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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주연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 모든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번역’과 한국도서의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에는 질 좋은 번역을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우수번역자를 집중 지원

하는 “KLTI 번역가” 제도와 국·내외 출판인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새롭게 시도한 “KLTI 포럼”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서 전반으로의 번역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인 “아동문학 번역지원” 사업도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다 강화된 형태로 2010년에도 추진될 것입니다. 

2010년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추진방향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시기 한국 

문학작품 번역의 양적 확대와 수동적인 번역 지원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번역의 수준을 높여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출판시장이 세계 출판시장의 동향에 친숙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한국문학 유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번역된 한국문학과 

문화예술도서를 국내·외 어디서든지 만나볼 수 있는 공급시스템의 확보로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09년의 사업성과를 묶은 사업연감 발행을 토대로 삼아 2010년에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과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격(國格)을 높이고, 세계 출판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며, 한국도서 번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해 주력할 것입니다.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작가, 번역가, 출판인 여러분의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In 2009, LTI Korea worked towards providing high-quality translations for readers across the world, 

and strengthening the export base for Korean literature. In particular, we instituted the “KLTI Transla-

tor” program, which supports outstanding translators, as a new measure to produce high-quality trans-

lations, and launched the “KLTI Forum” in order to strengthen the links among publishers at home and 

abroad. Th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Grant” program, the first step in expanding LTI Korea’s 

support for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n all genres, was also initiated. These programs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2010.

I believe that 2010 will mark a turning point for LTI Korea. LTI Korea seeks to break away from the past 

methods of providing passive support and increasing only the quantity of translation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nslations so that the demand for Korean literature in the global publication market will 

increase. In addition, we will provide a diverse range of information in order that the Korean publica-

tion market may grow more familiar with the trends of the global market, thereby taking the initiative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Korean literature. We will do our utmost to facili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y securing a supply system that allows access to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and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t home and abroad.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annual report compiling the achievements made in 2009, LTI Korea will 

continue to enhance Korea’s national image by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fortify the basis for advancing into the global publication market, and focus our 

efforts on fostering outstanding translators to raise the quality of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We ask writers, translators, and publishers for thei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ank you.

원장님
발간사

2010년 2월

한국문학번역원장

김 주 연

A Message from 

Dr. Joo Youn Kim, 

the Director of LTI Korea

February 2010

Joo Youn Kim,

Director of LT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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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LTI Forum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은 KLTI 포럼(KLTI Forum)을 새롭게 시작했다. 한국도서 저작권의 해외수출 강화를 위해 국·내외 출판인 사이의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기획한 KLTI 포럼은 올해 동경, 북경, 그리고 뉴욕 세 

도시에서 열렸다. 포럼 기획의 배경은 해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구심점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문학 번역의 

현주소와 미래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한국문학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이 형성된 담론을 통해 한국도

서 번역의 질적 제고 및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KLTI 포럼은 향후 한국문학번역원의 고유 사업 브

랜드로 거듭날 예정이다.

In 2009, LTI Korea launched the KLTI Forum, whose aim is to establish links among publisher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of Korean literature, and to determine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forum was held in the three cities of Tokyo, Beijing, and New York. The purpose of the forum wa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future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itself, at 

a time of little demand for Korean literature. The KLTI Forum will be a trademark of LTI Korea in the future, as a strategy to 

establish a method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global publication market.

1) 동경포럼

 KLTI Tokyo Forum

KLTI 포럼의 첫 번째 기획으로 2009년 7월 13일 한국문학번역원의 ‘KLTI 동경포

럼’이 일본 호세이(Hosei)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KLTI 동경포럼에는 일본에서 한

국문학 소개에 힘써 온 번역가, 출판인, 한국학자 및 평론가들이 참가했다. 일본의 한

국문학 평론가 1인자인 카와무라 미나토 호세이(Hosei)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

럼은 먼저 오비린(Obirin)대 명예교수이자 한국문학 번역가 1세대로 이름 높은 안우

식 교수와 일본 유수의 출판사인 슈에이샤의 번역편집 부장 이와모토 노부토가 일본

에서의 한국문학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문학 소개의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일본에서 한

국문학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롯하여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보다 효과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

견 교환이 이뤄졌다. 

그 동안 한-일 양국의 문학교류행사가 간헐적으로 개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의 일본 측 참석자 호응

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은 보다 확대되고 조직화된 포럼개최에 대한 현지의 열망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

대에 부응하는 전략수립과 연구를 병행한다면 2010년에 개최될 KLTI 동경포럼의 논의 주제 선정에 있어 보다 심

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통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이 쉽지 않은 일본시장에서 한국문학 소개

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이번 KLTI 동경포럼의 성과였다. 참석자들은 한국문학 

이외에 역사를 비롯한 인문사회도서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문학 이외에도 전 장르의 한국도서로 번역지원을 확

대할 예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확대 방향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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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의 도전과제도 많았다. 한류효과 등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서의 전략적 소개 및 작가의 

교류 등 일본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비해 번역 역사가 길며 서구 도서의 번역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 한국 도서의 번역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The KLTI Tokyo Forum, the first of the KLTI forums, was held on July 13, 2009, at Hosei University, Japan. Participants 

ranged from translators, publishers, and scholars of Korean studies to critic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in Japan. The forum, conducted by Professor Minato Kawamura of Hosei University, a renowned critic of Korean 

literature, began with a discussion between Professor Ahn Woo-sik, a professor emeritus at Obirin University and a first-generation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and Nobuto Iwamoto,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ranslation and Editing at Shueisha, a top 

publishing company in Japan, o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literary world in Korea and way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broad. During the free discussion session, in-depth opinions were exchanged regarding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by 

Korean literature in Japan, as well as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of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Despite the sporadic nature of cultural exchange events held in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a great number of participants 

from Japan attended the forum, reflecting a desire for a more expansive and systemized forum in Japan. A strategy that corresponds 

to such expectations, together with research, will allow for a more in-depth approach in selecting topics for discussion at the 2010 

KLTI Tokyo Forum. Another result of the forum w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with major figures who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the Japanese publication market, where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has not been easy. The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not only in Korean literature but in books on history, 

humanities, and social issues as well, and were encouraging about LTI Korea’s plan to expand its support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all genres.

Many challenges remain, however. With sustained interest in Korea by Japan, thanks to the Korean Wave, it is urgent that a wide 

range of activities, such as a strategic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writer exchange programs, be developed so that readers 

in Japan may gain access to them. Above all, the forum provided an awareness that measures must be taken to take the quality of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o another level, especially in Japan, where the history of translation is longer than in Korea, and 

the quality of translation of Western literature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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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포럼

 KLTI Beijing Forum

동경에 이어 ‘KLTI 북경포럼’이 한국문학번역원과 북경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2009년 9월 8

일 북경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KLTI 북경포럼은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작가, 출판인, 번역가의 국제교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문학번역원 KLTI 포럼의 두 번째 기획이었다. 포럼

은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출판> 주제 발표 세션과 <한-중 작가 문학좌담회>의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포럼 1부 행사인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출판> 주제 발표 세션에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홍정선 교수와, 중국 측의 통바오민(仝保民) 인민문학출판사 편집장이 참가했다. 2부 행사인 <한-중 작가 문학좌담

회> 세션에는 한국작가로는 김원우와 하성란 작가가, 중국작가로는 차오원쉬엔(曺文軒)과 홍잉(虹影)이 참석했다. 

KLTI 북경포럼 역시 중국 내의 한국문학 진출에 있어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짚어내는 기회로 작용했다.

한·중 출판계, 학계, 번역계, 언론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중국 출판 시장 및 한국 문학의 중국 출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 출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정리, 수집하여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고, 다른 도서 장르에 비해 문학 출판이 쉽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문학 번역과 출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였다. 

그러나 중국 내의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방식에 있어 중국 출판계, 학계, 번역계 종사자 

모두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번역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상호 교류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중국 주요대학 한국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열정과 실력을 갖춘 번역가 

양성 및 현지의 한국 문학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초기 논의도 진행했다.

Following the forum in Tokyo, the KLTI Beijing Forum was held jointly by LTI Korea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Beijing University. The forum was held on 

September 8, 2009, at the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at Beijing University. The KLTI Beijing 

Forum was the second of the KLTI forums, aimed at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ctivating the export 

of Korean literature with five cities as the foothold,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exchanges among 

writers, publishers, and translators. The forum was held in two parts, under the titles,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and “Literary Symposium of Korean and Chinese Writers.”

The first part of the forum,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was attended by Professor 

Hong Jeong-seon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t Inha University, a literary critic, and 

Tong Bao Min, editor at the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in China. The second part, “Literary 

Symposium of Korean and Chinese Writers,” was attended by the Korean writers, Kim Won-wu and Ha 

Seong-ran, and the Chinese writers, Xiao Wan Hsien and Hong Ying.

The KLTI Beijing Forum, too,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Figures from the Korean and Chinese publication, 

academic, translation, and media circles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in depth the Chinese publication 

market and the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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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achievement, above all,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Korean literature must 

take in the future, by collecting and sharing a wide range of material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and also, the creation of relations with major figures with an interest in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where publication of general literature is 

difficult compared to that of other genres of books.

On practical methods of translating and publishing Korean literature in China, however, all those 

involved in publishing, academic, and translating circles in China shared similar concerns, and agreed 

that multilateral support by LTI Korea and mutual exchanges were urgent. In addition, an earlier 

discussion on the need to foster translators with both passion and talent, and to build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towards better footing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was continued as well.



2009
사업 하이라이트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10

3) 뉴욕포럼

 KLTI New York Forum 

한국문학번역원은 2009년 10월 30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경계를 넘어서 -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과 

출판”을 주제로 ”KLTI 뉴욕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문학의 국내 출간 현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한국문학출판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포럼 주제를 선정한 올해의 KLTI 뉴욕포럼은 미국 내 한국문학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의 문학교류에 필요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럼에 초청된 번역가, 작가, 출판인, 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국문학 번역의 현주

소와 미래에 관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 참석 작가는 미국 세븐 스토리즈(Seven Stories) 출판사를 통해 <오래된 정원>이 출간된 작가 황석영, 블룸

스베리(Bloomsberry) 출판사를 통해 <혀>가 출간된 작가 조경란, 그리고 미국에서 출간된 <엄마는 깃털 샘인가봐

요>로 현지 평단의 호평을 받은 시인 김혜순 등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오정희 작가의 <새>를 번역한바 있는 번역

가 제니 왕 메디나(Jenny Wang Medina)와 미국 하코트/휴튼 미플린 출판사 편집장인 제나 존슨(Jenna Johnson) 

등이 참석했다. 

KLTI 뉴욕포럼은 외국 도서 번역서의 시장 점유율이 2%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미국의 번역출판시장에서 한국문

학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온 현지 전문가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한국문학 담론 형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현지 출판사의 발표세션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현지 출판 관행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는 기

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에 더해, 이번 KLTI 뉴욕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는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위

해서는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만한 책들이 소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번역 

사업에서 현지 독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맞춤형 번역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중요

한 과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미국 내 출판인들이 하나의 작품에 대해 최대한 많은 버전의 번역물을 검토한 후 번역

가를 정할수록 미국 내 출판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문학 수출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

는 번역의 질적 제고임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On October 30, 2009, LTI Korea hosted the KLTI New York Forum, under the banner “Beyond 

Borders: Translating and Publishing Korean Literature in the U.S.” The New York Forum, the theme 

of which was chosen with consideration to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the 

U.S. falls significantly behind compared to that of American literature in Korea, was launched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solid foundation for raising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in 

America, and for liter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se concerns, the experts 

invited to the forum, consisting of translators, writers, publishers, and scholars, exchanged opin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future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the U.S.

Participants from Korea included Hwang Sok-yong, the writer, whose novel The Old Garden was 

recently published by Seven Stories, a U.S. publishing company; Jo kyung-ran, whose novel, Tongue, 

was published by Bloomsbury; and Kim Hye-soon, the poet, whose work, Mommy Must Be a Fountain 

of Feathers, gained critical acclaim in the United States. U.S. participants included Jenny Wang Medina, 

translator of Oh Jeong-hee’s The Bird, and Jenna Johnson, senior editor at Harcourt /Houghton 

Miff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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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LTI New York Forum was significant in that a foundation was laid for experts, who have been 

working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in the U.S. market, where the market share of translated literature 

from abroad accounts for only 2% of the total, to gather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o discuss Korean 

literature. Also, the special session for presentation by U.S. publishers provided an opportunity to gain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publication practices in the U.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of the KLTI New York Forum agreed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books that could resonate universally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in order for Korean literature to 

be accepted universally. To that end, LTI Korea must establish a system through which translated works 

can become more accessible to readers around the world. U.S. publishers stated that a work would have 

higher chances of being published in the U.S. if a translator were selected after examining as many 

versions as possible, indicating that the most urgent task at hand in increasing the export of Korean 

literature is to raise the quality of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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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문학 기획번역 /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참가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 

  Participation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1) 아동문학기획번역 사업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은 향후 모든 장르의 도서로 번역지원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아동문학 기획번역 사업을 진행했다. 그 간 28개 언어로 세계 각 국에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및 출간을 지원해왔던 것에 더해 모든 한국도서의 저작권 수출

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다양한 한국도서 장르 중에서 아동문학을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데는 한국 아동문학이 세계 출판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이 같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번역원고가 부재하고 아동문학 번역을 

위한 우수한 인력을 찾지 못해 저작권을 수출한 이후에도 해외 출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는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동문학 번역을 지원해 해외 저작권 수출을 강화하고, 국내 및 해외출판사와

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파악된 수요에 따라 적극적인 번역 지원을 시행한다는 목적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 아동문학 기획번역을 위한 도서 신청 접수 결과 13개 출판사 6개 언어권 71종의 작품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

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6개 언어(영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16개 작품을 번역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2009년에 기획번역 사업으로 

진행됐던 아동문학 번역지원은 2010년에 수출용 도서 번역지원사업의 한 장르로 포함되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In 2009, LTI Korea launched th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to lay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support for translation of literature in all genres. The effort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initial step for increasing copyright exports of Korean literature of all genres, in addition to works that 

have already been awarded grants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 28 languages around the world. 

Among the many genres of Korean publications, children’s literature was selected as the first recipient of 

such grants because it was deemed that Korean children’s literature has a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publication market. Despite that, however, there is a lack of translated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ven when copyrights are exported, a lack of good translators makes overseas publication difficult. 

The project was launched with the aim of resolving such problems by increasing export of copyrights by 

providing support for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nd taking the initiative to provide support 

for translation to satisfy the demand, which can be determined through active exchanges between 

publishers at home and abroad.

Among the works submitted for th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in 2009, 71 works in six 

languages, published by 13 publishing companies, were selected for evaluation. An evalu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experts carried out the process of evaluation, selecting 16 works to be translated 

into six languages (English, German, Japanese, Chinese, French, and Spanish). Th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will be continued in 2010 as part of the effort to provide support for books to be 

ex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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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참가 

 Participation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2009년 3월, 한국문학번역원은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 참가하고 ‘한국동화로의 초대’ 행사를 개최했다. 다른 많

은 국제도서전과 달리 아동도서를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저작권 거래가 이뤄지는 볼로냐 도서전에서 2009년의 주

빈국이 한국이었던 것과 기회를 같이해 한국문학번역원도 부스를 개설하고 아동문학 도서를 전시했다. 2009년부터 

시작할 아동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앞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참가한 것은 세계 출판시장에서 아동도서에 대한 

수요와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한국 아동도서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원이 주최한 ‘한국동화로의 초대’ 행사에서는 한국도서의 출판저작권 수출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도서 소개 계간

지 list_Books from Korea와 온라인 뉴스레터 Korean Books Letter를 행사 참가자에게 홍보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베니스 디 카스포리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인 빈첸차 두르소(Vincenza D’Urso) 교수가 직접 한국동화 <밥 안먹는 

색시>를 이탈리아어로 구연하기도 했다.

