즈를 기획하여, 2017년도에는『창선감의록』, 『불교소설집』, 『남훈태평가』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연번 제목 작가 번역가

1 만남 한무숙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Miriam Loewensteinova)

2 빛의 제국 김영하
또마쉬 호락

(TomášHorák)

<표 8> 아르고 출판사 한국문학시리즈 10 종

3 시인 이문열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Miriam Loewensteinova)

4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슈테판카 호라코바

(Stepanka  Horakova)

5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또마쉬 호락

(TomášHorák)

6 우주피스 공화국 하일지
또마쉬 호락

(TomášHorák)

7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페트라 벤 아리

(Petra Ben-Ari)

8 생의 이면 이승우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Miriam Loewensteinova)

9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은희경
페트라 벤 아리

(Petra Ben-Ari)

10 새벽의 나나 박형서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Miriam Loewenstei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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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문학 해외교류
 Overseas Events

2016년 한 해,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의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

록, 해외교류 기획사업,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해외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해외문예

지 한국문학특집호 기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보훔, 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생말로, 액상프로방스 등), 칠레(산티아고), 러시아(모스크바), 중국(북경, 상해), 일본(도쿄) 등 세

계 주요지역에서 대대적인 한국문학 홍보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문학행사 및 Bay 

Book Festival, 더블린 국제문학축제, 브라질 파울리세이아 문학축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시 

축제,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 시 축제, 부카레스트 국제 시 축제,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 등 세계 유

수 문학축제에 작가를 파견함으로써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미국 AAS 도서전, 프랑스 파리도서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대만 타이베이 도서전 등 해외 주

요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출판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기도 하였다.

한편, 해외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 네트워크 확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세계 유수출판 전문

가 및 언론인을 초청하였다. 미국 펭귄 렌덤하우스와 액션북스, 영국의 수제인 에이전시, 프랑스 아스

테에&페쉐 에이전시, 멕시코 색스토피소 출판사 등 세계 주요 출판사 관계자들과 프랑스 마가진 리테

레르 편집장, 르몽드 문학전문기자 등 언론계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문학을 보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 14개국 17개 지역에서 ‘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도 힘썼다. 전세계에서 한국문학 독자층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 

행사에는 2016년 한 해, 총 1,552명의 독자들이 참여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앞으로 보다 많

은 현지 독자들이 독후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국 하와이대 출판부 문예지 <Manoa: A 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Writ-

ings>, 홍콩 문학전문 영문 문예지 <Asia Literary Review>, 프랑스 대표 문예지 <Magazine Lit-

teraire>, 러시아 저명 문예지 <Inostrannaya Literatura> 등 해외 주요 문예지를 통해 한국문학 특

집호를 기획함으로써 현지 출판인, 한국학 연구자 등 전문독자들에게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현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

II

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

OVERSEAS 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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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런던대 SOAS에서 열린 문학행사에서 두 작가는 ALR 한국문학특집호에 발췌 게재된 작품, 

『나의 삼촌 브루스 리』, 「유령을 힐난하다」 일부를 낭독하고 작품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문학의 세계문학계에서의 위상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발제로 시작된 이 행사

에서 두 작가는 각자의 작품과 서술의 특징 등에 대해 논했다.

5월 13일 저녁에 열린 마지막 행사의 주제는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 (The Modern Korean Family–

Function or Dysfunction?)이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여명의 영국 독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이어진 리셉션과 사인회에서도 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

여주었다. 

- 독일

독일 한국문학행사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본,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및 튀빙겐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행사에는 성석제 작가가 참여했다. 

19일(수) 본대학 한국학과에서 열린 낭독회에서는 본대학 한국학과 박희석 교수의 사회로 성석제 작가

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본대학 학생들과 일반 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청중들의 심도 있

는 질문을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1일(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시장 내 세계 각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공식 프로그램인 벨트엠팡

(Weltempfang) 무대를 통해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성석제 작가와 독일의 후안 구세

(Juan Guse) 작가의 대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소로운 인생(Das Leben ist lächerlich)’이라는 주제로 두 

소설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서전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쉬운 무대에서 행사가 열림으로써 새로운 잠재적 한국 문학 독자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24일(월) 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베를린 문학관(Literaturwekstatt)에서 열린 낭독회에서는 독

일 라디오 방송 SWR2의 문학기자 카타리나 보르하르트(Katharina Borchardt)가 사회를 맡았으며 연극

1. 해외교류 기획사업

1) 주요도시 한국문학행사 개최 

- 미국

배수아 작가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번역가는 미국문학번역가협회(ALTA: American Lit-

erary Translators Association)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문학과 번역에 관한 본인들의 의견과 경험을 

발표했으며, 본원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출간된 『에세이스트의 책상(A Greater Music)』 (Open Letter 

Books 출간) 과 『서울의 낮은 언덕들 (Recitation)』 (Deep Vellum Publishing 출간)의 마케팅 행사를 미

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했다.

마케팅 행사는 10월 5일 뉴욕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총 열흘간,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휴스

턴, 댈러스 등지에서 열렸다. 뉴욕에서는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아시아계 미국 작가 워크숍(Asian Amer-

ican Writer’s Workshop)’ 미팅에 참가하여 펭귄 출판사(Penguin Press) 편집자인 에드 박(Ed Park)과 

대담을 가졌다. 이어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미국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미국 최대 번역가 모임인 

ALTA 연례회의에서 다양한 낭독 및 토론 세션에 참가하며 작품 및 작가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10월 

10일에는 포틀랜드의 유서 깊은 서점 포웰스 북스(Powell’s Books), 11일에는 시애틀 엘리엇 베이 서점(El-

liot Bay Bookstore), 13일에는 휴스턴 브라조스 서점(Brazos Bookstore), 14일에는 댈러스 딥벨럼 서점

(Deep Vellum Bookstore) 등에서 낭독 행사를 열어 현지 독자 및 출판 관계자들과 왕성한 교류를 펼쳤다.

- 영국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 곳곳에서 번역원 지원으로 발간된 영자 문예지 아시아 리터러리 리

뷰(Asia Literary Review, 이하 ‘ALR’)의 한국문학특집호 발간을 기념하는 문학행사가 열렸다. 총 세 번

에 걸쳐 개최된 ALR 한국문학특집호 발간기념 행사에는 해당 문예지에 작품이 수록된 천명관, 한유주 소

설가가 참가하였으며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Deborah Smith)가 패널로 함께했다. 

5월 10일 오후 런던의 Asia House에서 ‘아시아 문학축제’ (Asia House Bagri Foundation Litera-

ture Festival)의 일환으로 개최된 첫 번째 문학행사는 ‘한류 시대의 한국문학’ (K-Lit in the Age of Ko-

rean Cool) 이라는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ALR의 총괄 편집자 필립 김(Phillip Kim)의 사

회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서 두 작가는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늘날, 작가로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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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미하엘 하제(Michael Hase)가 독일어 낭독을 맡았다. 일반 독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에서 질

의응답으로 이어지는 행사 내내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6일(수) 튀빙겐 대학 한국학과에서 한국학과 학생들 및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튀빙겐 대학 황태진 교수의 진행에 따라 성석제 작가의 작품세계를 청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60여명이 강연회에 참여함으로써 마지막 행사까지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프랑스

한국문학번역원과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Poesie Marseille)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불 시인 공동창작 아틀리에(Import/Export_Marseille, Seoul)’ 행사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이기도 한 이 행사에는 한국 측 박상순, 이기성, 강정 시인, 프랑스 측 

안 포르투갈 (Anne Portugal), 피에르 파를랑 (Pierre Parlant), 기욤 파야르 (Guillaume Fayard) 등 총 

6명의 시인이 참여하였다.

아틀리에는 양국 시인이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참가 시인 6인의 작품을 공동 번역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초벌 번역한 한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꼼꼼한 질문과 토론

을 통해 의미의 변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원작자의 낭독을 듣고 원작의 리듬과 음운을 살리는 번역을 시

도하였다.

두 차례의 아틀리에를 통해 번역된 양국 시인 6인의 작품은 2017년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중언어판

(bilingual)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 칠레

한국문학번역원은 주칠레대사관과 공동주관으로 ‘한국문학의 밤-한국시인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6월 2일 산티아고 크라운프라자호텔 아타카마 홀에서 개최된 동 행사에는 현지 교육부 관계자, 출판관

계자, 한국 문학 애호가 등 약 80여명의 초청 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문정희 시인은 ‘여성, 사랑, 생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뒤 『탯줄』, 『집이야기』, 『남자를 위하여』와 세계

적인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한여자의 육체』, 『오늘밤 나는 쓸 수 있다』를 낭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칠레 교과서 내 한국신화 수록 사업을 주칠레대사관과 함께 추진 중인 Zig-zag 출판사의 미르타 

하라(Mirta Jara) 편집장이 사회를 맡고, 파즈 코랄(Paz Corral) 단편 작가 겸 에디터가 문정희 시인의 작품

을 스페인어로 낭송해 상호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행사 이후 시인과 기념촬영을 하거나 사인을 받기 위해 청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는 등 

칠레인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러시아

7월 8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외국문학도서관에서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외국문학도서관 원형강

당 (The Oval Hall of the M. I. Rudomino Foreign Literature State Library)에서 개최된 문학행사에

는 이근배 시인과 문정희 시인, 그리고 최동호 시인이 참가하여 러시아 현지 독자들에게 한국 시와 시조의 

운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청중들 앞에서 한국 시인들이 원문을 낭독하고, 현지 연극배우들이 뒤이어 번역문을 낭독하며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저명한 시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모인 관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매웠으며, 시 낭독 

외에도 직접 저자들과 작품세계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본원으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한국문학 

현지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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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문학 행사에는 김인숙, 천운영 두 작가가 참여하였다. 천운영 작가는 올해 초 장편소설 『생강』

이 일본 신칸샤(新幹社)에서, 김인숙 작가는 제41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단편집 『안녕, 엘레나』가 일본 쇼

시칸칸보(書肆侃侃房)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독자들을 만났다. 동 출판사는 2016년 본원과 한국문학 시리

즈 출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9월 22일(목) 도쿄국제도서전에 앞서 방문한 후쿠오카에서는, 후쿠오카여자대학과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동주최로 아크로스 후쿠오카 홀에서 ‘일본과 한국의 여성작가들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시인이

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히가시 나오코(東直子)와 이야기를 나눴다. 

9월 25일(일)에는 도쿄국제도서전 행사장에서 재일작가 강신자(姜信子)와 ‘한국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하고, 일본의 독자들과 함께 한일의 책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후에는 

한국서적 전문 북카페 책거리에서 독자와의 간담회도 이루어졌다. 

- 베트남

11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2016년도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대상작품인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

자인 황선미 작가가 문학행사에 참가하였다.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학행사에서는 해당 작품의 

베트남어 번역가인 응웬 티 투 번(Nguyen Thi Thu Van)과 ‘함께 읽는 한국 아동문학’을 주제로 한국학과 

학생들과 만났으며 호치민에서 열리는 ‘베트남 한국문학독후감대회 시상식’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독

자들이자 대회에 참가했던 수상자들을 만나 교류하고 한국문학강연을 진행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외에

도 다양한 한국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베트남의 나남출판사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한-베 작가 교류

행사 및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한-베 아동문학 비교’ 및 ‘아동문학 속에서의 동물 세계’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학술적, 대중적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문학작품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베트남 출판시장에 꾸준히 작품들이 소개되고, 더 깊이 있는 한국-베트남의 문화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8월 중국 상해국제문학주간(上海国际文学周, Shanghai Book Fair and Shanghai International 

Literary Week) 기간에 맞추어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상해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상해역문

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와 상해국제문학주간 조직위와의 협업을 통해 이혜경, 배수아 작가의 문학행사 및 

도서출간 기념 사인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장에는 한국어 전공 학생 및 일반 독자, 출판관계자들이 다수 참

석하여 작가의 말을 경청하였다. 

8월 20일에는 상해 사남공관(思南公馆)에서 ‘한국-중국, 여성의 글쓰기와 생활’(韩国VS中国：女性写

作与女性生活)이라는 주제로 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상해역문출판사 편집자 왕제충(王洁琼)의 사회로 진

행된 문학행사는 이혜경 작가와 중국 문학평론가인 장리(张莉)가 참석하여 순수문학 작가로서의 고민과 삶

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8월 21일 오후 1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상해전람중심 이벤트홀(上海展览中心 中心活动区)에서 이혜

경, 배수아 작가가 이번에 출간된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 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출간 기념 사인회

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사인

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문학대담: 소설 속 빈곤’(文学对谈：小说的贫困)

이라는 주제로 사남공관(思南公馆)에서 한국의 배수아 작가와 중국 작가 샤오바이(小白)와의 문학대담이 

진행되었다. 두 작가는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를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정신적 빈곤, 그리고 이에 대한 

배수아 작가의 창작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해국제문학주간 공식 홍보채널을 통한 대중 노출 증가 및 상해역문출판사와의 협력 강화로, 이번 상

해에서 열린 한국문학 행사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학자 외에도 수많은 일반 독자들이 참가하여 이국

에서 온 두 작가를 환영해주었다.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일본

한국문학번역원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사흘간 개최된 2016 도쿄국제도서전(第23回

東京国際ブックフェア)에 참가하고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각각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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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린 국제문학축제 참가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에 이승우 작가가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28일에는 “한국 포커스: 이승우 작가 (Korea Focus: Lee Seung-U)”라는 명칭으로 작가 단독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독자 및 문학관계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에 정미경, 이기호 작가, 2015년에 은희경 작가를 파견하여 개최한 한국문학 행사를 통해 현지에

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올해도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학번

역원이 협력하여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에 참가했다.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시 타임스(The Irish Times)에 

이승우 작가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The Private Life of Plants)』을 소개하는 서평을 쓰는 등, 평소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인 문학담당 기자이자 평론가인 아이린 배터스비(Eileen Battersby)를 대담자

로 섭외하여 행사의 격조와 문학성을 높였다. 

