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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0:00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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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의 재발견, 세계 고전 유산의 보존, 소통 및 활용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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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최병현 (한국고전세계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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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사회: 김수영(한양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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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한국어문화 센터 소장)
“한국 고전문학 – 정확한 번역인가 재창작인가?”

14:30 ~ 15:00

발제 3: 바바라 왈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교수/ 전문 번역가)
“한류 팬에게 있어 한국 고전 문학의 의미”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00 ~ 16:00 - 김현택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
- 이상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HK교수)
16: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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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y-Five Years of Digitizing eBooks: Project Gutenberg’s Practices”

10:40 ~ 11:10

Panel 1: Wiebke Denecke (Boston University/ Norton Anthology)
“Classics Now! The Urgency of Preserving, Communicating, and Using the World’s Classic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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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assical Literature: Accurate Translation or Re-creation?”

14:30 ~ 15:00

Panel 3: Barbara Wall (Hamburg University/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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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인사말 |

한국은 최근 한류의 국제적 인기, IT 강국의 이미지, 그리고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국문학도 해외 주요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더니, 드디어 2016년에는 소설
가 한강과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이 국제사회
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한국 현대문학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한국의 고전문학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문학세계를 포괄적으로
알리려면 현대문학뿐 아니라, 고전문학의 번역과 해외출간도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학번
역원은 2016년부터 대대적인 고전번역출간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우선 약 20여 권의 한국고전을 번역
해 해외에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 성과 중 하나는, 금년에 저명한 펭귄 클래식에서 한국의 대표적 고전
소설인 [홍길동전]을 처음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운몽]도 펭귄에서 출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을 세운 것은 번역과 출판입니다. 번역이 없다면 한국문학은 세계로
진출할 수 없고, 출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도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학평론가
조지 스타이너는 “번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한 지역에서만 살았을 것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또 아일랜드의 노벨상 수상작가 셰이머스 히니는 “젊은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확증과 뒷
받침이다. 출판은 바로 그런 일을 해준다.”라고 했으며, 미국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종이에 적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출판을 염두에 둔다.”라고 출판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번역과 출판은 동반자로서 늘 같이 움직입니다.
2016년 국제 번역출판 워크샵에서는 기조강연을 맡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문학 아카이브 재단의
Greg Newby CEO와 발제를 맡은 Norton Anothology의 Wiebke Denecke 편집인,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대학교의 Sergey Kurbanov 한국어문화센터 소장, 그리고 함부르크 대학교의 Barbara Wall 번역
가 등이 모여 [한국 고전문학의 가치와 공유]라는 제목 아래,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다양한 논
의를 펼칠 것입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한국의 고전문학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13일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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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d from the President of LTI Korea |

In recent years, hand in hand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Korea has
gained global attention as an IT powerhouse and a cradle of exceptional economic growth. From 2015,
Korean literature too, began to receive intense attention from major media outlets, and then in 2016 the
novelist Han Kang and translator Deborah Smith were jointly awarded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You could say that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has finally started to receive tangible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people ar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traditions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not only contemporary literature but also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s crucial. In this
vein, from 2016 the LTI Korea is preparing an extensive classical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program, with initial plans in place to translate around 20 work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o be
published overseas. An early outcome of this endeavor was the recent publication of the Korean classic
The Story of Hong Gildong in the renowned Penguin Classics series. Following on from this, Penguin are
already planning to publish another Korean classic: Nine Cloud Dream.
Korean literature would not have become known to the world without translation and publishing. This
is because if there was no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would not be able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if there was no publishing, no matter how good the translations, they would never see the light of day.
American literary critic George Steiner once said “Every language is a world. Without translation, we
would inhabit parishes bordering on silence.” The Irish Nobel laureate Seamus Heaney also said “As a
young poet, you need corroboration, and that’s what publication does.” The American writer Raymond
Chandler also stressed the inherent importance of publishing in the following way: “The moment a man
sets his thoughts down on paper, however secretly, he is in a sense writing for publication.” And so
translation and publishing must move together, in partnership.
At the 2016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the keynote speech will be given
by Greg Newby, CEO of the 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 and to give presentations
we have gathered together important figures from publishing, translation and academia, such as Wiebke
Denecke, editor of the Norton Anthology, Sergey Kurbanov, head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enter at Saint Petersburg University in Russia, and translator Barbara Wall, of Hamburg University, to
engage in a wide debate 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under the title of “Classical
Literature in the Global Era: Its Value and How to Share It.”
I hope that this workshop will pave the way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o become widely
acknowledged throughout the world.
Kim Seong-Kon
President, LTI Korea
October 13, 2016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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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소개 |
【기조강연자】
그렉 뉴비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CEO, 컴퓨트 캐나다(Compute Canada)의 최고기술책임자
- 1987년과 1988년 미국 올버니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으며, 2014년 핀쇼대학원에
서 지속가능한 시스템 경영학석사(MBA), 1993년 시러큐스대학에서 정보전송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트 캐나다
(Compute Canada)의 최고기술책임자로 근무하며 캐나다에서 고급연구용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전국 차원의 지도
자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이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전국 차원의 전략을 개발 및 시행을 한다.
- 자원봉사로 문학 아카이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재단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하며 뉴비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새
로운 협업과 새로운 데이터 유형, 전자책 리더기와 모바일 장치로의 전환을 비롯하며 자원봉사자 관리, 기금조성 기
획, 65개어로 된 50,000권이 넘는 전자책으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웠다. 1991년 이후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해왔다.
- 단행본 5권의 저자 또는 편집자이며 50여 편의 논문을 썼고 연구기금 수백만 달러의 수혜자였다. 그는 모든 이들에
게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더 잘 쓰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발제자】
뵙케 데네케
- 미국 보스턴 대학교 중/일/비교문학과 부교수
- 독일 태생이며 독일을 비롯하여 헝가리, 노르웨이, 다롄, 타이페이와 도쿄에서 의학, 중국학, 일본학과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공부한 바 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획득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옥스포드 중국고전문학편람. 기원전 1200년-서기 900년』(출간예정)을 Wai-yee Li와 Xiaofei Tian과 공
동편집하였으며 『노튼 세계문학선집』 및 『노튼 서양문학선집』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레이던의 브
릴(Brill) 출판사에서 나오는 <동아시아 비교문학과 문화> 총서의 편집을 Zhang Longxi와 함께 맡고 있다. 데네케는
멜론재단, 미국학술위원회(ACLS), 독일연방 연구재단, 독일 학술교류처(DAAD)와 일본재단의 지원을 받은 적 있
으며, 가장 최근에는 멜론재단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펠로십을 받았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교수, 한국어문화 센터 연구프로젝트 책임자
- 1992년 박사학위, 2005년 정교수 자격학위(Habilitation) 취득
- 전통 및 근대 한국사, 한국 유교, 현대 한국의 종교, 한국 민족심리학, 북한 정치상황, 역사과학이론 등 한국학 전반
에 걸친 단행본 6편, 소논문 110여 편의 저자이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어로 발간된 <한국문학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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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 큐레이터이다.
- 1996년 이후부터 한국학 학술지 <한국어문화센터연구록(Proceedings of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학술지 <유라시아 쿨투라(Eurasia Cultura)> 편집위원이다. 러한친선협회 북
동지부(상트페테르부르크)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바바라 왈
-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교수, 전문 번역가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일본문학과 중문학을 전공한 뒤,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보훔루르대학
교에서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국제교류재단 박사후과정 펠로로 캐나다 브리티쉬콜럼비아 대학에
서 한국문학연구를 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아시아에서 문학작품의 유통, 번역과 번안 문제, 대중문화와 스크린상
에서 한국사의 해석, 정조시대 문학계, 남북한에서 전통의 재해석 등이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독일어와 영어
로 옮기는 번역가이기도 하다.

【토론자】
이상현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동대학 연구원으로 일했으
며,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K연구교수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2013),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 외국인들의 사전편찬사업으로 본 한국어의
근대』 1~2 (공동 저서, 2012) 등이 있다.

김현택
-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 러시아연구소장, 한국문학번역원 러시아어권 지도교수
- 캔자스 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에서 20세기 러시아 문학 및 문화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슬라브
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병현
- 한국고전세계화연구소 소장
-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고전번역센터 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영문학자로서
지난 20여 년에 걸쳐 한국고전의 영역과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징비록』, 『목민심서』, 『태조실록』 등을 각기 UC
Berkeley, UC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등을 통해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박제가의 『북학의』를 번역, 미국에
서 2017년 출간 예정이다. 1988년 『문학과 비평』에서 장편소설 『냉귀지』로 제1회 현진건문학상, 2003년 제6회 한
국문학번역상, 2010년 다산학술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제 6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학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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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김수영
-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콘스탄츠대학교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문학과지성사 및 로도스출판사에서 일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국제교류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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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 |
【Keynote Speech】
Greg Newby’s role is to help people use technologies for discovery and understanding, in support of
enlightenment and well being for individuals and society. His educational background includes a PhD in
Information Transfer (Syracuse, 1993), an MBA in Sustainable Systems (Pinchot, 2014), and Master and
Bachelor of Arts degrees in Communication and Psychology (Albany, 1987, 1988). His position as Chief
Technology Officer of Compute Canada is focused on national-level leadership for advanced research
computing in Canada. Newby develops and implements national strategy for cyberinfrastructure.
In his volunteer role as CEO of the 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 Newby has led
Project Gutenberg in new collaborative work and new data types, conversions to eBook readers and mobile
devices, overseen volunteers, identified funding, and worked to increase the size of the Project Gutenberg
collection to over 50,000 eBooks with over 65 languages. He has worked with Project Gutenberg since
1991.
Newby has written or edited 5 books and over 50 articles, has been the recipient of well over millions
in research funding, and has an overarching goal of mak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more
useable and accessible to all persons.

【Presenters】
Wiebke Deneck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Japanese & Comparative Literature at Boston
University. She studied Medicine, Sinology, Japanology, and Greco-Roman philosophy in her native
Germany, in Hungary, Norway, Dalian, Taipei, and Tokyo and received her BA and MA from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and her PhD from Harvard University. With Wai-yee Li and Xiaofei Tian she is the editor
of The Oxford Handbook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1200 BCE-900 CE (forthcoming). Denecke is
also one of the editors of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and Norton Anthology of Western
Literature. With Zhang Longxi she is editing the book series East Asian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Leiden: Brill). Denecke has received grants from the Mellon Foundation, ACLS, German National Merit
Scholarship Foundation, DAAD, and Japan Foundation. Most recently, she received a “New Directions”
Fellowship from the Mellon Foundation.
Sergei O. Kurbanov is a professor as well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Korea Research Program at St. Petersbur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1992 and habilitation in
2005. He is the author of 6 monographs and more than 110 research papers, covering Korean history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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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Confucianism, modern Korean religions, ethno-psychology of Koreans,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theory of historical science and many other aspects of Korean Studies.
He is the curator of the Russian language publication project “Golden Collection of Korean Literature”
(2008-2016), editor of the Korean Studies journal Proceedings of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ince 1996), and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journal Eurasia Cultura. He is also the
chair of the Russian-Korean friendship society (St. Petersburg, North-East).
Barbara Wall was a Korea Foundation postdoctoral fellow in Korean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efore she began to work at Hamburg University in September 2015. She did her
undergraduate studies in Japanese and Chinese literature from Heidelberg University, holds an MA in
Confucian studies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a PhD in Korean literature from Ruhr University
Bochum. Her main interests include the circulation,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literary works of fiction in
East Asia; construction of Korean history in popular culture or on screen; literary life under King Chǒngjo
(r. 1776-1800); reframing of tradi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She translates from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nto German and English.

【Discussants】
Lee Sang Hyun is the HK professo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earned his PhD in Korean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After earning another PhD in Korean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Lee has worked as a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K research professor at Jeompiljae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Portrait
of a Translator of Korean Classics: On Gale’s Classical Discourse and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Idea and History, Bilingual Dictionaries of Modern Korea: A View of Modern Korean Language
through the Work of Foreign Lexicographers Vol.1 & 2 (co-author).
Kim Hyun Taek is a professor of Russian Literatur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rector
of the Center for Russian Studies, and Russian advisor for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He
earned his PhD in 20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and culture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Department
of 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He formerly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Slavic
Studies and Director of the Humanities Division at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Choi Byonghyon i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Classics Globalization.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Classics Translation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from 2014 to early 2016. A scholar of English literature, for the past twenty years he has produced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s in an effort to bring them to a wider public. He is the English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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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ook of Correctio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懲毖錄),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Manual for All Administrators (牧民心書),
and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on Dynasty (太祖實錄), published respectively
by UC Berkeley, UC Press,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his translation of Bak Je-ga's Discourse on
Northern Learning (北學議) is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the US in 2017. He is the recipient of the
1st Hyun Jin-geon Literary Award given by the Literature and Criticism magazine for his novel Naeng
Gwiji: Language (1988); the 6th LTI Korea Translation Award (2003); the Tasan Studies Honorary Award
(2010); and the 61st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war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2016).

【Moderator】
Kim Su-yeong is a professor of creative writing at Hanyang Women’s University. He earned his MA in
philosophy at Yonsei University and wrote his doctoral dissertation on Plato’s Republic at the University
of Konstanz in Germany. He has worked at Munji Publishing Company and Rhodos and has also served
as commissioner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policy making at the Korea Publisher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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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포맷의 진화……………………………………………………………………………………………………………… 26
파생 포맷……………………………………………………………………………………………………………………… 27
전자책 업로드………………………………………………………………………………………………………………… 27
카탈로그 제작 및 미러링……………………………………………………………………………………………………… 28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저작권 불허……………………………………………………………………………………… 28
전자책인가, 책 사진인가?…………………………………………………………………………………………………… 28
과거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29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30

역사적 배경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최초의 전자책은 1971년 7월 4일에 제작됐다. 일리노이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학생이었던 마이클 하트(Michael S. Hart) 는 이 학교의 메인 프레임 컴
퓨터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얻었고, 문학작품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www.gutenberg.org/ebooks/36985).
마이클 하트는 미국 독립선언문(www.gutenberg.org/ebooks/1) 을 학교 컴퓨터 랩에 가져가서, 텔레타
이프 터미널에 입력했고, 이것이 첫 전자책이다. 그는 이것을 인터넷의 전신(前身) 인 아르파네트(Arpanet)
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첫 전자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된 순간이었다.
이 첫 전자책이 나온 당시, 디지털화 및 전자책 제작 기술은 임시변통식이고 비공식적이었다. 한 사람이

그림 1: 마이클 하트가 첫 전자책을 입력한 컴퓨터 랩에서 쓰던 모델 33 텔레그래프 . 입력 내용이 두루마리 종이에 출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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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파일을 편집해 만들었다. 첫 전자책은 종이 한 장에 쓰인 내용이 전부였고, 하이픈이나 책 표지, 이
미지 등도 없어서 일반적인 책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971년에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쓰는 게 큰 문제
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트가 사용한 컴퓨터 시스템에는 대문자밖에 없었다.
1971년에서 1991년 사이20년 동안, 디지털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본격화됐다. 현재까지도 전자
책 제작 및 상용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책 제작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
고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이런 기술들은 정교함과 정확성이 개선되면서도 여전히 유연성을
유지해왔다. (http://www.gutenberg.org/wiki/Gutenberg:Volunteers%27_FAQ)

공유 저작물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창시자 마이클 하트는 문학작품을 무료로, 제한 없이 배포하려 했다. 인류가 문
학작품을 접하면 문자 해독력이 향상되어 교육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며, 이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무
료로 배포된 문학작품에 관한 관심은 공유 저작물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공유 저작물이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는 미국에서 저작권은 작가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적 독점권을 부여해서 상업화 가능성을 높임으
로써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위해, 제한된 시간 동안 작가 및 발명가에게 저작물과 발명품에 관
한 독점권을 보장한다.”
(미국 헌법, https://www.gutenberg.org/ebooks/5).
공유 저작물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1. 저작권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님.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장착물도 여기에 포함됨.
2.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남.
3. 작가나 그 대리인이 공유 저작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함.
문학작품에 중점을 두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에 집중한다. 1998년
까지는 75년 전에 출판된 아이템이 거기에 포함됐다. 예를 들자면, 1920년에 출판된 아이템은 1995년 저
작권이 소멸된 후 공유 저작물이 됐다. 1998년에 제정된 미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에 따라, 문학작품
대부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95년으로 연장됐으며, 1923년 이후 출판된 아이템의 경우 2019년에야 공
유 저작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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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클 하트의 작업실 (일리노이 주 어바나 소재 자택 썬룸)

1923년 이전에 출판된 백만 건 이상의 아이템들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주요 디지털화 및 배포 대
상이다. 그리고 1923년에서 1964년 사이 미국에서는 약 백만 건의 작품들이 출판됐지만, 저작권 보호 기
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그 아이템들은 출판된 지 28년 후, 저작권이 소멸되면서 공유 저작물에 포함됐다.
(저작권 관련 정보: www.gutenberg.org/wiki/Gutenberg:Copyright_How-To)

컬렉션 개발 정책 및 초기 마크업
전자책 컬렉션 및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성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주로 자원봉사
자들이 아이템을 선정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컬렉션에 중복을 제한하고 새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
을 지향한다. 독자들의 오탈자 신고를 반영해서 기존 아이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첫 100권의 전자책을 배포하는 데 20여 년이 걸렸으며, 100번째 책은 1994년에 출판됐다. 이 전자책 대
부분은 마이클 하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됐다. 그는 디지털화 과정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며 새
로운 문자를 표기할 방법을 개발했다. 각주, 미주, 이탤릭, 밑줄, 볼드체 및 다양한 서체 등을 플레인 텍스
트로 표현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런_식으로_ 각 단어 사이에 밑줄을 넣어서 밑줄이 쳐 친 텍스트를 표기
하는, 원시적인 마크업 기술이 개발됐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마크업 언어(HTML)가 처음 사용됐으며, 당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전자책은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즉, zip 파일에는 필요한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
어야 했으며, 외부 링크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진행돼 온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그 내용
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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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초기 전자책은 인쇄된 책을 워드프로세서나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최종 포맷팅과 재배포
과정을 거친다. 입력자는 다음과 같이 기본 포맷팅을 한다.
•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및 페이지 번호 생략.
• 철자 수정 (철자법 현대화는 선택 사항이며, 몇몇 입력자들은 원본의 철자를 그대로 두는 것을 선
호함).
• 하이픈 제거.
• 각주를 미주로 변환.
• 위의 방법으로 기본 마크업이나 강조를 추가.
• 제목과 챕터용 기본 포맷팅. 챕터 제목은 위에 두 줄을 비우고, 밑에 한 줄을 비움.
• 라인 및 패러그래프 포맷팅. 약 72자에서 캐리지리턴+ 라인피드 추가해서 라인 엔딩, 패러그래프 들
여쓰기 안 함(인용문 등은 제외), 패러그래프 사이에 한 줄 비움.
1990년대 중후반에 HTML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유일한 포맷이었던 플레인 텍스트 전자책은 컴퓨터
모니터로 볼 때, 줄 당 80자에 맞춘 고정폭 서체를 이용하도록 디자인됐다. 지금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의 전자책 대부분이 플레인 텍스트로 제공된다.
아이템이 전자 파일로 입력되고 기본 포맷팅이 끝나면, 한 번 이상 교정 작업을 해서 품질을 높인다. 오
타, 포맷팅 실수, 일관성 오류 등을 수정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모든 전자책에는 오류가
있으며, 99% 이상 정확한 책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99.999% 정확한 전자책도 10,000자 중 한 자
는 틀린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50,000자 분량인 소설 한 권에는 오류가 약 30개 정도
있을 것이다. 교정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점근적이다. 교정을 여러 번 할수록 전자책의 품질은 높아지
지만, 전자책에는 여전히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인쇄본에 오류가 있으면 전자책에도 오류가 있기 쉽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꾸준히 오류를 수
정하고 있다.

교정의 진화: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 (Distributed Proofreaders)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새로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 제작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 바로
크라우드 소싱의 초기 예라 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Distributed Proofreaders)’였다. 자
원봉사자들은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를 통해 저작권 청산, 교정, 포맷팅, 검토, 업로드 전 최종 점검
등 전자책 제작 과정 중 일부분에 참여했다. 이런 과정들이 조직화되어, 인쇄물이 새로운 전자책으로 만
들어졌다.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는 새로운 전자책 제작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컬렉션 절반이 이를 통해 제
작됐다. 또한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는 HTML+CSS (cascading style sheets: 종속형 시트) 사용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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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웹브라우저 상에서 전자책의 모양새를 크게 향상시켰다.

