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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올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통해 한국문학이 새로운 독자와 만나는 통로들이 많

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국가와 출판사에 우리 작가와 작품을 홍보하여 전 세계 27

개 언어권에서 한국문학번역서가 출간되었고,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101건의 한국문학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의 오픈 레터(Open Letter Books), 러시아 기페리온(Hyperion), 일본 헤이본샤

(平凡社) 등의 해외 유수 출판사와 진행 중인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은 각국에

서 안정적으로 한국문학이 출간되는 기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국가 간 문학 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차출간 기획의 일환으로 이란과 한국에서 상대국의 시선집

이 교환 출간되었고, 터키 이스탄불 도서전, 아이슬란드 국제 축제 등 그간 한국문학 

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무대에 한국 작가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영국 『더 가디언(The 

Guardian)』, 프랑스 『라 트라뒥티에르(La traductière)』 등 해외 주요 문예지의 지면

에 ‘한국문학특집호’를 준비하여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의 다양한 면면

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학 번역가 전문 양성 기관인 <번역아카데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 13인의 수료생이 각국에서 번역서를 출간했고, 11명의 수료생이 국내

외 주요 번역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번역전문도서관>에서 운영하

는 디지털 도서관은 2만 여 건의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확충,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세계화의 중심 기구입니다. 변함없는 노력을 통해 한국

문학과 해외문학 간의 교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8년 5월 

김   사   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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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출판 | 해외 수용성 중심의 지원 사업 전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제도 활성화

•  한국 문학작품 저작권 계약을 완료한 해외 출판사에 대해 번역·출판 동시지원을 활발히 전개하여 

해외 수용성을 제고하고, 번역에서 출간에 이르는 기간을 평균 1년으로 단축

•  기존에 협력 관계가 없었던 출판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해외 출판인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업 

관계 유지

•  신규 소수 언어권(노르웨이어, 벵골어, 조지아어, 카탈로니아어 등) 한국문학 소개에 기여

해외 유수출판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유수출판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고전 및 현대문학의 안정적 해외 

소개

 - 2017년 신규 약정 체결 현황: 일본 쇼분샤 한국문학시리즈 6종 출간 약정(6월)

해외 유관기관과의 문학작품 교차출간 추진

•  해외의 문학진흥기관과 협업하여 문학작품 교차출간을 추진, 한국문학 미답지역과 문학교류 확대

 -  이란 시선집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 국내 출간 및 한국 시선집 『도화 아래 잠들다』 이란 출간

(6월)

언어권 출판사 2017년도 출간도서

영어권

달키(Dalkey Archive Press) 은희경『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화이트 파인(White Pine Press) 전성태『늑대』,  은희경『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딥 벨럼(Deep Vellum Publishing) 배수아『서울의 낮은 언덕들』

오픈 레터(Open Letter Books) 배수아『올빼미의 없음』

러시아어권 기뻬리온(Hyperion) 『창선감의록』

일본어권

헤이본샤(平凡社) 『건정필담(상, 하)』, 『복화술사들』, 이기영『고향』

쇼시칸칸보(書肆侃侃房) 정유정『7년의 밤』

쇼분사 (晶文社) 한강『희랍어 시간』,  김애란『달려라, 아비』
박민규『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국문학번역원 최근 성과
RECENT ACCOMP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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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 | 다각적인 해외 문학교류 및 한국문학 홍보 전개

현지 기관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한국문학행사 정례화

•  (영미권) 세계적 문학축제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행사 진행으로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 및 작가 

홍보 효과 극대화

 -  영미권 문학축제 네 곳과 정례적으로 한국작가를 초청하기로 협의하여 현지 주요 문학 관계자 및 독

자를 대상으로 작가와 작품 홍보

• (유럽어권) 현지 출판사 연계 작가 행사의 정례화

 -  폴란드 크비아티 오리엔투(Kwiaty Orientu), 독일 아우프바우(Aufbau), 스페인 알리안사(Alianza 

Editorial), 러시아 아에스테(AST) 등 해외 유수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작가의 현지 행사 홍보 

효과 극대화(편혜영, 황석영, 오세영 작가 파견)

소수언어권 지역으로 문학교류 행사 확대

•  한-이란 시인 교류행사, 이스탄불 국제도서전 주빈국행사 개최, 아이슬란드 문학축제 참가 등 소수언

어권 지역으로 문학교류 범위 확장

해외 유수 문예지 지원 및 언론을 통해 한국문학 홍보효과 극대화

•  해외 문예지와 한국문학특집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에서의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홍보 | 국내외 독자 대상 한국문학 향유 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 교차 낭독회 개최

• 번역시 교차 낭독회 ‘역:시(譯:詩)’ 개최

 - 유희경, 하재연, 김행숙, 문태준 시의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낭독회 개최(총 4회)

 -  국내 독자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낭독회에 신진 번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문학번역가

로 도약할 계기 마련

언어권 문예지명 수록 작가 및 작품

영어권

홍콩 아시아 리터러리 리뷰(Asia Literary Review) 김숨『L의 운동화』,  김성중「개그맨」, 
김애란「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김애란「도도한 생활」

영국 가디언(The Guardian) 최승자「이 시대의 사랑」, 
문태준「먼곳」등 9인의 작품 21편

영국 현대 번역시(Modern Poetry in Translation, MPT) 이상 「오감도」,  고은「무제」등
시인 8인의 작품 46편

일본어권

일본 스바루(すばる) 정이현「영영 여름」

일본 치쿠마쇼보(筑摩書房) 출간 선집 
『절망 도서관』 이청준「벌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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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정기간행물(Korean Literature Now: KLN) 전문성 강화

• 해외 유수 필자의 원고를 수록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양질의 담론 확산에 기여

 -  노벨문학상 수상자(르 클레지오), 서머셋 모옴 상 수상자(팀 팍스), 프랑스 작가(크리스틴 조르디), 

미국 출판 전문가(엘머 루크) 등 유수 필진 섭외 

  ●  교육연구 | 예비번역가의 전문번역가 도약 기회 마련

번역아카데미 내 전문번역가 도약 프로그램 마련

• 해외 출판 전문가 초청 번역출판 워크숍 및 특강 개최

 - 해외 출판인을 초청하여 실제 번역에서 출판에 이르는 실무 중심의 특강 진행

• 우수 수료생 기획번역 사업

 -  번역아카데미 우수 수료생에게 샘플번역, 출판제안서 번역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번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번역원 사업과 연계하여 번역 실무 경험 제공

 -  ‘역:시(譯:詩)’ 번역시 교차 낭독회: 유희경, 하재연, 김행숙, 문태준 시인과 공동작업으로 스페인어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번역 및 교차 낭독회 참여

 -  제 3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시와 번역’ 세션: 김이듬, 이장욱 시인과 공동작업으로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교차 낭독회 개최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주요 문학상 수상

•  총 11인의 번역아카데미 수료생이 주요 번역상을 수상함으로써 번역아카데미 커리큘럼의 교육효과 

증명

 *  영국 펜 아시아문학 번역상(1인), 영국 펜 번역상(1인),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1인), 제16회 한국문

학번역신인상(4인), 제48회 코리아타임스 번역상(최우수상 1인, 우수상 2인), GKL 문학번역상(1인)

신진 번역가 발굴 및 육성

• 해외 유수대학 워크숍 참가자의 번역아카데미 유입 활성화

 - 2016년 3명, 2017년 4명으로 지속적으로 신진 번역가 발굴 통로로 기능

•  영국 노리치작가센터 협력 신진번역가 대상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진 번역가 발굴 및 

역량 강화 도모

 -  세계 유수 출판사인 하빌 세커에서 운영하는 ‘Harvill Secker Young Translators Prize’와 연계

하여 2017년도 올해의 언어를 한국어로 선정하고 해당 상의 수상자를 멘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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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 | 한국문학 관련 콘텐츠 관리 강화

정보화 사업 내실 강화

•  다양한 외부 평가 취득

 -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서 획득,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2년 연속 우수,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2년 연속 우수 등

한국문학 관련 콘텐츠 아카이빙 및 공유 강화

•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해있던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 3천여 건을 통합·

확충하고 해외 출판인, 번역가, 한국학 연구자들에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은평한옥박물관 등의 국내 주요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협력 및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  해외 도서관 및 재외 한국문화원, 국내 다문화도서관 등에 한국문학 번역서 기증 확대(‘16년: 153건 

3,175권 → ’17년: 154건 5,321권) 

  ●  고전 세계화 | 한국 고전의 해외소개로 한국문화 이해의 토대 마련

한국 고전문학 해외진출 지원

•  한국 고전문학·인문도서 번역지원 11건, 출판지원 13건

 - 지역별, 언어권별 고전문학 관련 논의를 통한 현지 맞춤형 고전번역 출간 기반 구축

• 고전문학행사 개최

 - 캐나다, 미국, 스페인, 불가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베트남 등

 -  고전 번역의 이해를 심화하는 학술적 고전번역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전통 공연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의 고전 문학 수용성 제고

  ●  전문번역가 재교육 | 전문번역가 재교육 및 신진번역가 발굴

전문 번역가 연구 지원

•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번역가 간담회 및 개별 연구활동 지원을 지속하여 전문 번역가의 연구 지원

신진 번역가 발굴 노력

•  해외 유수대학 한국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번역가 초청연수 진행

 -  잠재력 있는 원어민 학생에게 한국문학 강의를 집중 실시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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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스탄불 국제 도서전에 주빈국

으로 참가하였다.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이스탄불 도서전은 약 18개국 800개사 출판 관계자가 참가하고 

5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터키 최대 규모의 도서전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도서전 기간 중 천양희, 

이성복, 최윤, 안도현, 손홍규, 김애란 작가와 함께 투얍 전시장과 이스탄불 시내에서 총 7회에 걸쳐 문학행

사를 진행하였다. 

참여 작가 6인은 4일부터 6일까지 한국 주빈국관 이벤트홀에서 대담과 작품 낭독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은 터키 독자들로 행사장은 연일 만석을 이루었고 행사 이후에는 작가와 사진을 찍

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청중들로 현장의 열기가 높았다.

6일 저녁에는 이스탄불 도심의 문화공간 DAM에서 여덟 명의 한-터키 작가들이 시와 소설을 낭독하는 

‘한-터키 문학의 밤’을 개최하였다. 한국 측에서 손홍규(소설가), 안도현, 이성복, 천양희(이상 시인), 터키 

측에서 오야 우이살, 아르다 큽차크(이상 시인), 아르난 외제르, 야우즈 에킨지(이상 소설가)가 낭독자로 참

여하였으며, 현지 문인과 출판 관계자, 기자, 일반 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작품 낭독을 경청하였다. 번

역가 부재라는 악조건에서도 양국의 이 같은 대규모 문학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문학을 단순히 ‘시장’에

서 저작권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라는 가치 속에서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의 해외시장 진출이 단순히 ‘출판산업’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

는 좋은 예이며, 한국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인 한류가 흘러 모일 수 있는 곳이 문화의 저장고인 ‘문학’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한편 7일 오후에는 이스탄불대 인문대학을 방문하여 최윤, 김애란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스탄불대는 

터키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으로, 앙카라대와 에르지예스대에 이어 지난 해 세 번째로 한국어문학 전공학

과를 개설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주빈국 행사에서 터키어로 출간된 한국 문학도서 15종을 포함한 140여 종의 우리 

고전과 현대 문학을 전시하였다. 최윤 「회색 눈사람」, 이청준 「눈길」 등 여러 단편 소설을 수록한 『한국현

대문학 단편선』이 2001년 터키에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그간 15여 종의 한국 문학도서가 터키어로 번

역 출간되었다. 번역원은 이번 주빈국 문학행사를 통해 현지 출판사와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높은 관

심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파견 작가의 후속작품 현지 출간을 도모하는 한편, 터키 주요 출판사와 전략적 파

트너십을 맺어 우리 문학의 터키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집 1. 터키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
SPECIAL FEA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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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번역원은 국제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문학작품을 

공동으로 출간하는 ‘문학작품 교차출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그 첫 성과로 이란의 이란 이슬람 예

술센터(Hozeh Honari, The Center for Islamic Thought and Art)와 함께 한국과 이란의 현대 시선집을 양

국에서 각각 발간하였다. 

 한국-이란 현대시선집 교차 출간

 번역원은 서울 국제도서전 기간에 맞춰 6월 15일 이란 시선집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를 출간하

였다.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는 자연, 사랑, 사회, 전쟁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란 시 중에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작품을 묶은 시집으로 1895년생부터 1982년생까지 84명의 작가의 작품 93수를 엮어 국

내 독자들이 이란의 오늘날을 시를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였다. 장석남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란이라는 현

재의, 영롱한 이름을 가진 나라의 시들이 우리 동방의 독자들에게 소개된다니 그 또한 물방울의 껴안음 같

은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두 나라의 시들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두 시의 나라가 교류하여 서로의 정신을 부비고 나눈다면 그 불꽃은 인류의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을 믿는

다”며 양국 문학교류의 새로운 출발에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란에서는 한국 시선집 『도화 아래 잠들다(وله یاههفوکش ریز باوخ)』가 수레이메흐르 출판사에서 출간

되었다. 페르시아어판 한국 시선집은 김소월, 문태준 등 24명의 작가의 작품 41편을 엮었다. 이란 이슬람 예

술센터 문예창작국 본부장이자 시인인 알리레자 가즈베는 “문화와 문학이 우리 사회에 안정감을 준다”며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많다. 이번 한국 시선집을 통해 이란 독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특집 2. 문학작품 교차출간 사업 
SPECIAL FEA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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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신규 체결

 또한 번역원은 네덜란드 문학재단(Dutch Foundation for Literature), 조지아 국립도서센터(Georgian 

National Book Center), 인도네시아 론타재단(Lontar Foundation)과 상호 문학작품 교차출간을 위한 양

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번역원은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언어(문화)권의 문학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국내 문

학 독자들에게 세계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미답지 언어권에 지속적

으로 한국문학을 출간함으로써 국가 간 문학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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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문학 해외 소개 작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되었다. 새로운 국가

와 출판사에 우리 작가와 작품을 홍보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권에서 한국문학 작품이 출간되었다. 지원방식도 

그에 맞춰 변화했다. 기존에 진행해온 번역가 공모를 통한 지원 외에도 해외-국내 출판사간 직접 계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번역된 작품을 살펴보면 총 146건의 작품이 23개 언어권으로 번역 지원되었다. 언어권 별로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순으로 많이 번역되었다. 출판지원은 140종의 작품에 대해 27개 언어권으

로 이뤄졌다. 작년 119종의 작품이 18개 언어권으로 출간된데 비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이다. 

지원 규모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반가운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인도네시

아어, 벵골어, 슬로베니아어, 카탈로니아어, 페르시아어 등 소수 유럽어 및 아시아어로도 한국문학 출간이 이

루어졌다. 또한 문학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영상·공연물에 대한 번역지원을 확대 실시하였고, 고전 작품 8종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어, 새로운 장르의 한국문화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소개되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문학 출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 지원 추이에서

도 확인된다. 올해 출간된 130종 중 절반 이상인 69종의 작품이 해외 출판사의 출간계약 결정에 따라 번역·출

판 지원을 받았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더 타임즈(The Times)』, 『르 몽드(Le Monde)』, 

『아사히(朝曰)』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 한국문학을 보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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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학 번역지원

 2017년에는 총 23개 언어권 146건에 대한 신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다. 장르별로는 소설 88건, 시 22

건, 인문·사회 도서 14건, 고전문학 14건, 희곡·수필 5건, 아동 도서 3건을 번역 지원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32건, 일본어 22건, 중국어 18건, 러시아어 12건, 프랑스어 11건, 독일어 11건, 스페인어 7건, 몽골어 

7건, 베트남어 6건, 터키어 4건, 폴란드어 3건, 루마니아어 2건, 그리스어 1건, 노르웨이 1건, 말레이-인도

네시아어 1건, 세르비아어 1건, 아랍어 1건, 아제르바이잔어 1건, 우즈베키스탄어 1건, 조지아어 1건, 체코

어 1건, 핀란드어 1건, 헝가리어 1건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희곡,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지아어 등 새로운 언어권에서의 지원신청도 눈에 띄었다.

또한 2017년에는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15개 언어권 64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세르비아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소수언어권의 지원건수가 증가하였다. 고전 세계화 기획번

역은 총 5개 언어권 11건을 지원해 그간 소개가 미흡했던 한국 고전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틀을 다

졌다.

이와 더불어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이 완료된 원고에 대한 해당 언어권의 현지 출판인 및 전문가

들의 심사와 윤문도 진행했다. 

구분 지원건수

번역지원 공모사업 14개 언어권 58건

기획번역 6개 언어권 13건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 15개 언어권 64건

고전 세계화 기획번역 5개 언어권 11건

총계 23개 언어권 146건

<표1> 2017년도 신규번역지원 신청/지원 현황

<표2> 2017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32

프랑스어 11

독일어 11

스페인어 7

러시아어 12

중국어 18

일본어 22

그리스어 1

노르웨이어 1

루마니아어 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몽골어 7

언어권 지원건수

베트남어 6

세르비아어 1

아랍어 1

아제르바이잔어 1

우즈베키스탄어 1

조지아어 1

체코어 1

터키어 4

핀란드어 1

폴란드어 3

헝가리어 1

총계 23개 언어권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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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7년도 신규번역지원 작품 및 번역자

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

영어

김혜나 소설 국경시장(김성중)

2 로렌 알빈 시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나희덕)

3 제이크 레빈 기타
(희곡) 나비잠(김경주)

4 허정범 아동 날짜변경선(전삼혜)

5 김소영 소설 녹천에는 똥이 많다(이창동)

6 지영실/ 다니엘 파커 시 눈물이라는 뼈(김소연)

7 제이크 레빈 기타
(희곡)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김경주)

8 양미래 시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나희덕)

9 브루스/ 주찬 풀턴 소설 미나(김사과)

10 피터 립택 시 백석 시선(백석)

11 자넷 홍 소설 백치들(김숨)

12 김소라 소설 설계자들(김언수)

13 안선재 시 솔개(김종길)

14 유승경 소설 쇼코의 미소(최은영)

15 양수현 시 시차의 눈을 달랜다(김경주)

16 정슬인 소설 아스타틴(장강명)

17 안선재 시 안도현 시선(안도현)

18 유진승 고전 연암 산문집(박지원)

19 최진석/ 조은수 인문 영원에서 영원으로(불필스님)

20 김소영 고전 옛 여인에 빠지다(조혜란)

21 마은지/ 제프리 카보넨 소설 오리무중에 이르다(정영문)

22 황선애/
호라스 제프리 하지스 소설 유정(이광수)

23 강민수 고전 전우치전(김현양)

24 김세은 고전 조선인의 유토피아(서신혜)

25 김지영 소설 종의 기원(정유정, 미국)

26 김지영 소설 종의 기원(정유정, 영국)

27 박소영 시 찬란(이병률)

28 제이크 레빈/ 최돈미/
요하네스 고란슨/ 이지윤 시 한국 시인 3인선(김행숙, 김이듬, 김민정)

29 김영희 소설 한국여성문학선집(강경애 외)

30 스티븐 엡스타인/ 김미영 소설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31 지영실/ 다니엘 토드 파커 시 허수경 시선(허수경)

32 김지영 고전 후설(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33

프랑스어

이정은 소설 국수(김숨)

34 고광단/ 장 샤를 장봉 소설 금지된 정원(김다은)

35 김현자 시 나희덕 시선집: 검은 점이 있는 누에(나희덕)

36 이자벨 이네뜨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정이현)

37 김인영 / 니키 귀연 소설 더블(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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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38

프랑스어

김시몽/ 아뜰리에 데 까이에 소설 서울의 얼굴(김진아)

39 이태연 고전 어우야담(신익철)

40 최경란/ 피에르 비지우 소설 종의 기원(정유정)

41 구모덕/ 끌로드 뮈르시아 시 죽음의 자서전(김혜순)

42 최애영/ 장 벨맹 노엘 고전 창선감의록(최기숙)

43 미경 프리들리/ 다비드 레이첸바흐 소설 현진건 단편소설집(현진건)

44

독일어

로트 다그마 코넬리아 아동 꼬리 잘린 생쥐(권영품)

45 웨버 이다 마리 소설 나b책(김사과)

46 얀 헨릭 디륵스 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김중혁)

47 정영순/ 헤르베르트 야우만 소설 등대(임철우)

48 안인길 소설 북간도(안수길)

49 필립 하스/ 윤선영 소설 새벽의 나나(박형서)

50 김혁숙/ 만프레드 젤쩌 소설 태연한 인생(은희경)

51 데니스 뷰어트너 시 피어라 돼지(김혜순)

52 도미닉 파이제 / 박지현 소설 피프티 피플(정세랑)

53 얀 헨릭 디륵스 인문 한국 음악, 한국인의 마음: 
자연을 닮은 우리 음악 이야기(한명희)

54 윤신향 인문 한국음악 첫걸음(송혜진)

55

스페인어

알바로 트리고 말도나도 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김경욱)

56 정민정/ 이르마 시안자 소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장강명)