- 미국 Bay Area Book Festival 작가 파견 및 출판 마케팅 지원

6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버클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베이 에어리아 북 페스티벌(Bay Area Book Fes-

tival)에 정영문 작가가 초청되어 한국문학 및 번역 관련 세션의 패널로 참석했다. 베이 에어리아 북 페스티벌

은 2016년에 제2회를 맞이한 신생 축제로 약 300명의 해외 작가가 참여했으며, 한국 작가로는 정영문 작가

가 최초로 참가하여 이방인의 삶을 다룬 문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고, ‘번역의 예술’이라는 제목의 세션

에서는 번역가로서의 경험담을 나누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시애틀 엘리엇 베이 서점(Elliot Bay Bookstore), 8일에는 댈러스 크로우 컬렉션 

아시아 미술관(Crow Collection of Asian Art), 10일에는 댈러스  인문문화연구소(Institute of Human-

ities & Culture)와 오스틴 말번 북스(Malvern Books), 그리고 16일에는 휴스턴 브라조스 서점(Brazos 

Bookstore) 등을 방문하여 미국 딥벨럼(Deep Vellum Publishing)을 통해 출간된 『바셀린 붓다(Vaseline 

Buddha)』와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Dalkey Archive Press)에서 출간된 『어떤 작위의 세계(A Contrived 

World)』의 낭독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2) 해외 문학축제 참가 및 파견

- 베를린 국제 문학 축제 작가 파견 

한강 작가가 베를린 국제 문학 축제(International Literature Festival Berlin)로부터 초청을 받아 9

월 9일 낭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 초청은 독일 아우프바우 출판사(Aufbau)를 통한 『채식주의자(Die 

Vegetarierin)』의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이어서 한강 작가는 9월 12일 뮌헨 문학관(Literaturhaus München)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고, 13

일에 취리히에서 낭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4일에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서의 집(Haus des Buches)

에서 문학행사를 가졌으며, 19일 파리에 있는 American University of Paris에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Deborah Smith)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독일 및 프랑스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 미국 마노아(Manoa)지 한국문학특집호 기념 워싱턴 작가 파견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9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고은 시인의 시

를 소개하는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번역원 지원으로 발간된 미국 하와이대 문예지 마노아(Manoa) 지 한국

문학특집호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두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으로 알려진 미국 의회도서

관과 미국 사립 명문대학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렸으며, 고은 시인과 번역가 안선재(Brother Anthony 

of Taizé) 교수, 마노아 지 편집장 프랭크 스튜어트(Frank Stewart) 하와이대 교수가 참가하였다. 

이틀간 이루어진 문학행사는 고은 시인과 안선재 교수가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시를 낭독하고 프랭크 

스튜어트 교수가 토론을 이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숨 가쁘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고은 시인의 강연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관객들이 고은 시인의 낭송을 직접 들으며 한국시의 흥취를 느

끼고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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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배경과 소설의 뿌리, 언어와 공간이 작품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청중들의 질문에 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늦게 열린 행사임에도 많은 청중이 자리하여 열띤 문학 토론의 

장을 이루었다.  

- 상파울루 파울리세이아 문학축제 참가

한국문학번역원은 상파울루대학 한국학과와 공동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 시인과의 만남’ 행

사를 개최하고, 제 4회 파울리세이아 문학축제(Pauliceia Literary Festival)에 참가했다.

오세영 시인은 9월 15일(목) 10:30 상파울루대학 한국학부 강의실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최된 ‘한국 시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가했다. 동 행사에서 시인은 18세기 이후 한국시의 흐름을 주제로 강

연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그릇』, 『모순의 흙』, 『신의 하늘에도 어둠이 있다』 등 작품을 한국어와 포르

투갈어로 낭송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인의 작품 세계부터 한국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한국과 한국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는 행사였다.

또한 9월 16일(금) 11:00 상파울루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오세영 시인은 모아시르 

아만시오(Moacir Amâncio)시인과 함께 ‘시’와 ‘종교’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두 시인은 ‘불교문

화’와 ‘유대교 문화’에서 ‘시’가 갖는 의미, 시와 현실간의 거리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었다. 

현지 청중 100 여명이 두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함께 자리했다. 그 중 일부는 앞으로도 한국 시인과 

자국 시인 간의 교류가 확대 되어 새로운 문화와 문학을 접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행사를 통해 오세영 시인의 작품을 접한 현지 출판인이 시인의 포역 시집 출판에 관심을 표하는 

등 브라질 내 한국 시문학 소개의 초석을 다진 계기가 되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시 축제 참가

문정희 시인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시 축제(FIP)에 참가했다. 

6월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CCK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시축제(FIP) 개막식에 

문정희 시인을 포함한 18개국, 35명의 시인이 자리를 빛냈다. 대회조직위원장 그라시엘라 아라오스(Graciela 

Aráoz, 아르헨티나 문인협회장)와 에르난 롬바르디(Hernán Lombardi) 연방정부 미디어콘텐츠청장의 개막 

인사로 시작했으며 참가 시인들 간의 교류 행사와 시 낭송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6월 9일 ‘메가폰을 든 시인’ 행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메르카도 델 프로그래소(Mercado del 

Progreso) 시장에서 진행되었다. 참가 시인들은 시장에서 메가폰을 들고 시를 낭송 하였고, 문정희 시인은 

『꽃의 선언』을 낭송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문정희 시인은 베르타 가르시아 파에트(Berta Garcia Faet/스페인), 누미 실바(Numy Silva/파라

- 미국 하와이대 및 UC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김승희 시인과 안선재 번역가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여 현지 교민들과 학

생들에게 한국시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17일에 안선재 번역가는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영

문학부가 주관한 “Translating the Korean-ness of Korean Poetry”라는 주제의 콜로키엄에 참가하여 

번역 작업 중에 경험한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18일에는 김승희 시인과 함께 한국학 센

터가 주관한 시 낭독 행사에 참가하여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다.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한국문학 행

사에 참여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UC 버클리 한국학 센터가 주관하는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에 참

가하여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12인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시 번역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번역한 한국 시인들의 작품을 발표했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의 집필 배경을 포함한 한

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5일에는 버클리 시티 클럽 홀에서 현

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시 낭독 행사를 진행했고, 26일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여 시 낭독회를 가졌다. 

미국 유수 대학교에서 개최한 번역 실습 워크숍과 낭독 행사를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행사들이 차세대 문학 번역가 양성과 한국문학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 한국문학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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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에 김애란 작가가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올해 6회째를 맞는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는 주 홍콩 총영

사관이 홍콩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정사무국 등의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한 한국문학축제로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현지 곳곳에서 개최하였다. 

김애란 작가는 홍콩이공대학교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Poly U)에서 현지 학생 

및 일반인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두근두근 내 인생』에 수록된 프롤로그 낭독을 시작으로 본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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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8월 24일과 27일에는 프투이(Ptuj)에서, 8월 25일에 오르모주(Ormož)

에서 각각 시낭송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슬로베니아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 작가 파견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북유럽 유일의 국제 시 축제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에 박정

대 시인이 초청받아 참가했다. 1997년부터 개최되어 2016년에 20회째를 맞이한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에는 

박정대 시인을 포함하여 84명의 시인이 참가하였다. ‘생태학, 시, 미래’ (Ecology, Poetry, Future) 라는 주

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 박정대 시인은 스웨덴의 유명 배우인 레나트 야켈(Lennart Jähkel)과 함께 「톰 

웨이츠를 듣는 좌파적 저녁」 등의 자작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3)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

- 파리 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은 3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2016 파리 국제도서전에 주빈국

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 특별 전시관에서는 한국문학 및 도서 관련 특별전시와 공연 등 다

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소설가 황석영, 오정희, 은희경, 이인성, 임철우, 이승우, 김영하, 한강, 김언수, 김중혁, 김애란, 정유정, 시

인 마종기, 문정희, 김혜순 등 총 30인의 우리 작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도서전 기간 중 프랑스 국립 

도서센터, 프랑스 문화원 등과 공동으로 기획한 문학 행사를 통해 한국문학의 다양한 층위를 프랑스 일반 

독자 및 출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랑스 현지 주요 언론인 르몽드, 르 피가로, 리베라시옹지 등이 2016 파리 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및 

한국문학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다루는 한편, 프랑스 전역의 서점, 파리 도서관 협회 등이 도서전 기간 동

안을 한국문학 주간으로 선정하는 등, 본 도서전 참가를 통해 프랑스 및 유럽 전역에 한국의 문학을 널리 알

리고 유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과이) 시인과 함께 참가한 11일 제 10차 낭독회(Recital de poesía diez)에서 『남자를 위하여』, 『탯줄』, 『화

장을 하며』, 『꽃의 선언』을 낭송하였다. 

일반 시민부터 아르헨티나 문인,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의 청중이 세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진지

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청중은 시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 

등 현지인의 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 시 축제 작가 파견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루마니아 크라이오바에서 열린 제 4회 루마니아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 

시 축제에서 민용태 시인이 ‘세계 시인상’을 수상했다. 

민용태 시인은 5월 10일 시 축제 개막식부터 참석해 5월 11일 루마니아어로 출간된 『제7요일(Ziua 

asapt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나와 나의 인생, 나의 시”라는 주제로 청중들과 소통했다. 이어 5월 13일 

스테판 베로반(Stefan Velovan) 국립 중고등학교에서 시 낭송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14일 세계 시인상 시

상식을 끝으로 루마니아에서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부카레스트 국제 시 축제 작가 파견

고은 시인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루마니아 국립 문학 박물관(National Museum of Romanian 

Literature)의 주최로 개최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시 축제(Bucharest Poetry Festival ) 에 초청되었다. 이

번 축제 참가는 2016년 5월 루마니아  트라쿠스 아르테 출판사(Tracus Arte)를 통한 『죽은 시인들과의 시

간(Timp cu poeți morți)』의 출간과 발맞추어 이뤄졌다. 

고은 시인은 5월 18일 부카레스트 대학 중앙 도서관(Central University Library of Bucharest)에

서 출판 기념회와 책 사인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부카레스트 시 축제에서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서 20일에는 후마니타스 서점에서 청중의 깊은 열기와 몰입 가운데 중국의 Yang Lian 시인과 대담회를 성

황리에 진행했다.  

- 슬로베니아 시 축제 작가 파견

고은 시인이 8월 23일에서 28일까지 개최된 제 20회 슬로베니아 시축제에 초청되었다. 이번 초청은 

2016년 가을 슬로베니아 벨레트리나 출판사(Beletrina Academic Press)에서 고은 시인의 『허공에 쓴다

(PIŠEM V ZRAK)』의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고은 시인은 8월 22일에 슬로베니아 국영 라디오 방송국, 8월 26일 믈라디나(Mladina) 주간지 등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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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AS 도서전

아시아학 관련 북미 최대 행사인 아시아학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회의가 3월 31일

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봄 북미지역에서 컨퍼런스 개최와 도서전을 동시에 운

영하는 아시아학회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은 도서전 부스 운영을 통해 번역원 지원을 받아 출간된 한국도서 

약 30종을 전시함과 함께 유수 대학에서 온 도서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번역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였다. 도서전 참가와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은 2일 지속적인 한국문학 출간 독려를 위해 북미지역 한국학 

교수, 번역가, 출판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번역원은 고전작품 현대화 및 세계화 사업을 소개하여 우

리고전을 효과적으로 영미권에 알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은 전시한 도서를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동아

시아 도서관에 기증하여 더 많은 한국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데 기여했다.

- 대만 타이페이 국제도서전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대만 타이베이도서전에 참가했다. 올해로 24회째 개최되는 타이베이도서

전에는 헝가리가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66개국 626개 출판사, 약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도서전을 방문

하였다. 번역원에서는 대만 문화부 및 출판사 관계자 등과 미팅을 갖고 본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2

월 16일에는 대만 문화부를 방문하여 번역원 번역 및 출판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대만 문화부에

서도 실시하고 있는 해외출판사 지원 사업을 확인하였다. 학생서국과의 미팅에서는 『고전문학입문서』 및 출

판지원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미술서적관련 전문출판사 등을 추천받기도 하였다. 대형 서점의 한국문학 보

유 현황은 예년과 비슷하였으며, 아시아문학으로서 ‘영미권’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업

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

가했다. 100여개 국가 7,000여개 참가사들이 모여 전시 부스를 개설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네덜란드였

다. 약 277,000명의 방문자가 모여든 이번 도서전에서 번역원은 본원의 번역 및 출판지원을 받은 45종의 도

서를 전시했다. 또한 계간지 KLN(Korean Literature Now) 등을 배포하였으며 6개국(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인도, 스페인) 14개 출판사와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출판사 섭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 독일 아푸바우(Aufbau) 출판사는 한강 작가, 독일 이우디치움(Iudicium) 출판

사는 임철우 작가, 스위스 유니온스페얼라그(Unionsverlag)는 정유정 작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향후 계속해서 이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췄다. 게다가 아푸바우(Aufbau) 출판사는 

한강 『소년이 온다』, 이우디치움(Iudicium) 출판사는 임철우 『등대』, 유니온스페얼라그(Unionsverlag)

은 『종의 기원』을 출간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어권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계속해

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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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해외교류 기획사업

- 이란 문학행사

이란 외교 정상화를 계기로 한-이란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란 내 한국문학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란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첫째날 이란 문화재청에서 열린 “한국-이란 시의 만남” 행사에서는 한국 시인 김후란, 신달자, 장석남과 

이란 시인 퍼테메 러케이, 모함마드 알리 바흐마니가 참석하여 본인의 시 및 상대국 시인의 시를 각자의 모

국어로 낭송하고 좌담회 및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이란 이슬람예술센터에서 20여명의 양국 문인들이 모여 작품 낭독 및 대담회를 통해, 인종

과 언어를 초월하여 인간의 공통된 문학적 감정을 나누는 심도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날에는 테헤란대학교에서 12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

는 학생들이 직접 한국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어와 이란어로 낭송하고 시에 대한 감상,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행사로 꾸며졌다. 테헤란대학교 한국학과와는 향후 지속적인 문학행사 개최 지

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오하이오 고전행사

10월 18일과 19일에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2016 한국 고전 행사의 일환으로 고전 심포지움과 국

악공연을 개최하였다. 10월 18일(화) 진행된 고전 심포지엄은 마크 벤더(Mark Bender) 오하이오주립대 동

아시아학과장, 셸리 퀸(Shelley Quinn) 일본학과 교수, 박찬응 한국학과 교수가 각각 중국, 일본, 한국의 고

전 극문학과 구전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0월 19일(수) 맥커넬 아트센터(McConnell Arts Center of Worthington)에서는 국악 공연이 펼쳐

졌다. 이날 공연은 풍류당 지도교수 남궁성례와 오하이오 주립대 박찬응 교수의 남도민요, 국립국악원 지도

단원인 문현의 ‘우조 시조 월정명’, 박은하의 살풀이춤과 설장고, 왕기철 명창의 ‘사철가’와 ‘심청가’, 이관웅 연

- 중국 북경 국제도서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 23회 북경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북경 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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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진다. 올해는 중동부 유럽 16개국 연합(폴란드, 세르비아, 체코 등 CEE 16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였