스캐닝
1990년대 초에 이르자, 스캐닝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 문자 인식 기술) 이 상용
화됐다. 마이클 하트는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스캐닝 장비를 기증받아, 첫 전자책 100권 중 일부를 제작
하는 데 사용했다. 그 스캐너는 평면 모델이라, 사용자가 책을 펼쳐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씩 스캔해
서 OCR 소프트웨어에 전달한 후, 페이지를 넘겨서 스캔을 계속했다.
OC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스캔된 글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작
업으로 입력한 텍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교정과 포맷팅을 했다.
몇 년 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한 장씩 급지되는 매엽식 스캐너를 마련했다. 매엽식 스캐너는 속
도가 빠르고, 요즘에도 사용되고 있다. 매엽식 스캐너는 평면 스캐너와 달리, 이미지를 왜곡 없이 원본 그
대로 스캔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된 책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각 페이지를 스캐너에 급지하려면, 스캔 작
업 전에 책의 제본 부분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스캔한 모든 오리지널 이미지를 완성된 전자책과 함께 제공한다. 원본을 더 완
전하게 기록하고,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전자책 제작회사 대부분은 지금도 스캔 이미지를
제공하는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림 3: 단테의 신곡 중, 구스타프 도레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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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책 속의 이미지를 스캐너로 스캔해서, JPEG, GIF 또는 PNG 파일로 만든다. 인라인 이미지는 해
상도가 낮지만 클릭하면 해상도가 더 높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가능하면 컬러 이미지를 스캔할 때는 컬
러 스캐너를 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외부에서 스캔한 아이템의 사용을 허용한다. 구글북스, 갈리카, 더 인터넷 아카
이브 등에서 품질 좋은 스캔본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스캔본이나 OCR 아웃풋은 자원봉사자들
의 손을 거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으로 제작된다.

저작권 청산 또는 사용 허가
1994년에서 2004년 사이, 디지털 매체 제작자들은 진일보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위해 전자책을
제작하려면, 그 첫 단계로 저작권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 전문
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연구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언제나 미국 저작권법을 준수해왔으며, 각 전자책 및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웹
사이트(www.gutenberg.org )에 다른 나라 독자들도 각국의 저작권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
텐베르크 프로젝트 제휴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과 언어를 대상으
로 하며, 각국의 저작권법을 따른다.
저작권 청산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이다. 1923년 이전에 출판된 아이템은 어느 나라에서 출판됐든,
미국에서는 공유 저작물로 본다. 1993년 이전에는 저작권 청산하려면 책 제목과 앞면을 복사해서 마이클
하트나 그렉 뉴비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그 후로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 페이지를 스캔해서 보
내면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이 청산된 아이템과 신청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 1923년 이후 출판된
아이템 중에는 특별한 저작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작가들이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기도 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이용자 제공 콘텐
트를 받아들여온 몇 개 안 되는 온라인 저장소 중 하나이고, 따라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도 컬렉션에 포
함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영구적, 전 세계적, 비 독점, 철회 불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무
제한적인 재배포를 허용함.
2. 작품은 플레인 텍스트 또는 HTML버전, 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 제공 콘텐트를 메인 컬렉션(www.gutenberg.org)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self.gutenberg.org 에서 새로운 셀프 출판 포털을 제공한다. 작가들은 이 포털을 통해서 저작권 라이선스
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PDF 또는 다른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
가 측의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들은 이용자 제공 콘텐트에 관여
할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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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원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다중 원본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국 독립선언문(구텐베르
크 프로젝트의 첫 전자책) 등, 역사적인 문서들은 다양한 인쇄본이 존재한다. 또 다른 예는 윌리엄 셰익스
피어의 작품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는 초판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여러 버전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다. 근대 출판의 역사를 살펴보면, 책 한 권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각 버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
른 게 보통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전자책은 인쇄본 한 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몇 페이
지가 없거나, 삽화가 다른 버전에서 나왔거나, 오타나 오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다른 버전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컬렉션에 포함되는 전자책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이라 부르는 게 원칙이다. 전자책에는 출판사
의 압인과 권두 삽화도 포함되지만 인쇄물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사실, 다른 점도 있다. 머리글, 바
닥글이 삭제되고 패러그래프도 인쇄된 원본의 페이지에 걸치는 등, 달리 배치된다. 그 외에도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전자책을 만든다.
이런 이유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온라인 카탈로그 메타데이터는 전자책 제작에 이용된 자료는 포
함되지 않는다. 그 대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출판사처럼 표시된다. 서지 정보는 이런 형식이다.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바나, 일리노이 주: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www.gutenberg.org/ebooks/11

다양한 콘텐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에도 진행 중인 온라인 콘텐트 프로젝트라 할 수 있
다. 1971년에서 1990년대 중반, 문학을 다루는 온라인 사이트는 몇 개 없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이
런 이유로, 그리고 실험 정신을 고양하고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트 유형을 제공한다.
첫 100개의 아이템 중에는 숫자나 음악 공연을 담은 것도 있다. 1990년 미국 인구조사 자료와 CIA 월드
팩트북 같은, 정부 간행물도 있다. 그 다음 제작된 전자책에는 영화, 고대 동굴 벽화 사진 및 첫 비영어 아
이템(라틴어로 쓰인 버질의 아네이드, 키케로의 연설문, 시저의 어록 등)이 포함돼 있다.
컬렉션에는 수백 권의 오디오 전자책이 포함된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자동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를 사
용해 제작된 것이 많다. 사람이 직접 읽거나, 공연을 녹음해서 제작하기도 하는데,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의 파트너 Librivox (www.librivox.org)에서 제작한 것도 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텍스트
를 음성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포맷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읽거나 공연을
녹음하는 것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그 공연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의 원본처럼 공유
저작물이 되는 지에는 더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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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외의 언어들
영어 이외의 언어들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없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초기에
사용하던 플레인 텍스트 아스키코드(plain text ASCII )와 잘 맞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프랑스
어나 스페인어 등, 악센트가 있는 글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과제였다. 그 후, 중국어 같은 언어를 표기하려
면 완전히 다른 글자가 필요했다.
OCR 소프트웨어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는 전혀 맞지 않거나, 구식 조판 스타일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
이 크다 (고대 독일의 ‘독일체 (Fraktur)’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해당 언어에 뛰어난 교정자들을 확보해서 재미있고 오류가 적은 전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의 약 20%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총 65가지 언어 또는 방언이 사용됐
다. 지금도 언어의 다양성은 관심의 대상이며,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템의 저작권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
고 배포를 준비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

표1: 전자책 52615권의 언어 정보 (2016년 8월 1일 작성)
전자책 수

언어 코드

언어 또는 방언

43095

en

영어

2711

fr

프랑스어

1469

de

독일어

1421

fi

핀란드어

739

nl

네덜란드어

678

it

이태리어

540

pt

포르투갈어

504

es

스페인어

427

zh

중국어

219

el

그리스어

128

sv

스웨덴어

112

hu

헝가리어

112

eo

에스페란토

102

la

라틴어

66

da

덴마크어

60

tl

타갈로그어

31

pl

폴란드어

31

ca

카탈로니아

22

ja

일본어

17

no

노르웨어어

11

cy

웨일즈어

10

cs

체코어

9

ru

러시아어

7

is

아이슬랜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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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ur

프리울리어

6

te

텔루구어

6

he

히브리어

6

enm

중세 영어

6

bg

불가리아어

4

sr

세르비아어

4

ang

고대 영어

4

af

아프리칸스어

3

nai

북미 인디언어

3

nah

나와틀어

3

ilo

이로코어

3

ceb

세부아노어

2

ro

루마니아어

2

nav

나바호어

2

myn

마야어

2

mi

마오리어

2

grc

고대 그리스어

2

gla

스코틀랜드 게일어

2

ga

아일랜드어

2

fy

프리지아어

2

arp

아라파호어

1

yi

이디시어

1

sl

슬로베니아어

1

sa

산스크리트어

1

rmr

칼로어

1

oji

오지브와어

1

oc

프로방스어

1

nap

나폴레타노 칼라브레세어

1

lt

리투아니아어

1

ko

한국어

1

kld

개밀러레이어

1

kha

카시어

1

iu

1

ia

1

gl

이뉴잇어
인테르링구아
(과학자용 인공 국제어)
갈리시아어

1

fa

파시어

1

et

에스토니아어

1

csb

카슈비아어

1

br

브르타뉴어

1

bgi

지안간어

1

ar

아라비아어

1

ale

알류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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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포맷의 진화
플레인 텍스트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첫 공통 포맷이었으며, 그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플레인
텍스트는 모든 기기로 읽을 수 있으며, 인쇄가 가능하고, 저장도 용이하다 (압축이나 이메일 공유 등). 수
십 년 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아스키코드(American standard
codes)용 표준 전산화 인코딩 및, 악센트 등 특수 문자 표기 방법을 제공했다 (Latin1 또는 ISO 8859-1).
다른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인코딩이 존재하며, 유니코드 (8비트 및16비트)는 더 다양한 문자를 인코딩
할 수 있게 해준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된 어떤 인코딩 법은 유망해 보였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
다. 초기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파일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표준 머리글을 삽입하는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XML 또는 ReStructured Text와 유사한 마크업이 포함된 사전이 있지만, 적절한 표
기를 위한 코드북이 없다. WordStar 및 WordPerfect 등, 몇 가지 워드프로세서용 포맷이 사용됐지만 현
대의 컴퓨터로는 읽을 수 없다.
심지어 HTML (XML 포함) 조차도 처음에는 포맷의 수명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평
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모든 전자책을 제작할 때 여전히 플레인 텍스트를 선호한
다. 유일한 예외는 중국어, 수학, 음악처럼 플레인 텍스트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식
으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컬렉션은 미래에도 이용 가능하게 제작된다. 모든 콘텐트가 완벽하게 텍스트
로 표현되지 못하는 파일이라도, 읽고 즐길 수 있다.

그림 3: 전형적인 텍스트 화면. 줄 길이와 빈 칸이 고정되어 있다.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by
MARK TWAIN
(Samuel L. Clemens)

PREFACE
The ungentle laws and customs touched upon in this tale are
historical, and the episodes which are used to illustrate them
are also historical. It is not pretended that these laws and
customs existed in England in the sixth century; no, it is only
pretended that inasmuch as they existed in the English and other
civilizations of far later times, it is safe to consider that it is
no libel upon the sixth century to suppose them to have been in
practice in that day also. One is quite justified in inferring
that whatever one of these laws or customs was lacking in that
remote time, its place was competently filled by a wor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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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플레인 텍스트로 제공하는 전자책은 자동으로 다른 공통 포맷으로도
제공된다. 가장 흔한 공통 포맷은 보편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HTML이다. 수학적인 텍스트에는LaTeX가
사용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포맷으로 변환이 쉬운 ReStructured Text (RST)의 사용을
권장했으나, RST는 전자책 제작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파생 포맷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전자책 리더(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보편성을 예측했다. 리더의 종류에 따라
다른 포맷을 제작하기 보다는, 공통 포맷 중 한 가지로 자동 변환되는데, 몇 년 간 자바 포맷 전자책이 자
동 제작됐고, 여러 종류의 휴대폰으로 읽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EPUB 및 MOBI (킨들) 포맷이 가장 일반적이다. 파생 포맷을 만들기 위해 이북메이커(또는
이펍메이커)라는 포맷 변환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덕분에 다양한 전자책 리
더 간의 호환성이 높아졌다.

전자책 업로드
자원봉사자들은 전자책이 완성된 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서버에 공통 포맷을 업로드 한다. 그럼 서버
에서는 새 전자책이 온라인에 포스트 되기 전, 자동 및 수동으로 전자책을 검토한다. 업로드 전에 저작권
청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업로드 후 자동 검토 사항:
• HTML 인코딩용 HTML 검토 (W3C 사용).
• 내부 링크 구조용 HTML 검토.
• 철자 검토 (주로 영어. 외국어의 경우에는 제한적).
• 오타/스캐닝 오류 검토 ( ‘he’ 가 ‘be’ 로 스캔되지 않았는지 등, 흔한 스캐너/OCR 오류 검토).
• 변환 검토.
변환 시 이펍메이커(epubmaker)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파생 포맷을 생성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UTF8 인코딩의 플레인 텍스트.
• 자동 생성 HTML (HTML이 공통 포맷이 아닌 경우).
• EPUB와 MOBI.
HTML, EPUB 및 MOBI의 경우, 한 쌍의 파일이 생성된다. 이미지가 있는 파일과 없는 파일이 각각 한
개씩이다. 이미지가 없는 파일들은 제한된 인터넷 대역폭을 사용하거나, 전자책에 포함된 이미지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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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공간이 없는 독자들에게 알맞은 포맷이다.
업로드 후에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을 붙인 ‘화이트와셔 (whitewashers)’
라는 전문가들이 최종 포맷팅을 담당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머리글과 바닥글을 붙이고, 새로운 아
이템을 www.gutenberg.org서버에 업로드 한다.

카탈로그 제작 및 미러링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작가, 제목, 제공되는 포맷, 업로드/출판 날짜, 언
어 등, 각 전자책에 담긴 메타데이터도 포함된다. 등이다. 여기에 카탈로그 제작자들이 추가 정보를 더한
다. 이 카탈로그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 (XML/RDF 또는 MARC).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재배포하고자 하는 기관은 무료로, 제한 없이 재배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
탈로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성된 콘텐트를 포함한 컬렉션을 자동으로 복제하고 유지할 수 있게 ‘미러링
(mirroring’)해주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저작권 불허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진화하는 동안 일어난 중대한 혁신은 ‘저작’의 개념과 저작권의 확립에 관해 해
야 할 역할을 확실히 한 것이다. 초기에는 HTML 마크업, 재포맷, 철자 수정만으로도 새로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간 출판사에서는 단지 신판을 출간하고서는 새로운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저작권은 저작을 통한 아이디어의 창조적 표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
크업이나 철자 수정은 저작권과 무관하다. 그 결과,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들은 인쇄물이 공
유 저작물에 속한다고 결정되기만 하면, 공유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작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인쇄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데 들어간 노력이나 비
용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주장된 초기 아이템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
이었고,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다.

전자책인가, 책 사진인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컬렉션에는 전자책 50,000여 권이 포함된다. 구글북스나 더 인터넷 아카이브 또
는 역사적 아이템의 대규모 디지털 프로젝트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이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이들
과 확실히 다른 점은 교정, 포맷팅, 마크업/인코딩 및 위에 언급된 기타 활동 등이다. 다른 대규모 프로젝
트에서는 주로 스캐닝에 치중하며, 자동 생성된 몇 가지 포맷으로 OCR 아웃풋을 제공한다.
그런 아이템들은 완전한 전자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하자면, 책을 스캔한 사진에 불과하다. 이
것들도 가치는 있지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독서 경험이나 고품질 화면을 제공하지는 못한
다. 현재 기술로 책 사진을 제대로 된 전자책으로 변환하려면, 인간의 지능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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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진화를 계속해왔으며, 전자책 제작과 배포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음과 같은 혁신을 이뤘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오픈 콘텐트 상표권 라이선스 개발 (1991-1993). 공유 저작물의 판매를 막기 위해 ‘구텐베르크 프로
젝트’라는 상표명 사용에 제약을 두기는 하지만, 독자에게는 공유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
•컬렉션에 파일/디렉토리 기반 접근 시, 복사(파일, 서브컬렉션 및 컬렉션 전체), 미러링, 대용량 재배
포 편리성 개선(1994).
• 모든 아이템을 모든 독자가 로그인이나 승인 없이 익명으로 사용 (1994).
• 콘텐트에 웹 기반 접근 시, HTML이 유효하고 제대로 구성됐음을 검토하는 절차 개발 (1996).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아이템 등을 포함한 저작권 청산 정보 (2000년 및 2008년).
• 크라우드소싱 교정 및 새로운 전자책 제작을 위한 디스트리뷰티드 프루프리더 지원 (2002-2004).
• 휴대폰, 태블릿 PC 및 기타 기기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리더 포맷 제공 (2009).
•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재배포 (2007년 및 2012년),
• 독자들이 전자책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하도록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및 기타 메커니즘
과 통합 (2013).
• 공통 포맷에서 전자책 포맷으로 전자동 변환 (2013).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독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계속하고 있다. 중단 시기
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또는 파트너십은 언제든 환영한다.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 ‘인터페이스’에서 ‘컬렉션’을 분리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서, 다른 웹 기반 스킨을 이용한 콘텐트에
접근성 개선.
• 이용자가 아이템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 서가, ‘쇼핑 카트’ 또는 도서 목록을 만들 수 있는 메커
니즘.
•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포크드 버전(forked version), 버전 차별 전략 및 여러
기술 등을 포함한 독자 리뷰, 오자 신고, 전자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동 저작물 파악 기준인 작가 사망일 별로 아이템을 파악,
선택할 방법.
•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스캔 파일을 포함한 원본 추적 방식 개선. 특정 인쇄본과의 동일성은 보장
할 수 없지만, 원본에 관한 정보를 요청 받는 경우가 많음.
• 더 다양한 언어, 포맷 및 콘텐트 유형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독자 및 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환영
• 미래에 나올 리더로도 읽을 수 있도록,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전자책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제15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The 15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

29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45년 간 무료 전자책을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공헌해 온, 수만 명의 자원봉사
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
들 덕분이다.

그림 4: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utenberg.org)

번역: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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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Roots
The first Project Gutenberg eBook was created on July 4, 1971. Michael S. Hart had been granted access
to a powerful mainframe computer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realized that his
greatest impact would be by digitizing and distributing free literature (for more history, see: www.gutenberg.
org/ebooks/36985).
Michael took a printed copy of the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ww.gutenberg.org/ebooks/1)
to the computer laboratory, where he sat at the teletype terminal and typed this first eBook. He distributed it
via email to the people he knew about via the Internet’s predecessor, Arpanet, which was available at UIUC.
At that moment, the first eBook had been freely distributed to the online community of the day.

Figure 1: Top view of a Model 33 Teletype, salvaged from the computer laboratory where Michael Hart typed the first
eBook. The paper roll was where output would be 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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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zation and production techniques, at the time of this first eBook, were ad hoc and informal. A single
eBook producer would edit a single file, from a single source. The first eBook’s printed source was a single
sheet of paper, without hyphenation, a book cover, images, or other characteristics of book-length sources. In
1971, capitalization was not an issue, as only upper case letters were available in the character set used by the
system.
During the next twenty years, from approximately 1971-1991, techniques of digitization would be
dramatically improved, and regularized. Ongoing developments since then have tracked the available
technologies for eBook creation and use, as well as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the many volunteers who
would produce those eBooks.
Throughout the history of Project Gutenberg, these techniques, while refined and clearly articulated, have
remained flexible (see the Volunteers’ FAQ at http://www.gutenberg.org/wiki/Gutenberg:Volunteers%27_
FAQ).

Emphasis on the Public Domain
Project Gutenberg’s founder, Michael Hart, was motivated by completely free and unencumbered
re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Access to literary works enables literacy, which in turn opens the door to
education and, it is hoped, opportunity. Interest in literary works that could be freely redistributed led to an
emphasis on books and other items that are in the public domain.
The public domain is, today, understood to be those items that are not copyrighted.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where Project Gutenberg operates, is defined as a temporary monopoly by authors (or their agents), in
order to benefit from commercial potential and thereby fostering continued creation: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United States
Constitution, https://www.gutenberg.org/ebooks/5).
Items are in the public domain for one of three reasons:
1. They are ineligible for copyright. In the US, this includes works created by the US Government;
2. Their copyright term has expired; or
3. They are granted to the public domain by the creator or their agent (i.e., the rights holder).
Because of its emphasis on literary works, Project Gutenberg has mostly focused on items for which the
copyright term has expired. Until 1998, this included items published 75 years earlier. For example, item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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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ntered the public domain when their copyrights expired in 1995. The US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changed the term to 95 years for most literary works, so new items (from 1923 onwards) will not
enter the public domain before 2019.

Figure 2: Michael Hart's sunroom workspace in his Urbana home

There are over one million published works from 1923 and earlier, and these are the main items that Project
Gutenberg continues to digitize and distribute. In addition, there were approximately one million work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from 1923-1964 but not renewed. Those items entered the public domain when
their first copyright term ended, 28 years after publication. The copyright procedures utilized are online at
www.gutenberg.org/wiki/Gutenberg:Copyright_How-To.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Early Markup
The eBook collection, and all other aspects of Project Gutenberg, relies on volunteers to grow. Therefore,
selection of items is done mainly by volunteers. Project Gutenberg seeks to limit duplication in the collection,
and instead prefers to add items not already in the collection. Improvements to existing items is ongoing,
mainly when errata reports are submitted by readers.
It took over two decades to release the first 100 eBooks, with #100 being published in 1994. Most of those
first eBooks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action with Hart. He would guide or participate in the
digitization process, often developing procedures to deal with new characteristics. Footnotes and endnotes,
italics and underscores, bold text, and different fonts all presented challenges for representation as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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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tive markup techniques were developed, such as using an underscore character to surround underscored
text, _like this_.
It was not until the mid-1990s that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was first used, and at the time it was
decided that Project Gutenberg eBooks should be wholly self-contained. A .zip file would include all of the
needed images, and external links were discouraged.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Project Gutenberg, volunteers have been encouraged to work on items they
are interested in, and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how to best represent the content.