In March 2009, LTI Korea participated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and hosted an event 

under the banner “Invitation to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he Bologna Book Fair is unlike any 

other international book fairs in that the focus is placed solely on children’s literature, and that copyright 

transactions are made on site. With Korea as the guest of honor in 2009, LTI Korea set up a booth 

displaying children’s books. Participating in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prior to the launch of 

th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in 2009 provided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2009년도 아동문학 기획번역사업 지원 대상작>

연번 출판사 번역지원 대상작품 언어권

1 국민서관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 영어

2 문학과지성사 기억을 가져온 아이 영어

3 문학과지성사 날마다 뽀끄땡스 영어

4 문학동네 책과 노니는 집 영어

5 바람의 아이들 바빠가족 영어

6 사계절 걱정쟁이 열세 살 독일어

7 사계절 마당을 나온 암탉 중국어

8 시공주니어 똥 싼 할머니 영어

9 예림당 아빠 몸 속을 청소한 키모 영어

10 웅진씽크빅 도와줘요 닥터 꽁치 영어

11 창비 나의 달타냥 영어

12 창비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스페인어

13 파란자전거 오합지졸 배구단 사자어금니 중국어

14 파랑새어린이 양파의 왕따일기 프랑스어

15 푸른 책들 너도 하늘말나리야 일본어

16 현암사 반짝벌레 프랑스어

계 13개 출판사 총 16건 6개 언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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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and current cond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global publication market, and to 

identify the current posi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in the 

future.

Through the event, “Invitation to Korean Children’s Literature,” LTI Korea introduced the copyright 

export program for Korean books, and also list_Books from Korea, a quarterly magazine on Korean 

books, and Korean Books Letter, an online newsletter. In addition, Professor Vincenza D’Urso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t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Italy, narrated the Korean tale, 

“The Bride Who Wouldn’t Eat,” in Italian.

3.  한국문학번역상/번역신인상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한국문학번역상’과 ‘한

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은 올해 9회째를 맞이했으며, 한국

문학 번역을 위한 신진번역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은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그 간의 수상

자들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중요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해왔고, 올해의 수상자들도 앞으로 한국문학을 세

계 여러 독자와 공유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활발한 번역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LTI Korea hosts award ceremonies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and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biannual ceremony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was held for the ninth time in 2009, and also the 8th ceremony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launched to find outstanding new translators. Past recipients of the 

awards now serve as part of a great human resource network of LTI Kore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is 

year’s recipients, too, will go on to serve as channels through which Korean literature can be shared with 

many readers around the world.

< 제9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및 작품>

구분 언어권 수상작품 수상자

번역대상 이탈리아어 황석영 작 <무기의 그늘> 빈첸차 두르소 (Vincenza D’Urso)

번역상 불어 정영문 작 <검은 이야기 사슬> 최애영/장 벨맹 노엘 (Jean Bellemin-Noël)

번역상 일본어 신경숙 외 <한국문학단편집> 안우식 (安宇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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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회 한국문학번역상
 The 9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2009년 12월, 연말과 함께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제9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구문학 번역에 헌신

하는 번역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상식이었다. 2009년의 번역상 시상을 위한 공모 작

품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단행본에 대한 번역작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21개 언어권의 173종에 대한 번역 작

품을 접수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예비 심사를 거친 15개 언어권 66개 작품에 대해 15개 언어권에서 각각 1명씩 내국인 및 외국인 심사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본 심사를 진행

했다. 심사기준은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과 완성도, 가독성 및 문학적 스타일과 해외현지 수용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작을 추

렸다. 최종 심사에서는 번역의 우수성, 번역가의 경력, 번역대상 작품의 문학성, 출간 후 현지에서 예상되는 반응, 현지 출판사의 지명도 등에 대

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로, 번역대상에 이탈리아 번역가 빈첸차 두르소(베니스 디 카스포리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의 번역작인 황석영 작가의 <무기의 그늘>이 선정되었으며, 두 편의 번역상은 최애영/장 밸멩 노엘의 공동 번역작인 정영문 작가의 <검은 

이야기 사슬>과 안우식의 번역작인 <한국문학단편집>(신경숙 등 한국작가 단편 모음집)에 각각 돌아갔다. 

한국문학번역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허세욱 전 고려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번역 대상을 수상한 빈첸차 두르소 교수의 번역은 대상작 ‘무기

의 그늘’을 원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독성 높게 번역해 대상 수상에 무리

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번역상을 받은 ‘검은 이야기 사슬’ 과 ‘한국문학단편집’ 모두는 번역가의 문학적 안목과 원작에 대한 충실성을 높게 평

가받아 수상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The 9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ceremony, hosted by LTI Korea, was held in December 2009 at the Press Center. 

The biannual ceremony is held to give recognition to the hard work of those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nslation. The candidates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were 

selected from translations of work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2007 and December 31, 2008, and evaluation was carried out 

on a total of 173 submissions in 21 languages. 

Evaluation committees consisting of one native Korean speaker and one speaker of the target language, in 15 different languages, 

carried out the process of evaluation on 66 works of translation that passed the preliminary evaluation. The final candidates 

were selected on the criteria of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the faithfulness of the translation, the level of 

completion, readability, literary style, and overseas marketability. In the final evaluation proces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as 

held regarding translation quality, translator’s experience, the literary value of the original work, and the anticipated response in the 

target country after publication, and the name value of the publishing company through which the work would be publish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final outcome. As a result, Hwang Sok-yong’s The Shadow of the Weapon, translated by Vincenza D’Urso, 

an Italian translator an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t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was selected for 

the grand prize; and Jeong Yeong-mun’s The Black Chain of Tales, co-translated by Choi Ae-yeong and Jean Bellemin-Noël, and An 

Anthology of Korean Short Stories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by Korean writers, including Shin Kyung Sook), translated by Ahn 

Woo-sik, were selected for awards as well.

Heo Se-wuk, formerly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the chairma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stated in his commentary that the translation by Professor Vincenza D’Urso, recipient of the grand prize, was 

selected because of its consistency and readability, despite the massive volume, based on the translator’s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He also commented that both The Black Chain of Tales and An Anthology of Korean Short Stor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ranslators’ literary insight and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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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The 8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과 동시에 개최된 ‘제8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상식은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신진 

번역가 발굴을 목표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은 2009년도 한국문학

번역신인상에는 7개 언어권에 총 220편(영어 59건, 불어 17건, 독일어 15건, 스페인어 10건, 중국어 35건, 러시아

어 8건, 일본어 76건)이 응모해 번역신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8회째를 맞은 올해 신인상

의 지정작품은 김연수 작가의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과 성석제 작가의 <해설자들> 두 편이었다. 

응모 작품 중 심사 기준에 미달한 작품 2편을 제외하고, 총 218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 언어권별로 1인

씩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 영어권, 불어권, 스페인어권, 일본어권 등의 7개 언

어권에서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중국어권과 러시아어권에서는 각각 2편과 1편씩의 가작만이 선정되었다. 

2009년 당선 및 가작에 선정된 총 13명의 수상자 중에서 5명은 올해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 중

에서 배출되기도 했다. 

번역신인상 심사 과정에서 각 언어권의 번역 수준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고, 모든 언어에서 보다 균등한 숫자의 응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신인상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

기되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번역신인상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전문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한 격려 차원의 상이라는 

사실을 응모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The award ceremony for the 8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held 

jointly with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ceremony, is hosted annually with the aim of 

discovering new translators who will introduce Korean literature abroad. Tremendous interest was 

shown in the contest, with a total of 220 submissions in seven languages (59 submissions in English, 

17 in French, 15 in German, 10 in Spanish, 35 in Chinese, 8 in Russian, 76 in Japanese) in the one 

month period between August 1 and August 31, 2009. The works designated for the contest consisted 

of the short stories, “Five Pleasures of Promenaders” by Kim Yeon-su and “Commentators” by Seong 

Seok-je.

Evaluation was carried out on 218 submissions, excluding two tha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valuation criteria. Through evaluation by a committee of one native Korean speaker and one speaker 

of the target language, works were selected in seven languages, including English, French, Spanish, and 

Japanese. Two submissions in Chinese, and one in Russian, were selected for honorable mention. Five 

of the thirteen translators awarded prizes or honorable mention had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Academy at LTI Korea in 2009.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for the contest, it was mentioned that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 work 

through which the quality of translation could be better evaluat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contest be more widely publicized so that a more equal number of entries may be submitted in the 

various languages. The judges also pointed out that the applicants must understand that the award for 

this contest is given to encourage prospective tran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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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

언어권 구분 수상자 수상작품

영어권
당선

라센-할럭 유진월터

(Eugene Walter  Larsen-Hallock)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가작 김보람

불어권

당선 노승혜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가작 정현주

독일어권

당선 정고은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가작 김진엽

스페인어권

당선 김성현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가작 이재훈

중국어권

가작 이연 (李娟) 성석제 작 <해설자들>

가작 왕기 (王琦)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러시아어권 가작 강병융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일본어권

당선 강방화

김연수 작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가작

와다 케이코

(和田景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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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번역 및 출판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KLTI Translator 제도를 마련하

여 주요 언어권인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에서 검증된 번역전문가 5인을 통한 전략적인 기획 번역을 통해 수준 높은 번역작품이 나올 수 있

도록 지원체계의 기초를 다졌다. 번역지원 신청건수도 2008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경쟁을 통해 더욱 우수한 번역가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덴마크어로의 번역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기획번역을 통해 16편의 아동문학 작품이 처음으로 번역 지원

되어 아동문학 해외 소개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그밖에 한국 관련 서양고서 국역사업의 경우 2차분 8종의 도서가 살림출판사

에서 출간되었고, 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사업에서는 4종 도서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영문판 한국현대문학 앤솔로지 발간사업은 작품 목

록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작품 번역을 마무리 짓는 한편, 미국 콜롬비아대학출판사와 출간을 진행 중에 있다. 

출판지원 사업에서는 15개 언어권에서 52종의 한국문학 작품이 지원 사업을 통해 출간되었다.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에서는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 지원, 출판섭외 인센티브 지원, 해외 출판 지원, 해외출판마케팅지원, 외국어정기간행물 제작 등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보다 수

요자 중심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출판제안서 번역사업에서는 국내출판사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초록번

역 형식의 다양화, 작품에 따른 샘플번역 분량 제한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영·중문판 한국도

서 소개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가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한국도서 및 문화의 수준을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were given in 2009 to reinforce the existing grant program. In the case of translation grants, 

the KLTI Translator program was institu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translation quality through strategically planned translation 

by five translators with proven expertise in the major languages of English, French, German, and Spanish. The number of entries 

submitted for translation grants saw a dramatic rise as well compared to that in 2008, and the resulting competition led to the 

discovery of more skilled translator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a grant was provided for the first time for a work translated into 

Danish. Furthermore, 16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were given translation grants for the first time,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broad. In addition, Western classics related to Korea were transl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Of such, 

eight were published by Sallim Books, and four were selected as the recipients of translation grants for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Work on The Antholog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was completed, and publication is under way 

through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In the case of the publication grant program, 52 works of Korean literature were published in 15 languages. LTI Korea also made 

great efforts to provide grants with prospective consumers in mind, through copyright export proposals, incentive program for 

overseas publisher relations, overseas publication and marketing grants, and production of periodicals in foreign languages. In 

particular, various demands by domestic publishers were met for the copyright export proposals, leading to a diversification in the 

form of blurb translation, and flexibility in the length of sample translations depending on each work. In addition, the English and 

Chinese versions of list_Books from Korea, the quarterly magazine on Korean Books, contributed greatly to spreading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abroad.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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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for Korean Literature

1) 번역지원

  Translation Grants

한국문학번역원의 2009년도 번역지원대상 선정 결과 총 15개 언어권 60건을 신규로 지원했다. 그 중에서 기

존의 자유공모 방식을 통한 번역지원이 38건, 지정공모에 의한 번역지원이 14건, 그리고 2009년에 도입된 KLTI 

Translator에 의한 번역지원이 5건, 기획번역이 3건이었다. 2009년도의 지정공모 대상 응모 작품은 25종이었고, 7

개 언어권 14건이 지원 결정되었다. 

2009년도 번역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르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간 작

품이 많이 소개된 주요 언어권 이외에도 소수 언어권 지원작의 비중이 늘었다. 특히 처음으로 덴마크어로의 한국문

학 번역지원이 이루어진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중견 작가뿐만 아니라 배수아, 김언수, 천명관 등 젊

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번역지원이 이루어져, 한국문학이 고른 연령대 작가를 통해 균형 있게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2008년에 비해 신청건수 및 지원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지정공모의 경우 2008년 24건과 비교해 2009

년에는 48건이 접수되어 신청건수가 100% 증가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작품의 번역지원이 완료되어, 총 15개 언

어권 53건의 작품에 대해 출판섭외를 진행했다.

완역원고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각 1명으로 평가

팀을 구성해 면밀한 평가 작업을 거쳐 번역자에게 수정,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2009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개 언어권 39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수준 높은 번역물에 대한 해외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존 번역물에 대한 윤문사업도 병행했다. 

그 결과, 7개 언어권 12건에 대한 윤문작업이 완료되었다.

In 2009, LTI Korea selected a total of 60 works in 15 languages as recipients of translation grants. 

Among them, 38 were selected through the existing open subscription method, 14 through the 

designated subscription method, five through KLTI Translator program, newly instituted in 2009, and 

three through the special translation project. The number of submissions for designated subscription in 

2009 were 25, and 14 submissions in seven languages were selected for grants.

The translation grants given in 2009 show that novels accounted for the greatest part of the works 

submitted, as in the previous year. There was, howeve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s submitted in 

minor languages. In particular, a grant was given for a work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Danish, 

which is significant. In addition, grants were given for translations of works by young writers, including 

Bae Su-a, Kim Eon-su, and Cheon Myeong-gwan, not only to those by established writers, establishing 

a foundation on which Korean literature by writers of all ages can be introduced abroad.

On the whole, the number of submissions, and grants given, was on the rise compared to 2008. In the 

case of designated subscriptions, in particular, 48 submissions were entered in 2009, a 100%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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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24 in 2008. Also, translations of works previously selected for grants were completed, and 

preparations for publication are under way for 53 works in 15 languages.

For completed manuscripts, an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so that the quality of translation 

may be enhanced. An evalu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ne native Korean speaker and one speaker 

of the target language carried out a detailed evaluation process, following which the translator made 

revisions and modifications to raise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Such an evaluation process was 

implemented for 39 works in 10 languages.

In addition, a proofreading program was carried out in tandem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verseas 

publishers for high-quality translation. As a result, proofreading was completed for 12 works in seven 

languages.