으며, 86개 국가 및 지역에서 2,407개 출판사가 참가했고,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도서전을 방문했다. 번역

원에서는 사흘간 약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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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아직 한

국문학이 중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수상으로 소설, 

시, 인문, 아동 등 한국문학에 대한 중화권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일본 도쿄 국제도서전

도쿄국제도서전은 세계 제2의 출판시장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도서전으로, 제23회째를 맞이

하는 2016년부터는 출판업계 중심이 아닌 독자를 주인공으로 한 행사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주목을 받

았다. 도쿄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이번 도서전은 사흘간 4만여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였으며, 한국문학번

역원은 본원 지원으로 번역 출간된 도서 약 50종을 전시하고 일본 출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 영국 런던 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는 2016 런던국제도서전에 참가하였다. 2016

년 45회를 맞은 런던도서전은 국제적인 판권 수출 및 협의의 장으로, 60여 개국 1,500여 개사 이상이 도서

전에 참여하였다. 도서전 첫째 날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설립한 번역문학 

전문출판사 틸티드 액시스가 런칭행사를 개최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틸티드 액시스 외 

그란타 매거진, 리틀 브라운 북스, 아시아 리터라리 리뷰, 영국문화원 등 해외 유수 출판사・문예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기관 홍보 및 업무 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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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사리오 모레노 토레스 산체스(Rosario Moreno-Torres Sánchez) 말라가대학 출판부장이 동 

작품의 출판 과정과 향후 진행될 한국 문학 중심의 동양 문학 총서 <해돋이> 추진 계획을 소개 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행사 말미에는 저자와 번역가의 사인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청중의 뜨거운 반응

을 보여 현지 교수진과 출판부, 학생들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 페루 고전행사

한국문학번역원은 페루 APEC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리마와 쿠스코에서 한국 고전문학 행사를 개최 

했다.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각각 라몰리나대학 후원, 쿠스코시청 공동 주최, 카톨리카대학 동

양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1부에서 김명준(한림대 국문과), 고혜선(단국대 스페인어과), 프란시스코 카란

사(단국대, 페루 라몰리나대) 교수가 <한국의 고전시가>, <한국과 스페인의 중세 시문학>, <한국과 페루의 문화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여 현지 청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립국악원 단원 4인(이준아, 이영, 문응관, 이유

나)으로 구성된 한국 공연단이 2부에서 가곡 <우락>과 가사 <춘면곡>, <고가신조>등 1부에서 소개된 작품을 

연주해 장르별 차이와 깊이를 직접 느낄 수 있게 구성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중의 뜨거운 관심과 현지 주최・후원 기관의 후속 행사 기획 의지를 확인하면서 고

전문학의 현지 수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

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한국 고전문학의 해외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일본 토지문학단 통영 문학기행

본원 지원으로 출간된 대하소설 『토지』 1, 2권의 일본어 번역출간을 기념하여 11월 20일부터 23일에 걸

쳐 일본 언론과 독자들로 이루어진 ‘토지문학단’이 통영을 방문하였다. 21일 토지문학단은 박경리기념관과 

묘소를 방문하여 토지 번역본의 헌정식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김영주 토지문학재단 이사장, 평론가 가와무

주자의 아쟁, 한창희 연주자의 대금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여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미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특색 있는 공연에 기립박수로 화답하였다.

이번 미국 고전행사는 한국 고전문학이 동아시아 고전문학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미국의 일

반 대중에 한국 고전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파리 고전 심포지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특별주간’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판소리 갈라 

공연과 한국 고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6월 2일 부프 뒤 노르 극장(Théâtre des bouffes du nord)에서 열린 판소리 갈라는 500여 관객을 

대상으로 윤진철 명창의 전통 판소리, 소리꾼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민혜성 명창과 유럽 아마추어 소리꾼

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6월 3일 소르본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 고전 심포지엄은 정민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와, 작

가 크리스틴 조르디스(Christine Jordis), 판소리 번역자 에르베 페조디에(Hervé Péjaudier), 출판인 헤수

스 무나리즈(Jesús Munárriz)의 발제로 구성되었다. 30여 명의 청중이 함께 한 심포지엄의 시작을 연 정민 

교수는 연암 박지원을 매개로 한 동서양 지성사의 대화를 제안하였고, 수필집 『겨울의 풍경(Paysage 

d’hiver)』으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추사 김정희를 소개한 크리스틴 조르디스는 추사의 삶과 사상, 그리고 유

교가 갖는 동시대적 가치를 이야기하였다. 판소리 번역과 축제 기획을 통해 판소리의 프랑스 진출에 기여해 

온 에르베 페조디에는 고전의 맥락에서 판소리를 독해하고 전승하는 문제를 논하였고, 『구운몽』과 『연암 박

지원 소설집』 등 우리 고전 작품을 출간해온 스페인 이페리온 출판사(Ediciones Hiperión) 대표 헤수스 무

나리즈는 그간의 출판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전의 유럽 진출을 전망하였다.

- 스페인 고전문학 심포지엄

11월 30일 스페인 말라가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고전문학 심포지엄>에는 약 80여명의 동양학 전공생

과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국 고전문학 입문서』 출간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저자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와 번역자 

김춘진 서울대 서문과 교수가 각각 ‘소설에 대한 열광과 헌신’과 ‘세계화 시대 속 번역가의 사명’을 주제로 발

표했다. 또한 강은경 말라가 대학 한국문학 교수와 디에고 페르난데스(Diego Fernandez) 동양학 연구원

이 ‘한글로 쓰인 소설’과 ‘한국신화에 적용되는 번역기술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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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나토(川村湊) 교수 등이 자리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방문 기간 중 박경리길 투어, 하동 최참

판댁 견학 등 문학기행을 실시하였다.

일본 쿠온출판사는 올해부터 2022년에 걸쳐 총 20권에 이르는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를 일본

어로 완역 출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은 시리즈 1부의 번역을 지원한다.  

2.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1) 미국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4회에 걸쳐 영미권 유수 출판사의 출판인들을 초청하여 본원의 번역・출판・

교류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한국문학의 출판 현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월에는 미국의 대표 

출판사 중 하나인 펭귄 랜덤하우스의 편집자 샘 레임(Samuel Raim)과 번역문학 전문 출판사인 액션 북스

(Action Books) 출판사의 조엘 맥스위니(Joyelle McSweeney) 편집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출판사와 

작가, 번역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출판인 초청을 계기로 번역원은 펭귄 랜덤하우스와는 펭귄출판사의 클래

식 시리즈에 한국 고전문학 작품의 출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6월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영리 독립출판사인 그레이울프 프레

스(Graywolf Press)의 에단 노사우스키(Ethan Nosowsky) 편집장을 초청하여 성석제, 황정은, 한유주 등 

소설가 6인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에단 노사우스키 편집장은 서울국제도서전 한국문학 세계화포럼에서 ‘

한국문학 세계화–출판사에게 듣는다’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기도 했다. 11월에는 한국문학총서 25권을 출

간하는 등 번역원과의 협업을 지속해온 달키 아카이브 프레스(Dalkey Archive Press)의 출판사장인 존 오

브라이언(John O’Brien)을 초청하여 달키 한국문학총서 완간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 출판인 초청은 출판인들이 한국문학과 출판계 동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업무협약과 시리즈 출간 등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국문학을 보다 적

극적으로 미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2) 영국

2) 영국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국 수제인 에이전시(The Susijn Agency)의 대표인 로라 수제인(Laura Susi-

jn)을 초청하여 국내 소설가, 번역가 출판사들과의 면담을 기획했다. 황석영, 옌렌커, 피터 애크로이드(Peter 

Ackroyd) 등의 작가들의 판권을 관리하고 있는 문학 에이전트 로라 수제인을 초청함으로써 영어권의 에이

전트를 통한 출판섭외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에게 

한국 소설가들의 작품세계와 한국의 출판 동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3) 프랑스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어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전문 에이전시인 아스티에 에 페

쉐 (Astier & Pécher Literary & Film Agency) 대표 피에르 아스티에(Pierre Astier)를 한국에 초청하였

다. 초청 기간 중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국내 출판관계자 미팅, 국내 출판계 및 작가(작품) 정보를 수

집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한국 작가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프랑스어권에 소개하기 위한 방

안을 논의하였다.

4) 멕시코

서어권 유수 출판사와의 출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멕시코 색스토피소출판사(Sexto Piso Edi-

torial)를 설립한 에두아르도 라바사(Eduardo Rabasa)편집장을 초청하였다. 2016 서울국제도서전(SI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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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라바사 편집장은 국내 주요 출판사 저작권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 출판

시장과 번역서 출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에 소개할 만한 작품을 소개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전문도서관을 방문하여 다른 유럽어로 번역된 도서들을 살펴보고 관

심 있는 작품은 본원 도서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받았다.  라바사 편집장은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문학을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5) 일본

8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의 저술가이자 평론가인 와카마츠 에이스케(若松英輔)가 서울을 방문하

여 이승우 작가와의 대담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가졌다. 와카마츠 

에이스케 평론가와 이승우 작가는 2015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일역 『미궁에 대한 추측』 출간기념 

강연에서의 대담을 인연으로 문학적 교류를 이어왔으며, 8월 30일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

다. 대담에 앞서 29일에는 본원 번역전문도서관에서 번역아카데미 수강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문학의 ‘읽기’와 

번역자로서의 ‘쓰기’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3.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2016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는 최근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14개국 

17개 지역에서 열렸다. 2005년 3개국에서 출발한 본 대회는 현재 한국학 전공 대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해외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대

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2016년에는 중국에서 총 750여명, 베트남에서 150여명이 참가하는 등 아시

아언어권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4. 해외문예지 지원

1) 미국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5월 미국 하와이대 출판부 문예지인 마노아 

(Manoa: A 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Writing) 지의 한국문학특집

호 발간을 지원하였다. ‘20세기 한국시(The Colors of Dawn: Twentieth 

Century of Korean Poetry)’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특집호는 윤동주, 

박목월 등의 20세기 초 시인부터 고은, 김선우, 심보선 등 오늘날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인까지 총 84인의 시 180편을 망라한 것이다. 

9월 미국 워싱턴 D.C. 에서는 마노아 지 한국문학특집호 발간을 기념하

연 번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1 미국 서부 버클리대학교 2016. 1. ~ 4. 천명관 고령화 가족

2 미국 동부 세종문화회 2015. 6. ~ 2016. 6.
김중혁
하성란

유리방패
촛농날개

3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2016. 9. ~ 12. 최윤 갈증의 시학

4 독일 보훔대학교 2016. 5. ~ 12. 김훈 강산무진

5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2016. 4. ~ 12. 황석영 바리데기

6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학교 2016. 9. ~ 10. 은희경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7 중국 강소성 남경대학교 2016. 7. ~ 10. 박민규 카스테라

8 중국 사천성 서남민족대학교 2016. 9. ~ 11. 천명관 나의 삼촌 브루스 리

9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2016. 4. ~ 9. 정유정 7년의 밤

10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 2016. 8. ~ 11.
김연수
천운영

원더보이
생강

11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6. 9. ~ 12.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2 이탈리아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교 2016. 5. ~ 12.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3 베트남 호치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6. 9. ~ 11.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14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2016. 4. ~ 10. 안도현 연어

15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2016. 5. ~ 6. 은희경 은희경 단편집

16 브라질 상파울루 상파울루대학교 2016. 7. ~ 10. 배수아 일요일 스키야키식당

17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문인협회(ANE) 2016. 9. ~ 12. 김영하 검은꽃

<표 9> 2016년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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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마노아 지 편집장 프랭크 스튜어트(Frank Stewart) 하

와이 주립대 교수와 고은 시인, 번역가 안선재 교수를 초청하여 성사된 행사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조지 워싱

턴대에서 9월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진행되었다.

2) 홍콩

2015년 한국문학번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시아 문학 전문 영자 문예지 아시아 리터러리 리뷰

(Asia Literary Review, 이하 ‘ALR’)가 2016년 4월 한국문학특집호를 발간했다. 발간된 특집호에는 천명관, 

김애란, 한유주, 김연수, 김경주 등 총 11명의 한국 작가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 발췌되어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번역가의 한국문학에 대한 

에세이가 포함되었다. 번역원은 문예지 수록 작가 중 천명관, 한유주 작가를 필두로 하여 5월 영국 런던에

서 개최된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기념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는 등 ALR 한국문학특집호의 발간과 홍보를 적

극 지원하였다. 