57 루이스 프라일레스 알바로 소설 낯익은 세상(황석영)

58 라우라 에르난데스 라모스/ 김이은 소설 미스터 모노레일(김중혁)

59 윤선미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60 진진주/ 세바스티안 파로디 소설 쇼코의 미소(최은영)

61 울리세스 틴돈 만자노/ 신혜민 소설 캐비닛(김언수)

62

러시아어

데첸코 마리나 소설 7년의 밤(정유정)

63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 고전 남훈태평가(작자미상)

64 김서준 소설 너는 모른다(정이현)

65 리 그리고리 소설 너무도 쓸쓸한 당신(박완서)

66 박진환/ 마리아 오고로드니코바 인문 누들 로드(이욱정 외)

67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68 카파루쉬끼나 디아나 이고레브나 소설 바람의 화원(이정명)

69 김선명/ 일리야 벨랴코프 소설 운수 좋은 날(현진건)

70 크세니야 흐멜르니즈카야/ 유정희 소설 저스티스맨(도선우)

71 정인순/ 아나스타시야 포가다예바 시 천년의 잠(오세영)

72 박 미하일 소설 토지 제 2편(박경리)

73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고전 한국고전선집

74

중국어

설주 아동 강소천 동시집(강소천)

75 진원 인문 경북의 구곡문화 1,2(김문기)

76 천일 기타
(에세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정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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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77

중국어

김련란 인문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김시덕)

78 김명학/ 이미화 소설 동화처럼(김경욱)

79 이명봉 인문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문화교육의벼리(윤여탁)

80 서려홍 소설 미나(김사과)

81 이원원 아동 바빠 가족(강정연)

82 안송원 소설 아랑은 왜(김영하)

83 왕녕 소설 아무도 아닌(황정은)

84 김명학 소설 안녕 주정뱅이(권여선)

85 김화 소설 위풍당당(성석제)

86 안송원 소설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천명관)

87 유지봉 고전 한국 신화의 연구(서대석)

88 왕녕 소설 환영(김이설)

89

중국어(번체)

윤가현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90 왕품함 소설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91 진성미 소설 소수의견(손아람)

92

일본어

강방화 소설 7년의 밤(정유정)

93 오오무라 마스오 소설 고향(이기영)

94 와다 토모미 소설 국경을 넘는 그림자(방민호 외)

95 한성례 기타
(희곡) 김경주 희곡선(김경주)

96 하시모토 지호 소설 너는 모른다(정이현)

97 우승미 소설 너무 한낮의 연애(김금희)

98 이데 슌사쿠 소설 달개비꽃 엄마(한승원)

99 호사카 유지 인문 대한민국 독도 – 일본 논리의 종언(호사카 유지)

100 시미즈 치사코 기타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미경)

101 윤영숙/ 타지마 야스에 시 밀물의 시간(도종환)

102 와타나베 나오키 인문 복화술사들(김철)

103 사이토 마리코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박민규)

104 사이토 마리코 소설 아무도 아닌(황정은)

105 김훈아 소설 아오이가든(편혜영)

106 에구치 유키코 소설 열광금지, 에바로드(장강명)

107 코니시 나오코 소설 우리의 소원은 전쟁(장강명)

108 요시카와 나기/ 시미즈 치사코 소설 토지 3, 4(박경리)

109 오카 히로미 소설 한 명(김숨)

110 박영미 인문 한국문화, 한눈에 보인다(조동일, 이은숙)

111 다테노 아키라 인문 한국의 문화유산(최정호)

112
일본어

우메야마 히데유키 고전 해동야언(허봉)

113 사이토 마리코 소설 희랍어시간(한강)

114 그리스어 아말리나 치오티스 소설 바리데기(황석영)

115 노르웨이어 야르네 뷰레(최경수) 소설 외딴방(신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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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번역자/ 공역자 장르 작품명(원작자)

116
루마니아어

디아나 육셀 소설 리진(신경숙)

117 이오란다 프로단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118

몽골어

엥흐볼러르 시 고은 시선집(고은)

119 투멩자르갈 시 곽효환 시선집(곽효환)

120 투멩자르갈 시 너는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곽효환)

121 엥흐볼러르 시 상화 시편(고은)

122 체렝호를러 시 수원 남문 언덕(최동호)

123 이안나/ 다와 오긍토야 고전 숙향전, 숙영낭자전(이상구) 

124 투무르 시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신경림)

125

베트남어

쩐 티 빅 프엉 고전 나는 기생이다(정병설)

126 즈엉 타인 화이 소설 모두 깜언(김중미)

127 응웬 응옥 꿰 인문 삼국사기2(김부식저, 이강래 옮김)

128 응웬 티 히엔 고전 숙향전, 숙영낭자전(이상구) 

129 응웬레투 인문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권영민)

130 황티장/ 민유진 소설 한국대표단편소설3(현진건 외)

131 세르비아어 밀라 스타멘코비치/ 조양원 소설 을화(김동리)

132 아랍어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133 아제르바이잔어 알리예바 바하르/ 아브서브 자울 인문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역사학연구소)

134 우즈베키스탄어 타지무라톱 산아트 소설 너무도 쓸쓸한 당신(박완서)

135 인도네시아어 드윗따 리즈끼 닌띠아스 소설 채식주의자(한강)

136 조지아어 피르츠칼라바 케테반/ 조주관/ 
피르츠칼라바 루수단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

137 체코어 페트라 벤 아리 소설 소년이 온다(한강)

138

터키어

괵셀 튀르쾨쥬 소설 낯익은 세상(황석영)

139 괵셀 튀르쾨쥬 소설 바리데기(황석영)

140 타이푼 카르타브 소설 재와 빨강(편혜영)

141 하티스 코로글루 투르코즈 소설 한국근대문학 단편선집(현진건 외 10인)

142

폴란드어

베아타 강 보구즈 소설 낯익은 세상(황석영)

143 로잔스카 카타지나 소설 지상의 노래(이승우)

144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소설 홀(편혜영)

145 핀란드어 따루 살미넨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신경숙)

146 헝가리어 미크로스 렝기엘 소설 고발(반디)



I. 번역 및 출판 지원21

2. 영상공연 번역지원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산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우수한 영

상 및 공연 작품의 해외 진출 기여를 목적으로 자막번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예술의전

당 및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기관을 확대했으며, 한국영상자

료원, 서울산업진흥원, 국립극단, 남산예술센터 등 총 10개 기관에 62건을 지원했다.

• 2017년: 총 10개 언어권 42작품 62건 지원

<표4> 영상자막 번역지원 현황 (8개 언어권 31건) 

연번 기관명 작품명 언어

1

한국영상자료원

서편제
영어

2 일본어

3
꼬방동네 사람들

영어

4 일본어

5
우묵배미의 사랑

영어

6 일본어

7

현해탄은 알고 있다

프랑스어

8 스페인어

9 러시아어

10 아랍어

11

그들도 우리처럼

프랑스어

12 스페인어

13 러시아어

14 아랍어

15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직업 30 영어

16 평창올림픽 관련 영상물 영어

17 문화PD 제작 영상Ⅰ 영어

18 문화PD 제작 영상Ⅱ 영어

19 한국문화 100 포르투갈어

20

예술의전당

명성황후 중국어

21 윤동주, 달을 쏘다 일본어

22 보물섬 러시아어

23 페리클레스 러시아어

24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씽씽 한국어>

영어

25 스페인어

26 러시아어

27 중국어

28 일본어

29

서울산업진흥원

반지의 비밀일기 영어

30 뱅글스쿨 영어

31 뾰족뾰족 포크가족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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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공연자막 번역지원 현황 (5개 언어권 31건)

연번 기관명 작품명 언어

1

국립극단

가족 영어

2 1945 영어

3 좋아하고 있어 영어

4
국립극장

흥보씨 영어

5 산불 영어

6

남산예술센터(서울문화재단)

파란나라 영어

7 commercial, definitely 일본어

8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폴란드어

9
서울예술단

신과 함께 - 저승편 영어

10 칠서 영어

11

예술경영지원센터

메디아 온 미디어 영어

12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영어

13 위대한 놀이 영어

14 모래의 여자 영어

15 자전거 영어

16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영어

17 중국어

18
공룡이 살아있다

영어

19 중국어

20 괴벨스 극장 영어

21 수궁가가 조아라 영어

22 봉앤줄 영어

23 의붓기억 독일어

24
그 여름, 동물원

영어

25 중국어

26
하모니

영어

27 중국어

28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영어

29 중국어

30
파리넬리

영어

31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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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17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출간 작품(27개 언어권 140건)

3. 한국문학 출판지원 

 2017년에는 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총 27개 언어권 140종의 도서가 해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장르는 

소설 73종, 시 22종, 인문 18종, 고전 20종, 아동 5종, 기타(수필 및 희곡) 2종이며, 언어권별로는 영어 32종, 

프랑스 12종, 독일어 6종, 스페인어 5종, 러시아어 9종, 중국어 6종, 일본어 22종, 루마니아어 2종, 몽골어 5

종, 베트남어 11종, 불가리아어 2종, 스웨덴어 4종, 아랍어 2종, 이탈리아어 3종, 체코어 2종, 터키어 3종, 포

르투갈어 2종, 폴란드어 2종, 헝가리어 2종, 그리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인도네시아어, 벵골

어, 우즈베키스탄어, 카탈로니아어, 페르시아어 각 1종씩이 출간되었다.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영어

감자: 김동인 단편선 Potato: Selected Short 
Stories of Kim Dong-in 김동인 그레이스 정 Honfordstar Books

2 고은시선 Poems by Ko Un 고은 안선재 Asia Publishers

3 고전산문선집 Premodern Korean Liter-
ary Prose 이규보 외 길 차 외 15인 Columbia Univer-

sity Press

4 고전읽기의 시간여행 Conversations with the 
Classics 최기숙 이선희/

앨리슨 블로짓
Hollym, Interna-
tional Corp.

5 고형렬 시선집 Grasshoppers’Eyes 고형렬 안선재/ 이형진 Parlor Press

6 낯익은 세상 Familiar Things 황석영 김소라 Scribe Publications

7 너의 목소리가 들려 I Hear Your Voice 김영하 크리스 리 Houton Mifflin 
Harcourt

8 늑대 Wolves 전성태 김소라 White Pine Press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The Things You Can See 
Only When You Slow 
Down: How to Be Calm 
and Mindful in a Fast-
Paced World

혜민 스님 김지영/ 혜민 스님 Penguin Books

10 박제천 시선집 SF-Consensus: Poems of 
Park Je-chun 박제천 고창수 Homa & Sekey 

Books

11 불가능한 동화(미국판) The Impossible Fairy Tale 한유주 자넷 홍 Graywolf Press

12 불가능한 동화(영국판) The Impossible Fairy Tale 한유주 자넷 홍 Tilted Axis

13 서울의 낮은 언덕들 Recitation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Deep Vellum 
Publishing

14 솔개
A Black Kite:
Selected Poems of
Kim Jong-Gil

김종길 안선재 Merwin Asia

15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Beauty Looks Down 
On Me 은희경

박윤진/ 크레이
그 버트/ 김소라/ 

정재원

Dalkey Archive 
Press

16 아우와의 만남 Meeting with My Brother 이문열 하인즈 인수 펜클 Columbia Univer-
sity Press

17 안도현 시선 Poems by Ahn Do-Hyun 안도현 안선재 Asia Publishers

18 올빼미의 없음 The North Station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Open Letter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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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9

영어

이성선 시선
The Worm Poet: 
Selected Poems of 
Sungsun Lee

이성선 최종열/
데이빗 쉴로스

Jain Publishing 
Company

20 정지용 시선집(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Nostalgia
(Poems of
Chung Ji-yong)

정지용 이성일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1 한국 시인 3인선
Poems of Kim Yideum, 
Kim Haengsook & Kim 
Min Jeong

김행숙/
김이듬/ 김민정

제이크 레빈/
이지윤/ 요하네스 
고란슨/ 최돈미

Vagabond Press

22 한국고전문학선집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황희 외 피터 리 University of 

Hawaii Press

23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Nobody Checks the Time 
When They’re Happy 은희경 김현정 White Pine Press

24 홀 The Hole 편혜영 김소라 Skyhorse Publish-
ing

25

프랑스어

나희덕 시선집:
검은 점이 있는 누에

Le ver àsoie marqué
d’un point noir 나희덕 김현자 Cheyne Editeur

26 봉순이 언니 Ma très chère grande 
soeur 공지영 임영희/

스테파니 폴부크
Editions Philippe 
Picquier

27 불가능한 동화 Un impossible conte
de fées 한유주

황지영/
장 끌로드 드크

레센조

Decrescenzo 
Editeurs

28 사랑이라니 선영아 Tu m’aimes donc, 
Sonyong? 김연수 최미경/

장 노엘 주떼
Serge Safran 
Editeur

29 삼대 Trois générations 염상섭
김영숙/

르 브뤼스끄
아르노

Editions Zoé

30 서울의 얼굴 Séoul, Visages d’une Ville 김진아 김시몽 Atelier des Cahiers

31 숙향전 숙영낭자전 Histoire de Sukhyang
Dame Vertueuse

미상/ 이상구 
편저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Editions IMAGO

32 아내가 결혼했다 Comment ma femme
s’est mariée 박현욱 임영희/

멜라니 바즈넬
Editions Philippe 
Picquier

33 일인칭은 슬프다 La première personne
est triste 고은 노미숙 Serge Safran 

editeur

34 천국에서 Au paradis 김사과 최애영/
장 벨맹 노엘

Decrescenzo 
Editeurs

35 한국이 싫어서 Parce que je déteste la 
Corée 장강명 임영희/

멜라니 바즈넬
Editions Philippe 
Picquier

36 희랍어 시간 Leçons de Grec 한강 정은진/
쟈크 바틸리오

Le Serpent 
àPlumes

37

독일어

그녀의 눈물 사용법 Ihre Art des Weinens 천운영 강승희 Konkursbuch

38 두근두근 내 인생 Mein pochendes Leben 김애란 세바스티안 브링 Cass Verlag

39 사는 기쁨 Freude am Leben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40 사람의 아들 Der Menschensohn 이문열 프리더 슈타펜벡 Ostasien

41 한국 음악,
한국인의 마음

Überden Arirang-Hügel
Ästhetische Betrach-
tungzurtraditionellen 
Musik Koreas

한명희 얀 디륵스 Klaus Jürgen 
Kamp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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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42 독일어 한국음악 첫걸음

Inder Natur Pungryug-
enießen
Koreanischetraditionelle 
Musikundihre Instru-
mente

송혜진 윤신향 Klaus Jürgen 
Kamprad

43

스페인어

구경꾼들 Espectadores 윤성희
라우라 에르난데

스 라모스/
김이은

Bonobos Editores

44 낯익은 세상 Todas las cosas de
nuestra vida 황석영 루이스 프라일레

스 알바로 Alianza Editorial

45 순간의 꽃 Flores de un momento 고은 서성철 Ediciones Linteo

46 조선조 궁중문학 시리즈
3, 계축일기

El Diario del Año del 
Buey Negro(1613)

미상/ 정은임 
교주

김경주/ 하비에르
코르티네스 Ediciones Hiperión

47 회색인 El hombre gris 최인훈 정구석/ 올리베리
오  코엘료 Editorial Verbum

48

러시아어

나는 여기가 좋다 Мн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한창훈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ioba

49 달콤한 나의 도시 Милый мой город 정이현 승주연/ 알렉산드
라 구질료바 Natalis

50 수선화에게 К нарциссу 정호승 조주관 Hyperion

51 악기들의 도서관
Библиотек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김중혁 장 따찌아나 Hyperion

52 창선감의록

Как
великодушие
привело к 
праведности

미상 드미트리 엘리
세예프 Hyperion

53 천년의 잠 Тысячелетний сон 오세영
정인순/

아나스타시아
포가다예바

AST Publishing 
Group

54 타는 목마름으로 Снег на холме 
сончангдонг 김지하 이은경/

스타니 슬라브 리
Khudozhestven-
naya Literatura

55 토지1 ЗЕМЛЯ 박경리 박미하일 New Chronograph

56 한국고전시선집 Koreiskaya Klassiches-
kaya Poeziya 정철, 이순신 외 안나 아흐마토바 Khudozhestven-

naya Literatura

57

중국어

두더지의 고민 鼴鼠的煩惱 김상근 허연유 青林出版社

58 배고픈 꿈이 肚子餓的小青蛙 김삼현 소의정 暖暖書屋

59 숲 속 사진관 森林照相館 이시원 허연유 青林出版社

60 쵸가 말한다 小狐狸說 강혜숙 소의정 暖暖書屋

61 한국이 싫어서 因為討厭韓國 장강명 왕품함 Sbooker

62

일본어

7년의 밤 七年の夜 정유정 강방화 書肆侃侃房

63 건정필담 乾浄筆譚:朝鮮燕行使の
北京筆談録1,2 홍대용 후마 

스스무 平凡社

64 고향 故郷
(朝鮮近代文学選集 8) 이기영 오오무라 마스오 平凡社

65 관부연락선上,下 関釜連絡船 이병주 하시모토 지호 藤原書店

66 라이팅클럽 ライティングクラブ 강영숙 문광자 現代企画室

67 만주부인(상) 満州夫人(上) 이길융 이가라시 마키/
타테노 아키라 かんよう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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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68

일본어

밀물의 시간 満ち潮の時間 도종환 윤영숙/ 타지마 
야스에 書肆侃侃房

69 복화술사들 植民地の腹話術師たち:朝
鮮の近代小説を読む 김철 와타나베 나오키 平凡社

70 살인자의 기억법 殺人者の記憶法 김영하 요시카와 나기 CUON

71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三美スーパースターズ最後
のファンクラブ 박민규 사이토 마리코 晶文社

72 아오이 가든  アオイガーデン 편혜영 김훈아 CUON

73 옛 여인에 빠지다 韓国古小説の
女たち 조혜란 박복미 新幹社

74 우아한 거짓말 優しい嘘 김려령 김나현 書肆侃侃房

75 자연주의 문학론  韓国の自然主義文学:韓
日仏の比較研究から 강인숙 이향숙 CUON

76
‘전후’의 탄생: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戦後>の誕生 戦後日本と
「朝鮮」の境界 권혁태/ 차승기 나카노 노리코 新泉社

77 철학자와 하녀
哲学者と下女―日々を
生きていくマイノリティ
の哲学

고병권 이마즈 유리 インパクト出版会

78
코뮨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

無謀なるものたちの共
同体―コミューン主義
の方へ

이진경 이마마사 하지메 インパクト出版会

79 토지 1부 3 土地 3巻 박경리 요시카와나기 CUON

80 토지 1부 4 土地 4巻 박경리 요시카와나기 CUON

81 핑퐁 ピンポン 박민규 사이토 마리코 白水社

82 한국영화사
韓国映画100年史―その
誕生からグローバル展
開まで

정종화 노자키 미츠히코/ 
카토 치에 明石書店

83 희랍어 시간 ギリシャ語の時間 한강 사이토 마리코 晶文社

84 그리스어 바리데기
Η εγκαταλειμμένη 
πριγκίπισσα

황석영 티지오스 아말
리아

Kastaniotis Edi-
tions

85 네덜란드어 고발 De Anklacht 반디 린다 브뢰더 Ambo Anthos

86 노르웨이어 외딴 방 Jenta som skrev en-
somhet 신경숙 야르네 

뷰레 Forlaget Press

87
루마니아어

리진 Dansul privighetorii de 
primăvară 신경숙 디아나 육셀 Humanitas

88 사과는 잘해요 Măcar ne pricepem la 
scuze 이기호 엄태현 Editura Univers

89

몽골어

김달진 시선
КИМ ДАЛЖИН 
НАЙРАГЧИЙН ШИЛМЭЛ 
ТҮҮВЭР

김달진 체렝호를러 Soyombo

90 수원 남문 언덕
СҮВОН ХОТЫН ӨМНӨД 
ХААЛГАНЫ ТОЛГОД

최동호 체렝호를러 Soyombo

91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

ШИНЬ ГЁНРИМ 
НАЙРАГЧИДТАЙ 
ХӨӨРӨЛДСӨН НЬ 1

신경림 투무르 Soyombo

92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

ШИНЬ ГЁНРИМ 
НАЙРАГЧИДТАЙ 
ХӨӨРӨЛДСӨН НЬ 2

신경림 투무르 Soyo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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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93 몽골어 한국학의 즐거움 Солонгосоорбаясахуй 주영하 외 엥흐벌로르 Soyombo