언어권 지원건수

영어 10

불어 5

독어 7

스페인어 4

중국어 12

일어 7

러시아어 3

베트남어 4

터키어 2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이태리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덴마크어
각 1

< 2009년도 신규번역지원 언어권 현황 >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1/4분기 32 12

2/4분기 30 9

3/4분기 25 9

4/4분기 27 8

지정공모 48 14

KLTI Translator - 5

기획(현대문학입문서) - 3

< 2009년도 신규번역지원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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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업 소개
2009 Projec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작품명 (원작자)

1

영어

안선재 (前 서강대 영문과 교수, 번역가) 김영랑 시집 (김영랑)

2
정정선 (UC Santa Babara 한국문학 강사)/ 

힐렐 슈와츠 (UC San Diego 역사학 강사)
김남조 시선집 (김남조)

3
김원중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크리스토퍼 메릴 (아이오와 창작프로그램 디렉터)

그늘의 발달 - 문태준 시선집

(문태준)

4
유인례 (프리랜서 번역가, 칼럼니스트)/

 루이스 빈치게러 (프리랜서 번역가, 작가)
홍어 (김주영)

5
브루스 풀턴 (캐나다 UBC 한국문학 교수)/

 주찬 풀턴 (전문번역가)
우주피스 공화국 (하일지)

6
황선애 (프리랜서 번역가)/

호라스 제프리 하지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양영어실 전임강사)
흙 (이광수)

7
김은주 (프리랜서 번역가)/

 크리스토퍼 로버츠 (미국 Reed College 조교수)
주변인의 초상 (최승자)

8
브루스 풀턴 (캐나다 UBC 한국문학 교수)/

 주찬 풀턴 (전문번역가)
도가니 (공지영)

9 유영난 (프리랜서 번역가) 내 아들의 연인 (정미경)

10 정재원 (프리랜서 번역가) 고래 (천명관)

11

불어

정은진 (파리국립동양어문대학교 한국학 강사)/

 자끄 바띨리요 (HACHETTE Filipacchi Media 근무)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12
최미경 (이대 통번역대학원 불어과 조교수)/

쟝노엘 쥐떼(나미제리아대 교수)
오래된 일기 (이승우)

13
최경란 (주불한국문화원 근무)/

피에르 비지유 (Ubu출판사 근무)
캐비닛 (김언수)

14
김혜경 (프랑스 프로방스대학 한국어 강사)/

장 끌로드 드크레센조 (프랑스 프로방스대학 극동아시아학과 주임교수)
달려라, 아비 (김애란)

15
최미경 (이대 통번역대학원 불어과 조교수)/

쟝노엘 쥐떼(나미제리아대 교수)
한국현대문학입문서

16

독어

한스 유르겐 자보로브스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한국학과 강사) 순간의 꽃 (고 은)

17 안드레아스 쉬르머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강사)/ 강인숙 (프리랜서 번역가) 카스테라 (박민규)

18 윤선영 (독일 Bonn대학 한국어 번역학과 강사)/ 미하엘 텁 (독일 Bonn대학 한국어번역학 수학) 강산무진 (김 훈)

19 성경숙 (독일 Johannes Gutenberg Uni. Mainz 영화학과 재학중) 고등어 (공지영)

20
이경분 (서울대학교, 한예종 독일어 강사)/

카이 쾰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근무)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배수아)

21
김선희 (프리랜서 번역가)/

에델트루트 김 (이화여대 독문과 명예교수)
채식주의자 (한 강)

22
헤르베르트 야우만(그라이프스발트대 교수)/

정영순(프리랜서 번역가)
한국현대문학입문서

< 2009년도 신규번역지원 작품 및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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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23

스페인어

이혜경 (스페인 알리깐떼 대학교 비교문학 박사과정) 연암 박지원 소설집 (박지원)

24
권은희 (덕성여대 스페인어과 교수)/

성초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연구원)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배수아)

25 윤선미 (단국대학교 스페인어 강사) 인간의 시간 (백무산)

26
고혜선 (단국대 서양어문학부 교수)/

 프란시스코 까란사 (단국대학교 아시아-아메리카 문제연구소 특별객원연구원)
멸치 (김주영)

27

중국어

량복선 (절강성 월수외국어학원 한국어학부) 아제아제 바라아제 (한승원)

28 김호웅 (연변대 한국학 연구중심 소장, 연변대 교수)/ 유광명/ 김영금 토지 3권 (박경리)

29 권혁률 (길림대 외국어학원 조선어학과 부교수) 멸치 (김주영)

30 김련란 (중국 청도빈해학원 한국어교원) 촐라체 (박범신)

31 김련순 (중국 강소기술사범대학 외국어학원 강사) 검은 사슴 (한 강)

32 남연 (중국 북경대학교 조선언어문화학과 조교수) 타인의 방 (최인호)

33

이승매 (중국 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이용해 (중국 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필신연 (중국 청도과기대학교 한국어학과교원)

흙 (이광수)

34 천춘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맹 (손창섭)

35
정유선 (상명대학교 한중문화정보연구소근무)/

 무력문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방현석단편선 (방현석)

36 남광철 (중국 연변조선자치구 번역국 근무) 운현궁의 봄 (김동인)

37 정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수밭으로 오세요 (공선옥)

38 한매(중국 산동대 한국어과 교수) 한국현대문학입문서

39

일본어

오영아 (이대 통번역대학원 한일번역학과 박사과정)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은희경)

40 하시카와 코이치 (경희대 일본어학과 강사) 유맹 (손창섭)

41 안우식 (오비린 대학 명예교수) 그러나 (홍성원)

42 김순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43 이데 순사쿠 (서일본신문사문화부 기자) 타인의 방 (최인호)

44 이와까따 히사히꼬 (부천대학교 비서과 일본어 교수) 운현궁의 봄 (김동인)

45 강상구 (시밧크 인터내셔널  근무) 거울 속의 천사 (김춘수)

46

러시아어

타티아나 잘레스카야 (프리랜서 번역가)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47
조근희 (러시아 쌍뜨뻬쩨르부르크국립대학 한국어문학과 강사)/

 율랴 발라하노바 (Herimitage 도서관 근무)
수수밭으로 오세요 (공선옥)

48
정인순 (모스크바국립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리나 카사트키나 (모스크바국립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어령)

49
터키어

이난아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시인 (이문열)

50 오은경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고은 시선집 (고은)



2009 사업 소개
2009 Projec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2) 출간지원

 Publication Grants

한국문학작품을 해외현지에서 출간하는 해외출판지원사업을 통해 2009년에는 15개 언어권에서 52종의 도서가 출판되었다. 2008년에 비해 

언어권의 분포는 15개로 작년과 동일하나, 출간종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러시아어권, 독일어권, 불어권, 중국어권이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어권이 가장 활발한 번역출판 활동을 보였다.

In 2009, 52 books in 15 languages were published through the overseas publication grant program, designed to help publish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number of languages into which the books were translated remained the same as in 2008, but the 

number of published books saw a slight increase.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ooks published in Russian, German, 

French, and Chinese; in particular, more book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than any other language.

51

베트남어

레 당 호안 (하노이 국립대학교 한국어 강사) 내일의 노래 (고은)

52 황하이번 (베트남 국립대 동양학과) 채식주의자 (한강)

53 하밍타잉 (인하대 한국문학 박사과정) 이상 단편선 (이 상)

54 응웬 티 히엔 (경찰대 베트남어 강사) 퀴즈쇼 (김영하)

55 불가리아어 김소영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 모순 (양귀자)

56 스웨덴어
박옥경 (프리랜서 번역가)/ 

안데쉬 칼손 (런던대 한국학과 교수)
오래된 정원 (황석영)

57 체코어 이바나 그루베로바 (프리랜서 번역가) 매월당 김시습 한시선 (김시습)

58 이태리어 데니콜라 쥬세삐나 (이태리 밀라노 대학 계약교수) 외딴 방 (신경숙)

59 포르투갈어 성효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포어포문학 석사과정)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배수아)

60 덴마크어 매스 정 닐슨 (서강대  영문학 박사과정) 순간의 꽃 (고 은)

연번 언어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1 네덜란드어 무기의 그늘 De schaduw van de wapens 황석영
렘코 에릭 브뢰커 /

임꺼 판 할딩엔
Arbeiderspers

2

독일어

김승옥  단편선 Mujin im Nebel 김승옥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

박경희
Peperkorn

3 도화 아래 잠들다 Unter  Pfirsichblüten eingeschlafen 김선우 강승희 / 카이 로스 Edition Delta

4 성석제 단편선
Die  letzten viereinhalb Sekunden 

meines Lebens
성석제 박인원 / 안냐 미하엘젠 Peperkorn

5 연암소설 Die Schelte des Tigers 박지원 엘케 골셔트 정 / 정형강 Bouvier

6 여자에 관한 명상 Meditiation uber Frauen 송기원 정민기 / 하랄트 게르버 pendragon

7

러시아어

18-19세기 중세소설(I) - 춘향전
Верная  Чхунхян :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XIX в. Том 1.
- 라코프 겐나디 Гуперион (Hyperion)

8 18-19세기 중세소설(II)
Верная  Чхунхян :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XIX в. Том 2.
- 라코프 겐나디 Гуперион (Hyperion)

< 2009년도 해외출간지원 대상작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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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출판 지원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9

러시아어

송강가사전집 - 외로운학 Одинокий  журавль 정철 칸체비치 Наталис

10 정지용시선 Ностальгия 정지용
리 그리고리

니꼴라예비치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1 만세전 Могила : Повесть 염상섭 유승만; 따찌아나 모졸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2

루마니아어

이상작품선 Aripi : opere alese 이상
김정환 /

록사나 안겔레스쿠
Paralela 45

13 구운몽 Visul învolburat al celor noua 김만중
엄태현 / 이오노아이아 엘

리아나 크리스티나
Paralela 45

14

베트남어

20세기한국문학의이해 Văn  học Hàn Quốc thếkỷ 20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황하이번
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15 만세전 Tru’ó’c Phong Trào Manse 염상섭 레 당 호안
Literature Publishing House

of Vietnam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16 한국의 고전문학 Văn  học cổ điển Hàn Quốc
한국언어문

화연구원
다오티미칸 Nhà Xuất Bản Văn Nghệ

17 불가리아어 한국의 선시 Дзен  поезия от Корея - 류드밀라 아타나소바 Iztok-Zapad

18

불어

성학집요
Anthologie  de la sagesse extrême-

orientale
이이 필립 티에보 Autres Temps

19 아내의 상자 Les Boîtes de ma femme 은희경 외
이혜영 / 

가브리엘 꼬르비에르
Zulma

20 열녀춘향수절가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21 심청 Shim Chong,fille vendue 황석영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22 변강쇠전 Histoire de Byon Gangsoe -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23 스웨덴어 윤흥길 단편선: 장마 Regnperioden : Yun Hûng-gil 윤흥길 레이프 구스타프손 Tranan

24

스페인어

한국단편선집
Ji-Do: Antología de la narrativa 

coreana contemporánea
손창섭 외 김은경 Santiago Arcos

25 홍어 La Raya 김주영 고혜선 / 프란치스코 카란차 Servicios Editoriales

26 고창수시선 El sonido del silencio 고창수 페르난도 데 바르보사 Servicios Editor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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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업 소개
2009 Projec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27

영어

고은시선집 1960-2002
SongsforTomorrow:

acollectionofPoems1960-2002
고은 안선재 Green  Integer

28 사라진 손바닥
Scale & stairs : selected poems of 

Heeduk Ra
나희덕 김원중 / 크리스토퍼 메릴 White  Pine

29 운영전 Unyŏng-jŏn : a love affair at the royal 

palace of Chosŏn Korea
ㅡ 마이클 제이 페티드/ 차길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30 인간문제 From Wonso Pond 강경애 샘 페리 The Feminist Press

31 황순원 단편선집 Lost souls: stories 황순원 브루스 풀턴/ 윤주찬 Columbia University Press

32 무서록 Eastern Sentiments 이태준 자넷 풀 Columbia University Press

33

이탈리아어

춘향전
L’amore possibile : la storia di 

Ch’unhyang
- 마우리지오 리오또 NOVECENTO

34 고은시선집
L’Isola che canta : Antologia poetica 

(1992-2002)
고은 빈첸차 두르소 LietoColle

35

일본어

윤동주평전 송우혜 아이자와 가쿠

36 이호철 단편선 이호철 강상구

37 태평천하 채만식

호테이

토시히로/ 쿠마키 

츠토무

38 태평한화골계전 서거정 우메야마 히데유키

39 김수영 전집 김수영 한용무

40

중국어

가지 않은 길 김문수 김련란

41 금오신화 김시습 권석환/진포청

42 모순 양귀자 장기

43 삼국유사 일연 권석환 / 진포청

44 삿뽀로 여인숙 하성란 허련순

45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김태성

46 토지 1 박경리
김호웅 / 유광명

김영금 / 김덕부

47 토지 2 박경리 김호웅 / 유광명 / 김영금

48 휘청거리는 오후 박완서 이정교

49 마당 깊은 집 김원일 김태성

50

체코어

김삿갓 시선 Básně Kima Klobouka 김립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DharmaGaia

51 화엄일승법계도
Mapa říše skutečnosti dle

Avatamsaka sútry
의상대사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52 폴란드어 김영하 단편선 Wampir i inne opowiadania 김영하 최성은 / 베아타 보구쉬 Kwaiaty Orie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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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예술분야 번역지원

  Translation Grants for General Arts

기초예술분야 번역지원 사업은 기초예술분야(문화예술도서 및 영상/공연 등)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도서와 영상/공연 등의 자막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Translation grants for general arts are provided for the translation of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nd also film and theatrical subtitles, with the aim of creating added value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1) 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Translation Grants for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문화예술도서는 해외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한국 문화에 관련된 우수 도서를 발굴하여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모든 언어로의 번역 지원이 가능하며, 2009년

에는 <한국종교사상사2(유교사상사 부분)>,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예술에 대한 사색>의 3종을 지정도서로 

정해 공모했다. 심사 결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총 4건이 번역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Translation grants for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re provided with the aim of discovering 

outstanding works related to Korean culture that are worth introducing abroad, and spreading Korean 

culture through high-quality translations, s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Grants are funded for the translation of such works into all languages. In 2009, three books—The 

History of Religious Philosophy in Korea (on Confucianism), Joseon Tongsinsa Meets Japan, and Reflections 

on Art—were designated for subscription. After a process of evaluation, four submissions,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Polish, were selected for translation grants.

2) 영상 및 공연자막 번역지원

 Translation Grants for Film and Theatrical Subtitles 

국내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선정 및 추천하는 영상과 공연 등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

기 위해 자막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7개 기관과 2007년~2008년에 걸쳐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기관

의 신청을 받아 자막번역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영상자막 번역과, 국립극장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자막 번역 지원이 결정되었다.

연번 언어 번역자/공역자 작품명(원작자)

1 영어 김지영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2 일본어 나카무라 가츠야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3 중국어 한매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4 폴란드어 이해성/바란스카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 2009년 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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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grants are provided for the translation of film and theatrical subtitles, selected and recommended by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Korean culture industry, to expand and enhance the promotion of cultural products. To this end, LTI 

Korea signed business contracts with a total of seven institutions in 2007 and 2008, and has been funding grants for the translation 

of subtitles of works submitted by these institutions. In 2009, translation grants were provided for films submitted by the Seoul 

Animation Center, the Korea Film Council, and the Korean Film Archive, and performances by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기관명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소중한 날의 꿈 영어 신오영 박종혁 / 찰스 몽고메리

멍석골 서당 영어 김미영 앤드류 킴(김은기)

멍석골 서당 중국어 왕기맹 손지봉

이브와의 인터뷰 영어 김미영 앤드류 킴(김은기)

이브와의 인터뷰 불어 윤예니 쟝노엘 쥐떼

영화진흥위원회

계몽영화 불어 김혜련 / 차미양 쟝노엘 쥐떼

서울의 얼굴 불어 에릭 비데 쟝노엘 쥐떼

땅의 여자 영어 신오영 폴 툭스베리

도쿄 택시 불어 권지현 쟝노엘 쥐떼

한국영상자료원

병정님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하녀 일본어 동소현 카나즈 히데미

소나기 영어 조응주 폴 툭스베리

장마 영어 알리사 김 폴 툭스베리

장마 일어 김명순 카나즈 히데미

김약국의 딸들 영어 하연주 (하사무엘) 제레미 마틴

김약국의 딸들 일어 동소현 김명순

그대와 영원히 일어 오미지 김아선

막차로 온 손님들 일어 동소현 김명순

< 2009년 영상자막 번역지원 작품 >

기관명 작품명 언어 번역자 감수자

국립극장 둥둥 낙랑둥 영어 김아정 아서 니콜스

예술경영지원센터

하륵이야기  러시아어 나탈리아  레샤코프 빠벨 레샤코프

하륵이야기 독일어 김선희 에델트루트 김

가믄장아기 영어 장해니 앤드류 김 (김은기)

붓다마이바디 영어 조응주 앤드류 김 (김은기)

꼭두 중국어 김련란 손지봉

특급호텔 스페인어 성초림 레온 플라센시아 뇰

테레즈 라캥 영어 박찬순 앤드류 김 (김은기)

사천가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경숙이 경숙아버지 영어 유승희 박종혁(에디박) / 찰스 몽고메리

사천가(쇼케이스) 영어 김아정 로버트 그레이브즈

너무 놀라지 마라 영어 유승희 폴 툭스베리

미친극 영어 유승희 폴 툭스베리

해무(희곡집용 재번역) 영어 유승희 폴 툭스베리

< 2009년도 공연자막 번역지원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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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관련 서양고서 국역

  Korean Translation of Old Western Books on Korea

서양고서 국역사업은 16세기 이래로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 관련 외국어 고서 및 관련자료를 선별하여 국역하는 사업이다. 한국에 대한 서양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신규 번역지원 없이, 기존 번역중인 작품 중 9건에 대해 

번역후불금을 지급했고, 2008년 7종에 이어, 2009년에는 <그들이 본 우리> 총서 2차분에 대해 모두 7종의 도서가 살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Translation grants are provided for Korean translation of old Western texts and related materials on Korea published overseas 

since the 16th century. These grants are giv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Western views on Korea so that we may reflect on 

ourselves. No new grants were awarded in 2009, but the remaining sums were given for the nine works previously selected. 