4월에 발간된 한국문학특집호 이외에도 번역원은 8월과 12월에 발간된 ALR 31호와 32호에 한국문학 

작품 게재를 지원하였다. 8월에 발간된 ALR 31호에는 서진의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의 일부가, 12월에 

발간된 ALR 32호에는 조해진의 「홍의 부고」와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가 영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3) 프랑스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 주요 언론에 보다 많은 한국 

문학 관련 서평 및 기사가 게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예지 트랑스퓨즈(Transfuge) 2015년 11월

호 한국문학 특집기사 게재,  마가진 리테레르(Magazine Littéraire) 기자 초청 취재와 2016년 4월호 한국

문학 특집기사 게재, 일간지 르몽드(Le Monde) 기자 초청 및 취재를 지원하였다. 초청된 문학전문 기자들

은 체류 기간 중 15여 명의 국내 작가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기사가 현지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프랑스 주요 언론 및 문예지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홍보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4) 러시아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015년에 러시아의 저명한 문예지 <외국문학

(Inostrannaya Literatura)지>와 한국문학 특별호 출간을 기획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2016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한국문학 특별호가 발간되며 업

무성과를 맺었다. 해당 호에는 단편, 중편 규모로 한국 근현대를 다룬 소설 및 

한국 현대시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수록

작품은 이어령 「어머니를 위한 여섯가지 은유」,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오

정희 「저녁의 게임」, 김승희 「달걀 속의 생」, 「서울의 우울」, 서정주 「국화 옆에

서」, 「신부」등 4편이 있다. 또한 김윤식 「네바 강의 환각」과 같이 기존 문학 장

르뿐만 아니라 현지 기행문과 에세이 등 여러 콘텐츠가 포함되고,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의 다양함을 소개하

며 문학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12월 1일 모스크바 국립대학 아시아학부 강당에서 현지 독후감대회와 연계하여 출간기념행사가 개최

되었다. 오정희 시인과 김승희 시인의 참석 및 수록작품 낭독으로 현지 학부생들과 한국작품 고유의 감성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일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서 작품소개 겸 문학행사를 개최, 도서전 방문객들에게 첫 선을 보

였다. 향후 한국문학특별호를 시작으로 한류문화와 더불어 분주해질 문학교류를 예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61

-

III

-

EVENTS IN KOREA

-

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III. 한국문학 국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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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은 기관의 핵심 사업인 번역, 출판, 교육 등과 관련된 국내 교류 행사를 개

최하여,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성과를 국내에서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2016년도는 200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작가축제와 금년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계기로 ‘문학’ 중심 기관의 성격을 더욱 드러내고자 한 해였다. <잊혀진, 잊히

지 않는>이라는 주제로 국내 14인, 해외 14인, 총 28명의 작가가 참여한 작가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더 

국내 독자들과의 만남에 주력하여 일반 청중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또한 번역원 부속 번

역전문도서관과 외부 북카페에서 연 4회 개최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역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한

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매개로 국내 독자와 작가들의 만남을 상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국제도서전 중에 개최된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이 2016년 ‘채식주의자’의 맨부커 인터내

셔날상 수상을 통해 지금 우리문학의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였다면, <한국문학 번역

출판 국제워크숍>은 ‘한국 고전문학의 가치와 공유’라는 주제로 우리 고전의 지속적인 소개를 위해 변

화된 미디어 환경과 세계 고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고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번역과 관련해서는 <제14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5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영어, 독일어, 일본어, 폴란드어 번역가가 각각 『채식주의자』, 『7년의 

밤』, 『미궁에 대한 추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하였다. <제15회 한

국문학번역신인상>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경우 윤성희 작가의 「휴가」를 중

국어와 일본어는 손보미 작가의 「임시교사」를 대상 작품으로 하여 공모를 실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 해외진출에 기여한 기관 및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제4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

상>의 수상자로는 각각 영어권, 중국어권, 프랑스어권에서 한국문학을 알리는데 공로가 큰 출판사와 

인사가 선정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에도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거주 원어

민 번역가의 재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번역가들로 하여금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개 언어권 9인의 번역가와 번역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총 2

차례의 전체 번역가와 작가와의 만남과 문학 기행 그리고 5명의 작가와의 개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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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학번역상 / 한국문학번역신인상 / 공로상

1) 제14회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격려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제14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번역・출간된 도서 중 14개 언어권 89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언어권별 1차 심사는 해외대학 한국학과 교수, 언론인 등

으로 구성된 외국인 심사위원단이 맡아 가독성, 문학적 스타일, 

해외 수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언어권마다 최대 3종을 후보작으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1차 심사를 통과

한 10개 언어권 22종에 대해 언어권별 2차 심사를 진행하여 내국인 심사위원이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

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언어권당 1종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심사대상이 1종인 언어권의 경우, 최종심 추

천 여부를 결정). 그 결과 총 9개 언어권 9종의 작품이 최종심사에 회부되었다. 최종심사회의에서는 번역의 

수준, 원작의 해외소개 중요성,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어, 독일어, 일본어, 폴란

드어의 4개 언어권의 최종후보작을 번역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2016년 12월 9일 한국문학번역

원 4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각 수상작에게는 상금(미화 10,000달러)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2) 제15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고자 매해 시

행하며, 올해 15회를 맞이하여 7개 언어권 8인의 수상자가 선

정되었다(영어권 2명, 그 외 6개 언어권 각 1명). 올해 지정작품

은 서양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윤성희 

작 「휴가」, 동양어권(중국어, 일본어) 손보미 작 「임시교사」였다.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7개 언어권에서 응모 원고 총 281건이 접수되었다(영어 72건, 프랑스어 

12건, 독일어 10건, 스페인어 17건, 러시아어 39건, 중국어 33건, 일본어 98건). 응모작이 20편이 넘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네 개 언어권에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우수작 20건을 선발했고, 이후 언어권

마다 내국인과 외국인 심사자가 본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의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최종심사회의에서 언

어권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전날인 12월 7일에 윤성희, 손보미 작가와 만나 작품을 번역하면서 어려웠거나 궁금

했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시상식은 한국문학번역원 4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언어 수상작품 번역자 원서명

영어 The Vegetarian 데보라 스미스 채식주의자

독일어 Sieben Jahre Nacht 조경혜 7년의 밤

일본어 香港パク 김순희 미궁에 대한 추측

폴란드어 Nasz skrzywiony bohater 카타지나 로잔스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표 10> 제14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명단

1. 2016 서울국제작가축제

지난 2006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올해 6회를 맞았다. 총 28인의 국내외 

작가(국내작가 14인, 해외작가 14인)가 모여 서울 대학로 등에서 ‘잊혀진, 잊히지 않는’이라는 주제로 문학이

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 교류하고, 국내에 있는 많은 문학 독자들과 만났다. 서울국제작가축제가 개최된 

지 만 10년을 맞이한 이번 축제는 일주일 동안 참가작가의 대담, 낭독, 작품을 소재로 한 공연이 어우러지며 

국내 유일의 문학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보였다. 

2.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

6월 17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은, ‘한국문학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및 해외 출판사 편집장의 발제를 통해 최근 세계 문학시장 내에서의 한국문학의 번역 

성과를 파악하고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였다. 

행사는 6월 17일 미국 Graywolf Press의 대표인 이든 노소우스키(Ethan Nosowsky)의 발표로 시

작되었다. 미국 출판시장의 특성 및 진입 전략을 논의하고 한국문학의 현지 반응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둔 발표 후에는 사회자였던 편집문화실험실 장은수 대표와 함께 미국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위치 및 향

후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6월 19일에는 주요 언어권에서 한국문학 번역과 번역가 교육에 힘쓰고 있

는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3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이르마 시안자 힐 자녜스(Irma Zyanya Gil 

Yáñez), 최미경을 발제자로 초청해 최근 세계 문학시장 내에서의 한국문학의 번역 성과를 파악・공유하고 

한국문학 세계화와 더 나은 번역 및 번역가 양성을 논의했다. 

양일 행사에 총 16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여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수상 이후 높아진 한국문학 세

계화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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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문학회

서울문학회는 주한 외교관을 주축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2006년 설립 이래 

주한 스웨덴 대사와 한국문학번역원이 협업하여 분기별로 작가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총 세 번에 걸쳐 한강, 배수아, 정호승 작가를 초청하였다. 낭독, 청중과의 대화, 악기 공연 등으

로 구성된 행사는 각국 외교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의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5.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국제워크숍은 ‘한국 고전문학의 가치와 공유 (Classical Literature in the 

Global Era: Its Value and How to Share It)’ 라는 주제 하에 10월 13일(목) 10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에서 개최되었다. 고전문학 전자화 프로젝트 총책임자, 동아시아 고전 앤솔로지 편집위원 등 해외의 고전문

학 전문가 4인과 국내 전문가 3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시대에 고전문학을 번역하고 공유할 방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수상자 8인에게는 상금(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3) 제4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은 그동안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에 공로가 지대한 출판사나 번역문학가 등을 대상으로 수

여해 온 것으로써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문학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커다란 자극과 용기를 갖도록 

만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이다.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총 8명

(단체) 가운데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이었으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에 같이 수고해준 공로를 여러 면에

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총 3명(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16년 12월 9일 한국문학번역

원 4층 대강당에서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으며, 이들에겐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각각 3,300불

이 수여되었다.

<표 11> 제15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명단

언어권 수상자 작품명

영어
권정연(Christine Kwon) 휴가(Holiday)

존 전스타드(John E. Jernstad) 휴가(Vacation)

프랑스어 세종 에릭 필립(Eric Philippe Saison) 휴가(Vacances)

독일어 도미닉 파이제(Dominik Feise) 휴가(Urlaub)

스페인어 울리세스 틴돈 만자노(Ulises Tindón Manzano) 휴가(Vacaciones)

러시아어 예카테리나 드로노바(Ekaterina Dronova) 휴가(Отпуск)

중국어 허성(Xu Xing) 임시교사(临时教师)

일본어 다카이 오사무(Takai Osamu) 임시교사(臨時教師 )

<표 12> 제4회 공로상 수상자 명단

언어권 이름 주요공적

영어권
켈리 팔코너

(Kelly Falconer)

- 이응준, 배수아, 천명관, 한유주 등 유망 작가를 

영입, 한국 작가의 영미권 소개에 기여 

- Asia Literary Review 한국문학 특집호 행사 기획

- 한국작가의 해외 진출의 실질적 청사진 제시 

(2017년 3월 미국 Graywolf Press, 4월 영국 Tilted 

Axis 출판사에서 한유주 작가 작품 출간 계약 완료)

중국어권
상해역문출판사

(Shanghai Translation Publishing House)

- 1978년에 설럽된 중국 최대 규모의 번역서 전문

출판사로 10년이 넘는 오랜기간동안 한국문학을 

중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함 

(약 20여종의 한국문학 번역도서 출간)

프랑스어권
장끌로드 드크레센조

(Jean-Claude De Crescenzo)

- 한국문학전문 출판사 ‘드크레센조 출판사’를 창립, 

다양한 한국문학이 지속적으로 프랑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1부 사회: 김수영 (한양여대)

기조강연1 그렉 뉴비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CEO)
“전자책 만들기 45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발제1 뵙케 데네케 (보스턴 대학 교수/노튼 앤솔로지 편집위원)
“고전학의 재발견, 세계 고전 유산의 보전, 소통 및 활용의 시급성”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최병현 (한국고전세계화연구소 소장)

2부 사회: 김수영 (한양여대) 

발제2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한국어문화 센터 소장)

“한국 고전문학-정확한 번역인가 재창작인가?”

발제3 발제 3. 바바라 왈 (함부르크대학교, 독일어권 번역가)
“한류 팬에게 있어 한국 고전 문학의 의미”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김현택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 이상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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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16. 7. 14.): 『소년은 늙지 않는다』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 문학기행 1회

・강석경 작가와 함께하는 경주 문학기행(16. 7. 20. ~7. 22.)

- 개별 만남

・최진영 개별만남

・이원, 김행숙, 김민정 개별만남

7. 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참여하고 

기관 국내 홍보를 강화하고자 2016년 총 4회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 

1층 번역전문도서관과 외부 북카페(카페 파스텔)에서 열렸으며, 국내 작가를 초청하여 한국문학에 관심 있

는 일반 독자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가졌다. 4월 김숨 소설가, 6월 김경욱 소설가, 10월 이수명 시인, 11월 

박정대 시인과 함께하며 작가 및 작품세계, 한국문학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각지의 전문가들이 고전문학 번역출판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의논함으로써 고전문학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6.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번역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째 이어지고 있는 본 프로그램에는 총 6개 언어권 9인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개월의 한국 체류기간 동안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등의 다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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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번역

가 간 번역 정보 공유, 번역 난제 해결방안 모색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업 체계 확립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은 번역가, 연구자 및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번역 인력풀을 확장, 강화하

는 기반이 된다. 이 밖에도 참가번역가의 요청에 따라 작가 및 한국학자와의 개별 만남 등 개인 번역연구 활

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작가와의 만남 2회

・김애란(16. 7. 8.): 『비행운』에 관한 발제 및 작가와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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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연구
 Fostering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는 2003년 번역인력 연수지원으로 처음 시작되어 2008년 정식으로 출

범한 이래로 많은 한국문학 번역가를 배출해내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번역아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문학번역 교육기관으로 2015년부터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2년제로 전환한 후, 교육 프로그램을 체

계화, 전문화해오고 있다.

해외 원어민 예비 번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간과정인 정규과정은 교육기간을 2년으로 확

대하면서 원어민 장학생 숫자를 28인으로 확대하였고, 문학번역 실습 강의와 실습 작품 대상작가 초

청수업,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강좌 및 그와 연계된 문학기행 등 다양한 커리큘

럼을 폭넓게 기획하였다. 또한 기존의 야간 과정인 특별과정과 심화과정이 통합되어 2년제로 운영하

면서 낮에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바쁜 수강생들이 안정된 커리큘럼을 통해 한국문학 전문번역

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졌다. 한편 번역아틀리에 과정은 실제 번역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정규과정 수료생 3인이 2016년도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정규

과정 및 아틀리에 1인이 제24회 대산문학상에서 번역부문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번역실습 대상작품 작가를 각 언어권별 수업에 초빙

하여 함께 번역작업 하는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통해 수업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

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강생들의 한국적 정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외국인 수강

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실습과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이로써 한국문학과 이를 번역

하는 데 있어 실제 하는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같은 운영방침

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IV

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

FOSTERING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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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가 양성: 번역아카데미

1) 정규과정

정규과정은 주중 낮 시간대 개설되어, 매주 9~15시간 내

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간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총 5개 언어권으로 운영된다. 

원어민 번역가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학제를 따라 매

년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고, 해외 거주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지원자와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

반지원자 과정으로 구분된다. 연수지원자에게는 장학금(매월 일정금액의 체재비)과 함께 체류비자 발급, 건

강보험 가입 및 유지, 한국 왕복 항공권 제공 등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2016년 6월에는 작년 9월 과정을 시작한 정규과정 제7기(2학년) 수강생 16인(연수지원자 12인, 일반지

원자 4인)이 수료하였다. 2016년 12월말 현재 재학 중인 수강생은 총 38인으로, 제8기(2학년) 19인(연수지원

자 16인, 일반지원자 3인), 제9기(1학년) 19인(연수지원자 16인, 일반지원자 3인)이다. 