Proofreading
The first eBooks were created by typing the text of printed books into word processor or text editing
programs, and then submitting the files for final formatting and redistribution. Typists would perform basic
formatting, including:
• Omitting page headers/footers and pagination;
• Spelling correction (spelling modernization was optional, and some transcribers preferred to leave the
original spelling);
• De-hyphenation;
• Relocating any footnotes to endnotes;
• Adding basic markup or emphasis, as described above;
• Standard formatting for headings and chapters. Chapter titles would have two blank lines before, and one
blank line after;
• Line and paragraph formatting, including line endings with carriage returns + line feed at approximately
72 characters, no paragraph indentation (unless it is a block quote or similar), and a blank line between
paragraphs.
Plain text eBooks, which were the only major format until HTML became more frequent by the mid- to
late-1990s, were designed to be viewed on computer monitors with fixed-width fonts with 80-character lines.
Plain text is still provided for nearly all Project Gutenberg eBooks today, although HTML and other formats
are also provided.
Once an item is typed into an electronic file, and basic formatting is completed, one or more rounds of
proofreading will help to improve quality. This includes typos, poor formatting, or inconsistency of
presentation. In practice, all eBooks published by Project Gutenberg still have errors, even if they are far
better than 99% accurate. For example, an eBook that is 99.999% accurate (i.e., “five nines”) will still have
one wrong character in 10,000. That amounts to approximately 30 errors in a typical 50,000 word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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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reading is, by definition, asymptotic. Subsequent rounds of proofreading improve an eBook, but that
eBook is still likely to contain some errors.
Errors in eBooks often reflect errors in their printed sources, and Project Gutenberg encourages fixing those
errors.

Evolution in Proofreading: Distributed Proofreaders
From 2002-2004 an important innovation was developed, in support of the creation of new Project Gutenberg
eBooks. This was Distributed Proofreaders, an early example of what is now known as crowdsourcing.
Through Distributed Proofreaders, volunteers engage in a portion of the eBook creation process – whether it
is copyright clearances, proofreading (a page at a time!), or the formatting, checking, and finalization before
uploading. Those portions, when coordinated together, lead to the creation of new eBooks from printed
sources.
Distributed Proofreaders has become the single largest source for new eBooks to the collection,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half of all titles. Distributed Proofreaders has also innovated substantially in the use of
HTML+CSS (cascading style sheets) for very attractive presentation of eBooks in Web browsers.

Scanning
By the early 1990s, scanning and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started to become widely available.
Hart received a full scanning station via a grant from a computer manufacturer, which was used to produce
several of the first 100 eBooks. The scanner was a flatbed model, which required the user to hold the book
open, scan a page (or pair of pages) for ingest to the OCR software, then flip to the next page.
The OCR software would then automatically recognize the characters from the scan, and create an editable
view of the text. Proofreading and formatting would then occur in the same way as for a typed text.
A few years later, Project Gutenberg worked with Distributed Proofreaders to acquire sheet-fed scanners.
These scanners, which are still in operation, are faster. They also tend to produce an image that is properly
aligned, versus the skewing that sometimes occurs with flatbed scanners. An important difference is the
printed books are damaged: prior to scanning, the spines of the books are cut off, in order for the individual
pages to be ingested by the scanner.
It has been Project Gutenberg’s intention to make all the original images from the scanners available,
alongside the finished eBook. This is to have a more complete record of the eBook’s source(s), and also to
facilitate improvements by finding typos. Most eBook producers to date have chosen to not provide the scan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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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age from the Doré illustrations of Dante's Inferno

Scanners are used for images within printed books, which are typically included as JPEG, GIF or PNG
items within HTML and other formats. Inline images may be at a lower resolution, and then clickable to
obtain higher resolution images. Color scanners are used, whenever possible, for color images.
Project Gutenberg has no prohibition against using items scanned by other parties. Several excellent sources
of scans are freely available, including Google Books, Gallica, and The Internet Archive. Scans, and raw
OCR output (if available), may then be transformed into Project Gutenberg eBooks by volunteers.

Copyright Clearance or Permission
From approximately 1994-2004, procedures for digitization became more clearly articulated. This included
the notion that a copyright “clearance” was the necessary first step for starting any new eBook for contribution
to Project Gutenberg. The “copyright how-to” mentioned above was developed and refined, with guidance
from a number of lawyers with expertise in US copyright law.
Project Gutenberg has always operated within the copyright laws of the US, and includes text in each
eBook, and online at www.gutenberg.org, making it clear that readers in other countries must follow the laws
that apply to them. Project Gutenberg affiliates, which operate completely independently, exist to empha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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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ry works and language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follow the copyright laws of the country or
region in which they operate.
Generally, copyright clearance is simple. Items published prior to 1923, anywhere in the world, are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S. Prior to 1993, all copyright clearance actions required mailing a photocopy of the
title page and verso (obverse) page of a candidate book to Michael Hart or Greg Newby, but then an online
system was developed that accepted scans of those pages. A database maintains records of cleared items,
and who submitted them. A few other copyright rules are sometimes applied, for items published after 1923.
Sometimes, copyrighted items are submitted by authors. For many years, Project Gutenberg was one of
few online repositories of user-contributed literary works, and therefore accepted items from contemporary
authors. The two requirements for such content were:
1.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irrevocable license be granted to Project Gutenberg, for unlimited
redistribution of the item; and
2. The item must be made available as plain text, (valid) HTML, or both.
However, user-contributed content is generally no longer accepted for the main collection at www.gutenberg.
org. Instead, a new self-publishing portal, operated by an affiliate, The World EBook Library, is available at
self.gutenberg.org. With the self-publishing portal, authors may use any license they wish (such as a Creative
Commons license), and can provide items in PDF or other formats. This simplifies the process for the authors,
and removes the need for Project Gutenberg’s volunteers to be involved with user-contributed content.

Multiple Sources
Project Gutenberg encourages the use of multiple printed sources to create an eBook. For many historical
works, including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first Project Gutenberg eBook), there are variations
in the printed sources. Another early example is th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Project Gutenberg has
several different versions of Shakespeare, including one based on the first edition folios. It has been typical,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publishing, for different versions of a book to have variations.
In practice, the majority of Project Gutenberg eBooks rely on a single printed source. However, even those
items might benefit from other sources – such as when some pages are missing, or illustrations come from a
different version, or when typos/errata reports come from other sources.
It is a principal of Project Gutenberg that the eBooks in the collection are denoted as Project Gutenberg
eBooks. Even if the publisher imprint and frontispiece from a printed work is included, there is no assurance
that the content exactly matches that printed work. And, in fact, it will not match: minimally, the header/footer
will be removed, and paragraphs will flow together such that they span the pages of the printed source. Many
other adjustments are typically made, a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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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reason, Project Gutenberg’s online catalog metadata does not include a citation to the source(s) used
to create an eBook. Instead, Project Gutenberg should be cited as the publisher. For example, a bibliographic
citation might have a form such as this:
Carroll, Lewi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Urbana, Illinois: Project Gutenberg.
Available: www.gutenberg.org/ebooks/11

Other Content Types
Project Gutenberg is, arguably, the oldest continuously operating online content project in the world. From
1971 until the mid-1990s, there were relatively few online resources for literary content. For this reason, and
also due to a general willingness to experiment and reach out to broader audiences, Project Gutenberg has a
great variety in the content types offered.
Among the first 100 items, there are mathematical constants and a musical performance. Government
publications, notably the 1990 US Census and the CIA World Factbook from 1990 onwards, were also
included. The next few hundred items include movies, photographs of ancient cave paintings, and the first
non-English items (Virgil’s Aeneid, Cicero’s Orations, and Caesar’s Commentaries, all in Latin).
Hundreds of audio eBooks are in the collection. Many were automatically generated via text-to-speech
software. There are also a number of readings/performances by human readers, including from Project
Gutenberg’s partner, Librivox (www.librivox.org).

Today, automated text-to-speech is accessible by

most people with a computer or mobile phone, so there is less emphasis on that format. Human readings/
performances continue to be of interest, especially when the performance, as well as the original Project
Gutenberg source eBook, is granted to the public doma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Non-English languages have some additional characteristics that were not well-suited for the plain text
ASCII of Project Gutenberg’s early days. By the early 1990s, it was necessary to display accented characters,
to accommodate languages such as French and Spanish. Later, languages such as Chinese would require
entirely separate character sets.
OCR software may be poorly suited for several non-English languages, or may fail due to older styles of
typesetting (the old German “Fraktur” is notorious in this regar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proofreaders who are fluent in the language, to assure the eBook is enjoyable
and reasonably free of errors. Despite these challenges, nearly 20% of the collection i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with 65 separate languages or dialects other than English. This emphasis on language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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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s today, and is limited only by the willingness of volunteers to submit copyright clearances and
prepare items for distribution.
Table 1: Language counts as of August 1, 2016, for 52615 eBooks.
# of eBooks
43095
2711
1469
1421
739
678
540
504
427
219
128
112
112
102
66
60
31
31
22
17
11
10
9
7
7
6
6
6
6
4
4
4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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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code
en
fr
de
fi
nl
it
pt
es
zh
el
sv
hu
eo
la
da
tl
pl
ca
ja
no
cy
cs
ru
is
fur
te
he
enm
bg
sr
ang
af
nai
nah
ilo

Language or dialect
English
French
German
Finnish
Dutch
Italian
Portuguese
Spanish
Chinese
Greek
Swedish
Hungarian
Esperanto
Latin
Danish
Tagalog
Polish
Catalan
Japanese
Norwegian
Welsh
Czech
Russian
Icelandic
Friulian
Telugu
Hebrew
Middle English
Bulgarian
Serbian
Old English
Afrikaans
North American Indian
Nahuatl
Iloko

3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eb
ro
nav
myn
mi
grc
gla
ga
fy
arp
yi
sl
sa
rmr
oji
oc
nap
lt
ko
kld
kha
iu
ia
gl
fa
et
csb
br
bgi
ar
ale

Cebuano
Romanian
Navajo
Mayan Languages
Maori
Greek, Ancient
Gaelic, Scottish
Irish
Frisian
Arapaho
Yiddish
Slovenian
Sanskrit
Caló
Ojibwa
Occitan
Napoletano-Calabrese
Lithuanian
Korean
Gamilaraay
Khasi
Inuktitut
Interlingua
Galician
Farsi
Estonian
Kashubian
Breton
Giangan
Arabic
Aleut

Evolution of Master Source Formats
Plain text was the first master source type/format for Project Gutenberg, and remains important today. Plain
text is readable on any device. Plain text is printable, and efficient to store (including for compression, or
sharing by email).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has provided standard computerized
encoding for the basic American standard codes (ASCII) and extensions for accents and other special
characters (Latin1 or ISO 8859-1). Encoding exists for other languages, and Unicode (with 8- and 16-bit
variations) provides encoding for larger groups of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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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first few hundred Project Gutenberg eBooks, some encoding was offered which seemed promising,
but did not withstand the test of time. An early PostScript file was rendered unusable due to insertion of the
Project Gutenberg standard header; a dictionary included markup that, today, might be reminiscent of XML
or ReStructured Text, but without any sort of codebook for proper presentation; a few word processor native
formats, including WordStar and WordPerfect, were used but are no longer readable with modern computers.
Even HTML (and other XML variants) was viewed with skepticism, since the longevity of formats is
notoriously difficult to predict when they first become available.
For these reasons, Project Gutenberg still prefers to make plain text available for essentially every
eBook. The only exceptions are those for which no plain text encoding is reasonable – such as Chinese, or
mathematical texts, or music. In this way, the collection is “future proof,” so that even if all content cannot be
fully represented as text, the files themselves will still be readable and enjoyable to read.
Figure 3: Typical text view, showing fixed-length lines and spacing among components.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by
MARK TWAIN
(Samuel L. Clemens)

PREFACE
The ungentle laws and customs touched upon in this tale are
historical, and the episodes which are used to illustrate them
are also historical. It is not pretended that these laws and
customs existed in England in the sixth century; no, it is only
pretended that inasmuch as they existed in the English and other
civilizations of far later times, it is safe to consider that it is
no libel upon the sixth century to suppose them to have been in
practice in that day also. One is quite justified in inferring
that whatever one of these laws or customs was lacking in that
remote time, its place was competently filled by a worse one.

Today, Project Gutenberg’s plain text offerings are most often derived automatically from another master
format. The most common master format is HTML, which offers advantages of ubiquity and ease of authoring.
LaTeX is also used as a master, mainly for mathematical texts. ReStructured Text (RST) was encourag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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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Gutenberg, due to the ease of conversion to other formats. However, RST has not been widely adopted
by eBook producers.

Derivative Formats
The ubiquity of reading devices – from mobile phones, to tablets, to electronic paper – was predicted by
Project Gutenberg. Rather than creating separate master files for each native format for the devices, automatic
conversion is applied to one of the master formats. For years, Java-format eBooks were automatically created,
and these were usable on many mobile phones.
Today, EPUB and MOBI (also known as Kindle) formats are the most common. Free software for
conversion, called ebookmaker (later, epubmaker) is used to create derivative formats. This helps to assure
compatibility for different reader devices.

Uploading a new EBook
Volunteers upload the master format for their completed eBook to the Project Gutenberg server, where it
undergoes automated and manual checks before the new eBook is posted and announced online. Prior to the
upload, the copyright clearance must be completed.
Upon uploading, automated checks include:
• HTML checks for validity of the HTML encoding (via the W3C validator);
• HTML checks for internal link structure;
• Spelling checks (English, with limited support for other languages);
• Typo/scanno checks (seeking common scanner/OCR errors, such as “he” for “be” and vice-versa);
• Conversion checks.
The conversion check consists of using the epubmaker application to automatically generate derived formats.
Ideally, resulting files will include:
• Plain text in UTF8 encoding;
• Automatically generated HTML (if HTML is not the master format);
• EPUB and MOBI
For HTML, EPUB and MOBI, pairs of files are generated: one with images, and one without. The set of
files without images is intended to be friendlier to readers with limited bandwidth, or without the necessary
storage space for any images included with the eBook.
After uploading, a team of human experts – known as the “whitewashers,” after a scene in 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 does final formatting, attaches the Project Gutenberg header and footer,
and uploads the new item to the server at www.gutenber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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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ing and Mirroring
The Project Gutenberg catalog database includes metadata from within each eBook: the author, title,
available file formats, upload/publication date, language, etc. Human catalogers eventually add additional
metadata, including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This catalog is available for free download in
machine-readable form (XML/RDF or MARC).
Organizations that desire to redistribute Project Gutenberg’s content, freely and without limitations,
are invited to do so. The catalog may be used for this purpose, and various mechanisms are available to
automatically maintain a copy of the collection itself (i.e., “mirroring”), including for generated content.

“No Sweat of the Brow Copyright”
An important innovation during the evolution of Project Gutenberg was to clarify the notion of “authorship”
and its critical role for establishing copyright. In early days, it was common to think that applying HTML
markup, or reformatting, or spelling changes, qualified an item for a new copyright. Historically, some print
publishers even claimed new copyrights simply for typesetting a new edition.
Today, we know US copyright is based on the creative expression of ideas through authorship. Markup
and spelling changes do not qualify. As a result, Project Gutenberg volunteers are able to “harvest” public
domain materials on the Internet, once they are determined to match public domain print materials. This is
not a frequent occurrence, however, since most volunteers prefer to work on items that are not yet digitized.
Similarly, Project Gutenberg claims no copyright on the “sweat of the brow” labor which is applied to make
eBooks from print sources. There were a few earlier items where such copyright was claimed erroneously,
but this is no longer done.

EBooks, or Pictures of Books?
Project Gutenberg has over 50,000 eBooks in its collection. This is far fewer than Google Books, or The
Internet Archive, or other large-scale digitization projects of historical items. An important distinction is that
Project Gutenberg engages in the proofreading, formatting, markup/encoding, and other activities described
above. Those other very large projects are primarily devoted to scanning, and then provide raw OCR output
with a few automatically-generated formats.
Such items are only partial eBooks – really, they are pictures (scans) of books, with some additional
automated features. These are valuable, but do not provide the reading experience or quality of presentation
that Project Gutenberg strives for. Using current technology, it takes human intellect and effort to convert a
picture of a book to a true, functional,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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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Innovations and Future Initiatives
Project Gutenberg has evolved its practices over the years, and has often been a leader in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eBooks. Some past innovations include the following, and all are still in active use today:
• Development of an open content trademark license (1991-1993), which is intended to guarantee to readers
that public domain items remain free, while placing restrictions on the trademarked name “Project
Gutenberg” to protect against abusive practices by those who would sell the public domain items;
• File/directory-based access to the collection, guaranteeing ease of copying (by file, or subcollection, or the
entire collection), mirroring, and large-scale redistribution (1994);
• Anonymous access for all readers, requiring no logins or authorization for any items (1994);
• Web-based access to content, and development of procedures to assure HTML is valid and well-formed
(1996);
• The Copyright How-To, including the Rule 6 How-To for non-renewed items (2000 & 2008);
• Support of Distributed Proofreaders (2002-2004), for crowdsourced proofreading and other aspects of new
eBook creation;
• Implementation of eBook reader formats, for free use on mobile phones, tablets, and other devices (2009);
• Free redistribution of metadata as a separate download (2007 & 2012);
• Integration with Google Drive, Dropbox, and other mechanisms for readers to employ “cloud” storage for
eBooks (2013);
• Fully automated conversion from master formats to eBook formats (2013).
Project Gutenberg has ongoing initiatives to improve service offerings to readers. There are no definite
timelines for these, and assistance (or partnerships!) are always of interest. Some future initiatives may include:
• Continued efforts to separate the “collection” from the “interface,” making it easier for different Webbased skins to be used to access content;
• Mechanisms for creation of personal bookshelves, “shopping carts” or other reading lists, for users to more
easily track items of interest;
• Crowdsourced reviews, errata and improvements to eBooks, including capabilities for forked versions,
versioning, and other techniques common among developers of free software;
• Improvements in ability to identify and filter items by the author’s death date, which is the most common
criterion for public domain status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S;
• Better tracking of sources used, including for harvested scans; even with no guarantee of faithfulness to a
particular print source, information about source is frequently requested;
• More languages, more formats, and additional cont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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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ment of innovative ideas by Project Gutenberg’s readers and other fans;
• Ongoing evolution in the utility of Project Gutenberg eBooks for future reading devices.

Appreciation for Volunteers
Project Gutenberg is thankful to tens of thousands of volunteers, over more than 45 yea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free electronic books. It is through the efforts of these volunteers
that Project Gutenberg has been successful, and continues to thrive.