Following the seven works published in 2008, another seven were published in 2009 by Sallim Books, as the second part of the 

“Korea Heritage Books” series.

< 그들이 본 우리(Korea Heritage Books)> 총서 발간 목록 >

연번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1 Meine Hochzeitreise Durch Korea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 Rudolf Zabel 이상희

2 The China-Japan War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Z. Volpicelli 유영분

3 모리스 쿠랑 논문집 (발췌 / 편집도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Maurice Courant 그럿트 빠스칼 / 조은미

4 Manchuria and Korea 근대만주와 대한제국 Henry J. Whigham 이영옥

5 Corea of  Today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 : 14개의 

주제로 보는 1894년의 조선
George W. Gilmore 이복기

6 Korea : the old and the new
미국인 교육가 엘라수 와그너가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 

1904-1930
Ellasue Wagner 김선애

7 History of Corea 존 로스의 한국사 John Ross 홍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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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판 한국현대문학 앤솔로지 발간사업

  Publication of Antholog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한국문학번역원은 영어권 국가에 한국현대문학을 소개하여 한국문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한국문학 연구

를 위한 기본 교재 제공을 통한 한국문학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문판 한국현대문학 앤솔로지> 발간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집에는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소설, 시, 희곡작품이 폭넓게 수록된다. 2009년

에는 소설 64편, 시 151편, 희곡 10편으로 작품 목록을 최종확정하였다. 

LTI Korea has been working towards the publication of the Antholog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in order to raise the profile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by introducing modern 

Korean literature to English speaking countries. The anthology consists of a wide range of novels, 

poetry, and drama published between 1900 and the 2000s. In 2009, 64 novels, 151 poems, and 10 plays 

were finalized for compilation.

선집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할 예정이며, 1960년 이후 등단한 작가의 작품부

터 먼저 출간한다. 2010년 상반기 중 수록 작품 번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The anthology is slated to be published in two volumes by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A volume 

containing works by writers who made their literary debut after 1960 will be published first. The 

translation of the works is to be completed within the earlier half of 2010.

장르 1960년 이전 등단한 작가의 작품 1960년 이후 등단한 작가의 작품 계

소설 32편 32편 64편

시 74편 77편 151편

희곡 5편 5편 10편

계 111편 114편 22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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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

  Publication Copyright Export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은 한국도서의 해외 출판 촉진을 위해 국·내외 출판사를 대상으로 1) 출판제안서 번

역 및 제작 지원, 2) 출판섭외 인센티브 지원(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출한 국내출판사 및 에이젼시 지원), 3) 해외 출판 지원(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출판사의 출판 비용 일부 지원), 4) 해외출판마케팅지원 등 총 네 개 분야에서 해외 출판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In 2009, LTI Korea made efforts to promote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books through a grant system in a total of four 

areas, including 1) Copyright Export Proposal Grants, 2) Incentive Program for Overseas Publisher Relations (grants for domestic 

publishers and agencies that have exported Korean books), and 3) Overseas Publication Grants (grants for publication costs of 

foreign publishers that have imported copyrights of Korean books), and 4) Overseas Marketing Grants.

1)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 지원사업

 Copyright Export Proposals

2009년에는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외 출판사 섭외 시 필요한 초록과 본문 발췌번역(샘플번역)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35개 출판

사가 도서 255종에 대해 샘플번역 160건, 초록번역 358건, 초록 PDF제작 130건 등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영어뿐 아니라 일어, 중국어, 프랑스

어, 독일어, 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 지원이 이루어졌고, 샘플번역의 분량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출판사 섭외에 있어 실질적인 도

움을 주고자 하였다.

In 2009, applications were accepted from domestic publishers for the translation of book excerpts and blurbs needed for 

contacting overseas publishers. 160 sample translations, 358 blurbs, and 130 PDF brochures were produced for 255 books from 

35 publishers. The target languages for 2009 ranged from English to Japanese, Chinese, French, German, and Thai, among others.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f sample translation was relaxed, which helped substantially in contacting overseas publishers.

2) 출판섭외 인센티브 지원사업

 Incentive Program for Overseas Publisher Relations

2009년에도 2008년에 이어 출판저작권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출판사와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출판섭외 인센티브 지원사업

을 실시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36개 출판사 8개 에이전시의 총 1,005건의 수출실적에 대하여 75,0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수출실적 

접수는 2010년 2월에 한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접수된 수출실적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에 계약이 성사된 건은 총 341종, 977책이다.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중국과 동남아권

이 강세를 보였다. 중국은 계약이 성사된 총341건 중 113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그 뒤로 태국 69건(20%), 대만 

67건(20%), 베트남 38건(11%) 프랑스 18건(5%) 등의 순이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10건), 일본(5건), 멕시코(5건) 등 기타 지역에서도 조금씩 

해외 출판섭외의 판로를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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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of publishing rights, LTI Korea continues to offer incentives to Korean publishers and agencies. 

In 2009, 36 publishers and eight agencies that exported a total of 1,005 books received incentives totaling 75,000,000 won. 

Copyright export records can be submitted again in February 201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the records that have been submitted, 341 contracts were signed in 2009 for 977 books. In 2009, 

as in the previous year, most of the contracts were signed with China and Southeast Asia. Especially the former accounts for 33% 

of the total—113 out of 341. Thailand followed second, with 69 (20%), then Taiwan, with 67 (20%), then Vietnam, with 38 

(11%), and then France, with 18 (5%). In addition, copyrights were sold to Indonesia (10), Japan (5), and Mexico (5), showing 

that Korean books are advancing into other areas as well.

3) 해외출판 지원사업

 Overseas Publication Grants

2009년에는 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판을 준비 중인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해외출판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12개국 

40개사 111종 315책을 지원했다. 지원 결과를 볼 때, 2009년의 해외출판 지원대상은 한국도서의 주요 수입국인 대만과 중국에 각각 37건, 38

건씩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n 2009, LTI Korea provided grants to overseas publishers planning to publish translated works of Korean books. A total of 

111 grants were given for 315 books from 40 publishers in 12 countries. Most recipients of grants were from Taiwan and China, 

with 37 and 38 grants respectively.

4) 해외출판마케팅 지원사업

 Overseas Marketing Grants

해외출판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도서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출판마케팅 행사 및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8개국 12개 출판사 13종 47책 도서의 홍보 마케팅 행사를 지원했다.

LTI Korea provides overseas marketing grants to support publication marketing events and advertisements, including 

publication ceremonies held overseas. In 2009, grants were given to promote marketing events for 47 books of 13 titles, published 

by 12 publishers from eight countries, including the U.S., France, and China.

국가 (12개국) 가족 / 교육 만화 문학 실용 / 경영 아동 예술 / 여행 인문 / 과학 청소년 합계

대만 8종 　 1종 10종 6종 4종 　 8종 37종

독일 　 2종 2종

러시아 　 2종 2종

멕시코 　 3종 3종

미국 　 2종 1종 3종

브라질 　 7종 7종

이란 　 1종 1종

일본 　 1종 7종 2종 10종

중국 6종 5종 8종 9종 4종 6종 38종

태국 　 1종 1종 2종

폴란드 　 2종 1종 3종

프랑스 　 1종 1종 1종 3종

합계 14종 5종 14종 18종 34종 4종 7종 15종 111종

< 2009년 해외출판 지원 대상 도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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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도서 소개 포탈사이트 운영 Website for Korean Books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이하 KBPP,주소: www.koreanbooks.or.kr) 웹사이트는 한국도서의 해외 수출 진흥 포털사이트이다.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출판사/에이전시, 한국문학을 알리려 모색하는 국내 출판사/에이전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데이터베이스 통합작업을 거쳐 현재 국·내외 300여개의 출판사 및 에이전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 및 출판사 정보의 업데이트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온라인 사업 신청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

의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왔다. 현재 2,000여종의 국내도서와 200여개 해외출판사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도서에 관심 있는 해외출판사가 

직접 국내출판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400여개 국내 출판사들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2009년 한 해의 사용자 분석 결과 아직까지 직접적인 출판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한국도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KBPP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KBPP, www.koreanbooks.or.kr) website is a website promoting the export of Korean 

books. The website is targeted at overseas publishers/agencies interested in Korean books, and Korean publishers/agencies seeking 

to spread Korean books.

Through a database integration process completed in 2008, about 300 publishers and agencies from home and abroad are now 

registered as members. The data on books and publishers are constantly updated in order to provide correct and useful information 

to the members, and user convenience is always taken into consideration. Currently, information on about 2,000 Korean books 

and 200 overseas publishers is registered on the site. In addition, information on about 400 Korean publishers is registered as well, 

to enable overseas publish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books to make direct contact with Korean publishers.

Analysis on the use of the website in 2009 shows that even users in countries where no deals have been made on publication 

copyrights continue to have an interest in Korean books and visit the KBPP website.

연번 국가 출판사 도서명 저자 부문

1 폴란드 Kwiaty Orientu 김영하 단편선 김영하 문학

2 중국 소년아동출판사 우리 아이 읽기 생활동화 한국헤밍웨이 아동

3 중국 북경과기출판사 누가 내 이빨 좀 닦아줘 우리누리글, 어순영,오정그림 아동

4 태국 Book Wave  와! 로봇이다 외 4권 (총5권) 이인식글, 김제현그림 아동

5 미국 Seven Stories Press 오래된 정원 황석영 문학

6 미국 First Second 황토빛 이야기 1, 2 김동화 만화

7 이란 Amrood 충 효 예 금강경독송회 인문

8 프랑스 FLBLB 남쪽 손님 2 오영진 만화

9 네덜란드 Uitgeverij J.M. Meulenhoff 혀 조경란 문학

10 미국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붓과 검 정극인 외 문학

11 대만 Business Weekly Publications 건축, 사유의 기호 승효상 예술 / 여행

12 폴란드 Kwiaty Orientu 오정희 단편 소설선 오정희 문학

13 프랑스 Zulma 심청 황석영 문학

합계 8개국 12개사 13종                              47책

< 2009 해외출판마케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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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해외교류사업은 KLTI 포럼, 학술 및 문학 행사, 작가교류,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독자 독후감대회, 한국문학 잡지 발간 및 지원, 

해외통신원 운영 등을 통해 한국문학이 전 세계의 다양한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기여했다.

중요한 문학행사로는 폴란드, 스웨덴, 브라질과의 수교 기념 문학행사를 비롯하여 독일의 라이프치히 및 베를린과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에

서 개최된 작품 낭독회를 손꼽을 수 있다.해외독자 독후감대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6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하여 잠재적인 독자 발굴에 성과를 내고 있다.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한국 작가 5명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2개월간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4명의 외국 작가들이 문화동반자 사업의 일

환으로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다.

이밖에도 세 번에 걸쳐 총 8명의 해외 출판인을 초청하여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동경, 북경, 뉴욕에서 개최된 “KLTI 포럼”은 한국문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문학의 현지

화 전략을 논의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이 포럼은 단순히 논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 베를린과 파리를 추가하여 세계적 문화중심도시 5곳에서 열리게 되는 “KLTI 포럼”

은 해외교류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In 2009,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helped readers around the world gain easier access to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KLTI forums, academic and literary events, writers exchang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book fairs,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publication of and support for Korean literary journals, and overseas correspondence.

Significant literary events include those held in celeb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Poland, Sweden, 

and Brazil, and also the book readings held in Leipzig and Berlin, Germany, and at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in 

Mexico.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was held in 16 countries this year, with an increased number of participants, proving its 

success in finding potential readers of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five Korean writers gained valuable experience in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he two months they spent in residency 

programs. Four writers from abroad stayed in Korea for six months as well, acquiring various cultural experiences, as a part of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Also, a total of eight overseas publishers were invited over three periods of time in an effort to expand the export of Korean 

literature. 

Above all, the forums held in Tokyo, Beijing, and New York, were significant in that experts in various fields involved with Korean 

literature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strategies for spreading Korean literature. The forums are expected to go on to strengthen 

the established human relation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KLTI Forum, 

to be held in five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Berlin and Paris, will be a vital opportunity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towards that of choice and focus.

선택과 집중으로의 방향 전환

A Change in Direction towards Choice and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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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행사 Literary Events

1) 한-독일 문학행사

  Korea-Germany Literary Event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소설가 김훈과 시인 김선우의 작품낭독회가 열렸다. 

김훈의 <칼의 노래>와 김선우의 <도화 아래 잠들다>가 독일 DELTA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

는 독일 일반 독자와 한국작가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

가 되었다. 

From March 12 to March 14, book readings were held in Berlin and Leipzig, Germany, by Kim 

Hoon, the novelist, and Kim Sun-woo, the poet. The events, held in celebration of the publication of 

Kim Hoon’s Song of the Sword and Kim Sun-woo’s Asleep Under Peach Blossoms by Edition DELTA, a 

German publishing company, served as an opportunity to help German readers gain a more direct and 

effective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by meeting with Korean writers.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문학행사

  Literary Event Celebrating the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6월 1일 제주도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 

시인 10명과 한국 시인 3명(문충성, 정현종, 김선우)이 모여 ‘아름다움, 평화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시인

들의 만남>이라는 문학행사를 가졌다. 이번 문학행사에 참석한 한국과 아세안의 시인들은 각자의 시를 들고 토론

하면서 서로의 작품 세계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에게는 아세안 각 

나라의 시를 한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On June 1, a literary event was held in Jeju Island to commemorate the ASEAN-Korea summit, 

under the banner of “Korea-ASEAN Poetry Night” and on the theme of “Beauty, Seed of Peace.” 

Participants included 10 poets from the 10 ASEAN nations, including Vietnam,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and three Korean poets (Mun Chung-seong, Jeong Hyeon-jong, and Kim Sun-woo). The 

poets from Korea and the ASEAN countries who attended the event had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works and cultures by discussing their poetry. The audience had an 

opportunity, as well, to hear the recitation of poetry from each ASEAN country.

3) 한-러시아 문학행사

  Korea-Russia Literary Event

한-러 양국의 작가 교류와 문학 분야 협력 도모를 위한 <한-러 작가와의 만남>이 10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소설가 신경숙, 은희경, 시인 이태수, 문태준과 러시아 소설가 아나쉬케비치, 맘레에프, 시인 

스코트네브스키, 코로보프 등 총 8명의 문인과 문학비평가 유성호, 안닌스키가 함께 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각각 

모스크바국립대와 러시아국립인문대에서 진행된 <작품 낭독회(이태수, 신경숙)>와 <작가 및 평론가 특강(문태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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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을 통해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러시아 현지 학생들과 교감

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러시아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소설, <비밀과 거짓

말>을 대상작품으로 하여 진행된 <제4회 러시아 한국문학 독후

감대회>의 시상식에 저자 은희경이 직접 시상자로 참여하여 독

자와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 내 한국

문학의 인지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에는 한-러 수

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다양한 문학교류행사가 진행될 예정

이다.

“A Meeting of Korean-Russian writers” was held on 

October 23, 2009, in Moscow, Russia, to promote writers’ 

exchanges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event was attended by eight literary figures, including Shin Kyung Sook, Eun Hee Kyung, Lee Tae 

Soo, Moon Tae Jun, and the Russian novelists, Anashkevich Marina Aleksandrovna, Mamleev Yuri, and poets, Boris Abramovich 

Skotnevsky and Korobov Vladimir Borisovich, and also, literary critics, Yoo Sung Ho and Lev Anninsky. Following this event, 

on October 26, Korean writers were able to meet with Russian students studying Korean literature, at a book reading (Lee Tae 

Soo, Shin Kyung Sook) and the “Special Lecture by a Writer and a Critic (Moon Tae Jun, Yoo Sung Ho),” held respectively at the 

Moscow State University and Russian State Humanitarian University. In addition, Eun Hee Kyung attended the “4th Russian 

Essay Contest on Korean Literature,” with her work, Secrets and Lies as the designated work, and met with the readers. It is 

anticipated that through these events, more people in Russia will be made aware of Korean literature. In 2010, a more diverse 

range of literary exchanges will be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4) 한-멕시코 문학행사

 Korea-Mexico Literary Event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도서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도서전에 맞춰 소설가 김주영, 

이승우, 하성란을 파견했다. 김주영의 <홍어>,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 하성란의 <옆집 여자>가 스페인어로 

출간된 것을 기념하여 과달라하라 도서전 전시장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및 과달라하라대학 등에서 한국문학 강연

회 및 낭독회가 열렸으며,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번역원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과달라하라도서

전에 참가하고 한국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 역시 현지 문인 및 도서전 관계자, 일반 독자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을 통해 중남미 

문화권 내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Novelists Kim Joo-Young, Lee Seung-u, and Ha Seong-nan attended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the largest 

book fair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held from late November to early December. Lectures and book readings were held at 

the exhibition hall of the Guadalajara Book Fair,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and Universidad de Guadalajara, 

in commemoration of the publication in Spanish of Kim Joo-Young’s A Thornback, Lee Seung-u’s The Private Life of Plants, and 

Ha Seong-nan’s The Woman Next Door. Interviews were held with the local media as well. LTI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Guadalajara Book Fair and hosting events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since 2006. This year’s even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high profile of Korean literature in Central and South American cultures, through the interest and high participation 

rate of literary figure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 book fair, as well as general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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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학행사 

 Other Literary Events

한국문학번역원은 2009년 한 해 상기의 행사 이외에도 해외 문학행사에의 한국 작가 파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문학 및 번역 관련 

학술 토론회, 마케팅 행사, 세계 각지의 한국 문학 관련 간행물 출판 지원 등 30여 건의 다양한 행사를 지원했다.