교수진 및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한국문학 번역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

문적이고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한국문학 단편소설을 직접 번역해보는 실습 위주의 

언어권별 번역실습, 문학적이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언어권별 문체실습 수업

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공통 교양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특별과정

특별과정은 주중 낮 시간에 강의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된다.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상 7개 과정이 운영되는데 강의는 매년 봄학기(4월 ~ 7월)와 가

을학기(9월 ~ 12월)로 나뉘어 진행되며 평일 저녁 19시부터 두 시간 동안 주 1회, 학기당 11회의 강의와 작

가와의 공동번역작업 1회로 구성된다. 실질적인 번역의 제 문제를 다루는 번역실습과 더불어 작가와 함께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본 과정은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제8기(2학년)

기존의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특별과정 제8기(2학년)의 경우, 2016년 봄학기부터 기존의 학기당 10회

에서 12회로 강의 주수를 확대하였다. 2015년도에 1학년을 수료한 7개 언어권 39인 중에서 7개 언어권 30

기수(학년) 구분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계

제8기
(2학년)

연수지원 3 3 3 3 4 16

일반지원 2 0 0 1 0 3

제9기
(1학년)

연수지원 4 3 3 3 3 16

일반지원 3 0 0 0 0 3

<표 13>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제8기(2학년) 및 제9기(1학년)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인이 2학년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여기에 추가 모집을 통해 합격한 독어권 1인이 추가되어 총 7개 언어권 31

인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된 본 과정의 최종 수료자는 7개 언어권 23

인이다.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제9기(1학년)

특별과정 제9기(1학년) 선발에는 7개 언어권 143인이 지원하였다. 서류심사, 필기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7개 언어권 49인이 최종 합격 및 등록하였으며 이 중 7개 언어권 42인이 1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총 24주

간 진행된 수업에서는 한국 단편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3) 번역아틀리에

번역아틀리에는 우수 수료자들이 전문번역가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 습득의 기회를 제

공하여 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번역아틀리에 제

7기 선발에는 총 22인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필기

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12인이 합격하였다. 여기에 

2015년도 번역아틀리에 수료자 19인 중 본 과정에 재등록한 15인이 추가되어 총 27인으로 2016년도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가 구성되었다.

번역아틀리에 번역가들은 봄학기(4월 ~ 7월), 가을학기(9월 ~ 12월)에 걸쳐 격주에 한 번, 1회 2시간씩 

총 12회 진행되는 언어권별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소속 번역가들 간에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번역의 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문학번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번역아틀리에 번역가 27인 중 3인은 2016년도 번역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영어권 번역가의 1인의 

번역 작품이  Words Without Borders 에 게재되었다(전삼혜, 「창세기」). 또한 서어권 번역가 1인은 제24회 

대산문학상에서 번역부문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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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 작가와의 공동번역작업

번역아카데미는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도출할 수 있

도록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각 언어권별 번역실습 대상 작품의 저자가 초청되어 수강생들

과 함께 번역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번역 중 제기되는 문제 등에 대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문학 및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4월에는 경상북도 안동 및 문경으로 2박 3일간 한국 전통문화 체험연수를 다녀왔다. ‘한국문화의 이

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의 ‘한국문화유전자 해외확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강생

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우리 민족의 자연관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

는 기회가 되었다. 

6월에는 같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 및 강원도 춘천으로 1박 2일간 봄학기 문학기행을 다

녀왔다. 한국인에게도 필독해야 할 단편소설로 꼽히는 황순원의 「소나기」, 김유정의 「봄봄」의 작품 배경이 

된 두 지역의 문학촌을 직접 방문하여 수강생들의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0월에는 정규과정 제8기(2학년) 및 제9기(1학년) 수강생들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주최하는 2016년 

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정조,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에 참여하여 경기도 수원시 화성 및 화성시 융건

릉에 방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전문해설가와 함께 세계유산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1월에는 서울 성북동 및 파주 일대로 1박 2일간 장영우 평론가와 함께 가을학기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가까이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서울 곳곳의 한국문학의 발자취를 따라 각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공간에 대

해 성찰하는 ‘서울 문학기행’과, 파주 지혜의 숲과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송강 정철마을 답사를 통해 한

국문학의 폭을 넓히는 ‘파주 문학기행’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의 이해 수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전

칠기 만들기, 서예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권 학기 특별과정 제8기(2학년) 특별과정 제9기(1학년)

영어

1학기 윤이형, 「굿바이」 이효석, 「오리온과 능금」

2학기
김유정, 「봄봄」

천명관, 「동백꽃」
김금희, 「세실리아」

프랑스어

1학기
김언수,

「참 쉽게 배우는 글짓기 교실」
손홍규, 「배회」

2학기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황정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독일어

1학기 손보미, 「임시교사」 김미월, 「프라자 호텔」

2학기 정찬, 「등불」 성석제, 「해설자」

스페인어

1학기 편혜영, 「첫 번째 기념일」 편혜영, 「소풍」

2학기 한강, 「회복하는 인간」 한강, 「훈자」

러시아어

1학기 이기호, 「원주통신」 김애란, 「너의 여름은 어떠니」

2학기 성석제, 「유랑」 김경욱, 「나비를 위한 알리바이」

중국어

1학기 김경욱, 「천국의 문」 윤성희, 「휴가」

2학기 윤이형, 「굿바이」 김언수, 「하구」

일본어

1학기 김경욱,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김경욱, 「위험한 독서」

2학기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서유미, 「당분간 인간」

<표 15>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작가와의 공동번역작업 진행 현황

<표 14>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작가와의 공동번역작업 진행 현황

언어권 구분 정규과정 2016년 봄학기 정규과정 2016년 가을학기

영어권

제9기(1학년) 김금희, 「보통의 시절」 김연수, 「리기다소나무숲에 갔다가」

제8기(2학년) 성석제, 「홀린 영혼」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불어권

제9기(1학년) 김경욱,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김의경, 「물건들」

제8기(2학년) 배수아, 「무종」 정용준, 「떠떠떠, 떠」

독어권
제9기(1학년) 

및 제8기(2학년)
손홍규, 「투명 인간」 장강명, 「알바생 자르기」

서어권

제9기(1학년) 하성란, 「카레 온더 보더」 김인숙, 「빈집」

제8기(2학년) 배수아, 「와이셔츠」 김경욱, 「천국의 문」

노어권
제9기(1학년) 및 
제8기(2학년)

기준영, 「이상한 정열」 천운영, 「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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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문학번역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국 현지 번역가를 발굴하는 한편, 한국문학에 대한 유럽 언어권 번역가들, 그리고 독자와 출

판인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독일

11월 29일(화)부터 12월 1일(목), 3일간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에서 2016년도 독일어권 번역실습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숨 작가의 단편 「왼손잡이 여인」을 번역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워크숍 개최에 앞서 2개월간 스페인 보훔대학교 양한주 교수와 데니스 뷰어트너(Dennis Wuerthner) 한국

학과 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번역실습이 진행되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 동안 김숨 작가가 ‘비둘기의 왼발과 왼손잡이 여인의 왼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와 해당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

들의 번역 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번역작업 중 궁금했던 질문을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통해 작품

의 제목, 어휘, 문법, 작품에 드러나는 한국문화와 특징 등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2016 The International Literary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ummer School 프로그램

7. 24.(일) 7. 25.(월) 7. 26.(화) 7. 27.(수) 7. 28.(목) 7. 29.(금)

  09:30-
11:00

오프닝 세션
작가, 워크숍 리더 

소개 낭독

창작
*3개 그룹 분반

창작
*3개 그룹 분반

창작
*3개 그룹 분반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11:00-
11: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1:30-
13:00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13:00-
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 황정은, 

데보라 스미스
책소개 세션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
15:00

참가자 방배정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전체 강의
- How I Got Started 
in Literary Transla-

tion

전체 강의
- Women and 
Translation

전체 강의
- Translation and 

Creativity
드래곤 홀로 이동

  15:00-
15:30

휴식 휴식

자유시간

휴식 휴식

  15:30-
17:00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언어권별
문학번역
워크숍

낭독 행사

  17:00-
19:00

18:00 환영인사 및
오리엔테이션

18:00
책 소개 세션
(Peer Gynt)

  19:00-
21:00

환영 만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환송 만찬

3.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한국문학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예비 번역가를 전문 번역가로 유

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

는 전문 번역수업 과정이다. 각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의 번역실습 수업

을 진행한 후, 한국작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번역결과물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16년도에는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는 신규 한국학 대학을 발굴하고, 워크숍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공모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총 9개 언어권 12개 대학에서 지원 신청을 하였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의 총 4개국에서 1개 대학씩 선정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2014년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총 

3개국 개최로 시작된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매년 참가하는 학생들의 번역수준 및 워크숍 

구성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지 대학교 및 수강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번역

원 주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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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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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워크숍 운영방법 및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예비번역가를 전문 번역인력으로 유입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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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노리치의 이스트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된 문학번역 워크숍(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Literary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ummer School)은 4개 언어권(한국

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웨덴어)의 문학번역 그룹과 시 창작, 산문 창작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언어권 

문학번역 워크숍 참가자는 언어권별로 한 작품을 선택하여 해당 작품의 저자, 워크숍 리더와의 토론을 통

해 번역을 진행했다. 더불어, 전체 참가자를 위해 개설된 창작 수업, 번역과 출판 등의 내용을 다루는 세션

에도 참가하였다.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의 경우, 2015년에 이어 번역가이자 출판인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다시 한 번 리더로 나서, 번역아카데미 소속 번역가 6인을 비롯한 참가가들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한 황정은 

작가의 단편 「웃는 남자」를 번역하였다. 

전년도에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에 초청되었던 한강 작가와 워크숍 리더였던 데보라 스미스가 맨부커 인터

내셔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1명의 번역가가 참가한 한국문학 번역 그룹은 올해 워크숍에서 최대 인원이 참가한 그룹이기도 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아카데미 소속 번역가들이 전문적인 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타 언어권 번역가들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학번역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워크숍의 참가를 독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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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워크숍 셋째날 저녁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번역한 원고를 작가와 

함께 일반청중을 대상으로 낭독하는 낭송회를 보훔시립 콘서트홀에서 개최하여 현지 80여명의 청중들로부

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독일 현지에서 시행되는 번역원 지원의 독일어 최초의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독일 보훔대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한국학과로서 문학 및 번역과 관

련된 수업을 꾸준히 개설하여 왔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원어민 예비 번역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프랑스

12월 1일과 2일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교(INALCO)에서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4년 

시작된 프랑스어권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은 국립동양학대학의 주관으로 올해 3회째 개최되었다.

2016년 번역실습 대상 작품은 윤고은 작가의 단편소설 「불타는 작품」으로, 8명의 번역실습 참가 학생들

은 국립동양학대학교 한국학과 정은진 교수의 지도하에 10월부터 두 달 간 개별 번역과 집단 토론을 통해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번 이틀간의 워크숍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와 낭독회를 통해 실습을 마무리하

고 번역 작품을 공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고은 작가는 워크숍 첫째 날 작가와의 대화에서 ‘나의 문학을 말하다’를 주제로 작가의 작품 세계, 창

작 동기와 배경, 「불타는 작품」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작가와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작품의 독해와 번역 과정에서 가졌던 인상과 소회, 질문 등을 작가와 직접 

공유하였다.

워크숍 둘째 날은 번역실습 참가 학생들이 직접 번역한 원고를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국립동양

학대학교 한국학과 학・석사생 170여 명이 참관한 이 날 낭독회에서 윤고은 작가는 「불타는 작품」 중 일부

를 우리말로 낭독하여 원작의 환상적이고 몽상적인 묘미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

는데, 특히 이론적 성격이 강한 대학 교육 내에서 작품 번역을 완성하는 성취를 경험하는 기회이기에 학생들

의 열정은 더욱 높았다. 우리 문학의 불어권 번역, 출간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훌륭

한 원어민 번역가가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4) 스페인

이장욱 작가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스페인 말라가대학교에서 개최된 번역실습 워크숍에 참가

했다. 워크숍 개최 전 안토니오 도메넥(Antonio J. Domenech) 동아시아 한국학 교수의 지도하에 9명의 학

생들은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였다.

번역실습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이장욱 작가는 ‘소설을 쓴다는 것’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자

신의 작품 세계와 해당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번역 작업에 대해 토

론하고 번역작업 중 궁금했던 부분을 작가에게 직접 질문하며 어휘나 문법부터 작품 속에 담긴 한국사회와 

문화의 특징 등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학, 동양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장욱 작가와의 만남’ 행사

를 개최해 단편 「이반 멘슈코프의 춤추는 방」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작가 및 작품 소개 등과 관련하여 직접 발표를 준비하였고 자신의 감상을 전하거나 궁금한 부

분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작품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에는 호세 앙헬 나르바에스 부에노(José Ángel Narváez Bueno) 총장과 

빅토르 페르난도 무뇨스 마르티네스(Victor Fernando Muñoz Martínez) 부총장 및 한국학과 교수진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양 기관장의 협력 사업 논의가 이루어져 번역・출판・교류 분야에서

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예정이다.

5) 러시아

11월 25일(금)과 29일(화)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

을 진행하였다. 2015년 시작된 러시아어권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은 지난 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이후 

올해 2회째 개최되었다.

올해의 번역실습 대상 작품은 하성란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 가로지르다」로, 10여명의 번역실습 참가 

학생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한국학과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Anastasia  Guryeva) 교수 및 최인

나 교수의 지도 하에 9월부터 석 달 간 개별 번역과 집단 토론을 통해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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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간의 워크숍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와 낭독회를 통해 실습을 마무리하고 번역 작품을 공개 발표하는 시

간을 가졌다.

하성란 작가는 워크숍 첫째 날 작가와의 대화에서 ‘보다, 흔들리다, 움직이다, 다시 보다’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드러내는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작가와 작품을 깊이 이

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작품의 독해와 번역 과정에서 가졌던 인상과 소회, 질문 등을 작가와 직접 공유하

였다.

워크숍 둘째 날은 번역실습 참가 학생들이 직접 번역한 원고를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상트페테

르부르크 국립대학 학・석사생 60여 명이 참관한 이 날 낭독회에서 「오후, 가로지르다」 중 일부를 하성란 작

가는 한국어로, 작품을 직접 번역한 세 명의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낭독하며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우리 문학의 러시아어권 번역, 출간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훌륭한 원어민 번역가

가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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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웹사이트 구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

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올해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솔루션 기반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

의기능을 향상시켰다.   