그림 4: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utenber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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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점은, 여러 고전 작품에 나타난 인문학의 가치가 잔혹한 전쟁과 극단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상과 종
교라는 이름 하에 냉소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모든 요소가 고전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고 장려하기 어렵
게 만든 역사적 배경이다.
하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도 고전문학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가치 있고 시급한 일
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나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같은 독일 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창한 인문학 교육의 이상을 포기하기 보다는, 이런 접근법을 교육에 응용
해 인문학의 정신과 사상을 접목해야 한다. 다른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도기에 놓인 세계 여러 나
라의 고전문학을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비판적 사고”라 불리는 독해 능력, 분석 추론 능력 및 설득력 있
는 행동 등, 실용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넘
나들며 고전문학을 읽으면, 역사 의식이 고취되고, 독자들은 역사적 깊이를 동반한 문화적 역량을 갖게
된다. 전근대기에 관한 수업과 연구가 심하게 제한되고 지속적인 예산 삭감의 위협에 시달리는 지금, 우리
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임무는 계속해서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고전어 독해를 가르치며,
고전 텍스트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대중과 후손들에게 고전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 각국을 위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다.
그럼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동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한국, 베트
남) 문학 편집자로서, 노턴 세계문학선집(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2012년, 2018년에 신
판 출간)을 예로 들고자 한다. 이 책은 미국 대학에서 요즘 새로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문학 과목인 “세계
문학” 강의의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듣는다. 현재 미국에서 세계
고전문학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교재이다.
그럼 노턴 세계문학선집의 기원과 비전 및 목적은 무엇일까? 편집자가 이 책에 수록된 고전 텍스트를 선
택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 10여년 간 미국 학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세계 문학 프로그램 및 써
머 프로그램이 개설되게 하고, 세계 문학 작품에 관한 소설 이론 연구를 가능하게 한 세계 문학의 패러다
임과 이 책은 어떤 관계일까? 그 패러다임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 책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데 어떤 영감
을 주는가?
비영어권 문학을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 작품을 잘 번역한 번역본이 있느냐이다. 따라서 이
발제문에서는 현재 동아시아 고전문학 번역 작품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번역가, 독자, 출판사가 당면한 구
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번역: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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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hard. This all happens as we undergo an unprecedented cognitive revolution due to the
new media of the digital age: especially among our younger generation visual perception and “visual
intelligence” trumps reading ability and textual perceptivity and makes it more difficult to communicate
longer texts of the past—dating to slower ages and cognitive cultures—to students and readers of today’s
high-tech age. Lastly, and perhaps most tragically, cynicism towards humanistic values that are variously
embodied in many canonical, classical texts, has become rampant in an age of brutal wars and extremisms
in the name of ideologies and religions. All these factors make it very difficult to appreciate and promote
classical literary traditions in our historical moment.
Yet, there is no reason for pessimism. It is precisely in this historical moment that the reading and
communi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s is of such value and has compelling urgency. Rather than
abandoning humanistic education ideals, such as the “Herzensbildung” of Friedrich Schiller and figures
of German classicism such as Wilhelm von Humboldt, we can mobilize this approach to education that
combines intelligence, mind, spirit, heart, and tact for a new vision of education. One that relies on
classical literatures around the world in translation to foster cross-cultural empathy and understanding;
one that emphasizes the pragmatic skill sets one can gain from such reading, namely critical thinking,
analytical reasoning and persuasive action. When read across linguistic and cultural boundaries literary
classics hone global historical awareness and provide their readers with cultural competency that is not
just superficially marketable, but has historical depth. At a time when the teaching and research of the
premodern period is severely constrained and constantly threatened by budget cuts, we have a historical
role, a duty to persist in studying classical literatures, training our students in reading classical languages,
explaining the relevance of classical texts, and communicating our excitement to the public and future
generations. Our duty is to build archives of the world’s various pasts, for their own sake, but also as a
repertoire of knowledge and wisdom for shaping the future.
As one pragmatic example of how to tackle this challenge and duty, I discuss the example of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new editions 2012 and 2018) based on my experience as editor in charge
of East Asian literatures (China, Japan, Korea, Vietnam). Used by tenths of thousands of students every
year in newly popular “World Literature” courses offered in liberal arts curricula in the US,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is currently, in sheer numbers, undoubtedly the single most influential
medium of sharing the value of the world’s classical literatures in the US, if not around world.
What is the origin, vision, and purpose of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What are the
editors’ selection criteria in choosing classical texts for inclusion? And how is this anthology related to
the World Literature paradigm which over the past decade has swept the American academic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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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d to a new spade of World Literature programs, summer academies, and novel theoretical research
on literatures in a global context? What are the limitations of the paradigm and how does the Norton
Anthology inspire to reach beyond them?
When selecting texts from non-Anglophone literatures, one decisive factor is whether solid and engaging
translations exist for a particular work at hand. My presentation therefore concludes with reflections on
the particular challenges translators, audiences, and publishers have to deal with in producing translations
of classical East Asian literature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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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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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Challenges to the “Classics”
in Our Historical Moment

3
10/11/2016

• “classical” periods
•
•
•
•

The classic question:
What are “Classics”?

Europe: Greco-Roman Antiquity, Renaissance, Enlightenment
China: Zhou, Han, Tang Dynasties (ca. 1200 BCE-900 CE)
Japan: Heian Japan (794-1185)
Korea: Early Chosŏn (15th century, King Sejong)

• “classical” languages

• often as opposed to vernaculars, colloquial and contemporary
languages
• e.g. Literary Chinese/Literary Sinitic; medieval Korean; classical
Japanese

• aesthetic standards: the “classical” (or “neo-classical”)

• e.g. ”return to antiquity” movements (復古) in China during Tang,
Song, Ming Dynasties

• ”classical” texts and educational canons

• what is valued, collected, transmitted and provided with
commentaries

• “classical” literary heritage

• Curated by nation states and their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issues of cultural identity in the pres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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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TO THE “CLASSICS”
IN OUR HISTORICAL MOMENT
• Defying the “Classics”

• At odds with current global trends

• Our “period”: postmodern/posthuman
• Our “language”: rule of the vernacular and the novel (rather than
poetry, dominating premodernity)
• Our “aesthetic standards”: ecclectic, resistant to value
• Our “texts”: textual overpopulation due to massive global expansion
of canon
• Our ”literary heritage”: national identity and current “politics of
tradition”

• Presentism in Western Academic Culture
• Enrollments, curricula, research funding

• (Premodern) Humanities Crisis
• Cognitive revolution: textual and visual thinking
• Cynicism towards humanis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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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Value of the Classics?
Beyond Humanist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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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UTY OF
HUMANISTIC EDUCATION

Friedrich Schiller:
“Herzensbildung” (formation of
the heart-mind)

Wilhelm von Humboldt:
“Bildung des Gemüths” (formation of
the spirit; tempera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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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BEYOND
HUMANISTIC EDUCATION?
• Legacy of humanistic education

• Beyond positivism, towards conceptual humanistic study
• Towards cross-cultural empathy and understanding

• Gaining pragmatic knowledge

• Skill sets: critical thinking, analytical reasoning, persuasive
action

• Honing global historical awareness and cultural
competency
• Building archive of the world’s pasts and repertoires for
the future
• Textual heritage as part of global “cultural herit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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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Communicating the Classics: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and the New “World Literature”
Paradig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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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NEW “WORLD LITERATURE” PARADIGM:
PROSPECTS
• Literature going global: The “comparative imperative”

• New urgency of comparative “world paradigms”: world/global
history, comparative religion, comparative philosophy etc.

• New critical paradigm for Comparative Literature in US

• “Retextualization” of discipline
• Synergy with liberal arts curriculum and American culture of
“great books courses” since 1920s and 30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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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ITERATURE”:
PARADOXES
• Unprecedented Bottom-Up dynamic:

• pedagogy jumpstarting research
•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new editions
March 2012, 2018)
• Longma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2004)
• Bedford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2004-??)

• Mismatch between dominance of premodern materials
in pedagogy and of modern materials and issues in
critical discourse and popula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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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ITERATURE PEDAGOGY:
A QUICK HISTORY
• Conceptual roots: Europe

• World Literature: August Ludwig Schlözer (1773) / Johann
Wolfgang von Goethe (1827)
• Comparative Literature:
• Hugo Meltzl (Transsylvania) / Georg Brandes (Denmark)
• Erich Auerbach / Leo Spitzer

• Pedagogical manifestations: US

• “Great Books Courses”
• Richard Moulton (Chicago): World Literature and Its
Place in General Culture (1911)
• Philo Buck (Wisconsin): first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1930s
• World Literature Anthology Boom: 2000s
• Norton, Longman, Bedfor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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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ITERATURE
PEDAGOGY: FACTS
• “World Literature” Courses in US universities and colleges

• 1,100 courses annually (using world literature anthologies)
• Enrolling ca. 100, 000 – 120, 000 students
• Ca. 75%: market share of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plus Norton Anthology of Western Literature)

• US Demography

• Examples of institutions:
• Mississippi Gulf Coast Community College, Eastern
Kentucky University, Mountain View Commu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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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OF THE NEW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NAWOL)
• Norton Publishers

• Largest US college text book publisher
• 1923: William Warder Norton and Mary Norton publish
lectures delivered at “People’s Institute” in New York
City
• Norton Anthology of World Masterpieces (1956-)
• Norton Anthology of Western Literature (-2014)

•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199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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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STRUCTURE
OF THE NEW NAWOL (2012)
• Mixture of chronology, geography, genres, themes
• Broad conception of “literature”
• Emphasizing cultural connections
• Thematic clusters
• Broad genre spectrum: e.g. drama, manifestos
• Oral literature (“o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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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CRITERIA OF
NAWOL
• choosing classical works for a global anglophone
audience

• Keep in mind: “one way of representing the world”: like
UNESCO, World Bank, NATO, Nobel Prize for Literature

• combination of criteria

• works important in native cultural tradition
• works representative of a cultural tradition, allowing for
cultural immersion and empathy
• “good read” for US undergraduates
• reliable and exciting translations available
• philosophy of including “whole work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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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SELECTIONS IN
THE FOURTH EDITION (2018)
• Check out the Handout!
OF NA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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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TERAL BENEFIT”:
PRODUCING NEW
RESEARCH QUESTIONS
• Anthologies put pressure on World Literature theorists
to go beyond the comforts of reception
• Reception studies: within traditions, across classical and
vernacular traditions, cross-cultural

• Reception as catalyst and inhibitor of World Literature
theories
• Global cultural flows as condition for the possibility of
“world literature” concept (cf. Goethe; David
Damrosch, Franco Moretti, Pascale Casanova)
• BUT: need for comparison of historically non-related
literary cultures
• Literature’s peculiar patterns of global circulation
(Chinese silk vs. Roman epic: Virgil’s Aenei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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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S BEYOND
MAINSTREAM WORLD
LITERATURE THEORY
• comparison of historically nonrelated premodern classical literary
tradition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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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WORLD LITERATURES:
SINO-JAPANESE AND GRECO-ROMAN
COMPARISONS
• Beyond East-West logic
• Quadruple comparison of literary cultures
(including both cultural reception and
autonomous development)
• China and Ancient Japan
• 8th - 12th cent. CE, Nara (710-784) and
Heian Periods (794-1185)

• Greece and Rome

• 3rd cent. BCE - 5th cent. CE, Middle
Republic through Late Antiquit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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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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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Challenges
of Translating East Asian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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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 Translators:

• Especially for classical languages

• E.g. bilingual series of de Gruyter for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 Much worse: for 漢詩文 literatures in Korea, Japan, Vietnam

• Reason: “national literature” paradigm and focus on vernacular
literary traditions

• Audiences:

• Especially for classical languages

• Dominance of “foreignizing” academic translations over
“familiarizing” translations for general public
• Interesting exception: Dennis Washburn’s new translation of the Tale
of Genji (Norton, 2016)

• Publishers

• “human resources”
• Selection criteria?

• translating substantive rather than trendy work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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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 Greatest promises of current world literature boom in
the US

• Immediate effect on society: mass education on college
level
• Stimulus of new, bold comparative research

• More sophisticated models for circulation of texts as special
kind of material artifact
• Theoretical challenge to design comparisons of historically
non-related literary traditions

• Unexpected opportunity in presentist, digital age:

• Asserting the relevancy of humanities and study of the
classical and medieval worlds

• Chance to save the Classics and their study as part of the
preservation of human herit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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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선집의 편집자들이 이 소설을 앤솔로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다. 우선, 훌륭한 번
역본이 있어 이미 영어로 접할 수 있으며, 또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문학작
품이 아직까지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노튼에서 쉽게 『채식주의자』를 앤솔로지에 포
함시키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튼 편집자들이 이 소설, 특히 그 등장인물이 얼마만큼 한민족 특유
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거나 대표하는가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또 이러한 본연의 성질이 그들에게 상당
히 중요하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다소 편향되었을 수도 있지만, 솔직
히 말하면, 이 소설의 주인공과 줄거리는 한국 전통보다는 서양문학을 더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의 저항
과 채식주의를 고집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허만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나 프란츠 카프
카의 『변신』을 떠올리게 한다.
개별 작품을 논의하려는 게 아닐뿐더러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
하게 다루지 않겠다. 단지 진정한 세계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작품이 진정 세계문학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 작품의 문화적, 언어적 근원
지를 넘어 독자와 공감할 가능성 못지 않게 토착성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토착성”이라
함은 한 국가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고 대표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채식주의자』가
세계문학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필자가 망설이는 이유를 더 분명히 설명해줄 것이다. 필자는 이 작품에 한
국스러움(Korean-ness)이 – 이를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세계문학의 관
점에서 봤을 때, 향토성과 고유성은 이미 존재하는 전세계의 문학유산에 보태어 글로벌 시대에 인류의 폭
을 넓히고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정적이다. 어떤 텍스트가 뭔가 새롭고 다른 것, 즉 고유한 문
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통찰과 경험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텍스트는 세계문학에 어떤 효용이 있겠는
가? 세계문학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가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다. 이 변화야 말
로 다름 아닌 국민문학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나는 근대 이전의 한국 텍스트가 (한국 고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유능한 번역가를 만날 행운을 누
린다면 세계문학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려시대 이후 천 년이 넘도록 한국은 학자의 고장
이었으며, 역사상 이 긴 시기는 엄청난 분량의 문학작품을 나았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4대 사료가
1997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세계의 기억’)으로 지정되었고, 모두 합하면 거의 만권에 이른다. 더욱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고대 기록물은 – 수십 권에 이
르는 비공식 역사나 개인 기록물은 말할 것도 없이 – 외부 세계와 공유하게 되면 세계문학에 큰 가치를
지니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윤리 원칙과 전통적 가치
및 예술적 비전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주며 이웃 나라와 전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온 지
를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문학작품을 배출하였다. 고로, 이러한 근대 이전의 한
국 텍스트의 내용이 지역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경우가 있어 이 같은 목적에 적합하다. 예컨대, 당시 영의정
이던 류성룡이 쓴 임진왜란 회고록인 『징비록(懲毖錄)』이 그 예가 되겠다. 책제목이 밝히듯, 이 저서는
전쟁과 고난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망을 의도하고 있어서, 이러한 주제는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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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는 사람들이 주의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고 어디서나 닥칠 수 있다.
이 저서는 히데요시가 어마어마한 왜군을 이끌고 한국을 쳐들어오고 중국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어
그 도움으로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저서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
문에 극동 아시아의 이웃하는 세 나라(와 그 넘어)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 역사적 경험은 시대
적인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기에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미하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텍스트는 순수 문학이 아닌 역사라고 반박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학선집에는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귀 기울일만한 합당한 점이다. 문학의 정의, 특히 세계문학의 정의는 문
학 자체의 경계를 포함한 모든 경계를 지워버리는 글로벌 시대에 점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세계문
학이 현재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지구촌의 공용어인 영어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일이다. 한국은 젊은이들
의 대중문화인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 지금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문학 앤솔로지와 관련된
여러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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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The Vegetarian written by Korean writer Han Kang won the prestigious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for fiction, causing quite a stir both here in Korea and abroad. I presume that the novel
is very good since it won global recognition for its excellence. The question naturally arises: Should it
be included in the new edition of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exemplifying modern Korean
literature in general? I suppose that the editors of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may find no
reason not to include that novel in their anthology because, first of all, it’s already available in English
through a fine translation, and it’s worth has been critically acclaimed. Given that the majority of Korean
literature still remains untranslated into English, Norton may easily be inclined to include The Vegetarian
in their anthology. However, if the editors are interested to find out how much the novel, especially its
characters, reveals or represents the feelings and thoughts characteristic of Korean people as a whole, and
if this native quality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m, they should perhaps be more careful in making their
final decision. I may be a little biased, but frankly, its main character and the story itself rather remind
me more of Western literature rather than that of the Korean tradition. The protagonist’s defiance and the
ensuing troubles that she has to endure as she persists in practicing vegetarianism somehow reminds me
of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or the “Metamorphosis” by Franz Kafka.
I won’t elaborate on the details here because my purpose is not to discuss this individual work, nor it
is my intention to disparage it, but only to demonstrate what it takes to produce a text of genuine world
literature.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if a work is to truly qualify as world literature, it should have
enough indigenous quality as well as the potentiality for empathy with readers beyond its cultural and
linguistic point of origin. What is meant by “indigenous quality” here indicates the elements that express
and represent the history and culture unique to a country or a region. This will explain more clearly my
reservation about The Vegetarian in terms of its eligibility as world literature. I don’t find enough Koreanness in it, however you define that. When we see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literature, the
native quality and uniqueness are crucial because they add to the world-wide literary legacy that already
exists and thereby enable us to expand and enhance our scope of humanity in the global age. If a text is
incapable of offering something new and different, that is, some insights and experiences based upon a
unique culture and history, how does it benefit world literature? The ability to make a difference is one of
the essential requisites of joining the ranks of world literature; the difference itself is indeed no less than
the raison d’être of national literature.
I believe Korean pre-modern texts, or Korean classics if you will, have plenty to offer to world literature
if fortunate enough to fall into the hands of able translators. For over a thousand years since Goryeo, Korea
has been a land of scholars, and that long period of history was marked with an immensity of literary
works. Four major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were design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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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1997, and they consist of almost ten thousand volumes in their
entirety. In addition, the enormous ancient records, such as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History of Koryŏ, and so forth—not to mention numerous volumes of unofficial
histories and private records—can be of great value and contribution to world literature when they
are shared with the outside world. Further, Korea has produced an enormous output of literary works
comprised of various genres of literature, which shows the essential aspects of its cultural and ethnic
identity, moral principles and traditional values, and artistic visions, and shows how these works have
develop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Korea’s neighbors and the world at large. Hence, the contents of
these Korean pre-modern texts are in a number of cases both local and universal, well suited for the
purpose. For instance, The Book of Corrections (Chingbirok; UC Berkeley 2002), a war memoir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ritten by then Chief State Councilor Yu Sŏngnyong who led the war on the
Korean side, is a case in point. The book, as its title reveals, is intended to be admonitions against national
crisis such as war and human suffering, and therefore this particular subject is not only local but also
universal. National crises can take place anytime and anywhere unless people are wary and prepared. The
book shows how Hideyoshi invaded Korea with his massive army and how Korea overcame the crisis
with the help of Ming China sending its relief army. So the book can reach out to the readers of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ar East and beyond since they share the same historical experiences. Those
historical experiences are both temporal and timeless. So their significance is still relevant in spite of the
four hundred years that have since passed.
Some critics may protest and say that the text is history, not proper literature, and therefore, does not
fit into the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They clearly make a point and need to be heard. The definition
of literature, particularly world literature, is increasingly debatable in a global age that erases all borders,
including those of literature itself. But the main challenge that world literature now faces is the translation
of texts into English, a lingua franca across the globe. Korea has just begun to be aware of this problem
as its popular culture of young people called hallyu spreads across the world.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this problem along with many other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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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제법 인기를 끌었다.
한국 전통 혹은 “오래된” 문학을 보자면, 기타 동아시아 지역(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고전’이라고
인식된 적이 없다. 이것이 한국 고전작품들이 세계화를 향하는 출발점 자체가 더 낮은데 있다는 것을 설
명해주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문학과 관련된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한국고전”이라는 틀 자체를 정의
하는 문제이다.

2. 한문문학과 한글문학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이중언어 병용이라는 한국 고대문학의 본질에 기인한다. “한국고전”의 역사를, 한국 지식인
들이 한문으로 문학작품을 쓰던 고대와 중세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말로 쓴 한국문학이 등장하
고 한글이 창시된 시기부터 한국 “고전문학”의 시기라고 여길 것인가?
우리가 20세기 이전 한글로 쓰인 한국문학을 고전으로 여기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한글로 쓰여진 초기 한국문학의 문화적 가치는 무엇인가?

3.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서 초기 한글 고전작품
“고전”이라고 여겨지는 세계문학작품은 대체로, 귀족계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식자층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초기 한글 문학은 (여성을 포함한) 하위계층을 위해 읽기 쉬운 말로 쓰여진 반면, 한국 식자층
은 중국 고전이나 한문으로 쓰인 한국문학을 읽는 것에 국한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 한글문학을, 특히 번
역된 형태로, 적극 수용하는 해외 독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위 주장을 실증하는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토끼전』, 『홍길동전』 등 한글로 쓰인 초기 한국 전통소
설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을 때, 처음에는 “성인문학”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분류되었다. “한
국동화”를 처음으로 편찬한 사람은 러시아 유명 작가 가린-미하일로프스키(N.G. Garin-Mikhailovsky,
1852~1906)였다. 그는 1898년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중 수집한 한국단편작품을 1904년 『한국동화
(Korean Fairy Tales)』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3). 소련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수립한 이후인 1950년대
에 한국 “동화”가 다시 번역이 되었고, 이후 “아동문학”으로 출간되었다4).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후
속 세대인 소련 한국학자들이 한글작품과 한문작품을 포괄해서 편찬한 한국 고대문학을 러시아어로 지
속적으로 번역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 “고대문학”의 초기 번역물들은 중
국이나 일본의 고전 시와 산문만큼 일반 소련 독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3)	재판본은 다음 참조: N.G. Garin-Mikhailovsky. Korean Fairy Tales. Moscow, State Publishing House of Fiction, 1956
(Н.Г.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ь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6).
4) Korean Fairy Tales. Edited for children by N. Hodza. Moscow, State Publishing House of Children Literature, 1953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Обработка для детей Н. Ходза.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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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세기 – 대한한국에서 “한국 고전”t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표현이 있다. “한국의 영원한 단편(Eternal Korean short stories)”5).
이 제목,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의 영원한 명작”6) 등의 제목으로,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 등 유
명한 한국어 작가들이 20세기 초반에 쓴 작품들로 구성된 단편작품집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작
품집은 한국에서 한국문학을 교과목으로 배우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이 단편들은 현대 한국어(서울 사투리)에 가까운 한국어로 쓰여졌다7). 따라서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20세
기 초반 문학을 “순수 한국고전”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한문이나 17세기~19세기 한국어로 쓰인 문학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러시아 고전문학의 경우, 현대 러시아문학의 언어를 푸시킨이 “창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그의 작품들은 현대 독자가 거의 이해할 수 없던, 앞선 시대의 러시아문학과 교육받은 독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고전”(그리고 현대) 러시아문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따라서, 잘 번역된 20세기 초반 이후의 한국 “신 고전”문학이라면 외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8).
그렇다면 20세기 이전에 쓰인 한국문학은 어떠한가?