94

베트남어

달님은 알지요 Trăng CóBiết Không 김향이 팜 티 마이 트엉 Tre Publishing 
House

95 덕혜옹주 Ông chúa Đức Huệ 권비영 즈엉 타인 화이 Women’s Publish-
ing House

96 살인자의 기억법 Kẻsát nhân 김영하 팜 티 타잉 튀 Women’s Publish-
ing House

97 삼국사기1 TAM QUỐC SỬKÝ1 이강래 응웬 응옥 꿰 Women’s Publish-
ing House

98 새의 선물 Món quàtừcánh chim 은희경 레 틴 투이 Tre Publishing 
House

99 서로주체성의 이념 Ýniệm vềtính chủthểliên 
đối 김상봉 다오 부 부 Gioi

100 우아한 거짓말 Lời nói dối hoa mỹ 김려령 즈엉 타인 화이/ 
이정숙

Women’s Publish-
ing House

101 친절한 복희씨 Dành Cho Nỗi Nhớ 박완서 응웬 레 투 Women’s Publish-
ing House

102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Khám pháthiết 
kếđôthịHàn Quốc 김민수 팜 뀐 지앙

Hochiminh City 
Culture-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103 한국학의 즐거움 Su LýThúCua Hàn Quốc 
hoc 주영하 외 응웬 티투 번

Writer’s Asso-
ciation Publishing 
House

104 한중록 Nhàn Trung Lục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편저

쩐 티 빅 프엉

Hochiminh City 
Culture-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105 벵골어 해골의 침묵
(고은시선집) খলুির নীরবতা 고은 소로이시 와자 무

하마드 Prokriti

106
불가리아어

빛의 제국 Империя на 
светлината 김영하 마리아 아타나소

바 미하이로바 Sluntse

107 한국현대단편소설집 корейски разкази 김동리 외 김소영/
야니짜 이바노바 Iztok Zapad

108

스웨덴어

고은 시선집 Vit fjäril 고은 최선경/ 아스트리
드 트로찌그

Bokförlaget 
Atlantis

109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Dvärgen som sköt upp 
en liten kula 조세희 유나스 텔란더/ 

김주희 Tranan

11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Vår förvridne hjälte 이문열 안데쉬 칼손/
박옥경 Tranan

111
아랍어

달걀 속의 생 ضيبلخادةايحلا 김승희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Kalema Publica-
tions

112 채식주의자 ةيتابنلا 한강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Dar Altanweer

113 우즈베키
스탄어 엄마를 부탁해 Онамни ўз паноҳингда 

асра 신경숙 타지무라톱
산아트 Gafur Gulyam

114

이탈리아어

소년이 온다 Atti umani 한강 밀레나 자미라
치치마라 Adelphi Edizioni

115 전우치전 최고운전 Il poeta e il negromante 미상 마우리지오
리오또

Libreria Editrice 
Cafosc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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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16 이탈리아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a per una princi-
pessa defunta 박민규 베네데따

메를리니 Metropoli d’Asia

117 인도네
시아어 채식주의자 Vegetarian 한강 드윗따 리즈끼

닌띠아스
BACA Publishing 
House

118
체코어

새벽의 나나 Nana za úsvitu 박형서 미리암 뢰벤스타
이노바 ARGO

119 채식주의자 Vegetariánka 한강 페트라 벤 아리 Euromedia Group-
Odeon

120 카탈로
니아어 채식주의자 La vegetariana 한강

조미화/
레이몬

 블란카포트
Rata Editorial

121

터키어

바리데기 Prenses Bari 황석영 괵셀 튀르쾨쥬 Dogan Egmont

122 채식주의자 Vejetaryen 한강 괵셀 튀르쾨쥬 April Publishing 
House

123 한국 근대문학 단편선집 Kore Öyküleri 현진건 외 10인 하티제 튀르쾨쥬 Delta

124 페르시아어 도화 아래 잠들다
(이란어 한국시선집)

 یاههفوکش ریز باوخ
　وله

강은교 외 23인 라흐제디 모센 Soureh Mehr Pub-
lishing House

125
포르투갈어

금오신화 Contos da Tartaruga 
Dourada 김시습 임윤정 Estação Liberdade

126 소년이 온다 Atos Humanos 한강 마리아 두 카르모 
피게라 Dom Quixote

127
폴란드어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의식구조

Strukturaświadomości
Koreańczyków 이규태

필립 비시니에브
스키-다네츠키/ 

최정인
Kwiaty Orientu

128 홀 Dół 편혜영 마제나 스테파
니쓰카 Kwiaty Orientu

129
헝가리어

고발 Vádirat 반디 미크로스렝기엘 Libri Kiado

130 채식주의자 Növényevő 한강 김보국/
니코레타 네메스 Jelenkor

<표7> 2017년도 전자책 출간 목록 <2개 언어권 10건>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1 영어 창본 춘향전 The Song of Ch’unhyang: Musical Text as 
complied by Master Singer Kim Yŏn-su 미상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2 중국어 한국고전문학입문서 韩国文学史: 古代⾄⼗九世纪末 고미숙/ 정민/ 
정병설 한매

3

영어
(오디오북)

구운몽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A Story of the Times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 A.D.

김만중 제임스 게일

4 조선의 민담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미상 제임스 게일

5 해동고승전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The Haedong Koseung Chun 각훈 피터 리

6 한중록 Memoirs of a Korean Queen 혜경궁 홍씨 최양희

7 고전 수필선집 Classical Writings of Korean Women 김금원 외 김경년/
스테픈 리차즈

8 정철 가사선집 Songgang Kasa:
A Shijo Poet at the Court of King Sonjo 정철  케빈 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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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출판사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

1) 영미권

 해외출판시장에 꾸준히 한국문학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지 문학전문 출판사들과 업무협약

을 맺고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을 진행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달키, 화이트 파인, 오픈 레터, 딥 벨럼 

출판사와 협업해 올 한해 5종의 도서가 출간되었다. 특히 달키 출판사와 진행해온 근현대문학 25종을 망

라한 <한국문학총서>는 올해 은희경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출간으로 완간되었다. 또한 새롭게 업

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콜럼비아대학 출판부와는 한국 대표 현대 및 고전 소설 시리즈 추진에 협의, 내년부

터 도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2) 아시아권

 아시아권의 경우 일본 헤이본샤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건정필담(상, 하)』, 『복화술사들』, 이기영의

『고향』 등을 출간하였으며, 일본 쇼시칸칸보에서는 『7년의 밤』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일본 쇼분샤 출판사

와 2017년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랍어 시간』,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달려라, 아비』 

등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현지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문학 및 고전을 지속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한국문학의 지형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표8> 시리즈 출간도서 목록

출판사 기간/종수 이전 출간도서 2017년도 출간도서

달키 2011~ / 25종
최윤『마네킹』, 김중혁『악기들의 도서관』,

성석제『재미나는 인생』, 편혜영『저녁의 구애』, 
채만식『탁류』외 24종

은희경『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화이트 파인 2013~ / 10종 심보선『눈 앞에 없는 사람』외 8종 전성태『늑대』,
은희경『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딥 벨럼 2015~ / 2종 정영문『바셀린 붓다』 배수아『서울의 낮은 언덕들』

오픈 레터 2016~ / 2종 배수아『에세이스트의 책상』 배수아『올빼미의 없음』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9
영어

(오디오북)

어부사시사 The Fisherman’s Calendar 윤선도 케빈 오록

10 한국고전시선 The Orchid Door:
Ancient Korean Poems 미상 조안 그릭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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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류 지원
OVERSEAS EVENTS

2017년도 한국문학번역원은 우리문학의 성취를 해외의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교류사업

을 진행하였다. 금년도 해외교류 행사는 크게 주요 도시에서의 한국문학 행사, 해외 주요 문학축제 참가, 국제 

도서전 참가, 해외 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그리고 번역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출판인 초청 

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번역원은 2017년에 터키 카이세르,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말라가, 브라질 상파울루,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

쿄, 이란 테헤란 등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브라질,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서는 고전문

학 번역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문학의 전통에 대한 현지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작가들의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프랑스,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중국 등에서 국제 문학축제에 참

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년도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축제에 작가들이 참여하

였고, 아일랜드와 같이 새로운 축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외독자와 한국문학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인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는 14개국 1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2017년의 경우, 터키,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 인도, 불가리아 등 상대적으로 한국문학 진출이 미진했던 지역

에서 실시되어 한국문학의 홍보에 기여하였다. 

세계의 출판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소개를 위한 장인 국제도서전에서도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양한 프

로그램을 선보였다. 금년에는 특히 이스탄불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비롯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번역원과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번역원은 미국, 스페인, 동남아시아 등

의 출판인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문학과 작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 참가는 해

외교류사업을 단순히 작가 소개 및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작가들의 해외진출 기반인 번역 및 번역가 양성 등과 

결합시켰으며, 또 공연이라는 여타의 장르를 통해 한국문학의 면모를 총체성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를 위해 번역원은 체코 프라하의 유럽한국학회와 미국번역가 협회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베트

남 등에서 고전관련 행사를 공연과 연결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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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교류 기획사업

1) 주요도시 한국문학행사 개최

 영국 문예지 MPT 출판 마케팅

 3월 영국 런던에서는 문예지 『현대 번역시』(Modern Poetry in Translation, 이하 ‘MPT’) 의 한국문

학특집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특집호에는 고은, 김혜순, 김이듬 등 한국 시인 8인의 시 46편이 영

어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런던의 더 프린트 룸(The Print Room)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김혜순, 김이듬 

시인의 작품을 번역한 최돈미 번역가와 영국 시인 데니스 라일리(Denise Riley)가 수록 작품을 낭독하고 

MPT의 편집장 알렉산드라 더그데일(Alexandra Dugdale)이 한국 여성 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다음

날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SOAS)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SOAS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했다. 

 영국 김경주 시인 출간 기념회

 김경주 시인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영국 클리닉 출판사(Clinic Press)를 통해 출간된 『고래와 수증

기(Crying for No Reason)』 홍보를 위해 제이크 레빈 번역가와 영국을 방문했다. 해외 출판사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13일에는 맨체스터, 15일 런던, 16일 글래스고, 17일 리즈 등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주요 도시

에서 총 4차례 낭송회를 개최했다. 런던 행사에 1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한국 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

였으며,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초판 500부가 매진되는 성과를 이뤘다. 

18일에는 영국 헐 대학교(University of Hull)가 주최하는 문학행사에 초청 받아 현지 문인 및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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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시 낭송 후 문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주 시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출간 작품을 효

과적으로 홍보했고, 영국 독자 및 문학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영어권 진출 기반을 다졌다.

 미국 정호승 시인 출간 기념회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정호승 시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산호세를 방문하여 서울셀렉션이 출간

한 『부치지 않은 편지(A Letter Not Sent)』와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Though Flowers Fall, 

I Have Never Forgotten You)』의 영한대역본 출판 기념 행사에 참가했다. 시인은 안선재 번역가와 함께 

7일에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 9일에는 산호세 한국순교자 성당에서 개최된 문학 행사에 참석

하여 낭독회와 사인회를 가졌다. 출판사가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미주헤럴드경제 등, 현지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 도서 광고, 행사 광고 및 후기, 작가 인터뷰 등을 게재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 행사에 1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국 UC버클리 번역실습 워크숍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김경욱 작가와 장두영 

문학평론가가 미국 버클리를 방문하여 캘리포니

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가 주관하는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에 

참가했다. 14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

는 전문 번역가 3인과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 

17인이 참가하여 김경욱 작가의 단편 「위험한 독

서」를 대상으로 번역 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한 후 전문 번역가들과 번역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며, 

작가 및 평론가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과 대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미국 UC어바인 번역실습 워크숍

 한국학 및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3월부터 6월까지 박민규 작가의 단편 「갑을고시원 체류기」를 대상으로 번역 실습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에 박민규 작가는 6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 세미나에 참여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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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긴밀하게 소통했다. 작가의 작품 낭독 후 학생의 영역본 낭독이 이어졌고, 작품 세

계, 집필 배경, 또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증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아를 한국문학행사

 한국문학번역원은 2017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승우 작가의 브롱도서축제 참가를 지원하는 한

편, 이승우, 정유정 작가와 함께 엑상프로방스, 아를에서 다양한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했다.

브롱도서축제(Fête du Livre de Bron)는 매년 약 3만여 명이 참가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서축제로, 올

해 31회째를 맞아 이승우 작가를 포함 약 40여명의 프랑스 국내 및 해외 작가를 초청하여 다채로운 행사

를 진행했다. 3월 12일오후 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 작가 대담에서 이승우 작가와 이탈리아 출신 작가인 

클라우디오 모란디니(Claudio Morandini)는 ‘불안정의 책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청중이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행사 후에는 작가 사인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월 13일에는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서 드크레센조 출판사, 엑스-마르세유 대학 아시아문학번역연

구소와 공동으로 한국문학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피에르 카제, 장 클로드 

드크레센조 교수의 사회, 이승우, 정유정 작가, 번역가 장 노엘 쥬떼(Jean-Noël Juttet), 김성곤 한국문학번

역원장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20여명의 아시아문학 전문 연구자, 교수, 번역가를 대상으로 작가와 한국문

학, 번역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엑상프로방스 메잔 시립도서관에서는 약 250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문학 행

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 중 일부를 발

췌하여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낭독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작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3월 14일 저녁에는 아를 국제문학번역협회(CITL)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개최, CITL 레지던스 번역가들과 

일반 독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우, 정유정 작가의 작품세계와 집필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문

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터키 이스탄불 시 번역 워크숍

 한국문학번역원은 금년도 이스탄불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터키 내 한국어 교육의 선두에 자리

한 에르지예스 대학교에서 한국 시 번역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어문학과 4학년과 대학원생 등이 참여

한 이번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하티제 튀르쾨쥬 교수의 지도하에 천양희, 이성복, 허수경 시인의 작품을 터

키어로 번역했으며, 이들이 번역한 작품들은 터키도서전 주빈국 작품목록에 수록되어 한국문학의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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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에 일조하였다. 11월 1일과 2일 양일 현지에서는 한국문학에 관심있는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양희, 이성복 시인이 참여한 한국시문학 특강과 시낭독회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독일 베를린 한국 시인 행사 

 박철화 평론가, 박상순 시인, 이수명 시인, 문혜진 시인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6월 15일 베를린 문학의 집(Literaturhaus)에서 열린 한-독 시인 낭독회에는 지모나 코른아펠(Simona 

Kornappel), 노르베르트 훔멜(Norbert Hummel) 독일 시인이 참가하여 서로의 작품 세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독일 연극배우 미하엘 하제(Michael Hase)의 낭독과 한국 시인들이 준비한 영상 

자료로 독일 독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시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

6월 16일 베를린 브레히트의 집(Brecht Haus)에서 열린 문학행사는 박철화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저명한 시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모인 관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매웠으며, 시 낭독 외에도 직접 저자

들과 작품세계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번역실습 워크숍

 한국문학번역원은 포르투갈어역 『금오신화』 출간을 계기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고전문학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상파울루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졸업생 및 전공생들은 3개월 간 『어린이 삼국유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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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번역 실습을 진행하였다. 6월 7일 오전 개최된 한국 고전문학 특강에서는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

과 교수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한시, 매월당 김시습의 한시 및 동아시아 삼국의 한시와 그 특징을 비교 설명

하였다. 또한 워크숍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어 차세대 한국문학 번역가의 노력과 결실을 응원하는 기회가 되

었다. 

이튿날 개최된 고전문학 심포지엄은 한국, 영국, 일본의 고전문학과 그 서사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스페인 황석영 작가 출간 기념회

 황석영 작가는 『낯익은 세상(Todas las cosas de nuestra vida)』의 출간기념회 참석을 위해 11월 26일부

터 12월 3일까지 스페인을 방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현지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11월 28일, Casa Asia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행사에서 황석영 작가는 『낯익은 세상』의 작품세계와 연계하

여 한국문학과 문학 전반을 소개하는 강의를 펼쳐 자리를 빼곡히 채운 현지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

다. 이어 11월 30일, 마드리드에서는 『낯익은 세상』을 출간한 알리안사(Alianza) 출판사의 편집자 마누엘 

플로렌틴(Manuel Florentin)과의 대담을 통해 작품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

사에는 작품 번역자인 루이스 프라일레스 알바로(Luis Frailes Álvaro)와 꼼쁠루뗀세 대학교의 정미강 교수

도 참여하여 현지인들에게 생소한 한국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었다.

황석영 작가는 스페인 체류 기간 동안 라디오 방송을 포함, 10여 곳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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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말라가 한국 고전문학 심포지엄

 한국문학번역원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한국 고전문학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11월 2일 오전 말라가대학에서는 한국학과 3학년 학생 대상 임철우 작가의 특강이 개최되어 『붉은 방』을 

소개하고, 작품과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문학에 투영된 샤머니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임철우 작가, 류보선 평론가를 비롯해 

국내외 한국학 전공자 6인이 참가하여 한국의 고전, 현대문학과 종교와 샤머니즘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

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순덕 만신의 한국 전통 굿 공연과 현지극단 무떼아뜨로(Mu teatro)가 『무녀도』를 재해석한 

낭독극 <무녀 모화(La Chamana Mohwa)>를 공연해 학술 행사와 문화 행사가 함께 어우러졌다.

작가특강과 심포지엄을 통해 말라가대학 학생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

화행사는 말라가 시민들에게 한국문학과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말라가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지 독자와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나폴리 한국 고전 행사

 한국문학번역원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국 고전문학 심포지엄을 개

최하였다. ‘귀신과 영웅을 찾아서: 한국 고전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의 첫 날은 기

조발제를 포함한 4인의 발제와 토론, 시조창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마우리찌오 리오또

(Maurizio Riotto) 나폴리대학교 교수는 베르길리우스와 최치원의 여정을 비교하고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이 두 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단국대학교 조상우 교수가 

『최고운전』, 『전우치전』, 『전관산전』, 『일념홍』, 『여영웅』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소설에 표출된 영웅의 시대

별, 남녀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어서 도나텔라 구이다(Donatella Guida) 나폴리

대 동양학부 교수는 중국의 전승과 기록에 나타난 기이한 존재들이 어떻게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

는지, 그리고 기괴한 이야기들이 지녔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조혜란 이

화여대 교수는 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귀신의 형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개인적 원한

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비판으로까지 나아가는 『강도몽유록』의 여성 귀신들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였다. 

첫 날 모든 발제 순서가 끝나고 대금연주자 이기수와 창자 지민아의 연주가 이어졌다. ‘청성곡’을 비롯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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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독주와 시조창, 시창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행사장 내에 울려 퍼졌다. 

다음날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Andrea De Benedittis) 교수는 『삼국유사』의 일부 내

용 분석을 통해 기이한 현상, 귀신, 괴물에 대해 고대 한국인이 지녔던 시각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마지막 발

제를 맡은 강상순 고려대 교수는 심포지엄의 지난 발제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한국 전통문화 속 귀신의 유형

을 나누어 설명하고 기원과 그 존재 의의, 사회심리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귀

신과 영웅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나폴리대학교 학생들의 한국문학과 문화 연

구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고전문학 번역실습 워크숍 

 12월 4일과 5일 양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전번역 워크숍 및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한국문화 강연

회를 개최했다. <고전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고전 전반에 대한 현지인들의 이해를 크게 넓

히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4일 러시아 각지에서 활동하는 고전, 현대문학 번역가들이 참여한 고전 번역워크숍은 고전을 포함한 

한국문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의 한자문화>라는 고려대학교 심경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

번 고전워크숍에는 모스크바, 상트 뻬제르부르크 양 도시 중심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이르추크, 칼미크 공화국 등에서도 번역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러시아 내 한국문학 번역 기반을 확

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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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월 5일에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학부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고전문화 특강에서 고려대

학교 심경호 교수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울 속의 과거 모습

을 설명하여, 우리의 현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일본 동경외대 번역워크숍 작가파견 및 출간기념행사 

 한국문학번역원은 7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편혜영, 최은영 작가와 함께 각각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편혜영 작가는 2017년 일본 쿠온(CUON)출판사에서 첫 단편집 『아오이 가든』(한국어판 『아

오이 가든』, 『사육장 쪽으로』의 단편선집)이 출간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니혼대학(日本大学) 문리학부, 도

쿄여자대학(東京女子大学) 문학부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에 대해 강연하고, 

도쿄 짐보쵸에 위치한 한국서적 전문 북카페 책거리에서 번역가 김훈아씨와 함께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한편 최은영 작가는 도쿄외대(東京外大)의 초청으로 한 학기 동안 단편 「쇼코의 미소」를 번역한 학생들

과 번역워크숍을 가졌다.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 전공자들로, 번역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까지 스스로 고민

하고 답을 찾았던 질문들에 대해 작가와 직접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일본 쇼분샤 한국문학시리즈 출간기념행사

 일본 쇼분샤(晶文社)는 2017년 6월 번역원과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에 대한 번역·출판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연내에 시리즈 6종 가운데 4종을 출간하였다. 동 시리즈의 2번째 작품이자 일본에서 출간되

는 박민규 작가의 4번째 작품인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출간을 기념하여, 작품이 출간된 11

월 중순 과거 박민규 작가의 작품을 출간한 총 4개 출판사-쇼분사(晶文社), 하쿠스이샤(白水社),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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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쿠온(CUON)-와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동주최로 도쿄와 쿄토에서 토크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간 작가와의 만남을 기다렸던 독자들을 만났다.