번역원은 2012년부터 웹접근성을 꾸준히 보완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으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새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직도 문체부 산하 45개 기관 중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이 절반이 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및 경영평

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받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은 의미 있

는 성과라 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문체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하에 사이버 안전센터를 두고 24시간 문체부 산하기관 

사이트에 대한 관제서비스와 외부 해킹징후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초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연 1회 실사를 통해 기관별 보안취약점을 진단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번역원도 이러한 문체부의 보안 기조에 맞추어 보안 중점계획 활동에 대한 100% 이행과 

정보자산 보안, 인적보안, 전자정보보안, 시스템보안, 인적보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보안점검과 기관

의 수준과 적용 가능한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외부 정보화 요청 적극 반영 

2016년 한해 동안 정보관리팀에 접수된 공문 건수는 377건이다. 업무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요구되는 공문과 요구 자료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개

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과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은 각각 89.7점(전체평균 

83.45점), 87.8점(전체평균 81.9점) 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상이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749개 기

관이 종합하여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내용과 심사기준이 상당부분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얻

어낸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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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웹사이트 개편

한국문학번역원 웹사이트는 콘텐츠 변경 및 부분 수정 등 다년간의 개편이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운용

에 따른 시스템 보안・안정성 취약 및 콘텐츠 노후화로 서비스 퀄리티가 점점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해외이

용자의 접속이 많은 사이트의 특성 때문에 웹 접근성과 웹 표준에 대한 기술적 보완요구사항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6년 웹접근성 인증마크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이트 구

축을 추진하였다. 메뉴별 이용순위 분석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메뉴를 재배치하고, 3년간 진행해온 설문조

사내용을 분석하여 이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이트로 구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이트 접속 속

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 

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가. 정보보안 중점 점검계획 및 활동

정보보안 정책 ▶

① 수탁업체 관리・감독 계획, 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취합

②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갱신

③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년 2회)

④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 갱신심사 진행

▶
4건 계획

이행율 100%

정보자산 보안강화 ▶

① SW라이선스 갱신

②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③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④ 불용PC HDD 정상소거 여부 확인

▶
4건 계획

이행율 100%

인적 보안 ▶

① 그룹웨어,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적절성 확인 및 인증절차, 접속 로그 백업여부 등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보고 

④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시행 (년 2회) 

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시행 관련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시청각교육)

⑥ 장기간 미사용 등 불필요 계정 재정비(운영서버, 그룹웨어)

▶
6건 계획

이행율 100%

사이버위기 관리 ▶

① 기관전산망의 관리용 포트의 외부 허용 유무 점검(년2회) 

② 업무용 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 정보시스템內 불필요 서비스 포트 활성화 여부 점검 

③ 부서內 Telnet 등 원격서비스 사용여부 점검 및 사용목적 관리 등 재정비 

④ 유해 접속 사이트 차단목록 갱신・추가 

⑤ 상용메일 차단(다음, 네이버) 

⑥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침해사고 통보사항 대응 및 유지관리

▶
6건 계획

이행율 100%

전자정보 보안 ▶

① 웹사이트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게시여부 점검 

② 웹사이트 기본 패스워드 변경 등 계정ㆍ패스워드 보안관리 재정비 

③ 데이터베이스 특이 Table 존재여부 점검 

④ 공공 I-PIN 인증서갱신 

⑤ 보안취약점 점검(SQL인젝션, 파일다운로드 웹취약점 점검) 

⑥ 관리자 접근 페이지차단, 디렉토리 리스팅 여부 확인 

⑦ 서버패치현황 및 점검결과보고

▶
7건 계획

이행율 100%

정보시스템 보안 ▶

①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점검(년 2회) 

②방화벽 보안정책 재정비 (IP정리)

③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④망분리 및 비인가 사용자 접근통제

⑤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 진행

▶
5건 계획

이행율 100%

나. 정보보안 및 외부 사이버 공격 대비 사고대응 체계 마련

구분 내용 조치내용

침해사고 관련 IP 및

악성코드 차단
침해사고 IP 및 도메인 차단(144건)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및 차단 (144건 조치)

사이버 안전센터 이상 징후

통보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공격대상 IP 및 이상 징후 차단(45건)
서버 백신검사 및 보안취약점 조치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Adobe Flash, MS 보안 업데이트, 백신

아래한글, 윈도우 보안패치 478건

1. 운영서버 : 해당조치사항 적용

2. 전직원 : 메일 보안업데이트 공지

사이버위험대비 

모의훈련 참여

1.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16.3.21.)

2. 을지연습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16.8.25.)

1.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활동 수행

2. 상황 전파문 수신 및 조치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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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전 직원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실시일 실적

내부
집합교육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1.5 2016.05.31 임직원 37명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1.5 2016.10.12 임직원 31명

외부
집합교육

보안관제 실무자과정 24 4.20~ 4.22 정보보안 담당자 1인

2016년도 상반기 사이버 안전센터 정보보안 교육 7 2016.05.27 정보보안 담당자 1인

차세대 정보보안기술의 이해 4 2016.11.04 정보보안 담당자 1인

3. 외부요청에 대한 대응성과

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2016. 12.) : 89.7점 

• 대상기관 : 총 749개 기관(전년대비 12개 기관 증가)

- 중앙부처(45) 및 산하기관(322), 광역(17)・기초 자치단체(226) 및 지방공기업(139)

분야 12개 지표(24개 항목)

관리체계 구축
(30점)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30점)

5. 개인정보 수집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침해사고 대책
(40점)

9.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및 자율 개선

10.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수립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나. 사이버보안 운영점검 결과 (2016. 8.)

Windows 서버 취약점 Unix 서버 취약점 DB 취약점 보안장비 취약점

취약점 건수 18건 44건 9건 1건

조치 건수 15건 40건 9건 1건

미조치 건수 3건 4건 0건 0건

조치계획 2017년 반영예정 2017년 반영예정 - -

다. 문체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 83.6점

• 대상기관 : 총 46개 기관(소속 15기관, 공공 31기관)

• 평가기간 : 2016. 12. 9 ~ 2017. 03. 17 (3.5개월)

• 평가결과 : 한국문학번역원 83.6점 / 전체평균 79.1점 (우수27, 보통17, 미흡2)

<표 16>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점수 2011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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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번역전문도서관
 LTI KOREA LIBRARY

번역전문도서관(LTI Korea Library)은 2001년 자료실로 시작하여, 2007년 개관한 이래 한국

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미션 수행을 위해 각종 정보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온·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문학 다국어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한

국문학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을 새로 오픈하였다. 

2016년 올 한 해에는 디지털 도서관 운영을 통해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

작·기획하여 한국문학을 알리는 “콘텐츠 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국내외 한국학자 및 한국

학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 뉴스레터(New Arrivals-Korean Literature)를 

매월 제공하였다. 또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전시하고, 아시아문화

포럼, 세계도시인권포럼 한국문학특별전 등의 외부 전시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Korean Writers’ Name Database)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문학 작가의 다양한 형태의 이름을 모두 수집하고,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을 조사하여 

각종 소개자료에 통일된 작가명으로 한국문학 작가가 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한국문학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영해온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은 올해 6개국 8개처의 한국학 유관 기관과의 멤버 협정을 맺는 성과를 내었

다. 그 외에도 경복궁 집옥재 내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 구축” 등 국내외 기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총 2,663종 3,175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내년에도 한국문학 정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한

국문학 다국어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주요 한국문학 정보 거점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

속해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히 (주)네이버에 한국문학 및 작가 관련 다국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보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늘려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국 동

아시아도서관협의체(CEAL) 등 국내외 도서관 협력 행사 및 세미나에도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제5회 

규장각 워크숍에서 해외 한국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무실습프로그램

을 총 5회에 걸쳐 운영하여 실습생 9명에 대한 도서관 실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열람시설도 

지속·운영하여 국내 방문 해외 독자, 번역아카데미 학생 등이 한국문학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해외 독자들에게 품격 있는 한국문학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년

에도 각종 사업을 통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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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운영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한국문학 번역서지책자 제작을 계기로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

되고 있다. 한 작가의 작품이 각기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지금까지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서에 표기된 작가명의 이형(異形)과 더불어 이를 하나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써 소급하고자 작

가명 로마자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확고히 하고 또 

출판 과정에서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국내 대표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수집한 한국 작가의 로마자 대표 

표기명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여 현재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

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문학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여 홍보하고

자 노력하였다.

3.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사업 

번역전문도서관은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획 전시를 개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및 확산에 적극 힘써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많은 전 세계 

독자들을 대상으로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 뉴스레터(New Arrivals)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오

프라인 국내 전시보다는 국제도서전 및 해외 유관 기관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홍보물 제작・

1.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운영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http://library.ltikorea.or.kr)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문학 콘텐츠를 

풍부하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이다. 번역전문도서관은 40여개가 넘는 한국문

학 번역서지정보는 물론이고, 한국문학 다국어 E-Book, 동영상, 외신 보도자료까지 약 1만 7천 건의 다양

한 콘텐츠를 그야말로 한국문학 관련된 다국어 정보라면 총망라하여 수집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콘텐

츠들을 선진적인 웹 기술이 집약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한국문학 작가별, 또

는 언어권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드루팔 콘텐츠관리시스템(Drupal CMS)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각종 콘텐츠를 모두 연결(linking)하여 최신 웹 트렌드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

히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Korean Writers’ Name Database)”를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언어나 형

태의 작가명 검색 키워드로 입력해도, 해당 작가의 모든 연관 콘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전거 기능

(Authority Control)을 갖추고 있는 등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이다.

2016년에는 새로 개관한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한 내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에는 디지털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편리하고 이용친화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지털 도서

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이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리는 첫 게이

트웨이로 공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표 17>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 통계 (2016. 12.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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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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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프로그램)

Total 16,920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메인페이지 화면

직원 대상 교육 자료 PT 화면 네이버 인물 DB 내 작가명 제공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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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널리 배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뉴스레터(New Arrivals-Korean Literature) 

번역전문도서관은 매월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 정

보를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 뉴스레

터(New Arrivals–Korean Literature)는 도서관 회

원 5,507명, 한국학자 236명, 한국학유관기관 1,383개

처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뉴스레터에는 신간 

한국문학 번역서지정보(Bibliography), 북리뷰(Book 

Reviews), 한국문학 작가소개(Korean Writers), 해

외 문학행사정보(International Events), 외신보도자

료(New From Abroad), Hub Library Members 프

로그램 지원방법 소개, 한국문학 관련 비디오(Book 

Trailer-Video),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 회원을 위한 무

료 E-Book 대여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 뉴스레터는 간단한 디지털 도

서관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매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2) 한국문학 콘텐츠 기획 전시 개최

한국문학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번역전문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 기획 전시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매년 서울국제도서전(SIBF)에 참가하여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

고 해외출판사 및 일반인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한국문학 번역도서 

22개 언어권 122종 123권을 비롯하여, 한국문학 관련 해외 문학행사 사진과 외신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콘

텐츠가 전시되었다. 또한 부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응원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벽에 붙이는 이벤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뉴스레터(New Arrivals) 1월호, 10월호

2016 서울국제도서전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전시부스 전경

트를 진행하였다. 5일간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총 30,40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그 중에서도 전자

책 이용에 관한 문의가 많아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외부 기관 전시 기획 및 콘텐츠 지원 

올해는 한강 작가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의 영향으로 국내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학특

별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한 해였다. 광주 아시아문화포럼 및 광주 세계도시인권포럼 한국문학특별전, 제15

회 남원춘향전 <춘향전,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다>, 책나라 군포 한국문학번역서 야외 전시 등 5개 기관에

서 주관하는 전시를 기획 및 지원하여 최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내국인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또 행

사를 통해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문학이 홍보될 수 있도록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학 콘텐츠

를 전시자료로 지원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광주 아시아문화포럼에서는 <도시, 삶과 꿈의 공간 Space of Life and Dreams>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 관련 번역서 69종을 선별하고, 관련 해외 외신 기사 등의 콘텐츠를 전시 자료로 지

원하였다. 더불어 각국에서 방문한 주요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번역서를 1:1 기증하여, 다양한 접

근 방법을 통해 한국문학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광주 세계도시인권포럼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People Living in the Cities>라는 특별전 주제에 맞춰 40종의 한국문학번역서를 선별하여 지원하였고, 

책나라 군포 독서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전시에서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은, 이문열, 공

지영, 오정희, 한강 등 작가 10인의 주요 한국문학번역서를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남원에서 매년 열

리는 남원춘향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출간된 <춘향전>의 번역도서를 모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야외전시 모습 제15회 남원춘향제 춘향전 번역서 전시 포스터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한국문학특별전 모습광주 아시아문화포럼 한국문학특별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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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문학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번역전문도서관은 2007년부터 각종 한국문학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전 세계 한국

학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 한국학 및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2016년에도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증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총 153개처에 2,663종 3,175권의 한국문학번역서를 기증하였다. 기증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진행되며,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 공관 및 문화원 

등의 기관 또한 상시 지원하고 있다.

1)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전 세계 한국학 관련 교육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문학번역도서 등의 다국어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도

서관 등 총 6개국 8개처의 기관과 신규 협정을 맺어, 총 29개국 57개처와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협정 기관을 대상으로 기증된 도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신

간 한국문학번역도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에는 신규 및 기존 협정기관 32개처를 대상으로 한국문

학번역서 1,190종 1,202권을 기증하였다.

국가 기관(영문명) 기관(국문명)

이집트 National Library of Egypt 이집트국립도서관

프랑스
Départment Corée, Institut national 
del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프랑스국립동양학대학교 
한국학과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Libraries 레이덴대학교도서관

러시아
Center of Korean Studies, 
Kazan Federal University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센터

미국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미국 Duke University Library 듀크대학교 도서관

미국 Harvard-Yenching Library 하바드대학교 옌칭도서관

영국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

<표 18> 2016년도 Hub Library Members 신규 협정 기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도서관 협정 공지 화면 

2) 국내외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을 알리기 위해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한국문화원 등에 자료를 지원하고, 국내 개최 국제문화행사로 

국내에 초청되어 방문한 주요 해외 인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번역서를 1:1로 선물하는 등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153개

처에 한국문학번역서 총 2,663종 3,175권을 기증하였다.

이 중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27일에 개관한 고종 황제의 서재였던 

경복궁 집옥재(集玉齋)에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 구축을 지원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 관

광객의 국적을 고려하여 주요 언어인 영어를 비롯, 중국어, 일본어권에서 출간된 번역서 중 궁궐과 관련한 내

용을 담은 인문 예술 분야의 번역서와 주요 한국문학번역서 230여권을 선별하여 기증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전주국제영화제 등과 같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 광주 아시아문화포럼 등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에 초청된 주요 해외인사를 대상으로 1:1 도서 기증을 진행하였다. 