5. 러시아에서 한국 중세문학과 20세기 이전 문학의 번역과 출간
5.1. 소련 시절. 7세기~19세기에 쓰인 한국 시와 산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과 출간의 역사는 1940
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9). 러시아(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이 시기 한국문학을 “한국 전통문학(Korean
traditional literature)”10)이라는 관용표현, 또는 “고대(Ancient)”와 “중세(Medieval)”문학11)이라고 불렸으
나 “고전문학(classical literature)”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논의를 요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1960년대 말, 소련에 잘 알려진 한국 “전통”문학 전문가 두 사람은 “극동부(Far Eastern complex)”에
서 “한국 문학의 위상(the place of Korean literature)”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썼다12). 당시 한국문

5) 초-중-고 교과서 중심으로 엮은 단편문학 모음집. <한국의 영원한 명작. 한국단편문학소설>. 서울, 예지원, 1990.
6) 黃純元 外 著. <韓國短篇小說集 永遠한 韓國의 名作>. 서울, 京元閣, 1982.
7) 일제 시대 (1910~1945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공식언어가 일본어였던 관계로, 한국어는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든, 어려운 상황
에 처해있었다. 1940년대 말 분단 이후, 북에서는 러시아어와 중국어, 남에서는 일본어과 미국 영어 등의 영향을 받아, 남한어
와 북한어가 따로따로 발전하였다.
8) 필자가 현진건의 단편작 <운수 좋은 날>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작품이 인상 깊었다.
9)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려는 드문 시도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폐하자,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러시아 대중의 관심이 완전히 수그러들었다.
10) Т
 роцевич А.Ф.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ХХ в.)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4 참조.
11) Никитина

М.И., Троцевич А.Ф.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XIV в.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69.
12) 위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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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나 세계문화 속 한국 “전통”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소련)의 한국문학 전문가들은 결코 “전통 한국문학(traditional Korean
literature)”을 “고전문학(classic literature)”으로 구분한 적이 없는 것이다.
한국어를 하는 한국계 러시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의 한국어와 한국문학 전공자들, 그리고 때
로는 북한 출판사의 러시아 주재소13)에서 한국 “전통” 시와 산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대작업을 시작
하였다. 『춘향전』14), 『심청전』15) 같은 한국 소설, ‘패설’16) 장르의 단편들, 이규보의 단편, 정철을 비롯한 우
탁, 길재, 이황 등 한국의 저명한 지식인들17)의 시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당시 시와 산문 작품집 출간
부수는 약 1만 부에서 1만 5천 부로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전통 산문 번역부수가 5만 부
에 달한 1991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18). 소련 시절 한국 출판물로는 마지막으로 출간된 이 한국 산문집
은 20세기 이전에 쓰인 한국산문을 “한국 고전산문(Korean classical prose)”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 하다.
간추려 말하자면, 소련 시절에는 한국 전통 산문의 러시아 번역본이 매우 다양하게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서인 『1917년~1970년 한국 서지(Bibliography of Korea: 1917–1970)』에서 “소설(fiction)
의 러시아어 번역본”이라는 장에는 한국문학작품을 200편 제시하고 있는데19), 이 중 절반이 전통적인 한
국문학(traditional Korean literature)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한국고전”의 러시아어 인쇄본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문학은, 특히 중국과 일본 고전작품의 러시아어 번역본과 비교했을 때, 일반 러시아(
소련)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전통문학의 경우, 번역본 하나는 보통 약 7만
1,500 부20)에서 10만 부21) 정도 인쇄되었는데, 이는 한국문학의 10배에 달한다.
5.2. 소련 시절 이후. 21세기 초에 러시아의 한국학계는 한국 전통문학에 대한 일반 러시아 독자들

13) С
 казание о девушке Сим Чен.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Пхеньян, 1958 참조.
14) И
 стория о верности Чхун Хян. Средневековые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15) 위의 책, 179~244쪽.
16) К
 орейские новеллы. Перевод, предисловие и примечания Д.Д. Елисее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9.
17) Бамбук в снегу. Корейская лирика VIII–XIX веков. Перевод Александра Жовтис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8.
18) И
 стория цветов.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роза. Перевод с ханмуна. Л.,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Ленингра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1991.
19) Библиография Кореи. 1917–1970.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81.
20) Китайская пейзажная лирика III–XIV вв. Стихи, поэмы, романсы, ари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84.
21) Пу Сунн-лин. Рассказы Ляо Чжая о чудесах. В переводах с китайского академика В.М. Алексеева.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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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했다. 2003~2005년 필자는 한국문학번역원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전통(“고전”)문학 시리즈를 출간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소련 시절에 이미 번역출
간된 (그러나 현재 절판된) 작품과 새로운 번역 몇 가지로 구성될 시리즈였다. 번역원고를 수집하고, 편
집하고, 재출간하는 이 거대한 작업은 한국 전통문학 분야의 존경받는 전문가 아델라이드 트롯세비치
(Adelaide F. Trotsevich, 1930년생) 박사가 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기페리온 Giperion” 출
판사는 이 프로젝트의 출간작업을 맡았다. 이 시리즈의 첫 권인 『한국문학의 황금 보고(Золотой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는 2008년에 출간되었다22). 이후 기페리온은 한국문학
의 명작들을 독자들에게 매년 한 두 권씩 선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작은 한국 한문 고전시집인데 2015년
출간되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절 문제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 바로 1천5백부 밖에 안 되는 낮은 출
판부수의 문제이다. 게다가 이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한 첫 두세 해동안 기페리온 출판사 사장은 판매량
이 저조하다고 자주 토로했다. 그렇다면, 또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한국고전”의 낮은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 한국인들은 한국 고전작품을 읽는가?
고대 한국 신화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통문학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인 학습의 대상
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세기 이전에 쓰인) “한국고전”이 필수과목인만큼 일반 한국 독자들 사이
에 인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가? 한국 서점에서 꾸준히 팔리는 소설을 살펴본다면 베스트셀러들 사이
에 “한국고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려면 이같은 고전작품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는, 한국 서점에서 (요즘 독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최근에, 아니면 적어도 20세기 초반에 쓰인
대중 역사소설을 발견할 수 있다. 김동인(1900~1951)이 쓰고 이후 MBC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한
역사소설 『대수양(大首陽)』이 일례이다.

7. 한국 고전 – 방송을 위해 한국사를 새롭게 상상하다
현대 대한민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라면 한국인이든 아니든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지속적 인
기에 대해 알 것이다. 드라마는 많은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에 걸쳐있는 한국 전통 사회와 역사
를 다루고 있다. 몇 작품만 언급한다면, ‘대장금’ (2003~2004년 MBC 방영), ‘주몽’ (2006~2007년 MBC
방영), ‘대조영’ (2006~2007년 KBS 1 방영)과 ‘기황후’ (2013~2014년 MBC 방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22) Лисий перевал. Собрание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XV–XIX вв.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Гиперион», 2008.
23) Рисунки тушью.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Гиперион», 2015. 이 한국시 작품집이 “고전시(classical poetry)”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러시아에
서 한국 문학유산을 최근에 “고전”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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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은 과거사의 사건들을 “리마스터링(re-mastered)”해서 만들어내는데 아주 적극
적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 역사적 사건들, 문화, 전통 – 흥미롭기도 하고 소중하다고 여긴
다. 드라마라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포장”된 한국 고전문화는 국내24)외로 두터운 팬층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문학을 포함한 한국 고전문화의 가치를 둘러싼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

8. 결론 - “한류”의 필요성과 “한국 고전”의 리마스터링
‘케이팝(K-pop)’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오늘날의 문화와 전통 의상, 음식, 무
술 등으로 알려진 전통문화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문화의 더해가는 인기는 한국문화가 세계에 “옛
한국”, “전통 한국”, “고전 한국”을 선보일 수 있는 국제적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전통 퓨전”의 대상과 형식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전통문학을 포함한 한국 전통문화가 그 원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세계의
문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특정한 홍보정책을 요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 오늘날의 한국문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결론은 저절로 나온다. 한국 고전문학이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적인 가치를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국 대중문화처럼 변형(리마스터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고전문학은 “한류를 타고” 새로운 유형의
문화상품이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기가 있으려면 한국 고전은 재능있는 한국작가들에 의해 “소
화하기 쉬운” 현대적 한국어로,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같이 “리마스터링된 한국전통”의 세계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물놀이라는 한
국 민속음악 장르이다. 사물놀이는 오늘날 “전통적”인 장르로 인식되는데, 사실 1978년 김덕수라는 재능
있는 음악가가 연주자들이 쓰는 전통 타악기를 따라 ‘사물놀이’, 즉 ‘네 가지 악기의 놀이’라는 이름을 가
진 연주단체를 만들었다. 추후 이 고유명사가 이 음악장르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고, 이후 “전통적”
장르로 인식되어,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고로, 한국이 문학분야에서 “한국 전통의 리마스터링”이라는 대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면, 다음 같
은 작업을 들 수 있다. 1) 잘 알려진 한국작가들이 더 친숙하고 더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국 고전문학 다시 쓰기; 2)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에 있어 적절한 문체를 정하기 (언어마다 맞는 특정한
문체가 있다); 그리고 3) 미래의 “신 한국 고전” 번역서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높은 번역수준
을 맞출 수 있는 재능있는 번역가들25)을 발굴하기.
번역: 기영인

24) 예컨대, 최근에 유행하는, 삼청동 같은 서울 중심부의 전통적인 동네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산책하기 같은 것.
25) 경우에 따라 행간 번역가와 현지의 유명 작가의 공동작업이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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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quality” of Chinese classics, one may say that it is “easy-to-perceive” by a European “culture
product consumer” (reader) even in a translated form.
In Russia all Chinese literature classics indicated above were translated into Russian and were quite popular
among Russian readers before the “Era of Internet.2)”
As for traditional or “old” literature of Korea, it has never been considered to be any sort of “classics” for the
rest of East Asia (China or Japan). That is one of the reasons to explain the lower starting position of Korean
classics on its way towards globalization.
Another important question concerning Korean literature is how to define the framework of “Korean
classics” itself.

2. The question of Hanmun and Hangul literature
This question originates from the bilingual nature of Korean ancient literature. Shall we begin with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s” from ancient and medieval times when Korean intellectuals used the written
Chinese language Hanmun (漢文) for their literary works, or shall we begin with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ra from the time of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한글), that follows the creation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If we decide to consider as classics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Hangul before the 20th century, the following
question may appear: What is the cultural value of early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Hangul?

3. Early Hangul classics as “fairy tales” for children
Most world literature that is considered “classics” was written for educated readers, many of whom belonged
to the aristocratic class. Early Hangul literature was written in easy-to-read language for the lower classes
(including women) while educated Korean literati were confined to read Chinese classics or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That is why early Hangul literature, especially in a translated form, can hardly find many
enthusiastic readers abroad.
We can illustrate the statement above by the following example. Early traditional Korean novels written in
hangul such as “Story about a Rabbit” (토끼전), “Story about Hong Gildong” (홍길동전), and others, when
being translated in Russian were first classified not as “literature for adults” but as “fairy tales” written for
young children. The first editor of “Korean Fairy Tales” was the well-known Russian writer N.G. GarinMikhailovsky (1852-1906) who had visited Korea in 1898 and published Korean short stories collected

2) T he Era of Internet has greatly changed the way of perceiving information, including the “consumption” of literary texts. Modern
young readers require 1) easy 2) short and 3) illustrated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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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his field research under the title “Korean Fairy Tales” in 19043). Then the Korean “fairy tales” were
newly translated in the 1950s, after the USSR established clo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bsequently
published as “children literature.4)” Only since the mid-1950s did the new generation of Soviet Koreanologists
begin their professional work of continuous translation of Korean old literature into Russian, compiled from
both Hanmun and Hangul works. But these first translations of Korean “old literature” were not largely known
among ordinary Soviet readers as classic Chinese or Japanese prose and poetry.

4. 20th century: “Korean classics” in Korea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well known expression: “Eternal Korean short stories” (한국의 영원한
단편 문학5)). Under this name (or many similar names like “Eternal Korean famous stories” / 영원한 한국의
명작6)) one can find various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writte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by such
famous Korean language writers like Gim Dongin (김동인), Yeom Sangseop (염상섭), Hyun Jingeon (
현진건), and Na Dohyang (나도향), among many others. All these collections are compiled to help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Korean literature as a school subject in Korea. All these short stories
wer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close to modern Korean (Seoul dialect) language7). So the
ordinary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perceive the literature of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as
“pure Korean classics” while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Hanmun or in Korean of the 17th-19th century needs
translation into modern Korean.
For example, in the case of Russian classic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it was A.S. Pushkin who
“created” the modern Russian language of literature. His work became a watershed between previous Russian
literature that modern readers could hardly understand and “classic” (and modern) Russian literature of which
its language is available to every educated reader.
So we can make an assumption that well translated Korean “new classic” literature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later is able to win the hearts of foreign readers8).
3) Reprinted edition see: Н.Г.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ь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6 (N.G. Garin-Mikhailovsky. Korean Fairy Tales. Moscow, State Publishing House of Fiction, 1956).
4)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Обработка для детей Н. Ходза.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3 (Korean Fairy

Tales. Edited for children by N. Hodza. Moscow, State Publishing House of Children Literature, 1953).
5) 초-중-고 교과서 중심으로 엮은 단편문학 모음집. <한국의 영원한 명작. 한국단편문학소설>. 서울, 예지원, 1990.
6) 韓國短篇小說集 永遠한 韓國의 名作. 黃純元 外 著. 서울, 京元閣, 1982.
7)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the Korean language experienced great difficulties without much space for development
sinc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Joseon General Government was Japanese. After the division of Korea in the late 1940s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language branches were developed separately, each experiencing various influences, such as Russian and
Chinese in the North and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in the South.
8) When the author of this article first read the short story by Hyun Jingeon, “The Day of Good Fortune” (운수 좋은 날), there were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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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at about Korean literature written before the 20th century?

5. Korean Medieval and pre-20th century literature translation and publications in Russia
5.1. Soviet era. The history of translation into Russian and publication of Korean poems and prose written
in the 7th-19th centuries began in the late 1940s9). Korean literature of that period was called in Russia (the
Soviet Union) by the collocation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10),” or “Ancient” and “Medieval” literature11) but
not “classical literature.”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to be discussed.
In the late 1960s two well-known specialists in the Soviet Union of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wrote that
the “place of Korean literature” in the “Far Eastern complex” is still not determined12). Thus, Russian (Soviet)
specialists in Korean literature never denotated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as “classic literature,” since at
that time they were unable to determine the real value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in East Asian or world
culture because of a lack of knowledge about Korean literature itself.
Needless to say, Russian Koreans who knew Korean, Soviet specialist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at times, Russian offices of North Korean publishing houses13) began the huge task of translating into
Russian Korean “traditional” prose and poems. Korean novels like “The Story of Chunhyang” (춘향전)14),
“The Story of Simcheong” (심청전)15), short stories in the genre paeseol (패설)16), short stories by Li Gyubo (
이규보), poems by Jeong Cheol (정철), and many other famous Korean intellectuals (U Tak / 우탁, Gil Jae /
길재, Li Hwang/이황, among many others)17) were translated into Russian. The number of copies of collected
prose and poems of that time (in comparison to the present) was comparatively high: around 10,000-15,000.
The largest number of copies of Korean traditional prose translation was reached in 1991, at 50,000 copies18).
This last Soviet collection of Korean prose is remarkable because it names Korean prose written before the

in his eyes. So deep was the impression made by this short story.
9) Some rare attempts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were made at the end of 19th-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after the defeat of
Russia in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Russian public interest towards Korea and Korean culture fully declined.
10) See: Троцевич А.Ф.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ХХв.)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4.
11) Никитина М.И., Троцевич А.Ф.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XIVв.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69.
12) Ibid., p.3.
13) See: Сказание о девушке Сим Чен.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Пхеньян, 1958.
14) История о верности Чхун Хян. Средневековые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15) Ibid., pp. 179-244
16) Корейские новеллы. Перевод, предисловие и примечания Д.Д. Елисее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9.
17) Бамбук в снегу. Корейская лирика VIII-XIX веков. Перевод Александра Жовтис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8.
18) История цветов.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роза. Перевод с ханмуна. Л.,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Ленингра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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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century as “Korean classical prose.”
To summarize, it is possible to say that during the Soviet era a large variety of Russian translations of
Korean traditional prose were published. In the reference book Bibliography of Korea: 1917-1970, the chapter
“Translations of Fiction into Russian” references 200 titles of Korean literature19), fifty percent of which are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But the question concerns the very limited number of printed copies of these
“Korean classics” available in Russian.
So it is possible to say that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was not well known by ordinary Russian (Soviet)
readers, especially in comparison to Russian translations of Chinese and Japanese classics. Thus, in the
case of Chinese traditional literature, as a rule, one translated book was usually printed at around 71,50020) to
100,00021) copies, which is ten-fold more than Korean literature.
5.2. Post Soviet era.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Russian Korean Studies made a new attempt to
revitalize attention of ordinary Russian readers to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From 2003-2005 I proposed
to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to support a project to publish a series of Korean traditional
(“classic”) literature in Russian consisting of works already translated and published during the Soviet era (out
of print) with certain new translations. This huge project of collecting translation manuscripts, editing, and
reissuing them was done by the honored specialist 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Dr. Adelaide
F. Trotsevich (b. 1930). The “Giperion” Publishing house located in St. Petersburg was in charge of the
publishing aspect of this project. The first volume of the series, “Golden Fund of Korean Literature” (Золотой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was published in 200822). With each subsequent year Giperion has presented
readers with one or two volumes of Korean literature masterpieces. The most recent book of Korean Hanmun
classical poetry was issued in 201523).
And yet… the problem remains the same as during the Soviet era: the limited number of copies (only 1,500).
And what is more, during the first two or three years of publishing this series the director of the Giperion
Publishing house always complained of low sales.
So, another question is: How to explain the low popularity of “Korean classics” abroad?

19) Библиография Кореи. 1917-1970.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81.
20) Китайская пейзажная лирика III-XIV вв. Стихи, поэмы, романсы, ари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84.
21) Пу Сунн-лин. Рассказы Ляо Чжая о чудесах. В переводах с китайского академика В.М. Алексеева.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3.
22) Лисий перевал. Собрание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XV-XIX вв.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Гиперион», 2008.
23) Рисунки тушью.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Гиперион», 2015. It is interesting
to note this Korean poetry collection is named as “classical poetry,” which demonstrates the latest reevaluation of Korean literature
heritage in Russia as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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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re Koreans reading their own classics?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beginning from ancient Korean myths, is the subject of obligatory study in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does that mean that “Korean classics” (written before 20th
century) are as popular as they are obligatory among ordinary Korean readers? If one examines what kind of
fiction is selling steadily in Korean bookstores, it is difficult to find among the bestsellers “Korean classics”
(which would have to be translated into modern Korean in order to be understandable by contemporary
readers).
Otherwise, one can find in Korean bookstores popular historical novels written recently (in accordance with
the tastes of the contemporary readers) or, at leas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One such example
could be the historical novel “Dae Suyang” (大首陽) written by a famous Korean writer Gim Dongin (김동인,
1900–1951) and later produced as television drama by the South Korean broadcasting company MBC.

7. Korean classics: Korean history reimagined for TV
Any Korean or non-Korean interested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culture knows about the continuing
popularity of TV dramas, a huge number of which deal with Korean traditional history and society beginning
from the Three Kingdoms up to the end of the Joseon era. Let us mention only some of them: Daejanggeum
(대장금; 2003-2004; MBC), Jumong (주몽; 2006-2007; MBC), Dae Joyeong (대조영; 2006-2007; KBS 1),
and Empress Gi (기황후; 2013-2014; MBC), among many others. What does that mean? Koreans are very
enthusiastic in producing “re-mastered” stories of the past. Koreans consider their past—its events, culture,
and traditions—to be both interesting and valuable. Being “packaged” in the modern form of the TV-drama,
Korean classical culture has found a large fanbase both domestically24) and abroad. So the question concerning
the value of Korean classical culture,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is not its content, but its form.