In 2009, LTI Korea sponsored about 30 other events as well, including the dispatch of Korean writers to overseas literary 

events,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held at home and abroad, marketing events, and provided 

grants for the public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연번 행사명 행사월

1 윤대녕 『미란』 학술토론회 2월

2 『전쟁과 사회』출판기념회 3월

3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UBC) 한국학과 봄학기 지원 3~6월

4 미국 한미 여성 시인 낭독회 작가 파견 4월

5 뉴욕 PEN 페스티벌 작가 파견 4월

6 한국작가 박상우 작품『가시면류관 초상』학술토론회 4월

7 요르단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 작가 파견 5월

8 터키 이스탄불 세계시인 축전 작가 파견 5월

9 김광규 시인 독일 문학행사 5월

10 AKSE 컨퍼런스 참가 5~7월

11 제2회 북미 한국문학 워크샵 6월

12 구보 박태원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6월

13 한-중 작가회의 6월

14 한국작가와 중국작가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회 7월

15 인도네시아 국제출판포럼 발제자 파견 9월

16 한국 시낭송의 밤 9월 

17 아시아 -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지원 10월

18 영국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행사 작가 파견 10월

19 러시아 Neva Journal 한국문학특별호 지원 10월

20 Sha’ar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2009 ‘분쟁지역의 시’ 참가 지원(시인 문정희) 10월

21 제4회 파리 한-불 영화제 11월

22 한국문학에 반영된 (실)향 모티브 11월

23 미국 World Literature Today 한국문학특별호 지원 11월

24 프랑스 문예지 Po&sie 편집장 초청 12월

25 하버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발행 영문 문예지『AZALEA』출판 지원 12월

26 제1회 한-러 문학번역이론 컨퍼런스 12월

27 한국베트남학회-베트남달랏대학교 공동 국제학술대회 2010년 1월

28 제1회 중-한 번역학 포럼 2010년 5월

< 2009년 해외 문학행사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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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2009년에 8회째를 맞는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

워크숍>이 ‘한국아동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이라는 주제

로 6월 30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워

크숍에는 아동출판관계자 및 번역가 뿐 아니라 아동문

학가, 평론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여 아동문학 

번역과 해외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출판 현황과 수

출 현황을 살폈다. 또한 언어권별 아동문학 출판시장에 

대한 정보 및 수출전략을 알아보는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The 8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was 

held on June 30, 2009, at the COEX Conference 

Center, under the theme of “Th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book publishers 

and translators, as well as children’s book writers and critics, attended the workshop and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of 

publication and export of children’s literature, so that th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children’s books may be 

further facilitated. In additio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held in order to seek information on the children’s literature 

publication market in different languages and also on export strategies.

순서 발제자 주제

기조

강연

조대현

(아동문학가)
한국아동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발제 1
신지선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 교수)
아동문학의  특성을 고려한 번역규범 및 번역능력 고찰

발제 2
김동휘

(여원미디어 대표)
출판에도 한류 바람이 가능하다

발제 3

도미니크  코라크

(Dominique KORACH, 나땅출판사

아동도서 사업 총괄책임자)

세계적인 출판사,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세계무대로 눈을 돌린 프랑스출판사의 경험

발제 4
셰첸니

( ,소년아동출판사문학편집실주임)
중국 아동도서출판현황 및 ‘소년아동출판사’ 판권 거래 관련 기본 상황

발제 5
쓰쿠이케이

( 、 이와사키쇼텐 편집부장)
일본의  아동도서 출판 현황

< 제8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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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도서전

  International Book Fairs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은 총 14개의 국제도서전에 참가했으며, 그 중 7개의 도서전에서(라이프치히, 미국 아시

아학협회(AAS), 서울,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과달라하라) 한국문학 번역도서 전시 부스를 개설해 기관 사업을 

홍보하고 한국도서 번역·출판 확대를 위해 해외 출판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In 2009, LTI Korea participated in a total of 14 international book fairs. At seven of those book fairs 

(Leipzig,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Seoul, Tokyo, Beijing, Frankfurt, Guadalajara), LTI Korea set up 

booths displaying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to promote the institution’s projects, and held 

discussions with overseas publishers to increase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books.

1) 라이프치히 도서전

  Leipzig Book Fair

전 세계 38개국 2,000여개 출판사가 참여한 2009 라이프치히도서전이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다. 번

역원은 독일어를 비롯한 17개 언어 60여종의 신간도서를 전시하여 한국 문학 및 문화를 소개하고, 본원 사업을 홍

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The 2009 Leipzig Book Fair, the second largest Book Fair in Germany, was held from March 12 

to 15, 2009, with participation by 2,000 publishers from 38 countries around the world. LTI Korea 

introduced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and promoted the institution’s projects by displaying 60 recent 

works of literature in 17 languages, including German.

2) 미국 아시아학협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도서전

  The Book Fair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아시아학협회(AAS) 도서전에 참가했다. 이 도서전은 미

국 현지와 아시아 지역의 대학 출판사, 학자들이 출판물을 전시하고, 아시아학 관련 토론과 강연을 펼치는 자리다. 

2009년 도서전에는 캘리포니아대, 하버드대, 메사추세츠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등 138개 출판사가 참가했다. 한

국문학번역원은 영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 출간된 도서 50여 종을 전시하고, 본원 사업을 홍보하며 미국 내에서

의 한국도서의 번역·출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The Book Fair of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AAS) was held in Chicago from March 26 to 29, 

2009. University presses and scholars from the U.S. and Asian regions attended the book fair and held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opics related to Asian Studies. This year’s book fair was attended by 138 

publishers, including California University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University 

Press, Cornell University Press,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LTI Korea displayed 50 Korean books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various other languages, and made efforts to increase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book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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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국제도서전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9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2009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

국이었던 일본은 인기 작가 방문 등을 포함해 다양한 관련 행사 및 전시 등을 개최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개 언어권

의 한국문학번역서 및 문화 예술 아동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번역서를 전시하고,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1980-2009> 등 한국문학번역서 소개를 위한 간행물과 기관 소개 자료를 관람객에 배포했다. 

The 2009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s held from May 15 to 18 at the COEX in Seoul. 

Japan, the guest of honor at the book fair, held various events, including visits by popular writers 

from Japan. LTI Korea displayed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books in various genres, 

including culture, arts, and children’s literature, in 28 languages, and also distributed publications and 

materials introducing LTI Korea to visitors, including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1980-2009. 

4) 동경도서전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2위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일본 동경도서전에 참가했다. 올해 동경도서전에서는 

‘가족’을 테마로 한 한국 아동문학 125종을 엄선하여 전시하는 한편 아동문학작가 김지은과 김동수를 파견해 ‘한국

과 일본의 아동도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라는 주제로 아동도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도서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일러스트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국의 아동 도서를 널리 홍보했다.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the second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was held from July 9 

to 12, 2009. 125 Korean children’s books on the theme of “family” were selected and displayed at the 

book fair. In addition, two children’s book writers, Kim Ji-eun and Kim Dong-su, attended the fair and 

hosted a seminar on children’s books under the theme,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and Japanese 

Children’s Books.” An illustration event, open to the visitors of the book fair, was held as well, making 

Korean children’s literature known far and wide. 

5) 북경도서전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매년 9월, 중국 북경에서는 아시아에서 동경도서전과 함께 큰 규모의 도서전인 북경도서전이 개최된다. 9월 3

일부터 7일까지 열린 5일 간의 도서 축제에 한국문학번역원은 올해 2년 째 전시 부스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본원

의 지원을 받아 중국, 대만 등지에서 출판된 도서 62종 뿐 아니라 전문 선정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엄선된 한국 우수 

아동서 125종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의 출판인과 중국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작년보다 두 배 큰 규모의 부

스에 전시된 아동서 125종과 더불어 본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방영한 본원 홍보 중문 동영상에 세계 출

판인과 관람객은 큰 관심을 보였다.

Th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one of the largest-scale book fairs in Asia, is held every 

September in Beijing, China. In 2009, the book fair was held for five days from September 3 to 7. LTI 

Korea, attending the fair for the second time, set up a display booth. This year, in particular, 62 Korean 

books published in China and Taiwan through the aid of LTI grants were displayed, as well as 125 

Korean children’s books on the theme of family that were carefully selected by a committee of judges, 

for the benefit of publish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read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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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Frankfurt Book Fair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다. 100여 개국에

서 7,000여 개 출판사가 전시 부스를 개설하고, 29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가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중국이었

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5개 언어권 60여종의 번역서를 전시하며 한국 도서와 본원 사업을 홍보했다. 

The Frankfurt Book Fair, the largest international book fair in the world, was held from October 

14 to 18, 2009. With China as the guest of honor, 7,000 publishers from 100 countries set up display 

booths, and over 290,000 visitors made their way to the book fair. LTI Korea displayed 60 translated 

works in 15 languages, promoting Korean books and the institution’s projects.

7) 과달라하라 도서전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남미 최대 도서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문학번역서 및 

문화예술도서 등에서 엄선한 5개 언어권 20여종의 도서와 본원 발간 홍보물들을 함께 전시했다. 본원은 2006년 이

래 과달라하라 도서전에 참가해 도서전 전후로 다양한 문학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오고 있다.

The Guadalajara Book Fair, the largest book fair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was held from 

November 23 to December 2 in Mexico. LTI Korea displayed 20 works in five languages, carefully 

selected from among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s well 

as promotion materials issued by the institution. LTI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since 2006, informing other countries about the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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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s

1) 작가 레지던스 지원

 Overseas Residency Programs for Korean Writers

한국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내외 작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시작한 작가 해외 레

지던스 지원사업이 2009년에는 5개국 5개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작가로는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 프로그

램 (IWP)에 김도언(소설가),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문학번역센터에 김선우(시인),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 

공선옥(소설가), 아르헨티나 투쿠만 대학에 윤이형(소설가),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에 강석경(소설가) 등 5인이 각

각 파견되었다. 파견된 작가들은 8월에서 12월의 기간 동안 2개월 남짓 머물며 각종 토론회, 낭독회, 도서전에 참

가했다. 이들은 파견기간 동안 현지 작가, 한국학자,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한국문학의 힘을 알렸다. 뿐만 아

니라 각국 고유의 문화를 접하고 얻은 감상과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이 구상 중이던 작품활동을 마무리하는 등 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The overseas residency program for Korean writers, established to enhance writers’ creative capacities 

and facilitate association with writers from abroad, was held in five institutions in five countries in 

2009. Novelist Kim Doeon was sent to the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IWP) at the University of 

Iowa, poet Kim Sun Woo to the New Zealand Center for Literary Translation at Victoria University, 

Wellington, novelist Gong Sunok to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in Germany, novelist Yun I-Hyeong 

to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at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in Argentina, and Kang 

Suk-Kyong to Erciyes University in Turkey. 

The five selected writers stayed at the different locations for about two months between August and 

December, participating in various discussions, book readings, and book fairs. During their stay, they 

engaged in active association with local writers and scholars and students of Korean studies, sharing with 

them the strength of Korean literature. They accomplished various projects as well, such as composing 

work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the local culture.

2) 문화동반자 사업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대중문화 장르, 속칭 한류(韓流)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문화동반자 사업’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

개월 간 진행된 올해 사업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4명의 작가가 초청되었다. 초청 작가는 아세뇨 제네비에

브 람파사 (Asenjo Genevieve Lampasa, 필리핀), 모하메드 타릭 지에드 아뎁 (Mohammad Tarik Zeyad Adeeb, 요

르단), 코테스 마린 패트리샤 바바라 (Cortes Marins Patricia Barbara, 브라질), 지한 모하메드 오마르 엘 사이드 배

더웨이 (Gehan Mohamed Omar El Said Badawy, 이집트)였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초청 작가들은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부산, 경주, 설악산 등을 방문했고, ‘문학기행’

을 통해서는 원주 토지문화관, 통영과 섬진강 일대를 돌며 각각 작가 박경리, 유치환, 김용택의 작품에 담긴 정취를 

체험해 보았다. 국내작가와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윤대녕, 김중혁, 이장욱 등의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네 

명의 초청작가와 한국작가들 사이 작품관과 세계관을 함께 나눠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 외에도 제주에서 열린 ‘세계 

델픽대회’나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심포지엄’ 등의 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6개월간의 방문 끝에 한

층 가까워진 한국문학과 문화를 느끼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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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is a program launched five years ago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its focus on popular culture, or the “Korean Wave,” to expand the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into culture and the arts in general. In 2009, four writers from Asia, 

South America, and Africa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hich was held for six months 

between June and November. The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Asenjo Genevieve Lampasa from the 

Philippines, Mohammad Tarik Zeyad Adeeb from Jordan, Cortes Marins Patricia Barbara from Brazil, 

and Gehan Mohamed Omar El Said Badawy from Egypt.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 guest writers made trips to Seoul, Busan, Gyeongju, and Seoraksan 

through the “Cultural Tour” program, and experienced for themselves the atmosphere in the works 

by writers Pak Gyeong-ri, Yu Chi-hwan, and Kim Yong-taek, by visiting the Toji Cultural Center in 

Wonju, as well as areas in Tongyeong and Seomjin Island, through the “Literary Field Trip” program. 

They also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Korean writers. The Korean writers, including Yun Dae-

nyeong, Kim Jung-hyeok, and Yi Jang-wuk, and the guest writers had the chance to share their views 

on literature and the world. The guest writers were also able to attend various events, such as the Jeju 

Delphic Games, and the Asia, Africa, and Latin-America Literary Symposium held in Incheon. The six 

month stay in Korea was an experience that enabled them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5.  해외독자 대상 독후감 대회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2009년 해외독자 대상 독후감 대회는 16개국에서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2005년 3개

국에서 출발해 올해는 현지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해

외 독자들의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대표적인 한국 문학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2월, 연말에는 각국 대회에서 1등을 차치하고 1등 수상작끼리 경합한 최종 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섯 명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이탈리아)을 한국으로 초청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초청자 5인은 경복궁, 인사동 등을 돌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점프 공연 관람 등을 즐기며 다채로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어 좋은 기회

였다고 입을 모았다.

In 2009, the Korean Literature Essay Contest was held in 16 countries with various design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The contest, launched in 2005 in three countrie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event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In 2009, the contest was open not only to students of Korean studies, but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thus fostering and encourag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in readers from abroad.

In December, five winners from Spain, Mexico, Vietnam, Poland, and Italy, whose essays won the grand 

priz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who then went on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final evaluation, 

were invited to Korea and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gain firsthand experience in the various cultures 

of Korea. Their stay lasted for six days, from December 7 to 12. The winners all conceded that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m to experience the beauty of the diverse Korean culture through visits to Gyeongbok 

Palace and Insa-dong, which allowed them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also through a trip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Jum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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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적 집중교류 국가사업

  Intensive Exchanges with Selected Countries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선택적 집중교류 국가사업은 폴란드, 스웨덴, 브라질 세 개 국가에서 진행됐다. 2005

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을 한국이 맡았던 것과 때를 같이해 문학행사를 지원한 데에서 시작한 본 사업은 

2006년에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문학행사’를 개최하고, 2007년에는 ‘한-중 수교 15주년’, ‘한-터키 수교 50주

년’,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등의 세 개 국가로 확대해 개최하는 등 매년 집중적이고 쌍방향적인 문학교류를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0년의 선택적 집중교류 대상 국가는 스페인(수교 60주년)과 

러시아(수교 60주년) 두 국가가 될 예정이다.