선물을 받은 초청인사는 물론, 이를 함께 진행한 행사 담당자 또한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신 감사를 

전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경복궁 집옥재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 구축서가

<표 19> 2016년도 국내외 도서 기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기증처수 기증종수 기증권수

국내 70 1,125 1,563

해외 83 1,538 1,612

Total 153 2,663 3,175

<표 20> 2016년도 국내개최 국제문화행사 초청 해외 주요인사 기증 통계 

구분 기증종수 기증권수

전주국제영화제 64 7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7 27

광주 아시아문화포럼 11 1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1 22

광주 세계도시인권포럼 44 52

울주세계산악영화제 46 46

서울아트마켓(PAMS) 24 27

Traveling Korean Arts Plus 12 12

Total 249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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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초청인사 1:1 도서 증정 모습

네이버 책 DB 한국문학번역서지 서비스 화면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체(CEAL) 참가 모습

워싱턴대학교 수잘로 도서관에서 진행된 규장각 워크숍 모습 한국학 사서 저녁 만찬 모습

3) 외부 기관 콘텐츠 공유 및 국내외 도서관 협력 

외부 기관과의 콘텐츠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네이버에 한국문학 및 작가 관련 다국어 콘텐츠를 제

공하였다. 2016년도에는 네이버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

색하여, 박완서 등 주요 작가 7인의 한국문학 번역서지 236건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책 데이터베이스에 제

공하여 서비스 중이다. 내년에 보다 많은 콘텐츠를 네이버에 제공할 계획이며, 더 많은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문학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외 도서관 협력 행사 및 세미나에도 적극 참가하여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품

격 높은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제5회 규장각 워크숍에도 참가하여 

해외 한국학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도서관 소개 및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 이용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미국 동아시아도서관협의체(CEAL),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 워크숍 

등에도 참가하였다. 그 외에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번역전문도서관 실무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회

에 걸쳐 실습생 9명에 대한 도서관 실무교육을 진행하였다.

5. 오프라인 열람시설 운영 

번역전문도서관은 국내 방문 해외 독자, 번역아카데미 학생・교수진, 일반 시민 등이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열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언

어권별 번역작품, 국내외 정기간행물 71종, 참고자료, DVD, 고서 실물 등을 수집하여 총 17,000여권을 소장

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출열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총 3,420건의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신규 대출회원 173명의 가입신청을 받아 총 

1,634명의 대출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하서고 2곳에서 본원 번역출판지원을 받은 납본 도서 총 132

종 11,433권을 올 한 해 동안 입고 처리하였으며, 현재 총 2,107종 45,638권의 재고 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 운영시간

 월 ~ 금 : 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휴관)

■ 대출권수 및 기한 

이용자 구분 대출 권수 대출 기한

번역가, 연구자, 번역아카데미 학생/교수진 최대 7권 30일

일반인 최대 5권 15일

한국문학번역원 1층에 위치한 도서관 전경

 아카데미 학기 중 도서관 야간운영 시행 (3~6월 / 9~12월)

 월 ~ 금 : 18:00 ~ 22:00 (2017년부터는 월~목 야간운영에서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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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홍보 다각화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1. 기획기사 추진 및 언론 보도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국내 주요 언론사의 다양

한 기사를 통해 알렸다. 올해 주요 소식을 총 40건의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번역원이 언급된 언론기사는 

총 728건이었다.

<표 21> 2016년 보도자료 목록

연번 보도자료 제목 일자

1
노벨문학상 수상과 문학 진흥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노력

-뉴요커(The New Yorker)지에 크게 소개됨
2016-01-29

2
한국, 콜롬비아에서 작품으로 녹아들다

-안드레스 솔라노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교수의 한국체험 소설, 콜롬비아 소설문학상
(Premio Biblioteca de Narrativa Colombiana)수상

2016-02-23

3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3.16.~3.20.] 2016-03-09

4 K-pop에 매료된 멕시코 청소년들, 환상의 한국문학에 빠지다 2016-04-04

5 2016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 발표 및 한강 <채식주의자> 최종후보작 선정 관련 2016-05-17

6 6. 19.(일) 11시 서울국제도서전 책만남관1에서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 개최 2016-06-16

7 [한국 고전 행사] 프랑스 개최 2016-06-22

8 정영문 작가 미국 베이 에어리아 북 페스티벌 참가 및 영어권 출판 마케팅 행사 개최 2016-06-22

9 ‘한-이란 시의 만남’ 행사에 김후란, 신달자, 장석남 시인 참가 2016-06-22

10 ‘한-이란 시의 만남’ 행사 개최 2016-06-22

11 영어 문예지 Asia Literary Review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및 영국 발간기념 행사 개최 2016-06-22

12 2016 칠레 한국문학의 밤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시 축제 참가 2016-06-22

13
러시아 문학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시

-이근배, 문정희, 최동호 시인과 함께하는 ‘한국 시인과의 만남’
2016-07-04

14 한국문학번역원-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2016-07-18

15 한국문학번역원, 영국문학번역센터 주최 문학번역 워크숍에 지원 확대 2016-07-21

16 한국문학번역원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 발간 2016-08-17

17 중국 상해국제문학주간 참가, 한국문학 행사 개최 2016-08-18

18 독일 언론, 한강 작가『채식주의자』에 뜨거운 반응 2016-08-25

19 한국문학번역원-서울여자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2016-08-30

20 한국문학번역교육의 산실,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입학식 2016-08-31

21 한국문학번역원 16년도 3분기 지원대상작 선정 2016-09-05

22 중국 항주 문학행사 개최 및 브라질 상파울루 문학축제 참가 2016-09-08

23 미국 마노아(Manoa)잡지 한국문학특집호 기념 워싱턴 행사 개최-고은 시인, 안선재 번역가 참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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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홍보 브로슈어 제작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성과와 각 사업 소개를 담은 홍보 브로슈어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국내 

및 해외 주요행사에서 관계자 및 일반 참여자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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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을 위한 페

이스북(http://www.facebook.com/LTIKorea) 및 트위터(http://twitter.com/ltikorea) 운영을 통해 번

역원의 소식을 공유하였다. 

24 2016 일본 도쿄국제도서전 참가 및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6-09-19

25 한국문학번역원 [2016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 2016-09-22

26 한국문학번역원-서울문화재단업무협약(MOU)체결 2016-09-22

27 한국문학번역원, 지역 청소년 대상 번역가 체험 프로그램 실시 2016-09-27

28 한국문학번역원-이란이슬람예술센터 업무협약(MOU)체결 2016-09-28

29 배수아 작가 소설 영문판 출간 마케팅 행사 2016-10-05

30 한국문학번역원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개최 2016-10-11

31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 개최 2016-10-11

32 한국문학번역원 미국・유럽・아시아에서 문학행사 개최 2016-10-18

33 한국문학번역원 페루에서 한국 고전문학행사 개최 2016-11-08

34 한국문학번역원 베트남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6-11-21

35 김숨・이장욱・하성란・윤고은 작가와 함께하는 한국문학 번역 2016-11-25

36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가 함께하는 한국고전과 현대문학 2016-11-28

37 한국문학번역원 16년도 4분기 지원대상작 선정 2016-12-05

38 한국문학번역원,번역상・번역신인상・공로상 발표 및 시상식 개최 2016-12-07

39 오세영 시인 '밤하늘의 바둑판‘ 미국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 올해의 시집에 선정 2016-12-26

40 한국문학번역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도서 1,300여권 기증 2016-12-29

또한 매월 말일에는 기관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그 달의 주요 행사와 언론 기사, 주요 해외 출간

도서 등을 소개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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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 정기간행물 제작
 Korean Literature Now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 개편 발간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여름 그간 _list: Books from Korea로 발행해오던 계간지를 Korean 

Literature Now로 전면 개편하였다. 2008년 창간된 Korean Literature Now는 2013년 겨울호(22호)까

지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발행되다가 2014년 봄호(23호)부터 영문판으로만 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여름호

(24호)부터 한국도서가 아닌 온전히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잡지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여름호(32호)부터 

해외독자에게 좀더 친숙하고 검색이 용이한 제호로 개편됨과 동시에 저명한 해외 필자의 원고 비중을 높이

고, 수록 작품 및 리뷰 종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 결과 잡지 구독처가 3,812곳에서 4,684 곳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구독자 및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반응에 힘입어 Korean Literature 

Now는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소재 특급호텔 69곳의 로비・비즈니스센터・라운지에 비치되어 한국을 방

문하는 외국인의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KLN 31호는 작가특집에 황석영 작가, 젊은작가 섹션에 김중혁, 황정은 작가를 소개하였다. 문학특집

으로 한국의 단시를 다루어 시조와 대가들의 짧은 시, 극서정시 운동에서 최근의 디카시까지 그 흐름을 소

개하였다.

KLN 32호에서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조명하였다. 한강 작가

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작가의 국내 행사를 취재함과 동시에 신작 <흰>을 소개하고, 최초로 

그 발췌를 공개하였다. 32호는 개편 첫 호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 크리스 

리(Krys Lee), 다니엘 한(Daniel Hahn), 마이클 데이비드 루카스(Michael David Lukas), 닐 에슬리(Neil 

Astley), 이든 나사우스키(Ethan Nosowsky)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번역가・출판인・평론가

의 한국문학에 대한 시선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KLN 33호는 작고한 이호철 작가를 추모하며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국내외 평론가의 글과 대표작 <판

문점>을 수록하였다. 무라카미 하루키 번역가인 제이 루빈(Jay Rubin)이 칼럼을 통해 일본문학을 영어권 

국가에 소개하는 과정을 공유하였다. 발췌코너와 한국문학 속 재난을 그린 문학특집에서 이승우 외 13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KLN 34호는 특집작가로 신달자 시인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상,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소식을 전하였다. 미국 문예지 WWB(Words Without Borders) 

편집장 수잔 해리스(Susan Harris)는 트럼프 당선 후 미국 사회에서 문학 번역이 해야 할 역할을 칼럼으로 

기고하였다. 발췌코너와 한국문학이 상상하는 미래사회를 담은 문학특집에서 김소연 외 9인의 작가가 소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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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의 모든 기사는 웹진(http://koreanliteraturenow.com) 및 E-book(번역원 웹사이트 내 아카

이브 메뉴)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KLN은 제호 및 콘텐츠 개편과 동시에 온라인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검색엔진 최적화 등 기존 웹진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웹진 방

문자수가 124%(7,324명→16,404명) 증가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일반 독자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

가 되었다.

웹진에서는 종이 잡지 기사 외에도 온라인에 특화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매호 

소개된 특집작가의 작품세계 및 번역 출간 작품에 대한 인터뷰와 낭독을 포함하여 3분 내외의 분량으로 작

가 인터뷰, 소개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한편, 발췌코너에 소개된 작품을 2분 내외로 소개하는 북트레일러 

영상을 제작・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트레일러는 독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전문 구성작가의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촬영, 일러스트, 모션 그래픽 등 다양한 제작기법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난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진행된 ‘20th Century Korean Literature’ 전자책 제작을 통

해 이북으로 제작된 한국문학 단편 작품들 중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5개 작품을 선

정하여 전문 외국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제작하였으며 이 역시 KLN 웹진을 통해 무료로 청취 할 

수 있다.

KLN은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독신청이 가능하며, 구독자 대상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여 소정의 상

품을 제공하는 등 한국문학 홍보와 잡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2> 오디오북 목록

연번 작품명 작가 번역가

1 파금(Broken Strings) 강경애 Sora Kim-Russell

2 종생기(Dying Words) 이상
Janet Hong/
Jack Jung

3 빈처(Poor Man’s Wife) 현진건 Sora Kim-Russell

4 땡볕(The Heat of the Sun) 김유정 Eugene Larsen-Hallock

5 동해(Child’s Bone) 이상 Janet Hong

Korean Literature Now 표지(위), 웹진 및 동영상(아래)

-

IX

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

MOUs

-

오디오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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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
 MOUs

한국문학번역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출판사, 교육기관 등과 총 15건의 업무협

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문학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번역・출판・교류・교육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동력이 되어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출판사 한국문학시리즈 출간 협력(일본 쇼시칸칸보, 미국 오픈레

터북스, 영국 르네상스북스), 해외 문예지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협력(미국 하와이대 마노아, 프랑스 마가진 

리테레르), 해외진출을 위한 문화예술 유관기관 협력(한국문화정보원, 서울문화재단) 등으로 문학진흥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번역도서 교차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에 이란 

이슬람 예술센터(Hozeh Honari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문학 작품과 이란문학 작품의 교차 출간을 통해 양국 작가의 교류 및 국가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번역원 출판부와 

이란 이슬람 예술센터에서는 이란과 한국의 현대소설 단편집 및 시선집을 2017년에 각각 출간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우리 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23>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업무협약 건

구분 기관 협약일 주요협약 내용

해외 하와이대 문예지 마노아 2016. 03.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해외 일본 쇼시칸칸보 2016. 03. 한국 여성문학작품 출간 협력

해외 프랑스 문예지 마가진 리테레르 2016. 04.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계기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해외 미국 오픈레터북스 2016. 05.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협력

국내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교류센터

2016. 05.
아시아문화포럼 번역서 전시 및 한국문학 

홍보 협력

국내 남산도서관 2016. 06.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및 홍보협력

국내 한국문화정보원 2016. 06.
문화콘텐츠번역지원 및 

문화PD 사업협력

국내 한국연구재단 2016. 07.
인문사회 연구성과 해외진출 협력을 통한

한국의 인문정신 확산

해외 영국 르네상스북스 2016. 07. 한국문학 시리즈 발간

국내 서울여자대학교 2016. 08. 한국문학 및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국내 서울문화재단 2016. 09. 문화예술작품 번역 및 상호 교류 협력

국내
강남구립 역삼 청소년수련관/
강남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016. 09. 자유학기제 관련 지역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협력

해외
이란 이슬람예술센터

(Hozeh Honari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2016. 10. 양국 문학작품의 상호 번역출간지원

해외
영국 문예지

Modern Poetry in Translation 
2016. 11.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해외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2016. 11. 고전문학시리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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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

X

-

NEW RELEASES IN 2016

-

2016년 사업 소개  Major Projects of 2016

Ⅹ. 2016년 해외 출간도서
 New Releases in 2016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Retracing the Ancient Korean 
Sky and Its Myths

김일권

김지영

Hollym International Corp.