8. Conclusion. Necessity of the “Korean Wave” & re-mastering “Korean classics”
The growing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both contemporary culture designed for younger generations
under the moniker of K-Pop and traditional culture known through traditional clothing, food, martial arts, etc
demonstrates the global potential of Korean culture to introduce “old Korea,” “traditional Korea,” and “classic
Korea.”
The question concerns the subject and form of “fusion Korean tradition.”
The arguments above demonstrate that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cluding traditional literature, in its
original forms, requires some time and specific promotion politics in order to conquer the hearts and souls of
24) An example is the recent trend of renting Korean traditional hanbok to wear while walking in central traditional districts like
Samcheong-do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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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culture consumer.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s one of the best sellers in the
world.
The conclusion suggests itself: to become more widely known and to regain its world class value Korean
classic literature should be transformed (re-mastered) in the way of popular Korean culture. In other words,
Korean classic literature should be “caught up in the Korean Wave” in order to become a new type of cultural
product. To put it simply, to become popular, Korean classics should be rewritten in modern “easy-to-digest”
Korean in a “more exciting” way by talented Korean writer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global success of such “re-mastered Korean tradition” is Korean folk
music genre samulnori (사물 놀이), which now is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In fact, in 1978 a talented
musician Kim Deoksu (김덕수) created a musical group whose proper name was “Samul nori” or “Game of
four instruments,” after the tradi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used by the team. Later the proper name of
the group became the name of musical genre itself, which then became perceived as “traditional,” and has
subsequently become very popular both in Korea and abroad.
So, if the Korean community decides to begin a major effort of “re-mastering Korean tradition” in literature,
the following tasks may appear: 1) re-writ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a more contemporary easy-to-beexcited way by well-known Korean writers; 2) determining an appropriate style of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nto foreign languages (each language requires its own special style) and 3) finding talented translators25) who
would be able to set the tone and meet the high level of future translations of “new Korean classics.”

25) Sometimes the method of joined cooperation between an interlinear translator and well-known native writer may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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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저자는 ‘별그대’는 『구운몽』(九雲夢)을 은밀히 패러디한 작품이며 외계인 도민준과 톱 한류스타 천
송이와의 러브 스토리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고 논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로맨스로 이해되어
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시청자가 그러했듯 이 드라마는 러브스토리로 볼 수 있지만,
한 차원 이상의 것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별그대’는 한국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 예로, 드라마 도입부에서 도민준의 UFO 착륙을 설명하
기 위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재 내용을 사용했다(CWS 1609/08/25). 19회에서는 『홍길동
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1569-1618)이 등장하여 도민준의 초능력에 대해 의논하기도 한다. 또한 도민
준 자신도 유교 입문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 약14세기)에 얼마나 감탄했는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별
그대’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은 『구운몽』이다. ‘별그대’는 단순히 『구운몽』을 암시하거나 차용하
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 드라마가 의미상 그리고 구조상 소설에 기반을 두었으며 따라서 비
평적 거리(critical distance)에 따라 은밀한 패러디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의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패러디란 ‘비평적 아이러니한 거리를 둔 반복’ (Hutcheon 2000, 35)
이라는 Linda Hutcheon 의 정의를 적용할 것이며, 인물과 꿈 구조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비교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패러디의 실용적 차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구운몽』의 패러디로서의 ‘별그대’의 의미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원작과 패러디
『구운몽』은 유학자 김만중(1637–1692)이 17세기에 집필했다. 이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높
은 위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Yu 2011), 현 고교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제법 잘 알려
져 있다.
주인공인 승려 성진은 불교의 극락세계에서 살고 있으나 속세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물이다. 그는 승
려로서 겪는 고독을 못 견디고, 심지어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이름을 불멸의 존재로 남
기고 싶어 한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스승인 육관 대사의 심부름을 하던 중 그는 자신과 같은 곳에 살고 있
던 위부인의 팔선녀를 만나 그들과 희롱한다. 하지만 성진과 팔선녀는 그들의 정욕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 모두 인간 세계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되고, 성진은 당나라의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다.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지위를 얻고, 군사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는 2명의 규수와 혼례를 치르고, 6명의 첩을 두었는데, 이들은 사실 소설 도입부에서 그가 희롱했던 팔
선녀의 환생이었다. 그러다 그의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양소유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는
세속적 가치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갑작스레 깨닫는다. 극 말미에 육관 대사는 양소유와 팔선녀를 다시
불교의 극락세계로 데려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후에 양소유는 큰 도를 얻게 된다.
김만중이 『구운몽』을 집필한지 3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박지은 작가가 극본은 맡은 ‘별그대’는 총 21
1) 이 부분은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8.1.(May 2016): 73-87에 게재된 저자의 논문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한류의 자조 및 17세기 소설 『구운몽』의 역할”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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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 TV 시리즈로 2013-2014년 하반기 SBS를 통해 방영되었다. 이미 ‘쩐의 전쟁’(2007), ‘바람의 화
원’(2008), ‘뿌리 깊은 나무’(2011) 등 한국 만화 혹은 역사 소설 기반의 드라마로 유명한 장태유 PD가 이
번 작품도 연출했다. ‘별그대’의 여주인공인 톱 한류스타 천송이 역은, ‘엽기적인 그녀’(곽재용 감독 2001)
의 그녀(그녀는 이름을 알 수 없다)로 유명한 전지현이 맡았다. 천송이는 자신에 대한 기자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지쳐 평화를 갈망한다. 이러한 때에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는 이는 그녀의 이웃 도민준뿐이다.
도민준 역은 2012년 역사 판타지 드라마 ‘해를 품은 달’(김도훈, 이성준)로 일약 벼락스타가 된 김수현이
맡았다. ‘별그대’에서 그는 연구 목적 차 UFO를 타고 자신의 별 KMT 184.05에서 1609년의 지구로 온 외
계인 역을 분했다. 조선 왕조 시대의 한국에서 (1392-1910) 그는 부부가 서로를 만나보기도 전에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가 된 15살의 이화를 만난다. 도민준은 남편을 따라 죽으라는 시댁의 강요로부터 이화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자신의 별로 돌아갈 기회, 즉 400년에 한번씩 오는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화를 보호하는데도 실패해 그녀는 결국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나이를 먹지 않은 채 그는 400년을 지구에서, 주로 한국에서 보낸다. 그리고 자신의 별로 돌아갈 수 있
는 기회, 그 기회가 있기 3달 전에 천송이를 만나게 된다. 도민준은 천송이는 이화가 환생한 것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그녀를 구하고자 한다. 이 둘은 서로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갖게 되고, 천송이는 도민준은 외계인
이며 지구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초능력은 사라지고 말기에, 그는 결국 천송이를 떠나고자 결심한다. 그는 다시 지구
로 돌아올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가 떠난 지 3년 후, 그는 천송이에게 돌
아왔다. 하지만 그의 지구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그는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한다.
어떠한 점에서 ‘별그대’가 『구운몽』의 패러디인가?

‘별에서 온 그대’ 속 명백한 『구운몽』의 등장
『구운몽』은 ‘별그대’의 2 씬에서 명백히 등장한다. 첫 번째 등장은 드라마의 3회, 병원에서 이뤄지는 씬
이다. 도민준은 천송이가 자신에게 있어 ‘인생의 책’이라는 일본 만화책에 대해 비웃는다. 이 만화들의 제
목은 이를테면, 『원룸의 집사』, 『욕심쟁이 상사와 한 밤중의 사무실』 등이다. 이에 발끈한 천송이는 도민준
이 얼마나 수준 높은 책을 읽는지 묻는다.
도민준: 내 인생의 책은 『구운몽』이야.
천송이: 무슨 몽?
도민준: 『구운몽』!
천송이: 참 내! 그거 조선시대 책 아니야? 완전 고리타분하네!
도민준: 옛날 책이라고 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 『구운몽』은 조선이 낳은 신개념 판타
지 소설이었어. 해리포터보다 400년 앞섰지만 그것보다 모자랄게 없는 작품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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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준은 『구운몽』을 자신 인생의 책이라 말한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구
운몽』이 도민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즉, 17세기에 시작한 구운몽과 도민준의 지상에서의 ‘인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
운몽』은 새로운 컨텍스트(context) 속 도민준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소설과 드라마 사이의 패
러디 관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송이는 『구운몽』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비록 앞서 언급했듯 이 작품이 한국 문
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교육 과정 중 일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쓰여졌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녀는 질색한다. 도민준이 『구운몽』의 가치와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젊은 층에게 잘 알려진 영
국 소설 해리포터를 언급한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천송이가 ‘서양’ 대중 문화에 더욱 친숙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다. 위 대화는 전통과 한류 사이의 긴장, 드라마 도입부에서부터 줄곧 강조해온 차이
를 극대화한다. 첫 회에서 천송이는 자신이 한류의 중심임을 자부한다. ‘아시아가 하나가 된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한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가 우릴 하나 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제가...’ 한류의 전형인 천송이는 한국 전통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외국 대중 문화에는 익숙함을 보
인다. 『구운몽』과 도민준이 전통을 상징하는 반면, ‘별그대’와 천송이는 한류를 대변한다. 역사 드라마 ‘해
를 품은 달’에서 조선의 왕 이훤을 분한 김수현의 ‘기존 이미지’(pre-existing image; Paquet 2009,105)와
엽기적인 그녀 속 전지현의 이미지는 장태유 연출가가 인터뷰(별에서 온 그대 DVD1)에서 언급했듯 이러
한 양분법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구운몽』의 두 번째 등장은 ‘별그대’ 10회에서 찾을 수 있다. 도민준과 그의 인생의 책이라는 『구운몽』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천송이는 마침내 『구운몽』을 읽어보기로 한다. 그녀는 현대판 『구운몽』을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한 놀람과, 그리고 심지어 충격을 받은 듯 이렇게
말한다. ‘결국 남자 하나랑 여자 여덟 명이 연애하는 이야기네. 괘씸하네!’ 그녀는 한국 고전 소설에서 러
브스토리를 접하게 될 줄은 몰랐던 듯 하다. 최소한 한 남자와 여덟 명의 여인 사이의 로맨스는 전혀 예상
치 못했음이 분명하다. 천송이가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이미지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록 그녀가 한국
전통과 관련된 것에는 질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점차로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구운몽』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 2씬이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암시라고
만 할 수 있을까?

‘별에서 온 그대’와 『구운몽』 비교
도민준 vs. 양소유 그리고 (비)사교성과 (무)성의 문제.
도민준과 양소유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두 인물 모두 준수한 외모에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에다
탁월하게 지적인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양소유는 과거에 장원 급제한 바 있고, 도민준은 하버드 출신이
다. 두 인물 모두 유한성을 뛰어넘는 기술을 연마했다. 예를 들어, 둘 모두 나이를 먹지 않으며, 심지어 도
민준은 시간을 정지한 채 순간이동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양소유와 달리 도민준은 술을 마시지 못하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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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타액 및 혈액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듯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과민증은 그로 하여금 어떠한 종
류의 감정적 애착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 둘 모두 해당 시대의 이상
향을 구현해낸다. 17세기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단순히 잘생기고, 지적이고,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
성과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이상향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음주 및
타인의 타액에 대한 도민준의 과민증은 양소유가 한 때 즐겼던 ‘지상의 쾌락’을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으
로 만들어 버렸다.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과도한 음주 문화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타액과 혈액에 대한 그의 과민증은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거나 또는 어느 집
단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 또래 집단 내 만연한 강제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
그의 과민증 때문에 도민준은 비사교적 무성욕자처럼 보인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1인가구가 증가하
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듯 하다. ‘자아실현’이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때에, 인
간 관계란 결국 자아의 행사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다. 비록 가족 부양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나쳐 희망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1인 가구를 강
요하는 다른 요소들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불평등은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융통성 없는 근무 시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결혼, 자녀 교육에 대한 막
대한 비용, 혹은 단순히 싱글의 삶을 선택한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사교적이
고 무성욕자인 도민준을 21세기 한국의 ‘이상적 남성상’으로 설정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현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도민준이 ‘이상적 남성상’의 전통을 양소유로부터 이어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외로운 삶은 그다
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드라마 5회 천송이와의 대화 후 도민준 자신 또한 자신의 독신
자 삶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한다:
도민준: 상처 안 받는 법 알려줘?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마. 그럼
실망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없어.
천송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도민준은 천송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알지 못한다.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한 이후에야
그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7회에서 그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 장 변호사와 우동을 함
께 먹으며 이런 그의 심정을 토로한다:
장 변호사: 선생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혼자서만 드시더니. 요즘엔 같이 식사
하시구... 지금 벌써 2번이나!
도민준: 밥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같이 먹기 시작했더니 혼자 먹는 게 좀 쓸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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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준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천송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그녀에게 키스한다. 그의 비사교적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그의 육체는 여전히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로 인해 천송이와의 관계가 순전
히 플라토닉하게 남을 수 있기도 하다. 천송이는 16회에서 도민준과의 관계가 플라토닉한 것에 대해 간접
적으로 불평을 하긴 하지만 드라마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극이 후반부로 향하면서 도민
준이 그의 비사교성을 어느 정도 극복함에 따라 그의 무성욕 또한 더 이상 그의 행복에 있어 걸림돌로 그
려지지 않는다. 즉, 이 드라마는 사회성은 중요하되, 무성욕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족 제도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팔선녀의 재현 그리고 한류의 전형으로서의 천송이
양소유의 여덟 명의 여인은 ‘별그대’에서 순수한 서이화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다시 그녀는 아름다운
여주인공 천송이로 환생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어떤 여성 시청자가 다른 7명의 여성과 남자
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구운몽』 속 양소유의 여성들과는 달리, 서이화와
천송이의 역할은 도민준을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들이 열정을 상징한다면, 도민준은 침착한 이성
을 의미한다. 그는 전지전능한 인물로 그려지고, 중국 고전을 읽으며, 마작을 즐겨 하고, 고서적 수집을 취
미로 삼으며, 박물관을 애용하고, 한류는 눈곱만치 알지 못하는 인물이다. 반면, 천송이는 일반 상식이 부
족하고, 일본 성인 만화와 서양 대중 문화를 좋아하며, 치맥을 즐길 줄 알고, 한국 전통 문화에는 질색하
며, 스스로를 한류의 중심이라 여기는 인물이다. 천송이는 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일까?
한류에 내재하는 ‘한국스러움’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조혜정은 한류의 성공은 한국 전
통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한류에 대한 민족문화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Cho 2005,153–155).
한류의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한국스러움’이 아니라, 한류의 ‘문화적 무취 culturally odorless’ (Iwabuchi
2002), ‘무국적 mukokuseki無國籍’(Iwabuchi 2002), ‘초국적 chogukjeok超國籍’(Jung 2011, 163) 측면
으로 보인다. 김유나 (2013, 17) 또한 ‘한국 대중 문화는 한국의 전통 가치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영향력의 혼합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John Lie 는(2012, 361) 심지어
케이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로 케이팝에는 소비자를 쉽게 ‘납득’하게 할 만 한국
적인 것인 없다는 것을 꼽는다. 이는 한국 TV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정선은 ‘무국적’이 곧 한국 전통이 한류의 성공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고 명백히 밝힌다. 무국적이란 ‘대중 문화의 횡문화적 하이브리드, 즉 무취의 글로벌 요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민족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2011, 3). 문화적으로 무취한 요소에 기반한 문화
적 근접성은 한국 대중 문화의 성공적인 수출에 있어 전제 조건인 반면, 문화적 차별성은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류의 소비는 하이브리드적 이해, 즉 이질적이고 유사한, 알려지고 미
지의, 친숙하고 이국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Lyan 2015, 215). Chua (2008)
는 이러한 현상을 거리두기와 동일화의 동시적 프로세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숙함은 수용에 있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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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인 반면, 이국적인 것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스스로를 한류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천송이. 그녀의 한국 전통에 대한 무지 및 외국 대중 문화에 대한
편애는 마치 한류 내 ‘한국스러움’의 양면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녀의 과장된 가벼움은
알레고리라기 보다는 한류를 조롱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첫 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매
니저를 시켜 카페 모카를 사오게 한다. 그녀를 칼로리를 핑계로 커피를 마시지 않고, 대신 사진을 찍어 다
음 코멘트와 함께 인터넷에 올린다:
피곤한 오후엔 역시 달달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씨를 숨겨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여기서 그녀는 모카와 목화를 혼동하여, 한국에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에게 감사를 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가벼움이 한류 현상을 정당히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천송이가 보여주는 상투적
인 가벼움은 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해만이 난무하는 현상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꿈 구조
『구운몽』과 ‘별그대’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상응하는 점이 있어, ‘별그대’가 단순히 암시 차원에서 『구운
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운몽’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소유와 도민준 모두
천상계에서 인간 세계로 떨어졌으며, 이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도 그들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비록 양소유
의 경우 스승이 내린 벌 때문이긴 하지만, 인간 세계로 오는 것은 여전히 그가 꿈꾸던 것이었다. 반면, 도민
준의 경우 순전히 연구 목적으로 지구로 오게 된다. 또한 양소유와 도민준을 지상에 묶어두게 된 경우도
미래의 연인과의 첫만남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오직 제한된 시간 동안
에만 지상에 머무른다. 이 둘 모두 지상에서 머무르는 동안 꿈을 경험한다.
두 작품 속에서 꿈의 모티프는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된다. 몽환적인 꿈 외에도 양소유와 도민준은 예지
몽을 경험한다. 그 예로, 양소유는 미래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꿈을 꾸고,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위험이 닥
치는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를 여러 번 구할 수 있게 된다. 꿈의 모티프는 좀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그려진다.
사고 후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천송이는 꿈 속에서 아빠를 만나 도민준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또 다
른 꿈에 대해 얘기한다. 이 부분은 꿈 속의 꿈, 또 그 안의 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양소유와 팔선녀, 그
리고 천송이와 도민준 사이의 사랑에 대한 꿈은 여전히 두 작품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도민
준은 천송이와 함께 지구에 남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청혼까지 한다.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이 꿈
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극이 후반부로 치닫는 19회에서 그는 노래를 부른다.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에 천송이는 대답한다. ‘우리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야.’
『구운몽』도 유사한 방식으로 끝맺는다. 양소유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침울한 음악이 꿈이 끝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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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참으로 호화로웠다……소유는 그의 옥피리를 꺼내 들고 연주를 시작했다. 음악은
상당히 구슬펐다. 마치 탄식과 연모, 눈물과 책망으로 짜인 음악같이……나는 지상의 삶으
로 날 묶어두는 것들을 잠시 잊고, 탄생도 죽음도 없는 방법을 깨우쳐야 한다. 이 말은 곧, 참
으로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바, 슬프
기 그지 없다. 나의 슬픔은 내 피리 연주에서 드러났으리라. (Kim1979, 172–174).
도민준과 양소유 모두 인간 세상을 떠나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양소유와 달
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도민준은 지구로 돌아온다. 그는 그의 별과 지구 사이를, 아니 어쩌면 혹자가 말
하듯 현실과 꿈 사이를 왕래한다. 두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결말이 『구운몽』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양소유가 지상에서 보낸 시간, 즉 그가 꿨던 꿈은 그가 스승 육관 대사와 불교의 지상낙원에서 살던 실
제 현실의 틀 안에 있다. 현실-꿈-현실의 구조는 ‘별그대’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꿈이 실
제로 꿈인 것을 인지했을 때, 도민준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 인간
의 덧없는 생이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 『구운몽』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아닌가? 성진이 불교의 지상
낙원으로 돌아온 후 그의 스승은 그를 꾸짖는다:
너는 쾌락을 좇아 떠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맛본 후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너는 꿈과
현실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너는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게로구나
(Kim 1979, 175–176).
육관 대사는 꿈과 현실은 서로 하나라고 설명한다. 도민준이 그의 별과 지구를 왕래하는 것도 이렇듯 현
실과 꿈은 하나라는 것을 ‘별그대’식의 해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용적 차원으로 본 패러디
면밀히 비교해 본 결과 ‘별그대’는 『구운몽』의 패러디로 이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국에
서 ‘별그대’를 패러디로 분석한 그 어떤 비평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드라마의 연출자 또한 『구운몽』과
의 패러디 관계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구운몽』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씬은 미디어에서 널리 논의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 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드라마를 받아들일까? 비슷한 시기에 드라마가 방영
된 중국에서는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별그대’ 방영 전 중국어 판 위키피디아에는 『구운몽』에 대
한 언급이 없었다.
『구운몽』이 드라마에서 한 문장으로 언급된 이후,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한국 TV드라마 ‘별그대’의 주인공 도민준이 “인생의 책”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출처는 패러디 범위 내
에서 인정 및 정의된다. 흥미롭게도 『구운몽』의 두 번째 중국어판이 2014년 3월, 정확히 드라마가 종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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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구운몽』에 대한 유일한 이차적인 출처는 드라마에 대한 신문기사뿐이다. 2014
년 2월 26일자 런민왕(Renminwang)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도민준의 인생의 책, 『구운
몽』 중국어판 출간’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큰 인기를 얻은 한국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남자 주인공인 도민준 교수는 『구
운몽』을 자신의 인생의 책이라고 언급했다. 도민준은 양소유의 준수한 외모만 닮은 것이 아
니다. 그는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는 양소유와 같이 환생을 경험한다.
심지어 양소유의 깨달음, 즉 꿈과 현실은 하나라는 것이 도민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듯 하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구운몽』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비록 이 기사는 분명 앞서 언급한 『구운몽』 중국어판 출판사에서 후원한 것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별그대’를 『구운몽』의 패러디로 보는, 유일하게 문서화된 증거다. ‘별그대’가 패러디로 보이지 않는 이
유는 자명하다. 패러디적인 시그널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별그대’ 속 패러디적인 시그널은 왜 명시적이지 않은 것인가?‘별그대’가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패러디적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 가능할까? ‘무국적성’이 한류의 세계적 성공의 주
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이와부치(Iwabuchi)의 이론에 기반하면, 시청자에게 ‘별그대’가 『구운몽』의 패러디
임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고전 문학의 중심에서 『구운몽』은 분명
한국인에게 일정 수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
지 않은 수준이다. 즉, ‘별그대’에 대한 이해가 순전히 『구운몽』에 대한 패러디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성공이란 요원했을지도 모른다. 『구운몽』에 대한 명시적 패러디는 비한국인의 드
라마 몰입을 저해했을지도 모른다. 반면, ‘이국적인’ 『구운몽』에 대한 가벼운 암시 정도는 분명 시청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했다.
하지만 『구운몽』이 드라마 속에서 여러 번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그 누구도 드
라마를 소설과 연관 지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과연 드라마는 한류팬의 문화
적 뿌리 없음을 조롱하기 위해 일반 시청자는 한 눈에 알기 어려운, 소설과 드라마의 면밀한 비교 이후에
나 감지할 수 있는 패러디적 시그널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 드라마에서 『구운몽』을 몰라 조롱 당하는 것
은 천송이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라마는 『구운몽』을 모르는 시청자 전부, 그리고 패러디를 알
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조롱하는 듯 보인다. 천송이가 도민준의 영향으로 『구운몽』을 읽기 시작
했듯, ‘별그대’도 시청자에게 그녀와 같은 행동을 권유한다.