In 2009, intensive exchanges with selected countries were held in Poland, Sweden, and Brazil. The 

exchanges, which had their beginning in the literary events sponsored by LTI Korea during the 2005 

Frankfurt Book Fair, where Korea was the guest of honor, has served to expand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through intensive  bilateral literary exchanges every year. For instance, in 2006, LTI Korea 

hosted a literary event celebrating the 1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France, 

and in 2006, events celebrating the 1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50th anniversary of ties between Korea and Turkey, and the 15th anniversary of t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countries that will be a part of the intensive exchanges in 2010 are Spain (for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and Russia (for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연번 국가 주관기관 대상도서

1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2 영국 주영한국문화원 최윤단편선 (최윤)

3 독일 보훔대 / 함부르크대 / 베를린대 / 본대 한씨연대기 (황석영)

4 프랑스 파리한국문화원 새 (오정희)

5 스페인 말라가대 한국학과 지상에 숟가락 하나 (현기영)

6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학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7 폴란드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김영하 단편선(김영하) 외 3권

8 헝가리 ELTE대 한국학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9 러시아 모스크바한국문학번역가협회/모스크바국립대 한국학과 비밀과 거짓말 (은희경)

10 멕시코 주멕시코한국대사관 손님 (황석영)

11 중국 주중한국문화원 짐승의 시간 (김원우)

12 일본 주도쿄한국문화원 바리데기 (황석영)

13 베트남 국립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과 김동인단편선 (김동인)

14 터키 에르지예스대 한국학과 이어도 (이청준)

15 요르단 요르단대 한국학과 장난감도시 (이동하)

16 이집트 아인샴스대 한국학과 장난감도시 (이동하)

< 2009년도 해외 독후감대회 개최국 및 대상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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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폴란드 수교 20주년 기념 문학행사

 Literary Event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Poland

2009년 5월, 선택적 집중교류 국가 사업의 첫 번째로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 수도 바르샤

바에서 <문학의 밤>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문학 홍보 및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

해 개최된 이 행사는 폴란드 내에서 한국문화나 문학을 알리는 최초의 행사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국

문학이 폴란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학행사에 참여했던 청중들의 호응이 아주 높았던 점은 고무

적인 현상이었다.

As the first of the intensive exchanges, various literary events were held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Poland, including the “Night of Literature” event 

held in Warsaw, Poland. The event, held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in Poland and to facilitate liter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event ever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in Poland. It was encouraging to see the positive response of the audience 

attending the event, despite the lack of knowledge of Korean literature in Poland.

2) 한-스웨덴 수교 50주년 기념 문학행사

 Literary Event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Sweden

선택적 집중교류 사업의 두 번째 대상국가는 스웨덴이었다. 2009년 한-스웨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문학번역원은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서 한국문학 낭독회를 개최했다. 파견작가로는 스웨

덴어로 작품이 출간된 이문열, 윤흥길 작가와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알려진 천양희 시인이 동행했다. 또한 

스웨덴 작가협회의 관계자 및 입양아 출신의 아스트리드 트롯치 등 스웨덴 작가와의 좌담회를 가짐으로써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The second country to take part in the intensive exchange was Sweden.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Sweden, LTI Korea held book readings for Korean 

literature from September 18 to 25 in Stockholm and Göteborg. Writers Yi Mun-yeol and Yun Heung-

gil, whose works were published in Swedish, and Chun Yang-hee, the most widely recognized lyrical 

poet of Korea, were dispatched for the event. Also, discussions held with members of the Swedish 

Writers Union and writers such as Astrid Trotzig, a Swedish adoptee,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liter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3)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 문학행사

 Literary Event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Brazil

2009년 선택적 집중교류 사업의 세 번째 대상국가였던 브라질의 경제수도 상파울루에서 10월 5일부터 15일까

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해 한국문학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먼 대륙인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처

음으로 개최된 한국 문학행사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현지의 Randy 출판사를 통해 ‘한국현대단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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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Contos Contemporâneos Coreanos)’이 출간된 것을 기념해 소설가 이호철, 시인 신달자, 문학평론가 권오룡 등

이 브라질을 처음 방문했고 이를 통해 한국문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LTI Korea held a literary event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Brazil in São Paulo, Brazil, in South America, the continent farthest away from Korea. 

Novelist Lee Ho-chul, poet Sin Dal-ja, and literary critic Kwon O-ryong, among others, visited Brazil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Contos Contemporâneos Coreanos by Randy, a Brazilian publishing company, 

using the visit as an opportunity to spread Korean literature further.

7.  해외출판인초청 저작권 세미나

  Copyright Seminar with Overseas Publishers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 출판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국내 출판인들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6개국 8개사에서 8인의 해외 출판인을 초청했다. 한국 도서의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행사는 저작권 세미나 개최, 저작권 상담 주선, 파주 출판도시 및 서점 견학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In 2009, LTI Korea invited eight people from eight overseas publishers in six countrie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rends in overseas publication markets, collect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human network for Korean publishers. The event, held as part of the effort to lay a 

foundation for facilitating the export of Korean books, consisted of the copyright seminar, arrangements 

for copyright consultations, and a visit to the Paju Book City and Kyobo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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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차에 걸친 저작권 세미나는 중국 및 대만의 아동도서시장 출판동향, 대만 및 태국의 문학 및 실용도서시

장 출판동향, 미국, 영국, 이탈리아 및 유럽의 출판동향과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 전략을 주제로 각각 개최되었다. 

저작권 상담은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어 출판사 및 에이전시의 만족도가 높았다.

The copyright seminar, held in three parts, dealt with publishing trends in the children’s book 

market in China and Taiwan, trends in the literature and how-to books markets in Taiwan and 

Thailand, publishing trends in the US, Britain, Ital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strategies for 

copyright export of Korean books. Publishers and agencies were greatly satisfied with the individually 

held copyright meetings.

 

내용 차수 일자 장소

저작권 세미나

1차
5.14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5.15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

2차 9.22 서교호텔

3차 11.25 서교호텔

파주 출판도시 및 서점 견학
2차 9.23 파주 출판도시

3차 11.26 파주 출판도시, 교보문고 광화문점

내용 차수 참가사 및 참가작가

저작권 상담

1차 5.14 ~ 5.15 5개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2차 9.22 ~ 9.24 11개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3차 11.25 ~11.27 5개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작가 2인

< 2009년 해외출판인초청 관련 행사 >

차수 초청시기 국가 회사명 직위 초청대상자

1차 5.13˜5.16

중국
베이징커지

(北京科學技術)
저작권팀장 리밍수이

대만 싼차이 (三采) 사장 장후이밍

대만 위안리우 (遠流) 편집국장 우자헝

태국 씨에드 (SE-ED) 수석편집장 카닛 프롬슨

2차

9.21˜9.25 미국
세븐스토리즈 출판사

(Seven Stories Press)
대표

댄 싸이먼

(Dan Simon)

9.21˜9.25 이탈리아
에울라마 에이전시

(Eulama Literary Agency)
대표

피나 폰 프렐비츠

(Pina von Prellwitz)

3차

11.24˜11.28 이탈리아
메트로폴리 다시아 출판사

(Metropoli d’Asia)
대표

안드레아 베리니

(Andrea Berrini)

11.24˜11.28 영국
토비이디 에이전시

(Toby Eady Associates) 
대표

토비 이디

(Toby Eady)

< 2009년 해외출판인초청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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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Foste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전문인력
육성사업

2009 사업 소개



2009년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육성지원사업은 정규과정에 노어권을 추가 개설하고 번역아카데미 우수수료자와 신진우수번역인력에게 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총 4개 과정(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 단기집중과정)으로 확대, 운영

되었다. 번역아카데미는 국내 최고 수준의 문학번역 강사진의 지도하에 번역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번역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국

문학/문화 강연, 기성번역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번역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번역아카데미는 앞

으로도 우수한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쇄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수한 번역물을 생산하고자 시작된 ‘한국문학 번역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다. 2009년에는 총 11개 언어권에서 22인의 번역가를 초청하여 번역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한

국 현대문학과 예술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번역 역량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세계번역가대회> 행사와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등의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제3회 세계번역가대회는 ‘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9월 23일, 24일 양일 간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번역 관련 

다양한 주제발표와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제8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한국아동문학 번역출판’이라는 주

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문학 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한국문학번역상과 한국문학 번역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학번역신

인상 시상식도 있었다. 

In 2009, LTI Korea added the Russian language group to the Translation Academy Intensive Course, and launched the 

Translation Academy Advanced Course to provide more intensive training for outstanding graduates of the Translation Academy 

and talented new transl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ourses—the Translation Academy Intensive 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Special Course, the Translation Academy Advanced Course, and the Translation Academy Summer Intensive Course—

are now in place. The Translation Academy, led by the best literary translators in Korea, provides lectures in which students can try 

their hand at translating.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such as lectures on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meetings with established 

translators and writers, and literary field trips and translation camp with writers, are held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translation. 

The Translation Academy will continue to make sustained efforts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was launched in 2007, with the aim of producing high-

quality translations by inviting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from overseas and sponsoring their research. In 2009, 22 translators 

in 10 language groups were invited to Korea and were supported in their study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s also ha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trend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e art culture.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launched to seek diverse ways to enhance translation capacity, and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were held with great success. The 3rd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was held from September 23 to 24 with the theme “The Art of Translation: Questions, Obstacles, and Methodology.” 

Various presentations were given, and opinions exchanged, on topics related to translation. The 8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held before the conference, had the theme of “Th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ward ceremonies were held as well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launched to raise the quality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established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전문인력 육성사업

Foste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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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KLTI Translation Academy

1) 정규과정

 Translation Academy Intensive Course 

2008년 신설된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은 2009년 노어권을 추가 개설함으로써 총 4개 언어권(영·불·독·노

어권)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원어민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소양과 번역능력을 갖춘 해외거

주 원어민 연수지원자 13인을 선발하여 왕복 항공권과 체제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국인 7인을 포함한 20인의 수

강생들은 한국문화 및 번역 이론 강의를 병행한 번역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한강 작가와의 만남(10.19), 박민규 작가와의 만남(11.20), 김연수 작가와 함께하는 7번국도 문학기행

(11.13~14)을 통하여 번역가와 작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1일에 시작한 본 과정은 2010년 6월 4일까지 2학기에 걸쳐 28주 동안 진행되며 2010년에는 서어권을 

신설하여 원어민 전문번역가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The Translation Academy Intensive Course, launched in 2008, has been expanded with the addition 

of the Russian language group in 2009. As a result, classes are now held in a total of four languages—

English, French, German, and Russian. In order to foster native translators, 13 native applicants residing 

overseas, who possess knowledge of Korean literature and a capacity for translation, were selected and 

provided with round-trip airfare and stipend for their stay in Korea. The 20 participants, including 

seven from Korea, receive practical training on translation, as well as lectures on Korean culture and 

translation theory.

In addition, translators and writers had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various 

meetings, attended by writers Han Gang (October 19) and Pak Min-gyu (November 20), and through 

a literary trip with Kim Yeon-su, the writer (November 13-14).

The course, launched on September 1, 2009, will be held for 28 weeks over a course of two semesters 

until June 4, 2010. The Spanish language group is slated to be added in 2010, spurring on the effort to 

foster native translators.

전문인력 육성사업

Fostering Professional Translato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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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노어권 총 계

외국인 3 4 3 4 14

한국인 3 2 1 0 6

<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언어권 수강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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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업 소개
2009 Project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2) 특별과정

 Translation Academy Special Course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은 전체 지원자 112인 중에서 샘플번역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과한 내국인 47인과 외국인 16인 등 총 63인이 수강

생으로 선발되었다. 4월 2일 개강하여 11월 20일까지 주 1회, 24주간 동안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 등 

7개 언어권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각 언어권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번역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배치했고, 뛰어난 한국문학과 번역이론 전문가

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문학번역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2학기 번역실습작인 <엇박자D>의 저자 김중혁 소설가와의 만남 및 ‘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청송 문학기행’을 통해 예비번역가들이 작가들

을 실제로 만나 문학과 번역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63인의 수강생 중 출석률이 우수한 내국인 31인과 외국인 14인 등 총 

45인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수강생 중 2인은 한국문학 번역신인상(영어, 불어)을 수상하기도 했다.

A total of 63 applicants, consisting of 47 Koreans and 16 foreigners, were selected from among 112 applicants through 

submissions of sample translations, written examination, and interviews, to take part in the Translation Academy Special Course. 

The course was held for 24 weeks from April 2 to November 20, with classes being held once a week in seven languages—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Top-level translators were sought out in each language to teach, and 

experts on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theories were invited as well to provide high-quality training on literary translation.

The prospective translators also had a chance to meet with writers, including Kim Jung-hyeok, whose work, “Syncopation D,” was 

assigned for translation in the second semester, and Kim Ju-yeong, with whom a literary field trip to Cheongsong was arranged, 

and have firsthand discussions with them on literature and translation. Out of the 63 students, 31 Korean students with high 

attendance rate and 14 foreign students completed the course, and two of the students received awards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for their translations  in English and French. 

3) 심화과정

 Translation Academy Advanced Course

보다 심화된 번역교육을 원하는 번역아카데미 우수수료자와 신진우수번역인력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심화과정이 신설되었다. 서류심사와 면

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17인(영어권 6인, 중어권 6인, 일어권 5인)의 수강생 중 15인(영어권 5인, 중어권 5인, 일어권 5인)이 본 과정을 수료

했다. 

2009년 4월 7일 개강된 본 과정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격주 1회(3시간/회), 총 12차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어권의 경우, 번역실습작 이외

에 중국 현지에서의 출판을 목표로 소설집을 번역중이다. 또한, 수료생 중 1인이 2009년 한국문학번역신인상(중어)을 수상하기도 했다. 

The Translation Academy Advanced Course was additionally launched in 2009 for outstanding graduates of the Translation 

Academy and promising new translators seeking a more in-depth training in translation. A total of 17 translators (6 in English, 6 

in Chinese, and 5 in Japanese) were selected through written evaluations and interviews, of which 15 (5 in English, 5 in Chinese, 

and 5 in Japanese) completed the course.

The advanced course was held from April 7, 2009, to November 20, 2009, with a total of 12 three-hour biweekly lectures. Students 

in the Chinese language group are not only working on translation practice, but also on the translation of a short story collection 

with the goal of publishing it in China. Also, one of the students received an award for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Chines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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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집중과정

 Translation Academy Summer Intensive Course

번역아카데미 단기집중과정은 영어·중국어·일본어의 3개 언어권으로 운영되었으며,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진행되

었다. 내국인 15인과 외국인 3인 등 총 18인의 수강생이 번역실습 및 번역이론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총 15인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뛰어난 교

수진에 의한 문학 및 번역이론 수업과 더불어 실습 위주의 실용적인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수료생 중 1인은 2009

년 한국문학번역신인상(영어)을 수상하기도 했다.

The Translation Academy Summer Intensive Course was held in three language groups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for 

10 weeks between June 10 and August 13. A total of 18 students, 15 from Korea and three from abroad, participated in classes on 

translation practice and theory, and 15 completed the course. The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lectures on literature and 

translation theory, as well as practical training on translation, provided by an outstanding faculty. One of the students received an 

award for the 2009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Contest for New Translators (English).