11월 17일 도쿄에서의 행사에 앞서, TV Asahi 채널의 예능프로그램 아메토크(アメトーク)에서 마침 박민

규 작가의 『핑퐁』이 소개되어 트위터 등 SNS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11월 19일에는 쿄토 케이분샤 이치

죠지점(恵文社一乗寺店)에서 작가와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사이토 마리코(斎藤真理子) 

번역가가 대담하고 작품과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 전문은 슈에이샤(集英社)가 발간하는 문

예지 『스바루(すばる)』에 게재된다. 

 이란 문학행사

 한국문학번역원과 이슬람문화예술원(Hozeh 

Honari/ Islamic Art and Thoughts from Islamic 

Propagation Organization)의 공동 주관으로 이란 

테헤란에서 10월 23일~24일, 쉬라즈에서 10월 

26일~27일까지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국문학시선집과 한국문학단편선집의 교차출간을 

기념하고 양국 시인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김선우, 문태준 시인이 참여하

고, 이란의 알리레자 가즈베(Alireza Ghazveh)와 알리 모알렘(Ali Moalem)외 다수의 이란 시인들이 참여

하였다. 

10월 23일 테헤란에서는 테헤란대학교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의 두 시인과 알리레자 가즈베 시인이 학생

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이 두 한국 시인의 시를 직접 한국어로 낭송하는 등 한국 시에 대한 높

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는 뜻깊은 행사였다. 테헤란에서의 두 번째 날에는 니어버런(Niavaran) 문화원에

서 열린 시 낭송 행사에서 많은 이란의 시인들과 두 시인이 시로 이야기하고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슬람 문화예술원 쉬라즈 지부에서 열린 양국 시인의 교류 행사에서도 열기는 이어졌다. 이란 대시인들의 

영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유서깊은 도시 쉬라즈에서는 이란의 1, 2, 3세대 시인들과 한국의 두 시인이 함

께 양국의 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도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2) 해외 문학축제 참가 및 파견

 프랑스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

 2017년 4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툴루즈의 대표적인 아시아 문화행사인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

벌’에 김연수 작가를 파견, 한국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유럽 중심부에 전파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김연수 작가는 번역원의 지원으로 프랑스에서 출간 된 『사랑이라니, 선영아』와 관련하여 프

랑스 현지 독자들과의 만남 및 작가 사인회를 개최하였다. 

툴루즈에서의 행사 이후에는 파리 주불한국문화원에서 출간기념회 및 낭독회,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

최, 보다 다양한 프랑스 현지 문화인사 및 한국 문학 독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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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방돔 EPOS 구전예술축제 

 프랑스 이마고 출판사에서 『숙향전, 숙영낭자전』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한국문학번역원은 7월 27일부

터 7월 29일까지 프랑스 방돔에서 개최되는 EPOS 구전예술축제에 참가하여 한국고전행사를 개최하였다. 

EPOS 구전예술축제는 프랑스 구전문학 컨서버토리(CLIO)가 인류 구전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

하고 동시대적 계승을 장려하고자 시작한 연례 페스티벌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숙향전, 숙영낭자전』의 

번역가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Herve Pejaudier), 민혜성 명창과 함께 판소리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개최

하였고 적극적으로 판소리 추임새를 배우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한국 고전에 대한 현지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혜성 명창과 권은경 고수의 판소리 <숙영낭자가> 공연에서는 전문번역가 한유

미, 에르베 페조디에(Herve Pejaudier)의 불어 번역자막이 함께 제공되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200

여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을 함께 즐겼다. 마지막 날 열린 도서 살롱에서는 그간 프

랑스에서 출간된 우리 고전 및 판소리 도서들이 전권 매진되고 프랑스 제네바 주정부의 문화정책관 파스칼 

마뷰(Pascal Mabut) 씨가 2018년 스위스 제네바 도서전에 한국의 판소리 공연팀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

를 밝히는 등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 마르셰 드 라 포에지 시 축제 참가 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은 2017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시 관련 행사인 

마르셰 드 라 포에지(Marché de la Poésie) 축제에 참가하였다. 본 축제 기간 동안 한국의 박상순, 이수명 시

인은 도서 전시와 판매, 시 낭독회, 라운드 테이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시 전문 출판사, 문예

지, 시인 등 현지 문학 관계자 및 프랑스 현지 독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본 행사에 맞춰 프랑스

의 시 전문 국제 문예지인 『라 트라뒥티에르(La traductière)』의 한국 시 특집호가 발간되어 현지 독자 및 

문학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라 트라뒥티에르』에 수록된 한국 시 중 일부를 모티브로 한 ‘시 

음악 콘서트’와 시 낭독회가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으로 현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미국 뉴욕 펜 월드 보이스 축제

 배수아 작가와 한유주 작가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에 걸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펜 월드 보이스 

축제(PEN World Voices Festival)에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문학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축제 중 

하나인 이 행사에 2017년에는 40여 개국 출신의 작가 150여명이 초청되었다. 이 축제에서 배수아 작가와 

한유주 작가는 작품을 낭독하고 동료 작가들과 여성, 작가로서의 정체성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를 통해 한유주 작가는 미국 그레이울프 출판사(Graywolf Press)를 통해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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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동화(The Impossible Fairy Tale)』를, 배수아 작가는 미국 딥벨럼 출판사(Deep Vellum Press)를 

통해 출간된 『서울의 낮은 언덕들(Recitation)』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영국 펜 아시아문학 번역상 수상자 파견

 영국 펜 아시아문학 번역상(English PEN Asian Literary Translation Awards) 수상자 번역가 제이슨 

우드러프(Jason Woodruff)와 소피 보우만(Sophie Bowman) 번역가가 6월 8일 영국에서 개최된 번역상 행

사에 참석했다. 영국 펜클럽이 아시아문학을 소개하기 위해 제정한 이 상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5개국

의 작품을 번역한 6명에게 수여되었다. 제이슨 우드러프는 김숨의 『L의 운동화』, 소피 보우만은 김보영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번역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국 런던 프리 워드 센터(Free Word Centre)에서 

열린 행사에서 두 번역가는 그란타 출판사(Granta Books)를 포함한 영국의 유명 번역 출판사로 구성된 심

사단에게 번역 작품을 제안하고 번역 원고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영국 에딘버러 국제 도서 축제

 황석영 작가가 영국 에든버러 국제 도서 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무법자와 망명자”(Outlaws and Exiles) 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황석영 작가는 2017년 호

주 스크라이브(Scribe) 출판사에서 출간된 장편소설 『낯익은 세상(Familiar Things)』에 등장하는 사회 주

변부 인물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런던 아시아 하우스(Asia House)에서 개최된 단독 문학행사에서는 

『낯익은 세상』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모티프 등에 대한 대담이 진행되었다. 수년간 소설 집필을 계속해

온 황석영 작가의 소설가로서의 신념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40여명의 현지 청중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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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문학축제 및 달키 도서 축제

 한유주 작가는 아일랜드에서 열린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와 달키 도서 축제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5

월 더블린 국제문학축제의 단독 문학행사에서 한유주 작가는 『불가능한 동화(The Impossible Fairy 

Tale)』를 낭독하고 대담자인 소설가 안나 캐리(Anna Carey)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풍성한 행사 내용을 반영하듯 행사 이후에 축제 공식 서점에 비치된 『불가능한 동화』가 완판 되기도 했다. 

6월에 개최된 달키 도서 축제에서 한유주 작가는 100여명의 현지 청중이 함께한 행사에서 본인의 작품 세

계를 소개하고 한국문화와 ‘문화적 차용’ 등의 주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패널리스트들과 활발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북유럽 유일의 국제 시 축제에 김행숙 시인이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1997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2017년 21회째를 맞이한 스톡홀름 국제 시 축제는 ‘환희와 공연(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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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ment and Performanc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김행숙 시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적의 28

명의 시인과 200여명의 관객이 참가하였다. 김행숙 시인은 스웨덴의 배우 마리아 살로마(Maria Salomaa)

와 함께 「문지기」, 「소수점 이하의 사람들」 등의 작품을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청두 국제시가주간 초청시인 참가 지원

 문정희 시인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청두시 인민정부 및 중국작가협회 시위원회가 주최한 제 1

회 청두국제시가주간(成都国际诗歌周)에 초청되었다. 이번 축제 초청은 지난 2016년 3분기 현지 계간지 

『세계문학(世界文学)』에 문정희 시인이 소개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문정희 시인은 9월 13일 개막식에서 <흙>을 낭송했으며, 14일에는 주제포럼 ‘I love Chengdu: A City in 

Poetry and in Virtual reality’에 참가했다. 이어 15일과 16일에는 두보초당(杜甫草堂)과 석실중학교(石室

中学)에서 열린 시 낭송회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 시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 공동개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9월 23일 중국 상해에서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한국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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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문학행사에서는 한국 소재원 작가가 초청되어, 중국현지 번역 출판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 『터널』작품에 

대한 소개 및 좋아하는 문구 낭독을 한 후 중국 샤오바이(小白) 작가와 “문학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는 주

제로 한중작가대담을 진행하였다. 행사 막바지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및 사인회 

등의 시간을 가졌다. 

당시 경색된 한-중 분위기와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150명이 넘는 중국 청중들이 행사장을 

방문, 끝까지 열띤 호응을 보여줘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홍콩 10월 한국문화제 

 주홍콩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에 이기호 소설가가 초청되어 한

국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홍콩이공대학교(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한국학

과 학생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10월 19일 열렸다. 강연은 이기호 소설가의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So 

Far, and Yet So Near)』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작품의 배경과 세계관을 이야기했다. 이어 작품과 작가

에 대해 청중들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작가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3)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

 캐나다 토론토 AAS 도서전

 북미 최대 아시아학 관련 행사인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회의가 3월 1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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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봄 컨퍼런스와 도서전을 동시에 개최하는 아시아학회에

서 한국문학번역원은 도서전 부스를 운영하여 번역원 지원을 받아 출간된 한국도서 약 25종을 전시하고 

번역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한국문학 번역출간 독려와 고전작품 현

대화 및 세계화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7일 북미지역 한국학 교수, 번역가, 출판인들과의 간담회

를 열었다. 또한 전시한 도서를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에 기증하여 현지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홍보

하는 데 기여했다. 

 이탈리아 토리노 국제도서전

 황석영 작가는 5월 18일 『바리데기(Bianca come la luna)』 출간을 계기로 토리노 국제도서전에 참가하

여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탈로 칼비노 상 수상 작가 마르첼로 포이스(Marcello Fois)와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황석영 작가는 올해 도서전의 주제인 ‘경계를 넘어서’와 공명하는 자신의 삶과 이주의 경험, 문

학 세계를 말했다. 또한 『바리데기』뿐 아니라 작가의 동아시아 3부작인 『손님』과 『심청』에 대해 이야기함

으로써 독자들이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황석영 작가는 토리노 도서전 참가에 앞선 5월 16일, 밀라노의 고골 앤 컴퍼니 서점(Gogol and 

Company)에서 현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황석영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 문

학이 당면한 위기와 과제, 『바리데기』의 모티프이자 전 세계적 관심사인 ‘이주’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문학 전문 기자인 

마르코 델 코로나(Marco Del Corona)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다. 올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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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맞이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는 102개국에서 약 7,300개의 출판사 및 기관들이 참가했으며 약 

286,000명이 도서전을 방문해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3% 증가했다. 

프랑스가 주빈국이었던 올해 도서전에서 번역원은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그 동안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 

고전 문학 49종의 도서를 전시했으며 8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루마니아, 미국, 영국, 스웨덴, 호

주) 25개 출판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스위스 카인운트아버(Kein und Aber), 미국 사이먼 앤드 슈스터

(Simon & Schuster), 루마니아 후마니타스(Humanitas) 등 해외 대형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 출판에 대한 의

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폴란드 바르샤바 도서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열린 폴란드 최고의 도서축제인 바르샤바 도서전에 참가해 편혜영 소설가

의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폴란드 문학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그라니차(Granice.pl)가 실시한 

독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16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재와 빨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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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 도시 민스크의 고등학교에서 폴란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혜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소개했다. 행사 후 폴란드 국영방송 TVP3과 인터뷰가 이어졌으며 이 인터뷰는 저녁 6

시 뉴스에 소개되었다. 같은 날 오후 민스크 공공 도서관(Miejska Biblioteka Publiczna)에서 열린 낭독회

를 통해 편혜영 작가는 『재와 빨강』의 창작 동기와 집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5월 19일 오전 바르샤바 대학 한국학과에서 열린 문학행사는 안나 파라돕스카(Anna Paradowska) 교수

의 사회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을 통해 사전에 책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작가의 의도, 작품 배경, 등장인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5월 20일 바르샤바 도서전에서 진행된 사인회를 마지막으로 편혜영 작가는 폴란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했으며 현지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터키 이스탄불 국제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스탄불 국제도서전 주빈국을 계기로 우리 고전 및 현대 문학 홍보와 독자 확보를 

위해 도서전시를 비롯해 이성복, 천양희, 최윤, 안도현, 손홍규, 김애란 작가와 함께이스탄불 도서전 주빈국

관과 시내에서 낭독회를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터키 작가 4인과 우리 작가들이 참여한 한-터 문학

의 밤 행사였다. 현지 출판인, 언론인 및 일반 독자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향후 한국문학의 터키 

진출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다양한 주빈국 행사 중 

작가낭독회가 커다란 주목을 받은 것은 언론의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총 32

건이 보도되었고, 터키의 유력지 『후리에트(Hurriet)』를 비롯한 현지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한국문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는 향후 한국문학의 터키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17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도서전(MIBF)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영 시인과 조해진 소설가가 참가하였으며,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문학센터에서 러시아 작가 3인과 함

께 낭독회를 갖고 서로의 문학을 교류하였다. 

9월 7일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문학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문학 출간 기념행사는 오세영 시인의 시집 출

간을 기념함과 동시에 2016년에 러시아에서 번역·출간된 조해진 소설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또한 함께 

낭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 작가 2명 외에도 러시아의 소설가 블라지슬라브 오트로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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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slav Otroshenko), 시인 이고르 볼긴(Igor Volgin)을 비롯하여 외국문학지 대표 편집장인 알렉산드

르 리베르칸트(Alexander Livergant)가 함께 자리하여 두 나라의 문학이 상호 교차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

냈다. 

더불어, 도서전이 열리는 기간 중에 러시아의 문학 신문 『리쩨라뚜르나야 가제타(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에는 오세영 시인과 조해진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서평이 실려 이번 행사의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윤성희 작가의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 참가를 지

원하고 한국문학행사를 개최 했다. 매년 11월 말 개최되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은 스페인어권 최대 규모

의 도서전으로 올해 31회를 맞이했다.

『구경꾼들(Espectadores)』(보노보스(Bonobos), 2017) 출판을 계기로 이번 도서전에 초청된 윤성희 작가

는 과달라하라대학교 한국문학특강과 도서전 공식 문학행사에 참가해 현지 독자들과 만났다. 이번 행사는 

세실리아 에우다베(Cecilia Eudave) 작가, 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시아(Luis Eduardo Garcia) 시인 등 현

지 문인들과의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은 현지 독자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은 플라네타(Planeta) 출판그룹, 색스토피소(Sexto Piso) 출판사 등 스페인어권 유수 

출판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관홍보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한국문학번역서 출판 현황을 점검하였다.

 중국 북경 국제도서전

 2017 북경 국제도서전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국제전람중심(北京国际展览中心) 신관에서 개

최되었다. 북경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서전으로 올해 24회를 맞이하였고, 한국에서는 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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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가 참가하였다. 번역원은 매년 북경 국제도서전 부스운영을 통해 중국 출판 동향을 파악하고 출판 관

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중(對中)교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번역원 부스에 다양한 출판 관계자 및 독자들이 방문, 한

국문학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하여 현지에서 한국문학의 가치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중국 출판업계의 중요화두인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의 영향으로 교차출간 가능여부 

문의를 다수 받아, 향후 중국 정책과 현지 출판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학술세미나 참가 및 기타 해외교류

 체코 프라하 유럽한국학회(AKSE) 컨퍼런스 참가

 한국문학번역원은 체코 프라하에서 4월 20일부

터 23일까지 4일에 걸쳐 개최된 제28회 유럽한국

학회(AKSE: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유럽한국학

회 컨퍼런스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유럽 한국학

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유

럽지역 한국학 관련 최대의 행사이다. 올해는 약 

250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2회의 세션을 개

최하고 한국문학번역도서를 전시함으로써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알리고, 한국문학을 홍보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전문도서관 주최로 21일 금요일에 개최되었다. 세션의 주제는 “한국

학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형성 및 전 세계 한국학 도서관 정보 공유(Building a Global Korean Studies 

Information Network - Sharing Information with Korean Studies Libraries around the World)”로, 유

럽과 북미 지역 한국학자들의 발제에 이어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청중과의 진지한 토

론이 이어졌다. 또한 22일 토요일 저녁에는 “한국문학과 교육(Representations of Schooling in Korean 

Literature)”을 주제로 한국문학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 행사에서, 서하

진 작가와 강유정 평론가는 한국교육이 처한 현실과 이를 조명하는 한국문학에 대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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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유럽한국학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유럽 내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담론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미국 문학번역가 협회(ALTA)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학번역원은 미국 문학번역가의 연례 모임인 미국 문학번역가 협회(ALTA: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 40회 대회를 공식 후원했다. 이에 따라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학 세션이 두 차례 열렸고, 전문 번역가와 신인 번역가의 

공동 번역작업을 지원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이 한국문학 번역에 특화하여 운영됐다. 

올해 연례회의에는 번역문학 관련 세션 80여 개에 500여명의 번역가 및 출판인이 참가하여 미국 내에서의 

세계문학 수입 현안을 논의하고 출간 경험을 공유했다. 6일에 개최된 한국문학 세션에서는 번역원과 협업

하여 한국문학을 출간해온 출판사 편집인들이 모여 ‘영미권 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 출간과 도서홍보 노

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참가한 출판사는 그레이울프(Graywolf Press), 펭귄 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Columbia University Press), 어텀 힐(Autumn Hill Books), 오픈 

레터(Open Letter Books)이다. 7일 세션은 한국문학 번역가 김소라, 제이크 레빈(Jake Levine), 에밀리 윤

(Emily Yoon), E.J. 고가 참석하여 “한국문학에서 확인되는 젠더 정체성과 대표성” 이라는 주제로 토론

했다.

번역가 멘토십 프로그램은 소설과 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는데, 소설 분야 멘토는 김소라(이화여대 통번

역대학원 교수), 멘티는 정민 컴포트(Jeongmin Comfort)가 선정됐고, 시 분야 멘토는 최돈미(미국 시인, 

김혜순 시인 전담 번역가), 멘티는 E.J. 고와 마르시 깐시오벨로(Marci Cancio-Bello)가 팀을 이루어 작업

하게 됐다. 멘티들은 1년간 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번역한 결과물을 2018년 9월 ‘미국 번역의 달(National 

Translation Month)’에서 주최하는 낭독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내 번역문학계 관계자들이 집합하는 대회의 공식 후원을 통해 한국문학 전담 세션과 번역가 공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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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운영하여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시장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 및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 베를린 한국 고전 행사

 주독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2017 한국고전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7월 14일 

판소리 <적벽가> 공연과 7월 15일 고전문학 심포지엄으로 이틀간 열렸다. 베를린 우파파브릭(ufaFabrik 

Varietesaal) 공연장에서 개최한 <적벽가> 완창 공연에는 윤진철 명창과 조용수 고수가 참여해 현지 관

중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공연은 독일어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었고, 3시간 넘게 이어진 완창에도 

160여명의 독일 관중들은 추임새를 넣으며 한국의 판소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주독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고전문학 심포지엄은 <유럽에서의 판소리: 전수와 습득 사이>를 주제로 15명의 발제자 및 토론

자가 참석하였다.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판소리의 매력과 그 영향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날 공연을 

마친 윤진철 명창과 조용수 고수도 한 세션에 참여하여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

졌다.

 베트남 한국고전문학 행사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고전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하노이 인문사

회과학대학과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고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과 하 밍 타잉(Ha minh Thanh)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베트남 고전문

학 연구자와 한국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고전문학의 가치와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가 되었다. 

 첫 순서로, 최원오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구비문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 고전문학 개론과 가치에 관해 설명하였다. 뒤이어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삼

국유사』 번역가인 쩐 티 빅 프엉(Tran Thi Bich Phuong)과 여성출판사 편집자 응웬 아잉 응언(Nguyen 

Anh Ngan)은 베트남 내에서 한국고전문학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가량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대강당에서 〈가믄장 아기(공연자: 극단북새

통)〉가 공연되었다. ‘가믄장 아기’는 제주도 신화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고성오광대의 춤사위와 제주민요

와 함께 새롭게 극화한 연극으로 멕시코 등 해외에서 수차례 공연된 작품이다. 제주도 사투리와 배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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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연습해온 베트남 현지 노래와 대사가 어우러져 관중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 5월 26

일 오후 5시에 탕롱대학교 소극장에서도 공연되어 총 2차례 무대에 올랐다.