결론
소설과 드라마 사이의 면밀한 비교(특히 구조적 차원)를 통해 ‘별그대’와 『구운몽』 사이의 패러디 관계
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시청자는 패러디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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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를 은밀히 진행한 이유 그 첫 번째로 『구운몽』에 익숙지 않은 비한국인 시청자의 시청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 두 번째로 드라마를 소설과 연관 지어볼 생각을 하지 못한 한류 팬의 문화적 뿌리 없음을
조롱하기 위한, 그리고 세 번째 패러디를 알아차린 이에게 드라마에 다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예는 한국 외 국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한국 고전 문학이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
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전의 인용이란 원문이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나 그 역할이 빛을 발한다. 따라서 저
자는 한국 외 국가 상아탑에서의 한국학 논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중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도 한국 고전 문학의 번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 고전 문학이 한국 외 국가에서 더 널리 알
려지게 된다면, 한국 TV 드라마는 성공을 위해 현재와 같이 문화적으로 무취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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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the allusion, but a comparison to Hong Gildong clarifies the dimensions of Kim Tan’s problematic
circumstances.
Another TV drama that relies more massively on a work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s My Love,
which proved extremely popular in China.1) I argue that My Love, as a covert parody of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Guunmong 九雲夢; hereafter The Dream), has much more to offer than a simple love
story between the alien Do Min-jun and the top hallyu star Cheon Song-i.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rama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romance—it can be enjoyed as a simple love story and most viewers
appreciated it as such, but it can function on more than one level.
My Love is deeply rooted in Korean tradition. For example, it uses an entry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to explain the arrival of Do Min-junʼs UFO at the beginning of
the drama (CWS 1609/08/25). In Episode Nineteen Heo Gyun (1569-1618), the alleged author of the
The Story of Hong Gildong, appears to discuss Do Min-jun’s supernatural abilities. And Do Min-jun
himself emphasizes how much he appreciates the Confucian primer Myeongsim bogam 明心寶鑑 (ca.
14th century) several times. However, the most influential work in My Love is My Dream. My Love does
not simply allude to or borrow from The Dream. I argue that it is semantically and structurally based on
the novel and can thus be deemed a covert parody of it due to its critical distance.
To prove my argument, I will apply Linda Hutcheon’s definition of parody as ‘repetition with critical
ironic distance’ (Hutcheon 2000, 35) and compare the works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haracters
and the dream structure. Finally I will focus on the pragmatic level of parody and discuss possible
meanings of My Love as a parody of The Dream.

The source text and its parody
The Dream was written in the seventeenth century by the Confucian scholar Kim Man-jung (1637–
1692). Although the reasons for its high status in the Korean literary canon are debatable (Yu 2011), it
belongs to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um and should therefore be part of common knowledge in
South Korea.
The main protagonist is the monk Xingzhen, who lives in a Buddhist paradise but longs for worldly
success, glory and honor, women and music. He suffers from loneliness in his life as a Buddhist monk,
feels imprisoned and wants to make his name immortal. As luck would have it, during an errand for his
master Liuguan, he meets the eight fairy girls of Lady Wei who live in the same Buddhist realm, and flirts
1) T his part is based on my article “Self-mockery of hallyu in the Korean drama My Love from the Star (Byeol eso on geudae) and the
role of the seventeenth-century novel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Guunmo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8.1. (May 2016): 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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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m. However, not only Xingzhen, but the fairy girls too have to pay for their amorous adventures.
As a penalty, all of them are sent down to the human world where Xingzhen is reborn under the name
Yang Shaoyou in Tang China. He passes the civil exams with honors, holds the highest positions and
becomes enormously successful in military affairs. He marries two princesses and has six concubines who
are none other than the reincarnations of the eight fairy girls he flirted with in the Buddhist paradise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At the climax of his happiness, however, Yang is attacked by a deep melancholy.
Suddenly he realizes how impermanent worldly values are. At the end, Master Liuguan brings Yang and
his eight women back to the Buddhist paradise and preaches from the Diamond Sutra, whereupon Yang
achieves supreme enlightenment.
More than 300 years after Kim Man-jung wrote The Dream, the screenwriter Park Ji-eun wrote My Love
which was aired on SBS during the winter season 2013–2014 as a TV series of 21 episodes. It was directed
by Jang Tae-yu, who is well known as director of the TV dramas War of Money (Jjeon ui jeonjaeng, 2007),
Painter of the Wind (Baram ui hwawon, 2008), and Deep Rooted Tree (Ppuri kipeun namu, 2011) which
are all officially based on Korean comics or historical fiction novels. The main female character in My Love
is top hallyu star Cheon Song-i, played by Jun Ji-hyun (Jeon Ji-hyeon), best known for her appearance
as The Girl (she is never given a name) in the blockbuster My Sassy Girl (Yeopgijeogin geunyeo, Gwak
Jae-yong 2001). Cheon Song-i longs for peace and quiet after being attacked by a mass of journalists who
accuse her of all sorts of crimes. It is her neighbor, Do Min-jun, who is constantly called on to provide
shelter for her. Do Min-jun is played by Kim Soo-hyun (Kim Su-hyeon), whose popularity skyrocketed
with his appearance in the historical fantasy drama Moon Embracing the Sun (Haereul pumeun dal, Kim
Do-hun, Yi Seong-jun) in 2012. In My Love he plays an alien who flew with a UFO from his star KMT
184.05 to Earth in 1609 for research purposes. In Joseon dynasty Korea (1392-1910), he meets the girl
Seo I-hwa, who is a 15-year-old widow whose husband had died before the couple could even meet. Do
Min-jun tries to protect her from her parents-in-law, who urge I-hwa to follow her husband into death.
In doing so, he not only misses the chance to return to his star—a chance that exists only once every 400
years— but he also ultimately fails to protect I-hwa, who dies in his arms.
Without getting older, he lives for 400 years on Earth, mainly in Korea, only to meet Cheon Song-i
three months before his next opportunity to return to his star. Do Min-jun realizes that Cheon Song-i
is actually the reincarnation of I-hwa and saves her life again. The two develop deep feelings for one
another, and even when Cheon Song-i learns that Do Min-jun is an alien and his time on Earth is limited,
she does not leave him. But since Do Min-jun’s energy will vanish if he does not return to his star now,
he finally decides to leave Cheon Song-i, although he promises to find a way to return to Earth. And he
keeps his promise. After three years away, he returns to Cheon Song-i, but his stay is limited. He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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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appears again and again.
What makes My Love a parody of The Dream?

Explicit appearances of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in My Love from the Star
The Dream explicitly appears in two scenes of My Love. The first appearance is set in the third episode of
the drama, and the scene takes place in a hospital. Do Min-jun makes fun of the erotic, originally Japanese
comics which Cheon Song-i calls the ‘books of her life’. They are titled, for example, Butler of a Studio
Apartment (Wollum eui jipsa), or Being together with your Greedy Boss in the Office at Night (Yoksim
jaengi sangsa wa han bam jung eui samusil). In return, Cheon Song-i asks what kind of sophisticated
books Do Min-jun reads.
Do Min-jun: The book of my life is Guunmong.
Cheon Song-i: What mong?
Do Min-jun: Guunmong!
Cheon Song-i: Oh my! Isn’t that a book from Joseon times? So old-fashioned and boring!
Do Min-jun: Do you think that all old things are boring? Guunmong was a totally new kind
of fantasy novel created by Joseon. It was written 400 years before Harry Potter, but it’s in
no way inferior to it.
Do Min-jun calls Guunmong, or The Dream, the book of his life. This can be understood in two ways.
First, it can mean that The Dream is the most important, most precious book for Do Min-jun. But it can
also be understood in a more literal way: the ‘life’ on earth for both The Dream and Do Min-jun, both of
which started in the 17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Dream recounts Do Min-jun’s life adapted into a
new context, and this may serve as a signal for the parodic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and the drama.
Cheon Song-i, however, has absolutely no idea what The Dream is—although as mentioned above it
is part of Korean literary heritage and is thus considered common knowledge. The mere fact that it was
written in the Joseon dynasty seems to scare her. It is also remarkable that Do Min-jun uses Harry Potter,
a series of British novels for young readers, to convey the value or status of The Dream. He obviously
assumes that Cheon Song-i is more familiar with ‘Western’ works of popular culture. The dialogue above
heightens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 and hallyu, a difference that is emphasized and played o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drama. In the first episode, Cheon Song-i defines herself as being the center of
hallyu: ‘What do you think unites Asia? I think it’s hallyu. It’s culture that unites us. And at the center,
there is me…’ As the embodiment of hallyu, Cheon Song-i lacks general knowledge and is ignora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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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 but familiar with foreign pop culture. The Dream and Do Min-jun represent tradition,
while My Love and Cheon Song-i embody hallyu. Kim Soo-hyun’s ‘pre-existing image’ (Paquet 2009,
105) as King Lee Hwon in the historical drama Moon Embracing the Sun and Jun Ji-hyun’s image as The
Girl in My Sassy Girl further support this dichotomy as director Jang Tae-yu pointed out in an interview
(Byeol eso on geudae, DVD 1). This will be discussed further in the following section.
The second explicit appearance of The Dream can be found in Episode 10 of My Love. Despite her
initial reserved attitude towards Do Min-jun and the book of his life The Dream, Cheon Song-i decides
to read it. The viewer sees her lying on the bed with a modern edition of The Dream in her hands. She
seems to be surprised and even shocked by what she reads, saying, ‘How he boasted that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is the book of his life! In the end, it’s a story about a man having relationships with eight
women. Unbelievable!’ She obviously did not expect a love story in a traditional Korean novel, at least
not one about one man and eight women. Cheon Song-i’s image of tradition begins to teeter, and although
she seems to be scared of everyth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 she becomes more and more interested.
Are these two scenes in which The Dream is explicitly mentioned merely allusions that are unimportant
for the whole storyline?

Comparison of My Love from the Star and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Do Min-jun vs. Yang Shaoyou and the problem of (un)sociability and (a)sexuality.
Do Min-jun and Yang Shaoyou share many characteristics. Both are portrayed as extremely handsome,
talented in many fields and extraordinarily intelligent. Yang passes the civil exams with honor, while
Do Min-jun graduates from Harvard. Both men master techniques that challenge impermanence—for
example, neither ages, and Do Min-jun can stop time for about a minute and masters teleportation.
However, in contrast to Yang Shaoyou, Do Min-jun can neither tolerate alcohol nor contact with human
saliva or blood. This biologically determined intolerance seems to serve as mechanism that protects him
from or deprives him of all kinds of emotional attachments.
Both male protagonists can be regarded as products of their respective socio-cultural systems. They both
embody ideals of their time. The ‘ideal m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was not only handsome, intelligent
and successful, but also knew how to enjoy women and alcohol. This ideal seems to have chang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Do Min-jun’s intolerance to alcohol and human bodily fluids makes it impossible
for him to enjoy ‘worldly pleasures’ as Yang Shaoyou did. His intolerance to alcohol might be understood
as a counter-reaction to Korea’s culture of heavy drinking, while his intolerance to human saliva and blood
might be regarded as a means to escape the prevailing peer pressure to join meetings of the group one
belongs to and to relieve sexual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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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his intolerances, Do Min-jun appears unsociable and asexual. This may link to the fact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single households in South Korea than ever before. In times when ‘self-realization’
often has the highest priority, human relations give way to pure exercise of the ego. But even if the wish
to raise a family still exists, the financial burden is often so heavy that it cannot always be realized.
There are, of course, many other factors why women and men choose or are forced to live alone—such
as gender inequalit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many women to combine work and family; inflexible
working hours; the tendency towards marriage according to status; high costs for children’s education or
simply the wish to remain single. In this sense, the unsociable and asexual Do Min-jun as the ‘ideal man’
of twenty-first century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signpost that tells viewers the direction in which
society is moving.
Although Do Min-jun has inherited the role of the ‘ideal man’ from Yang Shaoyou, his lonely life is
not portrayed as desirable in the drama. Do Min-jun himself begins to regret his life as a singleton after a
conversation with Cheon Song-i in Episode Five:
Do Min-jun: Should I tell you how not to get hurt by others? Neither give nor take nor
expect anything. Then, you will never get disappointed or hurt by anyone.
Cheon Song-i: But for what purpose do you live, then?
Do Min-jun does not know how to answer Cheon Song-i’s question. After he begins to share his time
with others, he feels lonely when he is alone again. In Episode Seven, he explains his feelings to his only
friend Lawyer Jang as they eat noodle soup together at a restaurant:
Lawyer Jang: What has happened to you? For the last thirty years it was difficult to share
even one meal with you. Just recently you ate together with me at your house and today
again!
Do Min-jun: Eating is really strange. Once you begin to eat together, it feels so lonely to
eat alone again.
Do Min-jun begins to enjoy the company of others. He even kisses Cheon Song-i to show her his
feelings, yet he knows that he will faint immediately afterwards. His unsociable behavior changes,
although his body still cannot tolerate direct contact, which means that his relationship with Cheon Song-i
remains chiefly platonic. Cheon Song-i indirectly complains about the platonic nature of her relationship
with Do Min-jun once in Episode Sixteen, but this is not further problematized in the drama. Thu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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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Min-jun overcomes his unsociable behavior to some extent towards the end, his asexuality is not
portrayed as an obstacle preventing his happiness. In other words, the drama seems to convey the message
that sociability is desirable, but asexuality is nothing to really worry about.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institution of family in twenty-first century South Korea.
Cheon Song-i as representation of the eight fairy girls and her embodiment of hallyu
Yang Shaoyou’s eight beautiful women are transformed into the pure girl Seo I-hwa and her reincarnation,
the beautiful leading lady Cheon Song-i, in My Love. But what female viewer in today’s world would be
happy to share a man with seven other women? In contrast to the role of Yang Shaoyou’s women in The
Dream, however, the role of Seo I-hwa and Cheon Song-i is to act as a foil to Do Min-jun. They represent
passion, while Do Min-jun provides the calming tones of reason. He is portrayed as omniscient, reads
classical Chinese, plays Mahjong, collects old books, likes museums and has no idea of hallyu. Cheon
Song-i on the other hand lacks general knowledge, prefers foreign erotic comics and pop culture, enjoys
chicken and beer, hates Korean tradition and regards herself as the main figure of hallyu. Why is Cheon
Song-i portrayed in such a manner?
The inherent ‘Koreanness’ of the Korean Wave or hallyu has already been widely discussed. Cho HaeJoang questions the cultural nationalistic perspective on hallyu according to which the success of hallyu
is rooted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Cho 2005, 153–155). It appears that it is not the ‘Koreanness’, but
rather the ‘culturally odorless’ (Iwabuchi 2002) aspects of hallyu, its ‘lack of nationality’, or mukokuseki
無國籍(Iwabuchi 2002), its ‘trans-nationality’ or chogukjeok 超國籍 (Jung 2011, 163) that makes the
success of hallyu possible. Kim Youna (2013, 17) also concludes that ‘Korean popular culture is not really
Korean in the sense that it has not evolved from Korean traditional values, but is a mixture of influences.’
John Lie (2012, 361) even argues for the case of K-pop that it is precisely because there is not very much
Korean in K-pop that it can become such an easy ‘sell’ to consumers. This also rings true for Korean TVdramas.
Sun Jung clarifies that the ‘lack of nationality’ does not mean that Korean tradition does not play any role
at all in the success of hallyu, it rather ‘implies the transcultural hybridity of popular culture, which is not
only influenced by odorless global elements, but also by traditional (national) elements’(2011, 3). Cultural
proximity based on culturally odorless elements is a precondition for the successful export of Korean
popular culture, while cultural difference can serve as a source of attraction. Thus, the ‘consumption of
hallyu is based on its hybrid reading of different and similar, known and unknown, familiar and exotic
media contents’ (Lyan 2015, 215). Chua (2008) refers to this phenomenon as the simultaneous process
of distancing and identification. The familiar is a precondition for reception, while the exotic arou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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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s curiosity.
Defining herself as the center of the Korean Wave, Cheon Song-i’s ignorance of Korean tradition and
her preference for foreign popular culture seem to mirror the ambivalent role of ‘Koreanness’ in the
Korean Wave. However, her hyperbolized superficiality functions more as mockery of the Korean Wave
than as an allegory of it. For example, in the first episode she asks her assistant to buy a Caffé mocha for
her. She does not drink it herself due to its high calorific content, but merely takes a picture of it which
she posts in the internet saying: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a sweet Caffé moka (‘mocha’, 모카) on an exhausting afternoon.
I guess I know why Master Mun Ik-jeom secretly brought mokhwa (‘cotton’, 목화) to
Korea. Thank you, Master Mun Ik-jeom!
In this case, she misunderstood moka (‘mocha’) as mokhwa (‘cotton’) and thanks Mun Ik-jeom, who is
said to be the first cultivator of cotton in Korea.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superficiality does justice to
the phenomenon of hallyu. Cheon Song-i’s clichéd superficiality rather satirizes a clichéd understanding
of hallyu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henomenon’s full complexity.

Dream structure
The Dream and My Love also have parallels on a structural level, which suggests that My Love does not
merely echo The Dream by means of allusion, but is actually based on it. Yang Shaoyou and Do Min-jun
both descend from a higher plane to the human world and their common motivation is curiosity. Although
Yang Shaoyou is punished by his master, it is still his explicit wish to come to Earth, while Do Min-jun
flies to Earth for research purposes. In both novel and drama it is the first contact with their future lovers
that causes Yang Shaoyou and Do Min-jun to stay on earth. They stay for a restricted period of time only,
before returning to the higher world they came from. Both experience a dream during their stay on Earth.
The motif of the dream can be found in both works on various levels. Besides their dreamlike qualities,
Yang Shaoyou and Do Min-jun have prognostic dreams. While Yang Shaoyou dreams, for example, about
a future military victory, Do Min-jun dreams about situations in which Cheon Song-i’s life is in danger,
and these dreams enable him to rescue Cheon Song-i again and again. The dream motif is also played
with in a more complicated way. Still unconscious after an accident, Cheon Song-i tells her father in
a dream about another sad dream, in which Do Min-jun loves her. Here, we are talking about a dream
within a dream within a dream. However, the dream of the love between the eight fairy girls and Yang
Shaoyou—and between Cheon Song-i and Do Min-jun—definitely takes center stage in both work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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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decides to stay with Cheon Song-i on Earth and even asks her to marry him, although he knows
that everything is but a dream. In a melancholic song towards the end of Episode Nineteen, he sings, ‘I had
a wonderful dream’ and Cheon Song-i replies, ‘It’s time to wake up from the dream’.
The Dream ends in a similar way. Here, melancholic music also preludes the end of the core dream,
music which is of course played by Yang Shaoyou himself:
Autumn was in full splendor…Shaoyou took out his jade flute and played a tune. It was very
plaintive, as though composed of sighs and yearnings, of tears and reproaches… I must put
off the trammels of worldly life and obtain the way that has no birth nor death. But because
this means I must now say farewell to all of you, with whom I have spent such long and
happy years, I feel sad. My sadness showed in my flute-playing (Kim 1979, 172–174).
Both Do Min-jun and Yang Shaoyou are about to leave the human world and return to the place whence
they came. Unlike Yang Shaoyou, Do Min-jun returns to Earth, but not for long. He commutes between
his star and Earth—or, one could say, between reality and dream. A closer look at the final scenes of both
works shows how this ending can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The Dream.
The dream—the time Yang Shaoyou spends on Earth—is framed by reality—the time he spends with
his master Liuguan in the Buddhist paradise. The reality-dream-reality structure can also be found in My
Love. However, once the protagonist has realized the dream is in fact a dream, is it then still possible to
return to the dream, as Do Min-jun does? Does The Dream not end with the message that our impermanent
human lives are nothing but an illusion? After Xingzhen has returned to the Buddhist paradise, his master
scolds him:
You went in search of pleasures, and came back having tasted them all….And you say
that the dream and the world are two separate things, which proves that you have not been
woken from the dream (Kim 1979, 175–176).
Master Liuguan explains that dream and reality belong together. Do Min-jun’s commuting between
star and Earth could be understood as My Love’s interpretation of the idea that reality and dream belong
together.