5) 번역캠프

 Translation Academy Camp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

서 진행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캠프는 작가와 전문번역

가, 예비번역가 등 총 57명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행

사였다. 전문 번역가인 전경자 카톨릭대 영문과 교수의 

<번역자의 책임> 강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영어·프랑스

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의 6개 언어

권별 세미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김원일 작가

를 초청해 ‘세계화 시대의 한국문학’을 주제로 열띤 토론

을 벌였으며, 단기집중과정의 번역실습작인 <착한가족>

의 서하진 작가를 만나 번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백담사 문화체험’은 

국내외의 예비번역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공

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The Translation Academy Camp held from July 14 to 17 in Manhae Maeul, Baekdamsa, Gangwon-do, was a significant venue 

for the 57 participants, consisting of writers,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prospective translators. The camp began with a keynote 

speech titled “The Translator’s Responsibility” by Chun Kyung-ja, professor of English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a professional translator, which was followed by seminars in six language groups of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Chinese, 

and Japanese. In addition, writer Kim Won-Il was invited for a discussion under the theme of “Korean Literature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Seo Ha-jin, author of The Nice Family, the novel assigned for translation for the summer intensive course, was 

also invited for a close look into the realistic problems that arise in translation. The “Baekdamsa Cultural Experienc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prospective translators from home and abroad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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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1)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를 초청하여 연구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한 한국문학 번역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문학 번역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2009년으로 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11개 언어권 22명의 번역가에게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1개월에서 최대 4개월

간 한국에 머물며 번역연구 활동, 한국 현대문학 및 예술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In 2009, 22 translators in 11 languages participated in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which was launched in 2007. The aim of the program is to produce high quality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by inviting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residing overseas and providing them with grants for research. The translators had an opportunity 

to stay in Korea for up to four months between June and December, doing research and experiencing the trend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e art culture of Korea. 

연번 성명 언어권 번역서 체류기간

1 최진영 영어 <오발탄> <붉은 언덕>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2개월

2 김혜경 / 장끌로드 드크레센조
프랑스어

<비밀의 방> <작가 조정래> <MAITRE, POURQUOI?> 1개월

3 노엘라 김 <감기 걸린 날> <우리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책> 1개월

4 양한주

독일어

<중심의 괴로움> <겨울 나그네> <검은 꽃> 2개월

5 양귀분 / 볼프강 쉬벨 <마당깊은 집> <흰 옷> <물속의 방> 2개월

6 홀머 브로흘로스 <조선문화사개요> <원숭이는 없다> <사평역> 1개월

7 정영순 <붉은 방> <새하곡> <코끼리를 찾아서> <건축, 사유의 기호> 1.5개월

8 서정희 <드레퓌스의 벤치에서> <바람세례> <달맞이꽃> <비회밀교> 2개월

9 하타노 세쓰코 일본어 <황금빛 잉어의 꿈> <한국근대문학 선집1-무정> <한국근대문학 선집3> 1.5개월

10 설주 / 서려홍

중국어

<종소리> <외딴방>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퀴즈쇼> 4개월

11 김영금 <한국문학작품선독> <토지(제1권)> <한국문학 약사> 2개월

12 손학운 <서강 한국어> <외출> <안내견 탄실이> <서강 한국어2> 2개월 

13 안드레아 디 베네디띠스 이탈리아어 <사람의 아들> <한씨 연대기> <신화는 없다> 3개월

14 레당 호안
베트남어

<진달래꽃> <만세전> <님의 침묵> 4개월

15 황하이번 <저녁의 게임> <20세기 한국문학의 이해> 4개월

16 김소영 불가리아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홍어> <봉순이 언니> 1.5개월

17 그리고리 리 러시아어 <정지용 시선집> <마당 깊은 집> 3개월

18 에디타 마데이코-파시코브스카 폴란드어 <한국 전통적인 관습, 초 스위하치?> <한국-아시아의 보석, 세계를 알아보세요> 1개월

19 최병은 스웨덴어 <한국단편선집> <나목> <옥중서신> 2개월

< 레지던스 프로그램 초청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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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 및 번역가와의 만남 개최 

 Meetings with Writers

번역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초청자들은 체류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친 작

가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작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번역가 세미나는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수 번역은 무엇인가

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한 장석주(옥천, 보령), 성

석제(상주), 현길언(제주도) 작가와 함께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과 문화유산을 답사

하며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제3회 세계번역가대회>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들인 

<예비번역가와의 만남>에 참여했다.

The participants of the Residency Program for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n Literature had a chance to have in-depth discussions with various 

writers through a total of 10 meetings with writers during their stay in Korea. 

In addition, the four translators’ seminars that were held served to help them 

grasp the trends in Korean literature and discuss and share views on what 

constitutes good translation. They also ha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up close and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by visiting places and cultural heritage-sites with writers Jang Seok-ju, Seong 

Seok-je, and Hyeon Gil-heon, whose respective works were set in the background of Okcheon and Boryeong, Sangju, and Jeju Island. 

They carried on their studies of translation while participating meetings including the 3rd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and the meeting with the students from KLTI translation academy.

- 작가와의 만남 : 총 10회 진행

· 오정희(7.2), 김중혁(7.22), 김형경(7.28), 전상국(9.4), 김애란(9.11), 김연수/김중혁(10.8), 이인성(11.12),

 이현수(11.19), 김기택(12.4), 황선미(12.8)

- Meetings with Writers: a total of 10 meetings 

· O Jeong-hee (July 2), Kim Jung-hyeok (July 22), Kim Hyeong-gyeong (July 28),

 Jeon Sang-guk (September 4), Kim Aeran (September 11)

 Kim Yeon-su/Kim Jung-hyeok (October 8), Lee In-song (October 12)

 Lee Hyeon-su (November 19), Kim Ki-taek (December 4), Hwang Seon-mi (December 8)

- 번역 세미나 및 워크샵 : 총 4회 진행

· 레지던스 번역가 세미나: 민들레영토 종로점/ 8. 12

· 고전 전문가와의 만남 세미나: 한국문학번역원 대회의실/ 8. 27

· 한-베 번역 워크숍: 삼성문화센터/ 11. 6

· 레지던스 시 번역 세미나: 한국문학번역원 교육실/ 11. 26

-  Translation Seminars and Workshops: a total of four seminars and workshops 

· Seminar for Resident Translators: held at Minto, Jongno Branch/ August 12

· Seminar with Classics Experts: held in the large conference room of LTI Korea/ August 27

· Korean-Vietnamese Translation Workshop: held at Samsung Culture Center/ November 26

· Residence Poetry Translation Seminar: held in the education hall of LTI Korea/ Novemb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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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번역가대회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2009년으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세계번역가대회>가 지난 9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모

색’이란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번역과 아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강조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번역의 정의에서부터 문제

점, 교육/평가, 번역 현장까지 번역을 논할 때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을 컨퍼런스 주제로 선정, 실질적인 주제 발표와 의견 교류의 장이 되

었다. 한국 최대 규모의 번역 관련 컨퍼런스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23인의 국내외 발제자와 토론자가 모여 번역 전반에 관해 논의하였고 전문, 예

비 번역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번역가와 작가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여 

세계번역가대회의 인지도가 해를 거듭하며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The 3rd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was held from September 23 to 24 at the COEX Conference Center, under 

the theme of “The Art of Translation: Questions, Obstacles, and Methodology.” The conference, which began with a keynote 

lecture emphasizing Asia’s cultural backgrou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practical issues 

regarding translation,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problems of transl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of translation, and the scene 

of translation. Twenty-three presenters and discussants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the biggest of its kind in Korea, to discuss 

translation, and translators from home and abroad, both professional and prospective, took part in the discussions as well. In 

particular, on the 23rd, the first day of the event, about 200 people were present, proving that the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is gaining a higher reputation each year.

식순 소주제 발표자

 기조강연 - 이어령(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세션 1

(23일)

좋은번역이란

무엇인가

쥬느비에브 루-포카르(프랑스 파리 통번역대학원)

토론자: 쟝노엘 쥐떼(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쉬쥔(중국 난징대 외국어대학)

토론자 : 설주 (중국어권 전문번역가)

                                             종합토론

세션 2

(23일)

번역의 제문제

양한주(독일 보훔대 한국학과), 토론자 : 김선희(이화여대)

고혜선(단국대 스페인어과), 토론자 : 조규호(한국외대)

권혁률(중국 지린대 한국학과), 토론자 : 전화민(충북대 국어국문학과)

                                             종합토론

세션 3

(24일)

번역 교육과 평가

드팽 리(영국 런던대 대학원 번역학과), 토론자 : 안인경(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알브레히트 후베(독일 본대 한국학과), 토론자 : 안드레아스 쉬르머(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김윤진(한국문학번역원 사업본부장), 토론자 : 최미경(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종합토론

세션 4

(24일)

번역현장의 제문제

정현종(시인), 토론자 : 박인찬(숙명여대 영문과)

제나 존슨(미국 하코트 출판사 편집장), 토론자 : 안선재(서강대)

데니스 부스캣(캐나다 번역가협회장), 토론자 : 강주헌(펍헙에이전시대표)

                                             종합토론

< 제3회 세계번역가대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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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및 한국도서 홍보의 방향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의 동시 달성을 모색했

다. 우선 각각의 사업이 흩어져 개별적으로 기관 사업을 홍보했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홍보를 일원화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시작한 한국

현대문학 연간지 <New Writing From Korea> 발간과 한국도서 소개 계간지<list_Books from Korea> 및 온라인 뉴스레터<Korean Books Letter> 

발행 등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컨텐츠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영자신문 중앙데일리 및 EBS 영어교육채널과

의 협력 사업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도서 소개 계간지인 <list_Books from Korea>를 3호~6호까지 발간했으며, 온라인 뉴스레터도 격주로 월 2회 발행했다. 또한, 

계간 list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해 영문, 중문, 국문 등 세 가지 언어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2008년에 이어 한국현대문학 

연간지 2호가 국내 단편소설 5편과 시 21편을 담아 발간되었다. 한편, EBS 영어교육채널은 연간지 1호와 2호에 실린 한국 단편소설 15편을 오

디오북으로 개발해 영어교재로 활용하는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보다 다양한 국가와 분야의 다

중이 한국도서 정보를 접하고 한국문학 컨텐츠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2009년의 한국문학 및 도서 홍보성과를 이어 온·오프라인의 정보 Database 구축 및 해외 홍보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도서

의 해외 수출 기반강화와 국·내외 출판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 교류행사 등이 증가하면서, 기관 사업의 홍보를 해외 무대로 확장하고 해

외 출판시장의 정보를 보다 빨리 국내 출판시장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이다. 온라인 뉴스레터<Korean Books Letter>의 이름을 <Plus+ 

list_Books from Korea>로 변경해 한국 도서 소개 매체의 통일성을 꾀한 것 또한 해외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In 2009, LTI Korea sought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in a more systematic way, and to raise both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books under promotion. First, the different promotion programs were integrated. In addition, New Writing From 

Korea, an annual literary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launched in 2008, and list_Books from Korea, a quarterly magazine 

introducing Korean books, and Korean Books Letter, an online newsletter, have been firmly established. LTI Korea is also working 

in partnership with Joong-Ang Daily, the English newspaper, and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for multilateral use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English.

More specifically, LTI Korea issued volumes 3-6 of list_Books from Korea in 2009, and issued a biweekly newsletter twice a month. 

In addition, an online service for the quarterly list was launched, through which people can view information in three different 

languages—English, Chinese, and Korean. Not only that, the second issue of the annual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ontaining five Korean short stories and 21 poems, was published. In the meantime,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launched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a program of 15 audio books based on 15 short stories published in the first and second 

issues of the journal. Together, such effort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nd fields with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tent of Korean literature.  

In 2010, LTI Korea plans to focus on building both an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database and overseas promotion, by 

building on the achievements made through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in 2009. With the fortification of the export base 

for Korean books, and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exchange events to establish a network of publishers from home and abroad, it 

has become urgent to inform countries abroad about the work of LTI Korea, and to communicate information regarding overseas 

publishing markets to the Korean market. The change in the name of the online newsletter, from Korean Books Letter, to Plus+ 

list_Books from Korea, was effected to enhance the unity of the media through which Korean literature is introduced, and to add 

efficiency to overseas promotion.

한국문학 홍보

Promoting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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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서 소개 외국어 정기 간행물 발간

  Publication of Periodicals on Korean Books

 1)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 발간

 Publication of list_Books from Korea, a Quarterly Magazine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 8월부터 국내 도서를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는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이하 list) 를 발간하고 있다. 

2009년, 총 4호가 발간되어, 볼로냐 아동 도서전, 서울 도서전, 동경 도서전, 북경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과달라하라 도서전 등에서 소

개되었고, 전 세계 3,500여개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발송되었다. 계간 list는 도서 소개 기사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신간 도서 소개 등)를 중심

으로 기획기사(특별기획, 저자 인터뷰 등), 출판문화 관련 기사(출판동향, 저작권 뉴스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당 약 100여권의 도서들

을 소개하였다.

2009년 3월 발간된 계간 list 3호는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을 겨냥하여 “한국의 그림책”을 특집 기획으로 다루었다. 한국 그림책 전반에 대한 소개

와 함께, 주제 및 그림의 특징 별로 그림책들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다. 또한 해외 출판인들이 직접 국내 도서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

는 코너도 신설되었다. 5월 발간된 계간 list 4호에서는 “한국의 만화”를 특집 기획의 주제로 하여, 한국 만화 100년 역사의 흐름을 소개했다. 또한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불어로 번역, 황금 언어상을 수상한 조르주 지겔메이어의 <태백산맥> 리뷰 등 해외 필자들의 원고도 소개되었다.

계간 list 5호는 9월에 발간되었으며, “베스트셀러 심리학 도서” 들을 특집 기획의 주제로 다루어, 북경 도서전에서 해외 출판인들의 많은 관심

을 끌었다. 아키펠라고 출판사의 질 스쿨먼 편집장 인터뷰 기사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 발간된 계간 list 6호는 “한국의 영화”를 특집으로 다루

었다. 해외 편집인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2009년 런던 도서전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4명의 노벨상 작가의 작품을 알린 하코트 출판사

의 드렌카 윌렌을 인터뷰했다.

계간 list는 호를 거듭해가며, 보다 흥미롭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필진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의 도서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출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계간 list의 모든 기사는 www.list.or.kr 을 통해 한글, 영문, 중문으로도 

서비스 되고 있다. 

Since August 2008, LTI Korea has been issuing list_Books from Korea (hereafter list), a quarterly magazine introducing Ko-

rean books to overseas publishers. Four issues were published in 2009 and introduced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Frankfurt Book Fair, and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 and sent to 3,500 publishers and agencies around the world.

list, which introduces about a hundred books in each volume, is divided into sections on introduction of books (bestsellers, steady 

sellers, new books, etc.), special sections and interviews with authors, and articles on the publishing culture of Korea (publishing 

trends, trade report, etc.).

The third volume, published in March 2009, featured a special section titled “Korean Picture Books,” with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n mind. An introductory presentation was given of Korean picture books in general. The books were th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mes and the nature of the illustrations, with additional detailed information. A new section for reviews by overseas 

publishers of Korean books was also added.

The fourth volume, published in May 2009, dealt especially with “Korean Manhwa,” or graphic novels, introducing the hundred-

year history of Korean manhwa. Also, articles by overseas contributors, such as a review on Taebaek Mountain Range by Georges 

Ziegelmeyer, who was awarded the Les Mots d’Or for his French Translation of the saga, were published i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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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5 was issued in September, with a special section on “Self-help Bestseller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overseas publishers 

at the Beijing Book Fair. An interview with Jill Schoolman, editor at Archipelago Books, can be found in this issue as well. 

Volume 6, issued in November, featured a special section titled “Korean Cinema and Literature.” In addition, a section on overseas 

editors featured an interview with Drenka Willen, editor at Harcourt/Houghton Mifflin, who received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at the 2009 London Book Fair, and introduced works by four Nobel laureates.

A diverse range of writers are invited from home and abroad for each issue of list to provide more interesting and reliable information. 

The magazine is making a growing contribution to a better understanding not only of Korean literature, but of the culture and 

publishing trends of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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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Publication of Online Newsletter

한국문학번역원은 계간 <list_Books from Korea> 와 더불어 한국 도서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격주로 수요일마다 온라인 뉴스

레터 <Korean Books Letter>를 발송하고 있다. 2008년 11월 19일 창간된 온라인 뉴스레터는 2009년 1월 14일부터 12월 30까지 총 26호가 약 

7,000여 개 사의 해외 출판사 및 출판 에이전시에 발송되었다. 

<Korean Books Letter> 는 신간 도서 소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작가 소개, 베스트셀러 도서 소개와 함께 출판계 전반의 동향을 소개한 Focus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베스트셀러 기사는 도서의 판매량 및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해외 출판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

았다. <Korean Books Letter>는 해외 출판인들에게 실용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내 출판인들에게는 해외에 자사의 도서를 적극적

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In addition to list_Books from Korea, LTI Korea publishes Korean Books Letter, a biweekly online newsletter, every other 

Wednesday to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on Korean books. A total of 26 issues of the newsletter, launched on November 19, 

2008, was sent to 7,000 overseas publishers and publishing agencies between January 14 and December 30, 2009.