 베트남 아시아 한국고전번역포럼

 9월 6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아시아 한국고전문학번역포럼 및 한국전통문화공연을 개최

하였다. 본 행사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아시아 한국고전문학번역포럼은 9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학부

장인 판 티 투 히엔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였다. 「베트남 내 한국고전문학번역과 소개: 성과와 방향」이

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발제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고전문학번역의 현황 및 성과, 번역가 현황, 독자의 요

구 변화, 출판사와 서점의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분석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학번역과 번역문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문학번역과 번역된 작품들의 현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어진 제 1분과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김종철 교수가 「아시아문화권의 한국고전문학의 연구·교육과 번역·출판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아시아문화권에서의 한국고전문학 번역의 수요와 목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2분과가 시작되었다. 「한국 고전의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번역의 실재적 

문제」라는 주제로 중국 산동대학교의 한매 교수가 발표를 맡아, 중국에서의 한국고전번역출판 현황을 소

개하고 한국 고전의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실재하는 문제점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한문을 이용해 상호의 고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전 연구서의 번역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

제3분과의 주제는 「베트남 내 한국고전문학번역 진흥을 위하여: 한국고전문학의 번역과 출판」으로, 베트

남 후에 교육대학교의 응웬 티 빅 하이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응웬 티 빅 하이 교수는 한국문학의 성과를 

소개하고 장기적인 번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운데 고전문학도 포함하되 적극적이며 매우 체

계적이고 가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별로 고전문학번역진을 구축하고 배출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의 소개와 번역은 모든 단어 뒤에 존재하는 사상, 관념, 풍습, 신앙, 종교, 지리, 역사 등, 결국 문

화가 존재하기에 일대일로 대응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모든 분과가 끝나고 한국-베트남 양국의 전통문화공연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을 역임하고 있는 유영애 판소리 명창과 광주시립창극단의 타악주자 이명식 고수가 함께 상연한 판소리 

〈춘향전〉에서는 자칫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내용을 무대 양쪽 스크린에 한글과 베트남어로 보여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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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베트남 호치민 노동문화궁의 관호공연단도 아름다운 베트

남 전통예술공연을 보여주어 앞으로의 한-베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

는 시간이 되었다.

 한-이란 시인 낭독회

 2017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한-이란 시인 낭송회 “한-이란, 시로 대화하다”가 6월 17일에 개최되었

다. 한국의 장석남 시인과 이란의 알리레자 가즈베(Alireza Ghazveh) 시인, 그리고 번역가 모센 라흐제디

(Mohsen Rahjerdi)가 참여한 이번 낭송회에서는 해당 월에 출간된 한국-이란 현대시선집의 교차출간을 

기념하고, 한국시인, 이란시인과 번역가가 서로 양국의 작품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

다. 관련 학과의 교수, 학생들 외에도 일반 청중이 많았고 청중의 연령대 또한 다양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제1회 한중 시인회의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청송에서 제1회 한중 시인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중 양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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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특히 최근 생산되고 있는 시 작품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번역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회의는 양국 시인과 비평가를 초청하여 시 번역과 비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중 

양국 비평가는 번역된 시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와 표현방법 등에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평가하고, 양국 

시인은 상대국의 비평가와 시인의 평가를 들은 후 자신의 시가 번역을 통해 어떤 변화나 왜곡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시인은 시 번역의 실상을 점검하고 가장 이

상적인 번역형태를 찾아보기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2.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1) 미국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영어권 유수 출판사의 출판인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작가, 번역가 및 출판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주간에는 미국의 저명한 비영리출판사 뉴 디렉션(New 

Direction) 출판사의 편집자 데클란 스프링(Declan Spring)과 영국 리틀 브라운(Little, Brown Book 

Group) 출판사의 아일라 아메드(Ailah Ahmed), 미국 트랜짓 북스(Transit Books)의 아담 레비(Adam 

Levy)와 애슐리 레비(Ashley Levy), 총 4인이 초청되었다. 초청된 출판인 4인은 김혜순, 성석제, 정영문, 황

선미 등 작가 8인과 국내 출판사 4개사의 편집자들과 만나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받고 출판계 동향을 파악

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시 전문 출판사 커퍼 캐년(Copper Canyon Press)의 편집장 마이클 위거즈(Michael 

Wiegers)를 초청했다. 위거스 편집장은 고은, 김혜순, 이성복 등 시인 7인과 만나 작품 세계와 한국문학의 

흐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를 번역한 경험이 있는 국내 영어권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출판 시장 관련 세미나와 번역물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했다. 

2) 스웨덴

 스웨덴 문예지 『10TAL』의 편집장인 마들렌 그라이브(Madeleine Grive)와 시인 사라 젤너(Zara 

Kjellner)가 해외 출판인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은, 김경

주, 김민정, 김영하, 김혜순, 박정대, 백다흠, 한강 등 다양한 국내 문학계 인사 및 작가와의 면담에 참여하였

고, 향후 출간될 한국문학특집호 기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스웨덴 출판인 초청은 향후 스웨덴과 한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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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작가교류 사업을 보다 더 활발히 협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3) 터키

 2017년 11월 개최된 터키 이스탄불 국제도서전 한국 주빈국 행사에 앞서, 9월 22일부터 열흘에 걸쳐 

터키 주요 일간지인 『휴리예트(Hürriyet)』지의 문화부 기자인 찰라얀 체빅(Çağlayan Çevik)을 한국에 초

청, 한국문학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휴리예트』는 터키 3대 주요 일간지 중 하나로 본 언론인 

초청을 통해 터키 이스탄불 도서전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는 등 터키 현지에 한국 

작가 및 한국 문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4) 스페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스페인어권 유수 출판사와의 출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페인어권 최대 출판그룹 

플라네타(Grupo Planeta)의 안데스지역 편집장 마르셀 벤투라(Marcel Ventura)를 초청 하였다.

2017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벤투라 편집장은 국내 주요 출판사 저작권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출판시장과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김경욱 작가와 만나 작가의 작품세계화 한국 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서어권 수강생 간담회를 통해 스페인어권 출판시장의 현황과 번역가의 역할과 문학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5) 중국

 서울 국제도서전을 맞이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어권 출판인 초청을 진행했다. 중국 화성(花

城)출판사, 천태양(千太阳) 에이전시 및 대만 대전문화(大前文化)에이전시, 구경(究竟)출판사에서 총 4

인을 초청했으며, 13일부터 16일까지 출판사 방문 및 작가와의 만남(김경욱, 장강명), 인사초청 출판인 교

류회(이욱연 교수) 등 자체 초청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국어권 출판인들이 원하는 한국문학을 알아보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서울국제도서전 참관 및 파주출판단지 견학을 통해 한국 출판산업 및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한국문학과 작가를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출판섭외 가능

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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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6월 14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8개 출판사, 아키쇼보(亜紀書房),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산이치쇼보

(三一書房), 쇼분샤(晶文社), 쇼시칸칸보(書肆侃侃房), 하쿠스이샤(白水社), 쿠온(CUON), CCC미디어하

우스(CCC Media House)의 편집자 8인이 한국문학번역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편집자 초청프로그램에 참

가하였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 견학, 한국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팀 및 문예담당 편집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추천작품에 대한 정보와 한일 출판계의 이슈를 공유하였다. 또한 사전 설문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작가로 꼽았던 정유정, 박민규, 황정은 작가와의 인터뷰 시간을 각각 가지고, 일본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

을 예정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참가사 가운데 쇼분샤는 방문 

기간 중 번역원과 한국문학 시리즈 출간에 대한 번역·출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은 일본에서 이제까지보다 다양한 출판사들이 한국문학을 출간하고 언론의 관심도 눈에 띄기 시작

한 한해였다. 한국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출판 편집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이러한 교류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7) 동남아시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동남아 및 아랍어권 3개국 4개 출판사 4명-베트남 째(Tre) 출판사 저

작권부장 응웬 타잉 남(Nguyen Thanh Nam), 베트남 작가협회출판사 (Writer’s Association Publishing 

House) 문학번역부장 응웬 치 환(Nguyen Chi Hoan), 태국 난미 출판사(Nanmee books) 출판부장 수차

다 응암와타나진다(Suchada Ngamwattanajinda), 이집트 알탄위르 출판사(Dar Altanweer) 편집장 모하

매드 라비(Mohammad Rabie)-을 초청하여 배수아, 한강 작가와의 만남, 한국문학 강의 청취, 국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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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에이전시들과의 면담, 파주 출판도시 및 교보문고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또한 태국 난미 출판사

와는 한국문학선집 태국어 번역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해외독자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한국문학 번역 작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및 잠재적 독자 발굴을 위한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가 총 

14개국 18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독후감대회는 현지 출판사, 문학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되어, 현지 한국문학 수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어나,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약 2,000여명의 독자들이 독후감대회에 참가했다.

연번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1 미국 서부 버클리대학교 2017. 2. ~ 4. 한강 채식주의자

2 미국 동부 조지 워싱턴대학교 2017. 6. ~ 11. 한강 채식주의자

3 미국 중부 세종문화회 2016. 6.
 ~ 2017. 6 박완서/ 전관용 그 여자네 집/ 꺼삐딴 리

4 프랑스 르 세르뺑 아 쁠륌 출판사 2017. 5. ~ 9. 한강 채식주의자

5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2017. 4. ~ 12. 박지원 연암 박지원 소설집

6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2017. 5. ~ 11. 한강/ 안도현 채식주의자/ 연어

7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7. 9. ~ 11. 공지영 봉순이 언니

8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교 2017. 8. ~ 11.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9 중국 청두 서남민족대학교 2017. 7. ~ 11. 이동하 장난감 도시

10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 2017. 8. ~ 12. 염상섭/ 이문구
/ 박민규/ 편혜영

삼대/ 관촌수필/ 
핑퐁/ 아오이가든

11 베트남 하노이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7. 9. ~ 12.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12 브라질 상파울루 상파울루대학교 2017. 7. ~ 11. 김시습 금오신화

13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문인협회(ANE) 2017. 4. ~ 8.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14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2017. 4. ~ 8. 한강 채식주의자

15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2017. 4. ~ 9. 손서은 테오도루 24번지

16 콜롬비아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학재단 2017. 5. ~ 10. 김경욱 ‘위험한 독서’,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천년여왕’

17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2017. 9. ~ 11. 강경애 지하촌

18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2017. 5. ~ 9. 작자미상 춘향전

<표9>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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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문예지 지원

1) 영어권

 영어권 유력 일간지인 영국 가디언지가 번역문학 전문 온라인 저널 아심토트(Asymptote)와 협업해 운

영하는 <화요 번역작품(Translation Tuesday)> 코너 지원을 통해 한국 번역 시를 총 6회 게재했다. 1월부

터 4월까지 최승자, 김기택, 문태준, 유안진, 이병률, 이성복의 시 2~3편을 실어 한국 시에 대한 영미권 독자

와 평단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서 아심토트는 김행숙과 강은교의 작품을 문예지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으

며, 7월에 출간된 여름 호에는 고은 시집 『상화 시편: 행성의 사랑』에 수록되어 있는 시 5편을 포함했다. 영

어권에게는 생소한 한국 시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신규 독자층 유입에 기여했다.

3월에는 영국의 시 전문 문예지인 『현대 번역시(Modern Poetry in Translation, 이하 MPT)』가 ‘파란색 핏

줄(The Blue Vein)’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학특집호를 발간했다. 특집호에는 이상, 고은, 한강, 김혜순, 김

이듬, 진은영, 고형렬, 김민정의 시 46편이 게재되었다. MPT 편집진은 출간을 기념해 특집호 기획에 참여한 

번역가를 영국 런던으로 초청, 게재된 시를 낭송하는 문학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2015년 한국문학번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시아 문학 전문 문예지인 홍콩의 『아시아 리터

러리 리뷰(Asia Literary Review, 이하 ALR)』가 4월에 발간된 33호와 12월에 발간된 34호를 통해 한국 문

학작품을 소개했다. ALR 33호에는 김숨 『L의 운동화』의 일부와 김성중의 단편 「개그맨」이, 34호에는 김

애란 작가의 단편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와 「도도한 생활」이 수록되었다. 

2) 일본어권

한국문학번역원은 일본 슈에이샤(集英社)가 발간하는 월간 문예지 『스바루

(すばる)』 10월호의 번역문학 특집에 정이현 작가의 단편 「영영, 여름」을 소

개하였다. 동 특집은 ‘그 아이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어른들의 사정이나 사

회에 휩쓸리면서도 삶을 살아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세계의 단편 5

편을 담았다. 각 작품의 번역과 해설 집필에는 일본의 저명한 영미문학 번역

가들이 나섰으며, 「영영, 여름」의 번역 및 해설은 2015년 박민규 작가의 『카

스테라』로 제1회 일본번역대상을 공동수상한 바 있는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

(斎藤真理子)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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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류 지원
EVENTS IN KOREA

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은 체계적으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기관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 

연계된 국내 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학을 통한 문화향유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서울을 세계 문학거점으로 삼아 국내외 작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서울국제작가축제〉의 경우 

2006년 1회부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세계 유수 문학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7회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위하여 작가선정위원회를 구

성, 운영하였다. 

이번 제16회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해외 문학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년 6

월 15일에 개최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자국 문학 번역 및 해외 

저변 확대에 힘쓰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6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였다. 

수상작(수상자)는 영어 『바셀린 붓다』(정예원), 러시아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승주연, 알렉산드라 

구델레바), 터키어『연어』(괵셀 튀르쾨쥬), 프랑스어 『현의 노래』(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이다. 〈제16회 한국

문학번역신인상〉은 『삼인행』, 『사물과의 작별』이 두 작품을 대상으로 총 7개 언어 225건이 접수되었으며, 영

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 언어 8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제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의 수상자로는 그동안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제니퍼 크루(미국 콜

롬비아 대학교 출판사 디렉터)와 안토니오 도메넥(스페인 말라가대학 동아시아학부 교수)가 선정되었다.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 사업을 통하여 해외 원어민 번역가 및 번역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번역연구 활동 지원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 유수대학 한국학과와 연

계하여 총 10개 언어 10명의 예비번역가를 초청, 한국문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함으로써 한국문

학번역가 양성 기반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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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국제워크숍은 해외 문학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유방안(Cooperation and 

Expertise Sharing among Cultural Institutions)’ 라는 주제 하에 6월 15일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

호에서 개최되었다. 네덜란드 문학재단, 이란 이슬람예술센터, 인도네시아 국가도서위원회 등 해외에 위치

한 유관 기관 실무책임자 3인과 국내 학자 및 평론가 3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10> 제16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1부 사회: 김동식(인하대 교수) 

기조강연 1 김종회(경희대 교수) “문학 번역, 문학의 세계화로 가는 길”

발제 1 바바라 덴 오덴(Barbara den Ouden)(네덜란드 문학재단, 네덜란드)
“한국계 네덜란드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차출간 사업”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강유정(강남대 교수)

2부 사회: 김수이(경희대 교수) 

발제 2 알리레자 가즈베(Alireza Ghazveh) (이란이슬람예술센터, 이란)
“번역: 나란히 앉아 대화 나누는 상(床)”

발제 3 존 맥글린(John McGlynn)(국가도서위원회, 인도네시아)
“문학 정전의 정립과 세계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류보선(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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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6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은 각국 문학관련 유관기관 소개와 문학진흥 프로그램 사

례 및 번역출판 현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한국문학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문

학번역원은 네덜란드 문학재단과 문학작품 교차출간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

가 되었다.

2. 한국문학번역상 / 한국문학번역신인상 / 공로상 

1)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격려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한국문학번역

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역·출간된 

도서 중 18개 언어권 97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언어권별 1차 심사는 해외대학 한국학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심사위원단이 맡아 가독성, 문학적 스타일, 해외 수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언어

권마다 최대 2종까지 후보작으로 추천하였다(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의 경우 통과된 2종 중 상

위 1종에 한해 통과). 이렇게 1차 심사를 통과한 11개 언어권 34종에 대해 언어권별 2차 심사를 진행하여 

내국인 심사위원이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언어권당 1종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

했다. 그 결과 적합한 내국인 심사자를 찾지 못한 루마니아어 2종, 슬로베니아어 1종, 우즈베키스탄어 1종

을 포함한 총 13개 언어권 15종의 작품이 최종심사에 회부되었다. 최종심사회의에서는 번역의 수준, 원작

의 해외소개 중요성,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어, 러시아어, 터키어, 프랑스어의 

4개 언어권의 최종후보작을 번역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2017년 9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각 수상작에는 상금(한화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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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고자 매해 시행하며, 올해 16회를 맞이하여 7개 언어권 8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영어권 2명, 그 

외 6개 언어권 각 1명). 올해 지정작품은 권여선 작 「삼인행」, 조해진 작 「사물과의 작별」이었다. 2017년 3

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개 언어권에서 응모 원고 총 225건이 접수되었다(영어 60건, 프랑스어 13건, 

독일어 10건, 스페인어 11건, 러시아어 17건, 중국어 34건, 일본어 80건). 응모작이 30편이 넘는 언어권(영

어, 중국어, 일본어)에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우수 작품(10건 내외)을 우선 선발했고, 이후 언어권마다 

내국인과 외국인 심사자가 각각 본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를 두고 최종심사회의에서 언어권별 수상작

을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전날인 9월 5일에 번역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국립현대미술관, 창

덕궁 후원, 북정마을 등 서울 시내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 9월 6일 시상식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

<표12>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명단

언어 번역자 작품명

영어
김미정(Ann Meejung Kim) 삼인행(Three For the Road)

여 사라 현정(Sarah Lyo) 사물과의 작별(A Farewell to Objects)

프랑스어 이소영(Lee So-yeong) 사물과의 작별(L’Adieu aux objets)

독일어 빈센트 크러이셀(Vincent Kreusel) 사물과의 작별(Abschied von den Gegenständen)

스페인어 알바로 트리고 말도나도(Álvaro Trigo MAldonado) 삼인행(Viaje para tres)

러시아어 류드밀라 미해에스쿠(Lyudmila Mikheesku) 삼인행(Путешествие втроем)

중국어 리우 중보(Liu Zhong Bo) 사물과의 작별(与万物作别)

일본어 다케우치 마리코(Mariko Takeuchi) 사물과의 작별(「物」との別れ)

<표11>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명단

언어 번역자 작품명

영어 정예원(Jung Yewon) 바셀린 붓다(Vaseline Buddha)

러시아어 승주연(Seung Jooyeoun)/
알렉산드라 구델레바(Aleksandra Goudeleva)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Никто не узнает…)

터키어 괵셀 튀르쾨쥬(S. Göksel Türközü) 연어(GümüşSomon’Un Büyük Yolculuğu)

프랑스어 한유미(Han Yumi)/
에르베 페조디에(HervéPéjaudier) 현의 노래(Le chant des cor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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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열렸으며, 수상자 8인에게는 상금(한화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3) 제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은 그동안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에 공로가 지대한 출판사나 번역문학

가 등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문학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

체에 커다란 자극과 용기를 갖도록 만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이다.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인사 중 현재까

지의 기여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총 2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

다. 시상식은 2017년 9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으며, 

이들에겐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각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2)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고자 매해 시행하며, 올해 16회를 맞이하여 7개 언어권 8인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영어권 2명, 그 

외 6개 언어권 각 1명). 올해 지정작품은 권여선 작 「삼인행」, 조해진 작 「사물과의 작별」이었다. 2017년 3

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개 언어권에서 응모 원고 총 225건이 접수되었다(영어 60건, 프랑스어 13건, 

독일어 10건, 스페인어 11건, 러시아어 17건, 중국어 34건, 일본어 80건). 응모작이 30편이 넘는 언어권(영

어, 중국어, 일본어)에서는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우수 작품(10건 내외)을 우선 선발했고, 이후 언어권마다 

내국인과 외국인 심사자가 각각 본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를 두고 최종심사회의에서 언어권별 수상작

을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전날인 9월 5일에 번역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국립현대미술관, 창

덕궁 후원, 북정마을 등 서울 시내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 9월 6일 시상식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

<표12> 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명단

언어 번역자 작품명

영어
김미정(Ann Meejung Kim) 삼인행(Three For the Road)

여 사라 현정(Sarah Lyo) 사물과의 작별(A Farewell to Objects)

프랑스어 이소영(Lee So-yeong) 사물과의 작별(L’Adieu aux objets)

독일어 빈센트 크러이셀(Vincent Kreusel) 사물과의 작별(Abschied von den Gegenständen)

스페인어 알바로 트리고 말도나도(Álvaro Trigo MAldonado) 삼인행(Viaje para tres)

러시아어 류드밀라 미해에스쿠(Lyudmila Mikheesku) 삼인행(Путешествие втроем)

중국어 리우 중보(Liu Zhong Bo) 사물과의 작별(与万物作别)

일본어 다케우치 마리코(Mariko Takeuchi) 사물과의 작별(「物」との別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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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전문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예비번역가 초청 연

수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전문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

학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번역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학 및 문

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진번역가 양성의 초석

을 다지기 위해 예비번역가의 자질이 보이는 해외 대학 한국학과의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한 단기 연수 프

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전문인력 대상 레지던스 사업은 총 9개 언어권 10인의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표13> 제5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수상자 명단

언어권 이름 주요공적

영어권 제니퍼 크루
(Jennifer Crewe)

-  미국 컬럼비아 대학 출판사에서 한국 관련 도서 번역 출간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미국 내 한국학 연구 진흥 및 한국 문학 수요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  뉴욕한국문화원이 임명한 K-Culture 서포터즈로, 
한국문학과 문화를 현지에서 알리는데 이바지함

스페인어권 안토니오 도메넥
(Antonio Doménech del Río)

-  스페인 한국학 연구 중점 대학으로 선정된 말라가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로 
스페인어권에 한국문화와 문학을 소개하는데 기여

-  2015년 말라가대학은 한국문학 번역실습워크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스페인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한국문학 번역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번역실력을 크게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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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등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문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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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번역가 

간담회 등을 통해 참가 번역가 간 번역 정보 공유, 번역 난제 해결방안 모색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

업 체계 확립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은 번역가, 연구자 및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

후 번역 인력풀을 확장,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밖에도 참가번역가의 요청에 따라 작가 및 한국학자와의 

개별 만남 등 개인 번역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올해 첫 시작을 알린 예비번역가 초청 연수에서는 10개 언어권의 해외 유수 대학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우

수한 학부/석사생 10인을 선발하여 2주간(2017. 7. 9. ~ 22.)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문학/

문화 강좌, 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증

진시켰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번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차세대 번역가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4. 서울문학회 

 서울문학회는 주한 외교관을 주축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 심화를 위해 개최하는 작가초청 행사로, 

2006년 설립 이래 주한스웨덴대사관과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그간 총 30명의 한국작가를 

초청한 바 있다.