바셀린 붓다

Vaseline Buddha

정영문

정예원

Deep Vellum Publishing

꽈리열매 세탁공장

Olympic Boulevard

이언호

차학성

Seoul Selection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The Documentary Painting of 
King Jeongjo's Royal Procession 
to Hwaseong in 1795:
A Unique Banchado

한영우

정은선

Renaissance Books

눈앞에 없는 사람

Someone Always
in the Corner of My Eye

심보선

Ji Young-sil/Daniel Parker

White Pine Press

밤 하늘의 바둑판

Night-sky Checkerboard

오세영

안선재

Phoneme Media

마네킹

Mannequin

최윤

정예원

Dalkey Archive Press

불쌍한 사랑 기계

Poor Love Machine

김혜순

최돈미

Action Books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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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슬픔이 없는 십오초

Fifteen Seconds
Without Sorrow

심보선

정은귀/안선재

Parlor Press

이슬람 정육점

The Muslin Butcher

손홍규

유영난

Merwin Asia

악기들의 도서관

The Library

of Musical Instruments

김중혁

김소영

Dalkey Archive Press

재미나는 인생

The Amusing Life

성석제

김세은

Dalkey Archive Press

어떤 작위의 세계

A Contrived World

정영문

마은지/Jeffrey Karvonen

Deep Vellum Publishing

저녁의 구애

Evening Proposal

편혜영

박영숙/Gloria Cosgrove Smith

Dalkey Archive Press

에세이스트의 책상

A Greater Music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Open Letter Books

정글만리

The Human Jungle

조정래

Bruce Fulton

Chin Music Pressn

정오의 희망곡

Request Line at Noon

이장욱

김선경/체링왕모

Codhill Press

정호승 시선집 1권:

부치지 않은 편지

A Letter Not Sent

정호승

안선재

Seoul Selection

정호승 시선집 2권: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Though flowers fall I have
never forgotten you

정호승

안선재

Seoul Selection

탁류

Turbid River

채만식

김정희

Dalkey Archive Press

7년의 밤

Les nuits de sept ans

정유정

권지현/필립 라셰르

Decrescenzo Editeurs

푸른 개 장발

The Dog Who Dared to Dream

황선미

김지영

Little, Brown Book Group

한옥

Hanok :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이기웅

Isabelle Ofner/ 

Tina Stubenrauch

Architectural Publisher B

홍길동전

The Story of Hong Gildong

허균

강민수

Penguin Books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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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개밥바라기별

L’Etoile du chien qui attend
son repas

황석영

정은진/자크바틸리오

Serge Safran Editeur

고령화 가족

Une famille à l'ancienne

천명관

파트릭 모뤼스

Actes Sud

까이에 드 꼬레 10호

Les Cahiers de Corée
Numéro 10 – Créer Ailleurs

마종기, 문정희, 박인희(박이문), 배수아

EricPhilippeSaison,

GwenaellePompilio,

TiffanyLavy, 김현자

Atelier des Cahiers

끄라비

L’Art de la controverse

박형서

프랑수와 블로코/이기정

L‘Asiatheque

높고 푸른 사다리

L’ECHELLE DE JACOB

공지영

임영희/멜라니바스넬

필립 피키에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Les ombres du lundi

김중혁

문소영/마리즈부르댕

Decrescenzo Editeurs

등대 

Le Phare

임철우

프랑수와 블로코/이기정

L’Asiatheque

무영탑

La Pagode sans ombre

현진건

미경 프리들리/

David Reichenbach

Atelier des Cahiers

새벽의 나나

Nana à l'aube

박형서

정현주/파비앙 바르코비악

Decrescenzo Éditeurs

설계자들

Les Planificateurs

김언수

최경란/피에르비지유

Editions de l’Aube

소년이 온다

Celui qui revient

한강

정은진/쟈크바틸리오

Le Serpent a Plumes

한국 단편 소설선

Nouvelles de Corée

김애란, 김미월, 편혜영, 정영문,성

석제

최미경/장노엘쥬떼

마젤란 출판사

슬픔치약 거울크림

Dentifricetristesse crèmemiroir

김혜순

구모덕/끌로드뮈르시아

Circe

욕조가 놓인 방

La Baignoire

이승우

최미경/장노엘쥬떼

Serge Safran Editeur

우주피스 공화국

La République d'Užupis

하일지

최경란/삐에르비지유

Le Serpent a Plumes

핑퐁

Ping-Pong

박민규

귀연  니키/김인영

Editions Interva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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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한국 현대문학 단편선집

Histoires insolites de Corée

천운영, 이장욱, 윤고은, 김이환,

김경욱, 권지예

김정연/Suzanne Salinas

Decrescenzo Editeurs

한국 현대문학 입문서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coréenne du XXème siècle

김애란, 김미월, 편혜영,

정영문, 성석제

최미경/장노엘쥬떼

MAGELLAN & CIE

한국테마문학선집-한국음식

Manger cent façons

윤대녕 외 26인

올리비에 배블레 외 18인

Atelier des Cahiers

현의 노래

Le chant des cordes

김훈

한유미/에르베 뻬조디에

Editions Gallimard

건축가 알빈 신부

Kirchenarchitekt Alwin Schmid

김정신

하이디 강/김은정

St.Ottilien

딴생각

Gedankenspiele

김재혁

김재혁/토비아스레만

Edition Delta

연어

Der Fisch, der zu den Sternen 
schwimmen wollte

안도현

김혁숙/만프레드 젤쩌

Insel Verlag Anton Kippenberg

독일어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Mit einem Bild auf Reisen gehen 
Der achttägige Umzug nach 
Hwasong unter König Chongjo

한영우

바바라 왈/이동명

Ostasien

채식주의자

Die Vegetarierin

한강

이기향

Aufbau

푸른 개 장발

Der Hund, der zu träume wagte

황선미

시모네 야콥

Kein&Aber

한옥

Hanok: Traditionelle
Wohnhäuser Koreas

이기웅

김영자

EOS

한국고전문학입문서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de la Edad Antigua al Siglo XIX

고미숙, 정민, 정병설

김춘진

Servicio de Publicaciones y 

Divulgación Científica

나쁜 어린이 표

El niño de la pegatina amarilla

황선미

유지연

Nostra Ediciones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La belleza me desprecia

은희경

진진주/세바스티안 빠로디

Bonobos

카르마의 바다

Mar de Karma

문정희

정미강

Huerga y Fierro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El pato que voló al cielo

이상권

박종욱

Nostra Ediciones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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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그녀의 눈물 사용법

她的眼泪使用法

천운영

장위

华中科技大学出版社

길 위의 집

路上的家

이혜경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나의 집을 떠나며

离家

현길언

한매

上海译文出版社

더러운 책상

肮脏的书桌

박범신

서려홍

人民文学出版社

만남

相会

한무숙

량복선

华中科技大学出版社

백의 그림자

一百个影子

황정은

한예

华中科技大学出版社

비행운

你的夏天还好吗？

김애란

설주

人民文学出版社

중국어

연어

鲑鱼

안도현

천일

华中科技大学出版社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星期天日式火锅餐厅

배수아

손학운

上海译文出版社

조선 국왕의 일생

朝鲜国君的一生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안정훈/왕남

江苏人民出版社

좀비들

僵尸村

김중혁

김련란

上海译文出版社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韩国城市设计

김민수

박정봉/도의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친절한 복희씨

亲切的福姬

박완서

이정교/천야난

清华大学出版社

퀴르발 남작의 성

库了巴尔男爵的城堡

최제훈

왕녕

华中科技大学出版社

터널

隧道

소재원

우롱화

上海译文出版社

테오도루 24번지

泰奧多爾24號

손서은

갈증나

Trendy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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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관촌수필

冠村随筆

이문구

안우식

インパクト出版会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こびとが打ち上げた小さなボール

조세희

사이토 마리코

河出書房新社

생강

生姜

천운영

하시모토 지호

新幹社

세계 속의 한글

世界の中のハングル

홍종선 외

야지마 아키코

三省堂

세계인이 함께 보는 한국 문화 교

과서

やさしい韓国文化の話52

최준식

아라이 요시코/최경국

かんよう出版

소년이 온다

少年が来る

한강

이데 사쿠

CUON

안녕, 엘레나

アンニョン、エレナ

김인숙

와다 케이코

書肆侃侃房

일본어

우리 역사 독도

<独島・竹島>の日韓史

호사카 유지

호사카 유지

論創社

운현궁의 봄

小説大院君-雲峴宮の春-

김동인

이와까따 히사히꼬

彩流社 

원더보이

ワンダーボーイ

김연수

김훈아

CUON

이태준 단편선

思想の月夜 ほか五篇

이태준

쿠마키 츠토무

平凡社

해동고승전

海東高僧伝

각훈

코미네 카즈아키/김영순

平凡社

조선 유학의 거장들

朝鮮儒学の巨匠たち

한형조

박복미/카타오카 류

春風社

지금 장미를 따라

今、バラを摘め

문정희

한성례

思潮社

토지 1

土地 1巻

박경리

요시카와 나기

CUON

토지 2

土地 2巻

박경리

시미즈 치사코

C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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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달려라 아비

Беги,папа

김애란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ioba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Город знакомых незнакомцев

최인호

나제즈다 벨러바

Гиперион

로기완을 만났다

Я встретила Ро Кивана

조해진

이상윤

Гиперион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Никто не узнает...

김영하

승주연/알렉산드라 구젤료바

Natalis

사람의 아들

Сын человека

이문열

허승철/미하일 박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여관에서 한가한 대화

Досужие беседы на 
постоялом дворе 
КОРЕЙСКИЕ РАССКАЗЫ
XIX ВЕКА

박종식, 김재국 외

A. F. Trotsevich
Гиперион

카인의 후예

Каиново семя

황순원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ioba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НЕБО ВЕТЕР ЗВЕЗДА И ПОЭЗИЯ

윤동주

조주관

Гиперион

러시아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Cine a mâncat toată shinga?

박완서

엄태현/앙겔레스쿠 록산나 커털리나

Editura ZIP

죽은 시인들과의 시간

Timp cu poeți morți

고은

이오란다 프로단

Tracus Arte

진술

Parodymai

하일지

마르띠나스 샤우쮸나스-까찐스까스

LITHUANIAN WRITERS‘ UNION 
PUBLISHERS

고령화 가족

Хөгширсөн гэр бүл

천명관

수랭

Admarket LCC

마당을 나온 암탉

Хашаанаасаа гарсан эм тахиа

황선미

수랭

Admarket LLC

불꽃 비단벌레

ГАЛТ ТОРГОН ЦОХ

최동호

투멩자르갈

Soyombo Printing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 가지1

서정오

바이갈마

SOFEX

СОЛОНГОС АРДЫН ШИЛМЭЛ 
ЗУУН ҮЛГЭР (I дэвтэр)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Эгшинд  найдах үе ч бий

황동규

투맹자르갈/투무르

Soyombo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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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식탁 위의 한국사

Lịch sử Hàn Quốc trên bàn ăn

주영하

팜 자 뜨엉

Nhà Xuất Bản Văn Hóa Văn Nghệ

연어

Cá Hồi

안도현

응웬 티투 옌

Nha Nam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JSC.

고은 시선집

PIŠEM V ZRAK

고은

강병융/Aleš Šteger/Eva Vučkovič
Beletrina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Бахтли инсон соатга 
қарамайди

은희경

타지무라톱 산아트

GAFUR GULYAM

국가의 사생활

Vita privata di una nazione

이응준

마리루 엠베르티

Atmosphere libri

바람의 화원

La regola del quadro

이정명

Benedetta Merlin
Sperling & Kupfer Editori S.p.A.

바리데기

Bianca come la luna

황석영

Andrea De Benedittis
Giulio Einaudi editore

별을 스치는 바람

La Guardia,
il poeta e l’investigatore 

이정명

베네데타 메를리니

Sellerio Editore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슬로베니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살인자의 기억법

Memoriedi unassassino

김영하

안드레아 데 베네디티스

Metropoli d’Asia

채식주의자

La vegetariana

한강

Milena Zemira Ciccimarra
Adelphi Edizioni S.p.A.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Krása mnou pohrdá

은희경

페트라 벤 아리

ARGO

연어

Gümüş Somon’Un Büyük 
Yolculuğu

안도현

Göksel Türközü
Doğan Egmont Publishing

식물들의 사생활

Prywatne życie roślin

이승우

로잔스카 카타지나

Kwiaty Orientu

재와 빨강

Popiół i czerwień

편혜영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Kwiaty Orientu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Torz Hösünk

이문열

김흥식/오슈바트 가보르

Pont Kiado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한국문학번역원 소개123123

-

-

ABOUT LTI KOREA 

-

교육정보본부

원 장

(이사장)
이사회

부속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교육연구팀

정보관리팀

경영기획본부

경영관리팀

정책기획팀

번역출판본부

유럽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팀

교류홍보팀

영문화권팀

1. 연혁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로 출범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 창립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포 - 한국문학번역원 법정기관화 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특수법인)

2006. 03. 14. 강남구 삼성동으로 사옥 이전(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2008. 04. 번역 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0. 03. 17. 기관 근거법령 이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 2

2011. 05. 06.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2015. 02. 제6대 김성곤 원장 취임

2016. 08. 기관 근거법령 이관 - 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소개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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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류사업 개최 등을 통해 영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성 확대를 모색합니다. 

유럽문화권팀

유럽 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문학교류행

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유럽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아시아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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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교류홍보팀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

제워크숍, 한국문학번역상 및 번역신인상,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연수 사업 등의 교류사업과 국내 및 해외

에서의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담당합니다. 

경영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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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공공기관 감

사,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정보본부

교육연구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을 책임질 전문번역가를 발굴・양

성합니다. 번역아카데미 전 과정의 수강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과정 우수수료자의 사후 관리(번역 아틀리

에 등)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합니다. 

정보관리팀

한국문학번역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하고, 번역원 정보화 구축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시행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외 출판시장에 관한 통합

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설기관

번역전문도서관

2001년에 자료실로 시작하여 2007년에 개관한 전문도서관으로, 40여개 다국어로 된 한국문학 콘텐츠

를 통합 제공하는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입니다.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원

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과 오프라인 열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한

국문학 콘텐츠 홍보 사업과 전시를 개최・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 한

국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한국학 정보 체계 구축 및 한국문학번역서 컬렉션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번역아카데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육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는 정규과정(총 7개 언어권), 특별과정(총 5개 언어

권)을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지원자 포함) 및 내국인 수강생을 선발하여 번역실습, 작가와의 만남 등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출판부

2016년 새로 신설된 출판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도서 및 간행물을 발간하며 전자

책 출간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문학 해외소개 외국어 정기간행물을 발간 및 배포하고 상업성이 낮아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출판사 섭외가 어려운 한국문학, 고전, 인문도서를 출간하며 기타 번역아카데미 교육

교재 등 번역원 사업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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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봉은사역 4번 출구에서 3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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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6919-7714

팩스 : 02-344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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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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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사업연감 표지
	사업연감 내ᄌ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