Korean Books Letter features articles on recently published books, Korean authors, and bestsellers, as well as “Focus” articles on the 

trends in the publishing world. Overseas publishers continue to show particular interest in the articles on bestsellers, which enable 

them to predict the amount of sales and reader response.

Korean Books Letter provides practical, up-to-the-minute information for overseas publishers, and for Korean publishers, the 

opportunity to actively promote their books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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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S 영어교육채널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은 2009년 7월 한국문학번역원과 EBS 영어교육채널이 한국문학 컨텐츠 활용 협력을 맺

고 기 번역된 한국문학 컨텐츠를 영어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위해 한국문학번역원

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발간한 한국 현대문학 연간지 <New Writing From Korea> 1호와 2호에 영어로 번역

되어 실린 한국단편소설 15편을 제공했다. 이를 활용해 EBS 영어교육채널은 소설 원문을 영어로 녹음해 오디오 북 

교재로 개발하고 공식사이트에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 서비스를 개시해 9월부터 제공해왔다.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15편의 작품에는 은희경 작가의 “고독의 발견”, 전성태 작가의 “코리언 

솔져”, 윤대녕 작가의 “제비를 기르다”, 김재영 작가의 “코끼리”, 김애란 작가의 “칼자국”, 박민규 작가의 “그렇습

니까, 기린입니다” 등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소설이 포함됐다. 작품의 소설 텍스트 원문과 오디오북 파일은 

EBS 영어교육채널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한국문학번역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오디오북 다운로드

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 현대문학 연간지 <New Writing From Korea>는 그 간 오프라인 책자의 형태로 배포되어 매우 한정적인 대상

만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서비스 개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2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 www.ebse.co.kr 접속 후 -> e study 메뉴 클릭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is a project launched in July 2009 by LTI Korea and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to use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as texts for English education. For this 

project, LTI Korea provided 15 Korean short stories, translated into English, from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of New Writing from Korea, the annual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published 

in 2008 and 2009. Using the short stories,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produced audio books in 

English, and launched the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program on the official EBS website 

in September, 2009, 

The 15 short stories included in the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program include works by 

major Korean writers, such as “The Discovery of Solitude” by Eun Hee Kyung, “Korean Soldier” by 

Jeon Sung Tae, “Raising a Swallow” by Yun Dae Nyeong, “The Elephant” by Kim Jae Young, “Knife 

Marks,” by Kim Aeran, and “Is that So, I am a Giraffe,” by Park Min Kyu. The texts and the audio book 

files can be downloaded from the EBS English Education Channel website, and various services, except 

for audio book download, can be accessed on the LTI Korea website as well.

Until recently,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had access to New Writing from Korea, published offline 

only, but the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program now provides an opportunity for more 

people to read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It is expected that the journal’s contents will be 

used in secondary ways as well, such as for English essay contests for the general public.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Log onto www.ebse.co.kr > Click “e study” on th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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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현대문학 연간지 2호 발간

  Publication of New Writing from Korea, Volume 2

한국 현대문학의 최신 동향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2008년 창간한 한국현대문학 연간지 <New Writing From 

Korea> 2호를 2009년 9월 발간했다. 2호에는 한유주 작가의 ‘흑백사진사’ 등 5편의 단편소설과, 김연수의 ‘네가 누

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포함한 2편의 장편소설 발췌본, 김선우의 ‘당신의 옹이’ 등 21편의 시가 영어로 번역되어 수

록되었다. 이 중 김애란의 ‘칼자국’ 등 단편소설 3편과, 이면우의 ‘봄밤’ 등 시 6편은 ‘가난(poverty)’이란 주제의 특

집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New Writing from Korea>는 2호 발행을 끝으로 종간하고 2010년부터는 한국도서 소개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와 통합되어 해외 독자와 만나게 된다.   

Volume 2 of New Writing from Korea, an annual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launched 

in 2008 to introduce the latest trends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to overseas readers, was issued 

in September 2009. The second volume contains English translations of five short stories, including 

“Black and White Photographer” by Han Yujoo, and excerpts from two novels, including “Whoever 

You Are, No Matter How Lonely” by Kim Yeon su, and 21 poems, including “Your Stump” by Kim 

Sun-woo. Among the works, three short stories, including “Knife Marks” by Kim Aeran, and six poems, 

including “Spring Night” by Lee Myun-Woo, were categorized in a special section under the theme of 

“poverty.”

New Writing from Korea has been discontinued with the second volume, and will be integrated with the 

quarterly magazine, list_books from Korea, from 2010 for overseas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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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학번역원 소개

  Introduction to LTI Korea

1) 기관소개

 LTI Korea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문학을 비롯한 한국도서의 수준 높은 번역이 가능하도록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도서 해외 수출 기반 

강화와 국·내외 출판인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학 번

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번역 인력 양성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LTI Korea was fo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aim of promoting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oversea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lobal culture 

LTI Korea sponsor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to promote high-quality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is pushing forward with various overseas exchange programs to strengthen the export base for 

Korean literature and establish a network for Korean and overseas publishers. It also works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2) 비전 및 미션

 Vision and Mission

 비전

 - 한국문학의 창조적 성취를 세계에 홍보하여 고품격 국가 이미지 선양

 - 문화의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확보

 -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확장으로 출판산업 세계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미션

 - 전통적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번역 중추기관으로 위상 확립

 Vision

 - Enhance the national image of Korea by promoting Korean literature to the world

 - Establish the universality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 Lay 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publishing industry into the world by expanding  

 the world’s understanding  of Kore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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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ally advanced nation, and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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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History

 1996. 05. 06 (재)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2001. 03. 02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 및 조직 확대 출범 

   초대 박환덕 원장 취임

 2003. 04. 11 제2대 진형준 원장 취임

 2005. 01. 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포(한국문학번역원 법정기관화 명시)

 2005. 09. 27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 변경(특수법인)

 2006. 04. 11 제3대 윤지관 원장 취임

 2009. 01. 07 제4대 김주연 원장 취임

 1996. 05. 06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und founded

 2001. 03. 02 Renamed as Korean Litearture Translation Institute, organization expanded

   Dr. Park Huan-Dok appointed as the founding director

 2003. 04. 11 Dr. Chin Hyung Joon appointed to succeed Dr. Park as LTI Korea’s second director 

 2005. 01. 27 Declaration of a revision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Law 

 2005. 09. 27 Status changed to a special corporation

 2006. 04. 11 Dr. Yoon Jikwan appointed as the third director of LTI Korea

 2009. 01. 07 Dr. Joo Youn Kim appointed as the fourth director of LT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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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기능

 Organization and Function

1원장 2본부 5팀 1실제 (정원 37명)

1 director, 2 headquarters, 5 teams, 1 center (a total of 37 members)

번역지원팀

Translations Team

한국의 근·현대문학 작품과 고전,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및 영상공연 번역지원, 한국 관련 서양고서 국역사업, 영문판 

한국문학 앤솔로지 발간사업을 시행합니다. 

Supports translation of Korean modern/contemporary and classical literature and other related books 

on culture and the arts, and film and theater subtitles. The team is also in charge of Korean translation 

of old Western texts on Korea and publication of Antholog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출판지원팀

Publications Team

출판제안서 제작지원과 출판지원을 비롯하여 저작권 수출섭외지원, 해외출판마케팅지원 등 해외출판 전 과정에 대

한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출판사에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rovides systematic service for domestic and foreign publishers and builds an overall support system for 

the extended international publication process. The main services include Copyright Export Proposals, 

Incentive Program for Overseas Publisher Relations, Oversea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Grants and 

Overseas Marketing Grants.

교류협력팀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eam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을 확대하고 세계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문학행사 개최 및 지원, 작가 교류, 

국제 도서전 참가, 한국현대문학 연간지 발간, 해외통신원 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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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uild partnership with the world. The team hosts and sponsors literary events in both Korea and 

abroad, and oversees writers exchange program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book fairs, publication 

of New Writing from Korea, and operation of overseas cor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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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팀

Plann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번역원의 사업예산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유관기관(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업무, 정관 및 제·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과 국·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합니다.

Organizes the budget for LTI Korea projects, establishes mid-to-long term plans, and overse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team is also in charge of mana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ules and regulations, the board of directors, and promotion at home and abroad.

경영관리팀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Team

인사 및 교육, 재산관리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업무 수행, 물품구매 및 계약, 급여, 보험, 세무 등 관련업무, 기관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합니다.

Oversees personnel and training, management of assets, settlement of accounts, purchases and contracts, and other related items, 

such as salaries, insurance, taxes,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교육연구실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번역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하여 신진 번역가 발굴, 우수 번역가에 대한 시상,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등을 담당합니다.

Operates Translation Academy to foster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focuses on finding promising new translators, and offering 

international workshops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한국문학번역도서관

LTI Korea Library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문학 해외소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 번역서지 및 번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으로 한국문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The LTI Korea Library is equipped with work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a variety of languages, and an archive of diverse 

materials related to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abroad. The library also provides databases of translators, and bibliography 

of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nd online content related to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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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무기의 그늘
De schaduw van de wapens

황석영 Hwang Sok-yong

렘코 에릭 브뢰커 / 임꺼 판 할딩엔

Arbeiderspers

Amsterdam

구운몽
Visul învolburat al celor nouă

김만중 Kim Man-Jung

엄태현 / 이오노아이아 엘리아나 크리스티나

Paralela 45

Piteşti

이상작품선
Aripi : opere alese

이상 Yi Sang

김정환 / 록사나 안겔레스쿠

Paralela 45

Piteşti

▶ 루마니아어

▶ 독일

김승옥 단편선
Mujin im Nebel

김승옥 Kim Sung-Ok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 박경희

Peperkorn

Thunum

성석제 단편선
Die letzten viereinhalb

Sekunden meines Lebens

성석제 Sung Suk-je

박인원/ 안냐 미하엘젠

Peperkorn

Thunum

도화 아래 잠들다
Unter Pfirsichblüten eingeschlafen

김선우 Kim Sun-Woo

강승희 / 카이 로스

Edition Delta

Stuttg 

작품명

작품명(원어)

작가(국문)  작가(원어)

번역가

출판사

출판도시



70

신간안내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작품명

작품명(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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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암소설
Die Schelte des Tigers 

박지원 Park Jiwon

엘케 골셔트 정 / 정형강

Bouvier

Bonn

18-19세기 중세소설(I) - 춘향전
Верная Чхунхян :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XIX в. Том 1.

-

라코프 겐나디

Гуперион (Hyperion)

St. Petersburg

여자에 관한 명상
Meditiation uber Frauen

송기원 Song Kiwon

정민기 / 하랄트 게르버

pendragon

Bielefeld

▶ 러시아어

▶ 독일

18-19세기 중세소설(II)
Верная Чхунхян :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XIX в. Том 2.

-

라코프 겐나디

Гуперион (Hyperion)

St. Petersburg

정지용 시선
Ностальгия

정지용 Чон Ди Ён

리 그리고리 니꼴라예비치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Moscow

외로운 학
Одинокий журавль

정철 Чон Чхоль

칸체비치

Наталис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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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

만세전
Могила : Повесть

염상섭 Ём Санг Соп

유승만/ 따찌아나 모졸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Moscow

화엄일승법계도
Mapa říše skutečnosti dle Avatamsaka sútry

의상대사 Mistr Uisang

이바나 그루베로바

DharmaGaia

Praha

▶ 체코어

▶ 베트남어

20세기 한국문학의 이해
Văn học Hàn Quốc thếkỷ 20

이남호, 우찬제, 김미현, 이광호

Lee Nam-ho; Woo Chan-Jea

Lee Gwang-ho; Kim Mi-hyeo

황하이번

Nhà Xuất Bản Văn Nghệ

Ho Chi Minh

한국의 고전문학
Văn học cổ điển Hàn Quốc

한국언어문학연구원

Woo Han Yong; Park In Gee; Chung Byung Heon

Choi Byeong Woo; Yoon Bun Hee

다오티미칸

Nhà Xuất Bản Văn Nghệ

Ho Chi Minh

만세전
Tru'ó'c Phong Trào Manse

염상섭 Yom Sang-seop

레 당 호안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Hanoi

김삿갓 시선
Básne Kima Klobouka

김립 Kim Sakkat

미리암 뢰벤스타이노바

DharmaGaia

Pr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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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품명(원어)

작가(국문)  작가(원어)

번역가

출판사

출판도시

▶ 불가리아어

한국의 선시
Дзен поезия от Корея

-

류드밀라 아타나소바

Iztok-Zapad

Sofia

아내의 상자
Les Boîtes de ma femme

은희경 외 Eun Hee-Kyung

이혜영 / 가브리엘 꼬르비에르

Zulma

Paris

성학집요
Anthologie de la sagesse extrême-orientale

이이 Yi I. Yulgok

필립 티에보

Autres Temps

Gémenos

▶ 불어

열녀춘향수절가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Paris

변강쇠전
Histoire de Byon Gangsoe

-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Paris

심청
Shim Chong,fille vendue

황석영 Hwang Sok-yong

최미경 / 장-노엘 쥐떼

Zulma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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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어

윤흥길 단편선
Regnperioden : Yun Hûng-gil

윤흥길 Yun Hûng-gil

레이프 구스타프손

Tranan

Stockholm

홍어
La Raya

김주영 Kim Joo-Young

고혜선 / 프란치스코 카란차

Servicios Editoriales

Mexico City

한국단편선집
Ji-Do: Antología de la narrativa coreana 

contemporánea

손창섭 외 Son Chang-sop [et al.]

김은경

Santiago Arcos

Buenos Aires

▶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

고창수 시선
El sonido del silencio

고창수 Chang Soo Ko

페르난도 바르보사

Servicios Editoriales

Mexico City

고은시선집
L'Isola che canta : Antologia poetica

(1992-2002)

고은 Ko Un

빈첸차 두르소

LietoColle

Faloppio

춘향전
L'amore possibile : la storia di Ch'unhyang

-

마우리지오 리오또

NOVECENTO

Pal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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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

▶ 영어

고은시선집(1960-2002)
Songs for Tomorrow: a collection of 

Poems 1960-2002

고은 Ko Un

안선재

Green Integer

Los Angeles

운영전
Unyŏng-jŏn : a love affair at the royal 

palace of Chosŏn Korea

-

마이클 제이 페티드/ 차길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사라진 손바닥
Scale & stairs :

selected poems of Heeduk Ra

나희덕 Heeduk Ra

김원중/ 크리스토퍼 메릴

White Pine

New York

▶ 독일

인간문제
From Wonso Pond

강경애 Kang, Kyong-ae

샘 페리

The Feminist Press

New York

무서록
Eastern Sentiments

이태준 Yi, T'ae-jun

자넷 풀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황순원 단편집
Lost souls: stories

황순원 Hwang Sunwon

브루스 풀턴 / 윤주찬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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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윤동주평전

송우혜 

아이자와 가쿠

藤原書店

Tokyo

태평천하

채만식  

호테이 토시히로 / 쿠마키 쓰토무

平凡社

Tokyo

이호철 단편선

 

이호철  

강상구

作品社

Tokyo

▶ 폴란드어

태평한화골계전

서거정  

우메야마 히데유키

作品社

Tokyo

김영하 단편선
Wampir i inne opowiadania

김영하 Kim Youngha

최성은 / 베아타 보구쉬

Kwaiaty Orientu

Warsaw

김수영 전집

김수영 

한용무, 윤대진

彩流社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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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품명(원어)

작가(국문)  작가(원어)

번역가

출판사

출판도시

삼국유사

일연 

권석환/ 진포청

Changsha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김태성

Shanghai

삿뽀로 여인숙

하성란 

허련순

Shanghai

▶ 중국어

가지 않은 길

김문수 

김련란

Shanghai

모순

양귀자 

장기

Shanghai

금오신화

김시습 

권석환/진포청

Changsha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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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토지1

박경리 

김호웅 / 유광명 / 김영금 / 김덕부

Beijing

마당 깊은 집

김원일 

김태성

Beijing

토지2

박경리 

김호웅 / 유광명 / 김영금

Beijing

휘청거리는 오후

박완서 

이정교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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