2017년에는 6월에 천명관 작가를, 11월에는 문정희 시인과 서울문학회 초대회장인 라르스 바리외 시카다

재단 위원을 초청하였다. 작가의 강연과 낭독, 청중과의 대화로 구성된 행사는 각국 인사들에게 한국문학

을 알리고 문화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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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FOSTERING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문학번역 전문 교육기관으로 2003년 번역인력 연수지원으로 처음 시작

되어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 1,000여명의 한국문학 번역가를 배출해냈다. 번역아카데미는 2015년부

터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2년제로 확대 운영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성과

를 창출하고 있다.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은 해외 원어민 예비 번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간과정으로 문학번역 실습 강의와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강의, 문화체험, 문학기행 등 다양한 커리

큘럼을 폭넓게 구성하였다. 또한 야간과정인 특별과정은 낮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번역실습과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통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졌다. 한편 수료 후 과정인 

번역아틀리에 과정을 통해 실제 번역작업을 하고, 전문번역가들과 함께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정규과정 재학생 3인이 제48회 코리아타임스 한국현대문학번역상 

대상과 우수상을, 번역아틀리에 재학생 1인이 제1회 GKL 문학번역상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2017년에는 정규과정 작가론 수업을 작가특강으로 확대시켜 특별과정, 번역아틀리에 수강생들에게도 참여 기

회를 제공했다. 또한 번역교육 위주의 커리큘럼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권별 해외 출판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특

강을 개최, 수강생들이 언어권별 출판 특성 등 해외 출판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수강생 및 수료생

들의 번역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수료생 기획번역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총 7개 언어권 55인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최근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작품을 문화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원어민 번역가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번역아카데미는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출판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원어민 번역가를 양성하는 산실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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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가 양성: 번역아카데미

1) 정규과정 

 정규과정은 주중 낮 시간대 개설되어, 매주 9~15시간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간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총 5개 언어권으로 운영된다. 원어민 번역가 양성에 집중하기 위

해 유럽학제를 따라 매년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고, 해외 거주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지원자와 국

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자 과정으로 구분된다. 연수지원자에게는 장학금(매월 일정금

액의 체재비)과 함께 체류비자 발급, 건강보험 가입 및 유지, 한국 왕복 항공권 제공 등 한국에 체류하기 위

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2017년 6월에는 작년 9월 과정을 시작한 정규과정 제8기(2학년) 수강생 18인(연수지원자 15인, 일반지원

자 3인)이 수료하였다. 2017년 12월말 현재 재학 중인 수강생은 총 36인으로, 제9기(2학년) 16인(연수지

원자 13인, 일반지원자 3인), 제10기(1학년) 20인(연수지원자 17인, 일반지원자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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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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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권별 번역실습, 문학적이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언어권별 문체실습 한국

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공통 교양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특별과정 

 특별과정은 주중 낮 시간에 강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주중 저녁 시간에 운영되는 과정

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상 7개 언어로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과

<표14>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제9기(2학년) 및 제10기(1학년) 언어권별 수강생 현황

기수(학년) 구분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계

제9기
(2학년)

연수지원 3 2 2 3 3 13

일반지원 3 0 0 0 0 3

제10기
(1학년)

연수지원 4 4 3 3 3 17

일반지원 2 0 0 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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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강의는 매년 봄학기(4월 ~ 7월)와 가을학기(9월 ~ 12월)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 1회(회당 2시간)씩 

학기당 총 11회의 번역실습 강의와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1회(2시간)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번역의 

제문제를 다루는 번역실습과 더불어 작가와 함께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본 

과정은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과정 제9기(2학년)의 경우, 2016년부터 기존의 학기당 10회에서 12회로 강의 회수를 확대하여 2017

년부터 학기당 12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도에 1학년 과정을 수료한 5개 언어권 27인이 2학년 과

정에 등록하였으며, 여기에 추가 모집을 통해 합격한 영어권 1인이 추가되어 총 5개 언어권 28인이 본 과정

에 참여하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 본 과정의 최종 수료자는 5개 언어권 25인이다.

특별과정 제10기(1학년) 선발에는 7개 언어권 166인이 지원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 필기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7개 언어권 43인이 최종 합격 및 등록하였으며 이 중 7개 언어권 36

인이 1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강의는 학기당 12주, 총 24주간 진행되었으며 한국 단편소설 1 ~ 2편을 외

국어로 번역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3) 번역아틀리에

 번역아틀리에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우수 수료자들이 전문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 습

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수료 후 과정이다. 

2017년 번역아틀리에 제8기는 7개 언어권 총 30인으로 구성되었다. 번역아틀리에 번역가들은 봄학기(4월 

~ 7월), 가을학기(9월 ~ 12월)에 걸쳐 격주에 한 번, 1회 2시간씩 총 12회 진행되는 언어권별 세미나에 참

여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소속 번역가들 간에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번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문학번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번역아틀리에 제8기는 7개 언어권 총 25인이 수료하였으며, 한 해 동안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8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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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번역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일어권 1인이 『라이팅클럽』(강영숙)을 

출간하였다. 또한 영어권 1인이 제1회 

GKL 문학번역상 대상, 프랑스어권 1

인이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 작가와의 공동번역작업

1) 문학기행

 수강생들이 한국의 문학 및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4월에는 강원도 평창 및 강릉으로 2박 3일간 이순원 작가와 함께하는 강원도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강릉, 

평창 지역을 바탕으로 쓰여진 『바다로 간 고래바위』, 「영혼은 호수로 가 잠든다」 등 대상작품의 배경이 되

는 장소를 답사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교장, 오죽헌 등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등 강원도 지역 

고유의 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9월에는 경상북도 경주로 2박 3일간 경주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경주에서 진행되는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

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수료생과 수강생들이 번역 토론을 참관하며 번역아카데미에서의 번역 수업에 대한 

기대와 열의를 증진시키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경주 일대를 답사하며 신라시대의 

불교문화와 그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의 이해 수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연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분청사기, 

청화백자, 인장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2017 봄 강원도 문학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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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을 경주 문학기행

2) 작가와의 만남

 번역아카데미는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언어권별 번역실습 대상도서의 저자를 초청하여 수업 

참가자들과 함께 번역에 참여하는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수업이 정규과정, 특별과정 각 언어권별 및 학

기별 1회씩, 총 41회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번역아카데미 수강생들은 번역 중 제기되는 문제 등

에 대해 저자와 직접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표15>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진행 현황(총 16회)

언어권 언어권 학기 작가 작품명(수록도서)

정규 제9기
(1학년)

영어
봄학기 김경욱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

가을학기 구효서 모란꽃

불어
봄학기 윤고은 부루마블에 평양이 있다면

가을학기 윤성희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서어
봄학기 권여선 사랑을 믿다

가을학기 최진영 팽이

정규 제8기
(2학년)

영어
봄학기 김중혁 바질

가을학기 성석제 론도

불어
봄학기 김숨 육의 시간

가을학기 최은미 창 너머 겨울

서어
봄학기 김중혁 가짜 팔로 하는 포옹

가을학기 김금희 문상

통합

독어
봄학기 천운영 다른 얼굴

가을학기 김경욱 스프레이

노어
봄학기 정용준 선릉 산책

가을학기 호원숙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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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진행 현황(총 25회)

과정 언어권 학기 저자 대상작품

특별 제10기
(1학년)

영어
봄학기 김금희 조중균의 세계

가을학기 안보윤 때로는 아무것도

불어
봄학기 김중혁 스마일

가을학기 백민석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음악인 협동조합 4

독어
봄학기 전경린 맥도날드 멜랑콜리아

가을학기 이장욱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서어
봄학기 천명관 13홀

가을학기 황정은 누가

노어
봄학기 김경욱 천국의 문

가을학기 은희경 짐작과는 다른 일들

중어
봄학기 황정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가을학기 김금희 너무 한낮의 연애

일어
봄학기 장강명 801호 박쥐인간

가을학기 백수린 여름의 정오

특별  제9기
(2학년)

영어
봄학기 황정은 명실

가을학기 이기호 최순덕 성령충만기

불어
봄학기 최은영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가을학기 김인숙 빈집

서어
봄학기 천명관 프랭크와 나

가을학기 황정은 양의 미래

노어 가을학기 은희경 불연속선

중어
봄학기 김애란 건너편

가을학기 장강명 알바생 자르기

일어
봄학기 최은영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가을학기 김애란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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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의 예비번역가가 전문번역가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참가 대학은 해당 대학 소속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 간 번역실습 수업을 진행한 후, 

번역실습 대상도서의 저자를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번역결과물을 점검하고 완성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해외의 대학을 새롭게 발굴하고 워크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지난 2016년도부터는 선발 방식을 공모제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지원서를 접수한 6개 언어권 

9개 대학 중에서 4개 언어권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해

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은 매년 참가 학생들의 번역 수준과 워크숍의 구성이 질적으로 향상되

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 속에서 본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과 더불어, 해외 유관기관인 영국문학번역센터

(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 노리치작가센터(Writers’ Centre Norwich)와 연계하여 한-영 

문학번역가들을 위한 문학번역워크숍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번역아카데미 소속 예비번역가들이 

번역과 출판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동종 업계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외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학 및 문

화에 관심을 지닌 이들이 해외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한국문학을 번역, 소개할 수 있는 전문번역가로 성장

하기를 기대해본다.

1) 중국 산동대학교

 2017년 중국어권 해외유수대학 번역실습 워크숍이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산동대학교에서 진행되

었다. 중국 산동대학교 본교인 홍자러우(洪家楼)캠퍼스 한국어학과 학부 2학년부터 4학년, 석사생 및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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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여 3월부터 번역한 강영숙 작가의 「맹지」에 대해 작가 강연을 들은 뒤 질의응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째 날, 강영숙 작가는 학생들로부터 작품의 세계관 및 작가의 서술의도 등 번역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며, 학생들은 강영숙 작가의 답변과 관련 일화를 듣고 작품세계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워크숍 둘째 날은 작가와 함께하는 낭송회로 시작하였다. 낭송회는 학년별 대

표가 각자의 번역문 중 일부를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강영숙 작가가 2~3페이지를 원문으로 낭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낭송회 후, 번역 최종평가를 담당했던 북경외국어대 왕보(汪波) 교수가 워크숍 총평

을 발표했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은 중국어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애정과 번역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동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진들 역시 학

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번역원과의 교류증진과 번역가 양성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2)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대학교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Roma La Sapienza)에서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서의 워크숍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이다.

이번 번역실습 대상 작품은 정호승 작가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번역실습에 참가한 42명의 학

생들은 11개로 팀을 나누어 안토네따 부르노(Antonetta Bruno) 교수의 지도하에 3월부터 두 달 간 40수

의 시를 번역하였다. 번역실습은 첫 한 달간은 수업 시간에 모여 실제 번역을 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에 대

한 경험을 쌓고, 두 번째 달에는 각자 과제로 번역을 한 뒤 수업 시간에 번역상의 의문점, 수정 사항 등을 

공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번역 작품에 대한 분석 및 번역상의 문

제, 의문 등을 보고서로 정리한 뒤 워크숍 기간 동안 발제하였다. 정호승 작가는 학생들의 심도 깊은 보고

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모든 팀의 발제 내용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외에도 작가 강연, 작가와 학생이 함께하는 낭송회, 시화 작업 

및 작품 전시회 등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작가와 참여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번역실습 워크숍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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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이 강한 대학 교육 내에서 작품 번역을 완성하는 성취를 경험하는 기회이기에 학생들의 열정은 더

욱 높았으며, 그러한 열정은 학생들의 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정호승 작가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우리 

문학의 이탈리아어권 번역, 출간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훌륭한 원어민 번역가가 성

장하기를 기대해본다.

3) 영국문학번역센터(BCLT)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노리치의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문학번역 워크숍(The 

International Literary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ummer School)은 8개 그룹(한국문학 번역, 독

일문학 번역, 리투아니아문학 번역, 벵골어문학 번역, 영어문학 스페인어 번역, 스페인어문학 영어 번역, 다

중언어 시 번역, 다중언어 산문 번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타 언어권 문학번역 워크숍 

참가자는 언어권별로 한 작품을 선택하여 해당 작품의 저자, 워크숍 리더와의 토론을 통해 번역을 진행했

다. 더불어, 전체 참가자를 위해 개설된 창작 수업, 번역과 출판 등의 내용을 다루는 세션도 운영되었다. 

한국문학 번역 그룹의 경우, 전체 그룹 중 유일하게 번역문학을 영미권에 소개해온 출판전문가를 워크숍 리

더로 영입하여 출판을 위한 번역 및 편집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워크숍 리더인 엘머 루크(Elmer Luke)는 번역아카데미 수강생 또는 수료자 중에서 선발된 6인의 

번역가를 비롯한 총 9인의 번역가와 함께 참가자 개인이 번역한 원고를 편집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아카데미 소속 번역가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타 언어권 번역가들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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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학번역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워크숍의 참가를 독려하고 지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에는 영국문학번역센터와의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 노리치작가센터

와는 새롭게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한국학과에서 2017년도 독일어권 번역실습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용준 작가의 단편 「선릉산책」을 번역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워크

숍 개최에 앞서 2개월간 비엔나대학교 안드레아스 쉬르머(Andreas Schirmer) 교수와 윤선영 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석사생 10여명으로 구성된 번역실습을 진행하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 동안 정용준 작가가‘나의 문학을 말하다:「선릉 산책」을 중

심으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작가의 작품세계와 해당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

다. 참가학생들은 자신들의 번역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번역작업 중 궁금했던 질문을 작가에게 직접 물

어보는 시간을 통해 작품의 제목, 어휘, 문법 등 보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점검

하였다.

6월 16일 저녁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번역한 원고를 작가와 함께 일반청중 및 비엔나대학교 수강생을 대상

으로 낭독하는 낭송회를 개최하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낭송회에 참가하는 청중들의 진지한 

태도와 질의내용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번역원 지원의 최초의 워크숍이며, 이번 워크숍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원어민 번역가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5)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올해의 

번역실습 대상 작품은 전성태 작가의 단편소설 「국화를 안고」로, 말라가 대학교 한국학과의 안토니오 도메

넥(Antonio J. Doménech) 교수의 지도하에 한국학과 학부생 1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시되었던 번역 세

미나에 이어 진행되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번역실습 워크숍 기간 동안 전성태 작가는 ‘나의 문학을 말한다-국화 두 송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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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작품의 시대적 및 공간적 배경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

려웠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외에도 전성태 작가는 말라가 대학

교 내 개설되어 있는 한국문학 수업에 참여하여, 스페인어로 번역된 단편소설 「존재의 숲」을 미리 읽고 준

비한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번역 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번역작업 중 궁금했던 부분을 작가에게 직접 질문하

며 작품의 제목, 어휘, 문법부터 작품 속에 담긴 한국의 현대사와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 등, 완성도 높은 번

역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점검해보았다. 

대부분의 참가 학생이 처음으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어 문법

과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심의 연

장선상에서 한국문학 번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연수지원에 대한 흥

미가 높아 추후 예비 번역가로 유입될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2017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7 LTI KOREA ANNUAL REPORT80

V.
정보화 사업
INFORMATION MANAGEMENT

2017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7 LTI KOREA ANNUAL REPORT



V. 정보화 사업81

정보화 사업
INFORMATION MANAGEMENT

수년간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그룹웨어, 홈페이지, 문서중앙화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등 운영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지만 다양한 보안 이슈가 수반되면서 보안 솔루션

의 필요성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안은 업무 

효율성과 따로 떼어서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55개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보안 감사에서 번

역원은 60점 수준의 정보보안 점수(전체평균 50점 수준)를 받았다. 올해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사업

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정보보안사업과 관련한 중점보완사항은 4가지로서 업무수행, 내부자료 유출방지, 용업업체 보안관리, 정보시

스템 보안관리 측면이다.  이중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부자료 유출방지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작업을 실

시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되어오던 랜섬웨어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완대책을 수립, 보안성과 효율성

이 높은 전산 업무환경을 구현하였다. 홈페이지 기능과 관련해서 작지만 비중 있는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첨부파일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해외 이용자도 아래한글 프로그램 뷰어 없이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도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강화, 인적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에

서 내부적인 관리계획수립과 정기점검을 수행하였고, 300여 건의 IP 및 도메인 차단, 100여 건의 보안패치, 상

하반기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성과를 이루었다. 개인정보보호인증 5년 연속유지, 웹접근성인증 6년 연속유지와 함께 새롭게 굿콘텐츠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이용자에게 기술적 신뢰성과 콘텐츠의 신뢰성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홈페이지 만족도 점수는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하였고,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도 6년 연속 우수 등급

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은 업무연관성이 강한 실무강좌 위주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도 

실무강좌 수업을 유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소통형 사이트로 이

용자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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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올해 정보보안검사를 통해 권고 받은 내용(아래 1)~4)항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

였다.

1)  업무수행 측면에서 대부분 기관이 세부추진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업

무수행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일부 기관은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적

이 미흡하며 정보보안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등 자체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

2)  내부자료 유출방지 측면에서 대부분 기관이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퇴직직원에 대한 기술적 또는 관

리적 보안대책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은 P2P, 웹하드, 웹오피스 등 보안에 취약한 비인가 사이트 통제가 

미흡

3)  용역업체 보안관리 측면에서 일부 기관이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주기적인 보안점검 수행

에 미흡. 또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기관 내부 직원과 같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기술

적 보안대책 강화가 필요

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측면에서 일부 기관이 유지보수를 위해 보안대책 없이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홈페

이지 등 웹서비스 해킹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보안대책 강화가 필요

번역원은 99점 만점의 정보보안 점수에서 60점(전체 평균 50점 이하)을 받았다.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개선이 필요했던 몇 가지 보안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확인감사에 대비하고 정보보

안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나. 홈페이지 기능개선

 웹기반 환경에서 첨부되는 파일의 형식이 일정하지 않아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 홈페이지의 경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PDF 등 다양한 파일

도입솔루션 기능 대상시스템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의 단계별 현황관리

- 그룹웨어 
- 홈페이지 회원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통합패스워드 관리 -  논리적·물리적 장애 발생 시에도 관리시스템에서 보관 중인 
패스워드를 빠르고 안전하게 복원 - 운영서버 전체

문서중앙화 솔루션 -  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이력관리를 통해 랜섬 및 악성코드 감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백업해주는 솔루션 - 원내 PC 전체

네트워크 제어 -  랜섬 등으로 원내PC 감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제어 
가능한 솔루션 - 원내 PC 전체

방화벽 이중화 -  운영중인 방화벽과 동일한 장비를 병행운영하여 장비OFF시 
위험율 최소화 - 운영서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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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볼 수 있는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

술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Active X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필요성과 제한적인 운영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번역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첨부문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미리보기 기능을 

추가하였다.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인프라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시스템 운영관리, 네트워크 분석·진단, 

네트워크 솔루션 및 인프라 운영·관리·재해복구/보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보안활동으로는 랜섬

웨어 및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시스템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예방정비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가. IDC 운영현황

 - 홈페이지 서버 등 주요서버 14종 : 작가축제 서버 1종 감소

 - 자료 저장장치 등 부대장비  3종 : 문서중앙화 서버 1종 증가

 - 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   5종 : 방화벽 1종 증가

나. 보안운영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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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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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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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안 및 외부 사이버 공격 대비 사고대응 체계 마련

3. 정보화 교육

 임직원의 정보화 능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해는 특히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인 엑셀보고서 작성활용 교육을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 임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 시켰다.