The pragmatic level of the parody
Although a close comparison reveals that My Love can be understood as a parody of The Dream, I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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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find any critical writing in Korea on My Love that analyzes the drama as a parody. In addition, the
producers of the drama have never mentioned a parodic relationship to The Dream. However, the scenes
in which The Dream is explicitly mentioned are widely discussed in the media. So what about the drama’s
reception outside Korea? How was it received and analyzed in China, where the drama could be watched
at roughly the same time? It seems that the article on Chinese Wikipedia about The Dream did not exist
before the airing of My Love.
After The Dream is introduced in one sentence of the article, the following sentence says: ‘This book
was called “the book of my life” in the Korean TV-series My Love by the main character Do Min-jun.’ The
source text is here identified and defined within the scope of its parody. Interestingly, a second Chinese
edition of The Dream was published in March 2014, precisely at the time when the drama ended; and the
only secondary sources for The Dream are newspaper articles on the drama. There is even one article in
Renmin wang, dated February 26, 2014 titled ‘Original Chinese edition of The Dream, which Professor
Do Min-jun called the book of his life, in print’. The article reads:
In the recently very popular Korean TV series My Love from the Star, the main male character
Professor Do Min-jun interestingly called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the book of his
life. Do Min-jun does not only share Yang Shaoyou’s good looks: he also shows talent in
various fields. Moreover, he shares with him the experience of reincarnation. Even Yang’s
enlightenment, as dream and reality melt in the end, seems to have influenced Do Min-jun’s
fate. Hidden details will become clear after reading The Dream of the Nine Clouds.
Although this article is probably sponsored by the publisher of the aforementioned new edition of The
Dream, it is the only written evidence that shows somebody understands My Love as a parody of The
Dream. It is obviously not self-evident that My Love should be viewed as parody. The parodic signals are
simply not forceful enough.
Why are the parodic signals in My Love not more overt? Might it be possible that My Love intentionally
chose to cover its parodic signals, hoping for global success? Based on Iwabuchi’s theory that the ‘lack
of nationality’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hallyu’s global success, it might be dangerous to openly
demand that viewers understand My Love as parody of The Dream. At the very core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The Dream certainly belongs to Korean general knowledge, but it is generally unknown in any
other country. In other words, if the understanding of My Love had been primarily based on its parodic
relation to The Dream, its success outside of Korea would have been far less probable. The overt parody of
The Dream would have hindered the identification of non-Korean audiences with the drama, while l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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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s to the ‘exotic’ Dream obviously aroused the curiosity of the viewers.
However, it is still surprising, given the fact that the title of The Dream is explicitly mentioned more
than once in the drama, that virtually nobody in Korea felt obliged to relate the drama to the novel. Did
the drama intend to mock the cultural rootlessness of hallyu fans by providing parodic signals that are
strong enough to reveal the parody after a close comparison of novel and drama, but too weak for a general
audience? In the drama, it is Cheon Song-i who is mocked for not knowing what The Dream is. But the
drama as a whole appears to mock all view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Dream and their lack of
competence to recognize the parody. In the same way that Cheon Song-i is encouraged by Do Min-jun to
read The Dream, My Love virtually invites the viewer to do the same.

Conclusions
Although a close comparison between the novel and the drama (especially on the structural level)
reveals the parodic relation between My Love and The Dream, the parody remained virtually unnoticed
among the drama’s viewers. This could be explained in several ways. The covertness of the parody might
have been intended firstly not to deter non-Korean view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Dream, secondly
to mock the cultural rootlessness of hallyu fans who were not able to relate the drama to the novel, and
thirdly to offer the successful decoder of the parody ‘an extra fillip’ of pleasure by enriching the polysemy
of the drama.
This example shows that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s not irrelevant for the reception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outside of Korea. But references can only be realized when the source texts are known.
So, I argue that we do not only need translation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or discussions in the ivory
tower of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but also for the understanding of popular Korean culture. I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s more widely known outside of Korea, Korean TV dramas do not need to be
as culturally odorless as they are now to b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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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통해 러시아어 텍스트로 재탄생 할 경우 새롭게 수용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고전문학 번역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제외한 여러 민족이 배출한 고전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출판 시장 수요는 미미한 것
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은 소련 시절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고전문학 번역, 그리고
1990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진 번역가들에 의한 일부 현대 문학 번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
다. 러시아 독서 및 출판계에서 한국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미미하지만, 우수한 품질의 한국 상품
의 인기와 한국 대중 문화(영화, 드라마, 음식, k-pop 등)에 대한 젊은이들의 높아진 관심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문학을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훌륭한 터전을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록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지만, 한
국 문화의 뿌리와 정신적 근원에 해당하는 고전문학의 새로운 번역 및 소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발전 등 가시적 영역에서 많은 성취를 보여준 나라 한국의 과
거와 문화 전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일부 러시아 인들은 당연히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고전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일까?
발행 부수가 평균 1천 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하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쿠
르바노프교수님 제안처럼 고전문학을 대중적 컨텐츠로 re-mastering 하는 작업이 시급한가? 한국의 진
지한 독자층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 문학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지요. 투르게네프, 도스
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여러 출판사에서 새롭게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지만, <이고리 원정기>, <아바쿰의 성자전> 등과 같은 고대 및 중세 문학은 작은 부수로 출판되어 러시
아 문학 전문가 혹은 극소수의 독자들에 의해 향유되고 있을 뿐 입니다. 잠재적 독자의 숫자가 미미하다
고 이 같은 작품들의 번역 필요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근대 문학과 문화를 제
대로 이해하자면 고대 및 중세 문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한국 고전문학을
번역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대 문학의 번역에 기울이는 노력의 일정부분은 고전문학 분야에도 쏟아야 한
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번역 후보 작품의 선정, 번역의 적절성, 출간 도서의 홍보 및 유통 등
과정 전체가 잘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쿠르바노프 교수님 제안대로 영화나 드라마
로 re-mastering 된 한국 고전문학 작품이 등장할 경우, 그 시기에 맞추어 해당 작품을 출간하는 것과 같
은 출판 전략은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고전문학을 잘 이해하고 이 작품들을 러시아 예술언어로 번역할 수 있
는 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우리 현대 문학 번역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한국 현대문학 작품들은 고전문학의 서사와 문체적 특징, 세계관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러시아 주요 도서관과 한국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 도서관에는 한국 현
대문학 번역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고전문학 번역 작품이 함께 비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9월 30일로 수교 26주년을 맞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의 문화 교류는, 한국인들이 금단의 땅
에 대해 갖던 막연한 호기심을 갖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적 선진국으로 그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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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면서 현재는 일방적 교류에서 탈피하여 쌍
방향의 호혜적 문화 교류가 가능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고전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은 앞으로 전개될 양국간 문화 교류의 충실성과 깊이를 담보할 작지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산이
라고 여겨집니다. 타자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인문 교류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각 민족의
고전문학이 갖는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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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at of Chinese or Japanese literature within Russia. It is worth remembering, however, the
existence of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classics that may be written in Chinese but still represent a
sensibility and context of thought that can be appreciated as uniquely Korean. These works pose a new
challenge as to how we may best introduce them to foreign readers, and what is the systemic way to do
so. The professor also mentions examples of Korean classics written in Korean that have been translated
in annotated form for children; I believe that there is ample opportunity to revisit the way these works are
perceived by commissioning new, unabridged translations in Russian.
The next issue I would like to address is whether there is a need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o be
translated. The reality is that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number of works that are often referred to in
the history of world literature, there is not much interest or demand on part of the general reading public
or publishing industry for the numerous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of different nations. For the most
part, Korean literature in Russia is represented by a smattering of classical works translated by scholars
during the Soviet era, and work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by a new generation of translators
following the opening of Korean-Russian relations in 1990 to the present. It is not much recognized
among the reading public or publishing industry in Russia as of the present, but the way Korea itself is
viewed has vastly changed thanks to the popularity of quality Korean goods and the younger generation’s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film, dramas, food, K-pop). This groundwork is perfect for attract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 general, including literature. In this context, I would argue that it is in fact
indispensable to undertake and promote new translations of Korean classics that have long informed the
spirit and roots of Korean literature. For there will be some in Russia that wonder about the past of Korea
and its culture and traditions as a country that has advanced in remarkable leap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What steps should be taken, then, to promote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Russian?
Should our efforts be centered on greatly increasing the number of copies in circulation, which currently
remain on average at only a thousand or so? Or, as Professor Kurbanov suggests, is it more urgent to
undertake a remastering of classical works into popularly digested forms? To answer this question, let
us turn to Russian literature in Korea, which is much appreciated by serious readers. Such authors as
Turgenev, Dostoyevsky, Tolstoy, or Chekov are readily available in translation, with many publishers
competing with new translations, but works of ancient and medieval literature such as The Tale of Igor’s
Campaign or Archpriest Avvakum, the Life Written by Himself are published in small runs consulted
by scholars of Russian literature or by very few general readers. Just because the number of potential
readers consulting these works is low, however, does not indicate there is no need for these works to be
translated. An understanding of ancient and medieval literature is essential to truly appreciate Russ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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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literature and culture. This is not to say that no effort should be spared in translating as many
work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s possible, but that they deserve at least a part of the attention that
goes to the transl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entire process should
be well-thought out and executed from the selection of titles to be translated to the actual translations and
the promotion and circulation of the published works. In the case of Korean classics being remastered as
films or dramas, as Professor Kurbanov suggests, publishing a tie-i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work could
capitalize on the attention a remastered work is more likely to garner.
We must not forget that without a skilled workforce capable of thoroughly understanding and translat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to literary Russian, the qualit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s also at stake. For as has been already mentioned, there are instances where modern Korean literature
makes use of the narrative, style, and worldview expressed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new ways.
It would be highly beneficial, therefore, for Russian libraries and libraries of universities where Korean
studies are taught to carry translations of certain classical works as well as work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is 30th of September marks the 26th anniversary of cultu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We
are moving towards a new stage in our relationship, from the early stages of Korean curiosity directed
towards a formerly forbidden land to Korea’s image rising as an economically developed nation going
hand in hand with increasing Russian interest in Korean culture, making it possible to move from what
was once mostly a one-sided relationship to a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of cultures. Be it so humble,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to Russian is nonetheless an invaluable part of this mutual
cultural exchange. In the best spirit of humanistic exchange, where looking towards others holds up a
mirror to ourselves, it is time to rediscover the importance of each nation’s classical literature.
Translated by Yoonna Amy Cho

116 |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활용된 동화(『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가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나 미국, 일본 드라마 작품 등과의 유사성을 주목
하여 ‘별에서 온 그대’를 비평한 사례와 대비해 본다면, 특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와 『구운몽』을 겹쳐서 살핀 비평/연구는 생산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드라마에서 『구운몽』의
소환/패러디/인용은 선생님의 지적처럼 시청자들에게 한류의 본질에 근접한 방식, ‘순전히 명시적인 패러
디’가 아니라 ‘가벼운 암시적인’ 차원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별에서 온 그대’ 혹은 한
국고전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의 미래보다는 『구운몽』이란 고전작품에 초점을 맞춰 조금 더 이야기를 나
눠보고 싶습니다.

1. ‘한국의 전통문화/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운몽』의 고전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구운몽』은 『춘향전』과 같은 고소설 작품과 비교해보면, 영화/드라마화한 사례가 없는 작품입니다. 물
론 한국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인지도 역시 높은 작품이지만, 김만중이라는 작가와 한글판본
의 존재라는 점을 제외하고 근대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국적성”을 지닌 작품으로도 오인될 여
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현대의 여성시청자가 쉽게 수용할 수 없
는 작품 속의 남녀관계, ‘팔선녀의 재현’이라는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소유가 머무는 唐이
라는 소설적 시공간(중국)을 충실히 재현해준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한국적인 것’을 말하기란 사실상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학계에서 중국서사 작품의 장르 및 양식의 특성에 따라 ‘별에서 온
그대’를 논의하는 상당수의 논문이 보이는 점도 이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형상, ‘현실-꿈’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지평 속
에서 겹쳐져 있는 서사구조를 비단 『구운몽』이라는 작품에만 적용되는 ‘한국만의 전통문화’ 혹은 ‘고전
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만약 『구운몽』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았다면, 이
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점은 근대의 민족중심주의적 시선으로는 쉽게 그 고전적
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한국고전문학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즉, 한자·한문을 공유했던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고유성] 양자를 함께 고민하며 찾아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2. 미래의 고전적 가치를 드러낼 『구운몽』에 관한 지식(“추가적인 활력소”)은 무엇일까요?
물론 『구운몽』의 한국적인 고전적 가치는 김만중의 삶과 시대를 『구운몽』과 겹쳐 읽으며 찾아갈 수도 있
으며, 17세기 동아시아 중국, 일본의 중세 소설들(『肉脯團』, 『好色一代男』 등)과의 대비검토를 통해서도 발
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연구 성과들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상아탑의 지식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 변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운몽』을 통해 ‘한국적인 고유성’을 찾는 시도가 “이
질적이고 유사한, 알려지고 미지의, 친숙하고 이국적인 미디어 콘텐츠”라는 한류가 보여주는 혼종성에 얼
마나 유용한 활력소를 제공할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사실 애초부터 『구운몽』은 한국 사대
부 규방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독서물이자 동시에 당시 동아시아 속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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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지닌 작품이었다고도 생각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대사[“조선이 낳은 신개념 판타지 소설”(도민준), “남자 하나랑 여자 여덟이 연애하
는 이야기”(천송이)]와 같이 대중을 향한 친절한 설명은 물론 『구운몽』의 고전적 가치를 말하기에는 분명
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운몽』에서 형상화되는 중국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일
종의 판타지적 시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구운몽』 텍스트를 면밀히 읽어보면 여성 인물들의 주도성
이 잘 드러나며 그 남녀관계는 에로티시즘보다는 로맨티시즘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들
은 어쩌면 한국의 누리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운몽』을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소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운몽』에서 남녀, 신분 사이 위계서열이 엄격히 존재하는 2부6처의 남녀관계에 대한 변용
은 흥미롭습니다. 팔선녀를 남성화하여 남녀관계를 전도시키거나, 남녀의 만남을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여
러 가지 상황이며 선택가능한 일대 일의 관계로 변모시키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김만중이 모
친을 위해 창작한 『구운몽』을 소위 일본의 ‘미소녀연애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게임장르를 선구적으로
예비한 작품으로도 평가하며, 그에 맞춘 새로운 『구운몽』의 패러디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구운몽』 자체
에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오래된 미래’, 고전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가치가 남겨져 있지 않을까
요? 혹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류에 활력소를 제공할 『구운몽』에 대한 새로운 연구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구운몽』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없는지요?

3.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서구권에서 『구운몽』이 지닌 고전적 가치의 공유는 어떠한 모습일
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국 쪽에서 ‘별에서 온 그대’의 흥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의 반향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또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구
운몽』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서구어 번역본을 접하게 될 때, 리처드 러트(혹은 게일)의 번역본은 서구인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를 제공해줄까요? 현재 『구운몽』 서구어 번역본에 관한 선생님의 개인적 생각을 듣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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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mmons Korean classics [people from the Joseon era]. Finally, because I completely agree that Do
Min-jun’s recommendation (“the book of my life”) of The Dream in My Love carried more weight than the
words of any Korean scholar in attracting the interest of Chinese scholars and students.
Even so, as Dr. Wall states, there are very few studies or critiques connecting The Dream with My Love
in Korea. This is in stark contrast with how 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 a children’s novel
quoted in My Love, became a bestseller in Korea, or the many examples of critiques drawing similarities
between the drama and American or Japanese TV series. Why the lack of critical writing in Korea on My
Love analyzing the drama in comparison with The Dream? As Dr. Wall points out, it must be because the
summoning/parody/quoting of The Dream in My Love appeared to viewers as a covert rather than overt
parody, as is closer to the nature of hallyu. Rather than discuss My Love or the future of hallyu making
use of Korean classical content, howev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lassical work of The Dream itself.

1. What is the classical value of The Dream as traditional Korean culture/classical literature?:
In contrast with other old novels such as The Story of Chunhyang, The Dream has never been adapted for
film or television. Despite being a well-known work and considered one of Korea’s masterpieces, if one
disregards its author, Kim Man-jung, and the fact that it is written in Korean, it would be easy to read a “lack
of nationality” into the work from the point of view of a modern nation state. Then there is the problem of the
eight fairy girls, a relationship that Dr. Wall rightly points out not many modern female viewers are likely to
accept. But even if the novel’s setting of Tang (China) where Yang Shaoyou’s adventures take place were to be
faithfully recreated, it would not be easy to discuss this as something typically Korean. It is interesting to note,
in relation to this, the existence of quite a few papers by Chinese scholars discussing My Love according to the
formal and genr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rrative works.
Is it possible to view the characterization of My Love and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does not make a
binary distinction between dream and reality but considers them to belong together as uniquely Korean
traditional culture or classical values that only apply to The Dream? This would be a thorny problem to
discuss but for the explicit appearance of The Dream in My Love. It is also a problem pertinent to the
discuss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general, whose classical value is difficult to define from a
modern, nationalistic viewpoint. In other words, this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from both
the regional uniqueness [originality] of Korea and from a shared heritage of Chinese written culture in
East Asia.

2. What kind of knowledge would contribute to revealing classical and futuristic values of
The Dream (providing an “extra fillip”)?: The value of The Dream as a Korean classic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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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close reading of the work in comparison with author Kim Man-jung’s life and times, or through crossreferencing with 17th-century East Asian novels such as medieval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Indeed, we
need not look far to find excellent examples of this kind of study. Knowledge conceived within the ivory tower,
however, now needs to adapt itself to the current times. For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attempts to uncover
unique Korean-ness in The Dream would provide that “extra fillip” in appreciating hallyu and its reading of
“different and similar, known and unknown, familiar and exotic media contents.” In fact, I would venture to
say that The Dream was always not only a work beloved by female readers of the noble class in Korea, but a
work with the potential to be read as world literature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Of course, the classical value of The Dream cannot be fully conveyed in the commentary helpfully
provided by the characters of My Love, such as “Guunmong was a totally new kind of fantasy novel created
by Joseon” (Do Min-jun) or “In the end, it’s a story about a man having relationships with eight women”
(Cheon Song-i). However, the setting of China in The Dream functions more as a fantastical time-space
rather than as a modern nation state, while a close reading of The Dream reveals the strong agency of the
female characters and a focus on romanticism rather than eroticism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Korean
internet users have been quick to perceive this and to create new, reimagined versions of The Dream. It
is especially fascinating to see how Korean internet users have overturned the rigid hierarchy of male
and female relationships and class distinctions depicted in The Dream, namely that of Yang Shaoyu’s
two wives and six concubines. Theirs is a gender-swapped version of The Dream, with Yang Shaoyu
as heroine and the eight fairy girls as eight suitors; the meeting between these characters takes place in
various settings and one-on-one situations in a choose-your-own-adventure style. These internet users also
consider The Dream, penned by Kim Man-jung for his mother, to be a predecessor of the Japanese game
genre commonly known as bishōjo (“pretty girl games”), and have produced new parodies of their own.
Could it be that The Dream holds values that are both classical and futuristic, that it holds an old vision of
the future that we have overlooked? Does Dr. Wall have any further plans to study The Dream in relation
to hallyu? Or would it be possible to hear Dr. Wall’s thoughts on the study of The Dream in Korea?

3. For my last question, I understand that My Love was a big success in China. What was
its reception in the Western world, then? And in Dr. Wall’s opinion, if someone who heard about The
Dream in My Love should choose to read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work, would the translation of Richard
Rutt (or James Scarth Gale) provide them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the work? I would like to hear Dr.
Wall’s personal opinion on current Western language translations of The Dream.
Translated by Yoonna Amy Cho

122 |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