사이버위기 관리 ▶

① 기관전산망의 관리용 포트의 외부 허용 유무 점검(년2회) 
②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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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게시여부 점검 
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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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서버패치현황 및 점검결과보고

▶
7건 계획
이행율 
100%

정보시스템 보안 ▶

①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점검(년 2회) 
② 방화벽 보안정책 재정비(IP정리) 
③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④ 망분리 및 비인가 사용자 접근통제 
⑤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 진행

▶
5건 계획
이행율 
100%

구분 내용 조치내용

침해사고 관련 IP 및
악성코드 차단 침해사고 IP 및 도메인 차단(332건)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및 차단

(332건 조치)

사이버 안전센터
이상 징후 통보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공격대상 IP 및 이상 징후 차단(10건) 서버 백신검사 및 보안취약점 조치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Adobe Flash, MS 보안 업데이트, 백신
아래한글, 윈도우 보안패치 (117건)

1. 운영서버 : 해당조치사항 적용
2. 전직원 : 메일 보안업데이트 공지

사이버위험대비
모의훈련 참여 을지연습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17.8.24.)

1.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활동 수행

2. 상황 전파문 수신 및 조치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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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성과

가.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2년 연속 80점 이상 유지

 - 759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2개 지표 24개 항목 점검

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3년 연속 우수 등급 유지

 -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2개 지표 24개 항목 점검

라. 문체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 90.8점 

 1) 대상기관 : 총 46개 기관(소속 15기관, 공공 31기관)

 2) 평가기간 : 2016. 12. ~ 2017. 03(4개월)

 3) 평가결과 : 90.8점(전체평균 82.9점)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실시일 실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2 2017.06.02 임직원 40명

정보화교육
SNS 마케팅 특강-SNS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전략 2 2017.08.10. 임직원 30명

엑셀 보고서 작성 활용교육 및 정보시스템 설치 
안내 2 2017.11.21 임직원 34명

구분 2016년 2017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89.7점 81.41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92.86점 97.6점 우수(등급표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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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전문도서관
LTI KOREA LIBRARY

번역전문도서관(LTI Korea Library)은 2001년 자료실로 시작하여, 2007년 개관한 이래 한국문학을 전 세

계에 알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미션 수행을 위해 각종 정보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온·오프

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문학 다국어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을 새로 오픈하였다. 

2017년 올 한 해에는 디지털 도서관 운영을 통해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기획하여 

한국문학을 알리는 “콘텐츠 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국내외 한국학자 및 한국학 유관기관 등을 대상

으로 신간 한국문학 온라인 정보소식지(Korean Literature-New Arrivals)를 매월 제공하였다. 또한 서울국

제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전시하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주관한 <세계가 취醉한 

우리문학> 등의 외부 전시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Official Korean Writer Name Database)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문학 

작가의 다양한 형태의 이름을 모두 수집하고,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을 조사하여 각종 소개자료에 통

일된 작가명으로 한국문학 작가가 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한국문학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영해온 ”Hub Library Members 프로

그램“은 올해 재외 한국문화원까지 협정 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7개국 15처의 한국학 유관 기관과의 멤버 협

정을 맺는 성과를 내었다. 그 외에도 청와대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등 국내외 기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4,833종 5,321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내년에도 한국문학 정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주요 한국문학 정보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대상 실무실습프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운영하여 실습생 7명에 대한 도서관 실

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열람시설도 지속·운영하여 국내 방문 해외 독자, 번역아카데미 학생 등이 한국

문학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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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운영

1) 한국문학 온라인 정보플랫폼: 디지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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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여 건의 다양

한 콘텐츠를 그야말로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국어 정보라면 총망라하여 수집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콘

텐츠들을 선진적인 웹 기술이 집약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를 통해 서로 연결함으로써 한국문학 작가

별, 또는 언어권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드루팔 콘텐츠관리시스템(Drupal CMS)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

태의 각종 콘텐츠를 모두 연결(linking)하여 최신 웹 트렌드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

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Official Korean Writer Name Database)”를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언어나 형

태의 작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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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편리하고 이용친화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 회원 4,5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문학 전자책 플랫폼을 도입하였고, 다국어 이용자

를 고려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지속적인 디지털 도서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이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리는 주요 플

랫폼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디지털도서관 메뉴 콘텐츠 유형별
연도 총계

(~’17)2016 2017

번역서지정보

번역서지정보 374 445

6,284도서 리뷰 495 60

번역출판제안 한국도서 108 35

한국문학 작가정보

한국문학 작가정보 14 138

3,802외신 보도자료 923 262

해외 문학행사 29 25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책 279 72

1,172동영상 45 74

오디오 6 2

참고정보

보고서/텍스트 38 51

3,205

웹사이트 참고원 - -

번역가 - -

출판사 - 4

정기간행물 정보 - 9

소장도서 검색 한국어 서지정보 565 796 7,036

총계 21,499

<표17> 디지털도서관 제공 콘텐츠 현황



VI. 번역전문도서관89

2)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제공

 한국작가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한국문학 번역서지책자 제작을 계기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

공하고 있다. 한 작가의 작품이 각기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지금까지 출간

된 한국문학 번역서에 표기된 작가명의 이형(異形)과 더불어 이를 하나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 소급하고자 

작가명 로마자 대표 표기명(Preferred Name)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으며, 현재 총 609명(2017. 12. 29. 기

준)의 작가 정보를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2014년에 이어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전거시스템에서 다양한 표기명으로 된 한국문학 작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문학 작가 총 114명의 로마자 대표 표기명은 물론 작가 정보에 해당하는 

생몰연도,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작가 페이지 URL, 다양한 언어와 표기법으로 쓰인 이

형 1,656건 등을 제공하였다. 이는 현재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시 “저자명 참조”를 통해 작가의 이형 표기명

을 통제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1. 국회도서관 작가명 외국어 이형 표기명 데이터 공유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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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공유 사업

 번역전문도서관은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획 전시를 개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및 확산에 적극 힘써오고 있다. 올해에는 영문으로만 발간되던 

신간 한국문학 정보소식지(New Arrivals)와 더불어 오프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문 신간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도서관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발행하는 도서관계 소식지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 홍보물을 지

속적으로 제작하고 널리 배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 신간 한국문학 온라인 정보소식지(New Arrivals)

 번역전문도서관은 매월 신간 한국문학 콘텐츠를 온라인 정보소식지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간 한국문학 온라인 정보소식지(Korean Literature–New Arrivals)는 디지

털도서관 회원 7,672명과 오프라인 도서관 회원 1,469명을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소식지에는, 신간 한

국문학 번역서지정보(Bibliography), 북리뷰(Book Reviews), 한국문학 작가소개(Korean Writers), 해외 문

학행사정보(International Events), 외신보도자료(New From Abroad), Hub Library Members 프로그램 지

원방법 소개, 한국문학 관련 비디오(Book Trailer–Video)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 회원을 위한 무료 E-Book 

대여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보소식지는 간단한 디지털 도서관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매

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국문 정보소식지는 신간 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과 더불어 국내 정

기간행물 등을 소개하여,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격주로 발

송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 새롭게 도입된 한국어 전자책 플랫폼 또한 홍보하여 도서관에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1.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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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학 기획 전시 개최 

 한국문학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번역전문도서관은 다양한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

다. 매년 서울국제도서전(SIBF)에 참가하여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전시하고 해외출판사 및 일반인 관

람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40여개 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번역도서 

150여권을 비롯하여, 한국문학 관련 해외 문학행사 사진과 외신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었

다. 또한 부스 관람객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설문

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5일간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 총 60,69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주요 관람객층은 20대 여성으

로 일반인과 학생이 많았음을 설문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일반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 해외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여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3) 외부 기관 전시 기획 및 콘텐츠 지원 

 번역전문도서관은 올해에도 외부 전시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

문학번역서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학 콘텐츠를 지원해왔다. 이중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주관한 한

국문학특별전 <세계가 취醉한 우리문학>은 한국문학의 번역사를 개괄하여, 개화기 조선시대에 프랑

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춘향전 Le Printemps Parfume』(1892) 등과 같은 고번역서부터 지난 해 맨부커

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등 현대 번역서까지 약 160여 종의 한국문학번역

서를 전시자료로 지원하였다. 해당 전시는 2013년에 한국문학번역원과 서울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한

국문학번역사 120주년 기획展>에서 모티브를 얻어, 주요 한국문학번역서 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의 해

외 낭독회, 인터뷰, 북트레일러 영상 등 다양한 전시자료를 지원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약 

3개월간의 전시기간을 거쳐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창원시립윤동주문학관의 요청에 

따라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에 윤동주 시인의 번역 작품들을 전시자료로 지원하

였다. 

이와 같은 외부 전시를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내국인의 관심이 해마다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앞으로도 한국문학을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전시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2. 2017 서울국제도서전 번역원 부스 전경 그림3. 2017 서울국제도서전 번역원 부스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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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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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도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증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총 154곳에 4,833종 5,321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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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학번역서 등의 다국어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재외 

한국문화원에서의 한국문학을 홍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년 증가해왔다. 본래 해외 한국학과 및 대학도

<표18> 국내외 기증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7)

구분 건수 구분 2  종수 권수 건수

해외 67

해외 국공립도서관 980 980 11

해외 유관 기관 및 행사 115 135 10

재외 공관 및 문화원 468 491 8

해외출판사 및 언론인 76 80 31

국내 87

국제문화행사(영화제 등) 142 173 4

국내 국공립도서관 498 687 3

국내 공관 및 유관기관 855 939 23

작가 및 번역가 등 관련 인사 154 291 32

다문화 기관 1,545 1,545 32

총 4,833 5,321 154

그림4.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주최 

“세계가 취한 우리문학” 전시 소개

그림5.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주최 

“세계가 취한 우리문학” 전시 오브제로 쓰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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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한국문학 자료 수집 및 홍보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협정기관의 범위

를 재외 한국문화원까지 확대 운영하였다. 이에,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등 7개국 8처의 교육 기관

과 더불어 주 중국 한국문화원 등 7개국 7처의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정을 맺어, 총 35개국 72처와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기존 협정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기관인 58곳 중 29곳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프로그램

에 대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선정된 자료의 적절성’(72.4%)이

었으며, 이외 ‘지원 자료의 양’(62.1%), ‘담당자의 응대’(55.2%), ‘진행절차 및 배송방법’(34.5%)으로 나

타났다.

2) 국내외 한국문학번역서 기증 프로그램

 국내외 기증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해

외 주재 대한민국 공관, 해외 한국문학행사 주최기관 등 한국문학번역서를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을 지원

하고, 국내 개최 국제문화행사로 국내에 초청되어 방문한 주요 해외 인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번역

서를 1:1로 선물하는 등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가주요행정기관인 청와대에서 전 세계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한국문학번역서 766종을 지원하였다. 이 책들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한·중 수교 25주

순번 국가 기관명 기증
종수

기증
권수

1 영국 에딘버러 대학도서관 122 122

2 인도 잠미야 밀리야 이슬라미야 대학교 한국학과 121 121

3 인도 델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동아시아학과 121 121

4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비교문화·지역학부 93 93

5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 -

6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교 대학도서관 105 105

7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00 100

8 중국 주 중국 한국문화원 157 157

9 아르헨티나 주 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 -

10 프랑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42 42

11 필리핀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 -

12 나이지리아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 -

13 태국 주 태국 한국문화원 - -

14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응용언어학 및 통번역학과 139 139

15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대학도서관 63 63

16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도서관 52 52

17 라트비아 라트비아 국립대학교 발트 동아시아 지역연구소 24 24

총 1,139 1,139

<표19> 해외 한국학 유관기관 자료 지원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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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맞아 만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내외, 독일 대통령의 영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 미국 부통령의 부

인 카렌 여사에게 선물하여 국가 외교와 더불어 한국 문학을 알리는 뜻깊은 일에 일조하였다.

더불어, 올해에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의 협조를 받아 국내 시·도청 및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도서관 32곳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서를 지원하였다. 앞으로 정기적

으로 운영될 이번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다문화 도서관 32곳 중 20곳이 조사에 응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선별된 자료의 적절성’(75%)에 이어, ‘담당자의 응대’(50%), ‘지원 자료의 양’

(35%), ‘진행절차 및 배송방법’(30%)으로 나타났다.

4. 오프라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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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권별 번역작품, 국내외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DVD, 고서 실물 등을 수집하여 총 12,226종 19,970권

을 이용자 대출열람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총 3,476건의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신규 대출회원 173명의 가입신청을 받아 총 1,802

명의 대출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존서고에서 번역원 지원을 통해 납본된 도서 총 144종 12,030권을 

올 한 해 동안 입고하였으며, 현재 총 2,478종 58,181권의 재고 도서를 보존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다. 

•  운영시간: 월 ~ 금 : 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휴관) 

※  번역아카데미 학기 중 도서관 야간운영 시행(4~6월 / 9~12월) 

월~목 9:00~22:00(12:00~13:00 점심시간 휴관), 금 9:00~18:00

그림6.  주 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참여 도하도서전 한국문학 전시부스 소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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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권수 및 기한 

 ※ 대출현황조회 및 연장: 디지털 도서관>About the Library>Library Service

 ※ 대출연장 15일씩 2회 가능 

이용자 구분 대출 권수 대출 기한

번역가, 연구자, 번역아카데미 학생/교수진 최대 7권 30일

일반인 최대 5권 15일

그림7.  도서관 열람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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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다각화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

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다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국내외에서 한국문학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국내 언론관계자에게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번역원과 관계된 기사가 237건 게재되었다. 또한, 번역원 국영문 웹사이트 및 기관 SNS, 블로

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SNS 팔로워들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반 구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

였다.

2016년부터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 계기 행사를 2017년도부터 ‘역:시(譯:詩)’라는 제목으로 한국 시인과 번

역아카데미 우수 수강생이 만나 작품을 번역하고 교차로 낭독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하였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하여 작가와 번역가가 서로 이해를 넓히게 되었으며, 국내 독자들은 한국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소

개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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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국내 주요 언론사의 다양한 기사를 통해 알렸다. 올

해 주요 소식을 총 29건의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번역원이 언급된 언론기사는 총 237건이었다.

<표20> 2017년 보도자료 목록

연번 보도자료 제목 일자

1 영국 가디언지–Asymptote 저널 ‘화요번역문학(TranslationTuesday)’ 코너에 한국번역시 게재 2017-02-09

2 한국 고전 및 현대문학 번역 작품 33종 전자책 제작 2017-03-09

3 영국 시 전문 문예지 Modern Poetry in Translation 한국문학특집호 발간 2017-03-31

4 한국문학번역원-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2017-04-11

5 김이듬『명랑하라 팜파탈』,  美쓰리퍼센트(Three Percent)주관
‘최우수번역도서상(Best Translated Book Award)’ 최종후보선정 2017-04-19

6 세계문인들의축제, 미국 뉴욕펜월드보이스페스티벌’에 배수아, 한유주 작가 참가 2017-05-02

7 한국문학번역원-예술의전당 업무협약(MOU) 체결 2017-05-12

8 한국문학번역원-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와 자유학기제 업무협력(MOU) 체결 2017-05-15

9 황석영 작가 토리노국제도서전 참가 및 밀라노 한국문학행사 - 이탈로 칼비노 수상자 마르셀로 포이스와 대담 등 2017-05-16

10 정호승·강영숙 작품, 5월 이탈리아와 중국에서 번역 워크숍 2017-05-16

11 한강『소년이 온다』,  배수아『서울의 낮은 언덕들』 미국 월드 리터러쳐 투데이 2017 여름 추천도서 선정 2017-05-19

12 심보선『눈앞에 없는 사람』 미국 월드 리터러쳐 투데이 호평 2017-05-19

13 세계 문학기관 간 교류의 장을 열다, <제16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2017-06-07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서 정용준 작품 번역 워크숍 2017-06-13

15 이란 현대 시선집『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출간 및 기념행사 2017-06-14

16 1892년 프랑스어 번역 ‘춘향전’,  4년 만에 일반인 공개 - 한국문학번역원지원, 『세계가 취醉한 우리문학展』 2017-07-07

17 편혜영 단편「식물 애호」,  미국 ‘더 뉴요커’  금주의 소설(This Week in Fiction) 선정 2017-07-07

18  한국문학번역원, 영국에서 출판 중심 워크숍 진행 2017-07-20

19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제5회 공로상·제16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 개최 - 2017. 9. 6. 19시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17-09-05

20 고은 시선집 <흰 나비>, 스웨덴 ‘다겐스 뉘헤테르’지 선정 2017년 5대 문화콘텐츠에 올라 2017-09-14

21 일본 슈에이샤(集英社) 발간 월간 문예지『すばる(스바루)』에 정이현 작가 단편소설 게재 2017-09-18

22 ‘제3회 세계 한글작가대회’ 시 번역 행사 개최 2017-09-19

23 한국문학번역원-국립중앙도서관 업무협약(MOU) 체결 2017-09-28

24 한국문학번역원-조지아국립도서센터, 문학작품 교차출간 업무협약(MOU) 체결 2017-10-12

25 일본 쇼분샤(晶文社) 한국문학 시리즈 ‘한국문학의 선물’- 첫 작품 한강『희랍어 시간』시작으로 6종 출간 2017-10-13

26 이란 테헤란, 쉬라즈에서 한국문학행사 개최 2017-10-23

27 2017 이스탄불국제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11.1.~11.7.) 2017-11-01

28 번역아카데미 수강생 3인,  코리아타임스 주최 제48회 한국현대문학번역상 수상 2017-11-02

29 전성태 작가와 함께하는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 -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에서 개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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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기관 온라인 뉴스레터를 매월 말 배포하여 그 달의 주요 행사와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관련 언론기사, 주요 

해외 출간도서 등을 소개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3.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국내외 독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였다. 국

내 독자들을 위한 네이버 블로그-번역원 앞마당(http://blog.naver.com/itlk), 해외 독자들을 위한 페이스

북(http://www.facebook.com/LTIKorea) 및 트위터(http://twitter.com/ltikorea) 운영을 통해 번역원의 소

식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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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가 있는 날’ 낭독회 개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행사는 ‘번역한 시’라는 뜻

의 <譯:詩-역:시>라는 제목 아래, 시인과 번역가가 함께 하는 2개 언어 교차 낭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작가와 번역아카데미 출신 번역가가 함께 하는 낭독회를 주제로 총 4회[6월(유희경-스페인어), 7월(하재

연-영어), 10월(김행숙-프랑스어), 11월(문태준-독일어)] 개최하였다. 2018년에도 일반 독자와 지역 주민

이 문화를 향유하고, 우리 문학과 번역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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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정기간행물 제작
Korean Literature Now

 2008년 창간된 Korean Literature Now(이하 KLN)는 2016년 여름호(32호)부터 제호를 변경, 저명한 

해외 필자의 원고 비중을 높이고 수록 작품 및 리뷰 종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면 개편하였다. 2017년에

는 잡지를 꾸준히 발간함과 함께, 보다 심미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발췌작품의 줄거리와 캐릭터를 이미

지화한 일러스트를 삽입하는 한편 여백을 늘리고, 문학특집 주제를 구현하는 한국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

을 삽입함으로써 읽는 즐거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매호 북마크와 함께 우편엽서를 삽입하여, 

소장하고 싶은 잡지로 가치를 높이고 잡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콘텐츠 측면에서

는 해외독자가 궁금해 하는 한국작가를 시의적으로 소개함과 함께, 해외 유수 필자의 글을 다수 수록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담론 확산에 기여하였다.

1. 잡지 발간

 KLN 35호는 한국의 교육을 주제로 하여, 서하진 작가와 정이현 작가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폭발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한류 대열에 합류한 드라마 <도깨비>에 착안하여, 한국문화와 설화 속의 도깨비를 살피

는 김종대 중앙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마련하였다. 그 외 작품발췌와 리뷰를 통해 13종의 작품을 소개하고,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이론가, 작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칼럼을 수록

하였다.

KLN 36호는 분단문학의 대가인 최인훈 소설가를 특집작가로 소개하였다. 이어 문학특집으로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소설과 시를 다루었다. 이 밖에도 모옌(Mo Yan) 번역

가로 잘 알려진 하워드 골드블랫(Howard Goldblatt)의 칼럼, 5종 도서 발췌,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문학 7

종 리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KLN 37호는 올해의 화두인 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문학특집

에서, 21세기 한국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었다. 특집작가로는 2018년 『종의 기원(The Good 

Son)』의 미국과 영국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정유정 작가를 다루었다. 이 밖에 번역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선

보인 팀 팍스(Tim Parks)의 칼럼과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ézio)의 인

터뷰가 수록되었다.

KLN 38호에서는 각각 『불가능한 동화(The Impossible Fairy Tale)』와 『바셀린 붓다(Vaseline Buddha)』

의 영미권 출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유주 작가와 정영문 작가를 현지 출판인과 큐레이터가 인터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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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발췌작품과 리뷰도서로 9종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문학특집으로는 한국문학과 종교를 다루었고, 前 미국 뉴요커 교열부

장이자 각광받는 이태리어 번역가인 앤 골드스타인(Ann Goldstein)의 칼럼이 수록되었다. 

2. 웹진 운영

 KLN의 모든 기사는 웹진(http://koreanliteraturenow.com) 및 E-book(번역원 웹사이트 내 아카이브 메뉴)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KLN 웹진은 36호(2017년 여름호)를 기점으로 구독자의 시각에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레이아웃을 개편하였다. 2017년 5월부터 KLN과 한국문학 관련 소식을 담은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SNS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KLN 콘텐츠를 노출하

였으며, 구독자 피드백 수집, 기사 공유 등 온라인 이벤트를 연 4회 개최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웹진을 창구로 한국문학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웹진 방문자수가 68%(23,662명→39,701명), 특히 영어권 방문자 비율이 

13%(42.83%→56.65%)로 크게 증가하여 영어권 독자 및 출판 시장에서의 한국문학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웹진에서는 종이 잡지 기사 외에도 온라인에 특화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매호 소개된 특집작가의 작품세

계 및 번역 출간 작품에 대한 인터뷰와 발췌코너에 게재된 작품을 소개하는 북트레일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매호 발췌되는 

단편소설은 웹진에서 오디오북 형태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잡지 콘텐츠 외에 『창본 춘향전』, 『구운몽』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문학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독자 대상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한

국문학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rean Literature Now 표지(위), 웹진 및 동영상(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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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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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출판사, 교육기관 등과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문학과 문

화예술콘텐츠의 번역‧출판‧교류‧교육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되어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출판사 한국문학선집 출간 협력(태국 난미출판사, 몽골 몽소다르 출

판사, 베트남 여성출판사), 한국문학시리즈 출간 협력(일본 쇼분샤 출판사), 문학작품 교차출간 협력(네덜란

드 문학재단, 조지아북센터, 인도네시아 론타재단) 등이다. 이처럼 해외 출판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교차출간 사업을 통해 한국문학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과의 문학교류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 문학 진흥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기관 협약일 내용

국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7. 4. 한국문학, 문화 관련 영상 자막번역지원

국내 양재 내곡 교육지원센터 2017. 5. 자유학기제 관련 지역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협력

국내 예술의전당 2017. 5.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자막번역지원 및 문화예술공간 공동이용

국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7. 5. 한국문학, 문화 관련 자료제공 및 직원, 아카데미 수강생 전시 무
료입장

해외 일본 쇼분샤 출판사 2017. 6. 한국문학 기획출간 협력

해외 네덜란드 문학재단 2017. 6. 양국 교차출간 협력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2017. 9. 국제표준작가식별부호(ISNI) 부여 및 국제교류행사, 도서기증 협력

해외 조지아북센터 2017. 10. 양국 교차출간 협력

해외 인도네시아 론타재단 2017. 11. 양국 교차출간 협력

해외 태국 난미출판사 2017. 11. 한국문학선집 출간 협력

해외 몽골 몽소다르 출판사 2017. 12. 한국문학선집 출간 협력

해외 베트남 여성출판사 2017. 12. 한국문학선집 출간 협력

국내외 기관 업무협약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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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김동인 단편선
Potato:
Selected Short Stories of Kim Dong-in

김동인
그레이스 정
Honfordstar Books

고은시선
Poems by Ko Un

고은
안선재
Asia Publishers

고전산문선집
Premodern Korean Literary Prose

이규보 외
길 차 외 15인
Columbia University Press

고전읽기의 시간여행
Conversations with the Classics

최기숙
이선희/ 앨리슨 블로짓
Hollym, International Corp.

고형렬 시선집
Grasshoppers’ Eyes

고형렬
안선재/ 이형진
Parlor Press

낯익은 세상
Familiar Things

황석영
김소라
Scribe Publications

원서명(국어)

번역서명(외국어)

작가

번역가

출판사

2017 해외 출간도서
NEW RELEASES IN 2017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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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천 시선집
SF-Consensus: Poems of Park Je-chun

박제천
고창수
Homa & Sekey Books

불가능한 동화(미국판)
The Impossible Fairy Tale

한유주
자넷 홍
Graywolf Press

불가능한 동화(영국판)
The Impossible Fairy Tale 

한유주
자넷 홍
Tilted Axis

서울의 낮은 언덕들
Recitation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Deep Vellum Publishing

솔개
A Black Kite:
Selected Poems of Kim Jong-Gil

김종길
안선재
Merwin Asia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Beauty Looks Down On Me

은희경
박윤진/ 크레이그 버트/ 김소라/ 정재원
Dalkey Archive Press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The Things You Can See Only When
You Slow Down: How to Be Calm and 
Mindful in a Fast-Paced World

혜민 스님
김지영/ 혜민 스님
Penguin Books

늑대
Wolves

전성태
김소라
White Pine Press

너의 목소리가 들려
I Hear Your Voice

김영하
크리스 리
Houton Mifflin Harcourt

영어



2017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7 LTI KOREA ANNUAL REPORT108 X. 2017 해외 출간도서109

아우와의 만남
Meeting with My Brother

이문열
하인즈 인수 펜클
Columbia University Press

안도현 시선
Poems by Ahn Do-Hyun

안도현
안선재
Asia Publishers

올빼미의 없음
The North Station

배수아
데보라 스미스
Open Letter Books

이성선 시선
The Worm Poet:
Selected Poems of Sungsun Lee

이성선
최종열/ 데이빗 쉴로스
Jain Publishing Company

정지용 시선집(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Nostalgia
(Poems of Chung Ji-yong)

정지용
이성일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한국 시인 3인선
Poems of Kim Yideum,
Kim Haengsook & Kim Min Jeong 

김행숙/ 김이듬/ 김민정
제이크 레빈/ 이지윤/ 요하네스 고란슨/ 최돈미
Vagabond Press

한국고전문학선집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황희 외
피터 리
University of Hawaii Press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Nobody Checks the Time
When They're Happy

은희경
김현정
White Pine Press

홀
The Hole

편혜영
김소라
Skyhorse Publishing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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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니 선영아
Tu m’aimes donc, Sonyong?

김연수
최미경/ 장 노엘 주떼
Serge Safran Editeur

삼대
Trois générations

염상섭
김영숙/ 르 브뤼스끄 아르노
Editions Zoé

서울의 얼굴
Séoul, Visages d'une Ville

김진아
김시몽
Atelier des Cahiers

숙향전 숙영낭자전
Histoire de Sukhyang Dame Vertueuse

미상/ 이상구 편저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Editions IMAGO

아내가 결혼했다
Comment ma femme s’est mariée

박현욱
임영희/ 멜라니 바즈넬
Editions Philippe Picquier

일인칭은 슬프다
La première personne est triste

고은
노미숙
Serge Safran editeur

나희덕 시선집: 검은 점이 있는 누에
Le ver à soie marqué d'un point noir

나희덕
김현자
Cheyne Editeur

봉순이 언니
Ma très chère grande soeur

공지영
임영희/ 스테파니 폴부크
Editions Philippe Picquier

불가능한 동화
Un impossible conte de fées

한유주
황지영/ 장 끌로드 드크레센조
Decrescenzo Editeurs

프랑스어



2017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7 LTI KOREA ANNUAL REPORT110 X. 2017 해외 출간도서111

그녀의 눈물 사용법
Ihre Art des Weinens

천운영
강승희
Konkursbuch

두근두근 내 인생
Mein pochendes Leben

김애란
세바스티안 브링
Cass Verlag

사는 기쁨
Freude am Leben

황동규
김경희/ 테오도르 이클러
Ostasien

사람의 아들
Der Menschensohn

이문열
프리더 슈타펜벡
Ostasien

한국 음악, 한국인의 마음
Überden Arirang-Hügel
Ästhetische Betrachtungzurtraditionel-
len Musik Koreas

한명희
얀 디륵스
Klaus Jürgen Kamprad

한국음악 첫걸음
Inder Natur Pungryugenießen
Koreanischetraditionelle Musikundihre 
Instrumente

송혜진
윤신향
Klaus Jürgen Kamprad

천국에서
Au paradis

김사과
최애영/ 장 벨맹 노엘
Decrescenzo Editeurs

한국이 싫어서
Parce que je déteste la Corée

장강명
임영희/ 멜라니 바즈넬
Editions Philippe Picquier

희랍어 시간
Leçons de Grec

한강
정은진/ 쟈크 바틸리오
Le Serpent à Plumes

독일어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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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궁중문학 시리즈3, 계축일기
El Diario del Año del Buey Negro(1613)

미상/ 정은임 교주
김경주/ 하비에르 코르티네스
Ediciones Hiperión

회색인
El hombre gris

최인훈
정구석/ 올리베리오 코엘료
Editorial Verbum

나는 여기가 좋다
Мн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한창훈
리디아 아자리나
Literaturnaya uchioba

악기들의 도서관
Библиотек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김중혁
장 따찌아나
Hyperion

달콤한 나의 도시
Милый мой город

정이현
승주연/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Natalis

수선화에게
К нарциссу 

정호승
조주관
Hyperion

구경꾼들
Espectadores

윤성희
라우라 에르난데스 라모스/ 김이은
Bonobos Editores

낯익은 세상
Todas las cosas de nuestra vida

황석영
루이스 프라일레스 알바로
Alianza Editorial

순간의 꽃
Flores de un momento

고은
서성철
Ediciones Linteo

스페인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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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목마름으로
Снег на холме сончангдонг

김지하
이은경/ 스타니 슬라브 리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토지1
ЗЕМЛЯ

박경리
박미하일
New Chronograph

한국고전시선집
Koreiskaya Klassicheskaya Poeziya

정철, 이순신 외
안나 아흐마토바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두더지의 고민
鼴鼠的煩惱

김상근
허연유
青林出版社

쵸가 말한다
小狐狸說

강혜숙
소의정
暖暖書屋

배고픈 꿈이
肚子餓的小青蛙

김삼현
소의정
暖暖書屋

숲 속 사진관
森林照相館

이시원
허연유
青林出版社

창선감의록
Как великодушие привело к 
праведности

미상
드미트리 엘리세예프
Hyperion

천년의 잠
Тысячелетний сон

오세영
정인순/ 아나스타시아 포가다예바
AST Publishing Group

중국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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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밤
七年の夜

정유정
강방화
書肆侃侃房

건정필담
乾浄筆譚:朝鮮燕行使の北京筆談録1,2

홍대용
후마 스스무
平凡社

고향
故郷(朝鮮近代文学選集 8)

이기영
오오무라 마스오
平凡社

관부연락선上,下
関釜連絡船

이병주
하시모토 지호
藤原書店

밀물의 시간
満ち潮の時間

도종환
윤영숙/ 타지마 야스에
書肆侃侃房

라이팅클럽
ライティングクラブ

강영숙
문광자
現代企画室

복화술사들
植民地の腹話術師たち:
朝鮮の近代小説を読む

김철
와타나베 나오키
平凡社

만주부인(상)
満州夫人(上)

이길융
이가라시 마키/ 타테노 아키라
かんよう出版

한국이 싫어서
因為討厭韓國

장강명
왕품함
Sbooker

일본어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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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三美スーパースターズ最後の
ファンクラブ

박민규
사이토 마리코
晶文社

아오이 가든
アオイガーデン

편혜영
김훈아
CUON

옛 여인에 빠지다
韓国古小説の女たち 

조혜란
박복미
新幹社

우아한 거짓말
優しい嘘

김려령
김나현
書肆侃侃房

철학자와 하녀
哲学者と下女
―日々を生きていくマイノリティの哲学

고병권
이마즈 유리
インパクト出版会

자연주의 문학론
韓国の自然主義文学:
韓日仏の比較研究から

강인숙
이향숙
CUON

코뮨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
無謀なるものたちの共同体
―コミューン主義の方へ

이진경
이마마사 하지메
インパクト出版会

‘전후'의 탄생: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戦後>の誕生 戦後日本と「朝鮮」の境界

권혁태/ 차승기
나카노 노리코
新泉社

살인자의 기억법
殺人者の記憶法

김영하
요시카와 나기
CUON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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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진
Dansul privighetorii de primăvară

신경숙
디아나 육셀
Humanitas

토지 1부 4
土地 4巻

박경리
요시카와나기
CUON

핑퐁
ピンポン

박민규
사이토 마리코
白水社

한국영화사
韓国映画100年史
―その誕生からグローバル展開まで

정종화
노자키 미츠히코/ 카토 치에
明石書店

희랍어 시간
ギリシャ語の時間

한강
사이토 마리코
晶文社

바리데기
Η εγκαταλειμμένη πριγκίπισσα

황석영
티지오스 아말리아
Kastaniotis Editions

고발
De Anklacht

반디
린다 브뢰더
Ambo Anthos

외딴 방
Jenta som skrev ensomhet

신경숙
야르네  뷰레
Forlaget Press

토지 1부 3
土地 3巻

박경리
요시카와나기
CUON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루마니아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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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잘해요
Măcar ne pricepem la scuze

이기호
엄태현
Editura Univers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
ШИНЬ ГЁНРИМ НАЙРАГЧИДТАЙ 
ХӨӨРӨЛДСӨН НЬ 1

신경림
투무르
Soyombo

김달진 시선
КИМ ДАЛЖИН НАЙРАГЧИЙН ШИЛМЭЛ 
ТҮҮВЭР

김달진
체렝호를러
Soyombo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
ШИНЬ ГЁНРИМ НАЙРАГЧИДТАЙ 
ХӨӨРӨЛДСӨН НЬ 2

신경림
투무르
Soyombo

달님은 알지요
Trăng Có Biết Không

김향이
팜 티 마이 트엉
Tre Publishing House

수원 남문 언덕
СҮВОН ХОТЫН ӨМНӨД ХААЛГАНЫ 
ТОЛГОД

최동호
체렝호를러
Soyombo

한국학의 즐거움
Солонгосоорбаясахуй 

주영하 외
엥흐벌로르
Soyombo

덕혜옹주
Ông chúa Đức Huệ

권비영
즈엉 타인 화이
Women’s Publishing House

루마니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살인자의 기억법
Kẻ sát nhân

김영하
팜 티 타잉 튀 
Women’s Publish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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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록
Nhàn Trung Lục

경궁 홍씨 저/ 정병설 편저
쩐 티 빅 프엉
Hochiminh City Culture-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삼국사기1
TAM QUỐC SỬ KÝ 1

이강래
응웬 응옥 꿰
Women’s Publishing House

새의 선물
Món quà từ cánh chim

은희경
레 틴 투이
Tre Publishing House

서로주체성의 이념
Ý niệm về tính chủ thể liên đối

김상봉
다오 부 부
Gioi

우아한 거짓말
Lời nói dối hoa mỹ

김려령
즈엉 타인 화이/ 이정숙
Women’s Publishing House

친절한 복희씨
DànhChoNỗiNhớ 

박완서
응웬 레 투
Women’s Publishing House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Khám phá thiết kế đô thị Hàn Quốc

김민수
팜 뀐 지앙
Hochiminh City Culture-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한국학의 즐거움
SulythucuaHanQuochoc

주영하 외
응웬 티투 번
Writer’s Association Publishing House

베트남어

해골의 침묵(고은시선집)
খ ুলি র ন ীরবতা

고은
소로이시 와자 무하마드
Prokriti

벵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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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제국
Империя на светлината

김영하
마리아 아타나소바 미하이로바
Sluntse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Dvärgen som sköt upp en liten kula

조세희
유나스 텔란더/ 김주희
Tranan

채식주의자
ةيتابنلا

한강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Dar Altanweer

고은 시선집
Vit fjäril

고은
최선경/ 아스트리드 트로찌그
Bokförlaget Atlantis

달걀 속의 생
ضيبلخادةايحلا

김승희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Kalema Publications

한국현대단편소설집
корейски разкази

김동리 외
김소영/ 야니짜 이바노바
Iztok Zapad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Vår förvridne hjälte

이문열
안데쉬 칼손/ 박옥경
Tranan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아랍어

엄마를 부탁해
Онамни ўз паноҳингда асра

신경숙
타지무라톱 산아트
Gafur Gulyam

우즈베키스탄어

소년이 온다
Atti umani

한강
밀레나 자미라 치치마라 
Adelphi Edizioni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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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치전 최고운전
Il poeta e il negromante

미상
마우리지오 리오또
Libreria Editrice Cafoscarina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a per una principessa defunta 

박민규
베네데따 메를리니 
Metropoli d’Asia

새벽의 나나
Nana za úsvitu

박형서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ARGO

채식주의자
Vegetariánka

한강
페트라 벤 아리
Euromedia Group-Odeon

채식주의자
Vegetarian

한강
드윗따 리즈끼 닌띠아스
BACA Publishing House

인도네시아어

바리데기
Prenses Bari

황석영
괵셀 튀르쾨쥬 
Dogan Egmont

채식주의자
Vejetaryen

한강
괵셀 튀르쾨쥬
April Publishing House

한국 근대문학 단편선집
Kore Öyküleri

현진건 외 10인
하티제 튀르쾨쥬
Delta

터키어

체코어

채식주의자
La vegetariana

한강
조미화/ 레이몬 블란카포트
Rata Editorial

카탈로니아어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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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아래 잠들다 (이란어 한국시선집)
وله یاههفوکش ریز باوخ

강은교 외 23명 시인
라흐제디 모센
Soureh Mehr Publishing House

페르시아어

고발
Vádirat

반디
미크로스렝기엘 
Libri Kiado

헝가리어

채식주의자
Növényevő

한강
김보국/ 니코레타 네메스
Jelenkor

(고교생이 알아야 할)한국인의 의식구조
Strukturaświadomości Koreańczyków

이규태
필립 비시니에브스키-다네츠키/ 최정인
Kwiaty Orientu

홀
Dół

편혜영
마제나 스테파니쓰카
Kwiaty Orientu

폴란드어

금오신화
Contos da Tartaruga Dourada

김시습
임윤정
Estação Liberdade

소년이 온다
Atos Humanos

한강
마리아 두 카르모 피게라
Dom Quixote

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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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소개
ABOUT LTI KOREA

1) 연혁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로 출범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 창립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포 - 한국문학번역원 법정기관화 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특수법인)

 2006. 03. 14 강남구 삼성동으로 사옥 이전(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

 2008. 04. 번역 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0. 03. 17 기관 근거법령 이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 2

 2011. 05. 06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2016. 08. 기관 근거법령 이관 – 문학진흥법 제13조

교육정보본부

원 장

(이사장)
이사회

부속실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번역전문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교육연구팀

정보관리팀

경영기획본부

경영관리팀

정책기획팀

번역출판본부

유럽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팀

교류홍보팀

영문화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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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기능 

 

 번역출판본부

 영문화권팀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북미 출판시장에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이 지속 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권 번역 및 출판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문학한류 기반구축, 영상공연 번역지

원, 영문화권 교류사업 개최 등을 통해 영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성 확대를 모색합니다. 

 유럽문화권팀 유럽 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

해 문학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

을 시행합니다. 또한, 유럽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아시아문화권팀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문화권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을 위해 문학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도서전 참가 등의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아시아문화권에서 한국도서의 번역과 출간을 지원합니다. 

 교류홍보팀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한국문학번역상 및 번역신인상 등의 교류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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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 청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정책기획팀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

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업무,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공공기관 감사,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정보본부

 교육연구팀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을 책임질 전문번역

가를 발굴·양성합니다. 번역아카데미 전 과정의 수강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과정 우수수료자의 사후 

관리(번역 아틀리에 등)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합니다. 또한, 해외 유수 대학 및 유관 기관 번역

실습워크숍, 해외원어민번역가 초청연수를 통해 해외 한국문학 번역교육을 지원합니다. 

 정보관리팀 한국문학번역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하고, 번역원 정보화 구축의 중장기 전략을 수

립·시행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한국문학/도서 및 국내·외 출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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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설기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전문도서관 2001년에 자료실로 시작하여 2007년에 개관한 전문도서관으로, 40여

개 다국어로 된 한국문학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입니다. 전 세계 독자를 대상

으로 한국문학 다국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과 오프라인 열람 공

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한국문학 콘텐츠 홍보 사업과 전시를 개최·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 한국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한국학 정보 체계 구축 및 한국문학번역

서 컬렉션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문학번역 아카데미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육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는 정규과정(총 5개 언어

권), 특별과정(총 7개 언어권), 번역아틀리에(총 7개 언어권)을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지원자 포함) 

및 내국인 수강생을 선발하여 번역실습, 작가와의 만남 등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출판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도서 및 간행물을 발간하며 전자

책 출간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문학해외소개 외국어 잡지인<Korean Literature Now>를 발간 및 배

포하며 상업성이 낮아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출판사 섭외가 어려운 한국문학, 고전, 인문도서를 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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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봉은사역 4번 출구에서 3분거리

＊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5층 한국문학번역원(우편번호 06083) 

 대표전화: 02-6919-7714

 팩스: 02-6919-7759 

＊ 지하철 이용시 

 9호선 봉은사역: 4번 출구로 나오자마 좌회전, 이후 우회전 한 후 직진(약 3분)

 7호선 청담역: 1번출구로 나온 후 직진, 파출소 건물에서 좌회전 후 직진(약 12분) 

 2호선 삼성역: 7번출구로 나온 후 직진, 봉은사역 3번출구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후 직진(약 12분) 

＊ 버스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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