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문학 번역가 연수지원 참가 레지던스 명단
‘21. 4.

□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진

레지던스 기관
언어권
주소

1. National Centre for Writing(NCW)
영어권
Dragon Hall, 115 - 123 King Street, Norwich, Norfolk
- 기간: 2021. 7. 5. ~ 31.(4주)
- 체재비 지원: £1000 - 해외기관에서 지급

상세사항

- 교통비 지원: £100

- 해외기관에서 지급

- 기타 제공사항: UK 번역가 멘토 지정(번역 원고에 대한

참고 링크

피드백 제공)
https://nationalcentreforwriting.org.uk/residencies/

2. Collège International des Traducteurs Littéraires(CITL)
불어권
Espace Van Gogh, 13200 Arles, France

- 기간: 2021. 7. 26. ~ 8. 27.(4주)
- 지원체재비: €1,050 - 해외기관에서 지급

https://www.atlas-citl.org/conditions-de-sejour/

※ 번역원과 협정을 맺은 기관(지정형 레지던스)은 본원에서 지원금 일괄 송금 후, 기관에서 번역가 개인에게 체재비 교부 예정

□ 비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가능한 레지던시 명단(참고용)
레지던스명
언어권

1. Rockvale Writers’ Colony
영어권

주소

College Grove, TN, United States

상세사항
참고 링크
연락처
레지던스명
언어권
주소

상세사항

참고 링크

2. Art Omi Translation Lab
영어권

3. CovePark
영어권

1405 County Route 22

Peaton Hill, Cove, Helensburgh G84 0PE

- 대상: 시인, 픽션·논픽션 작가, 번역가

Ghent, NY 12075
- 대상: 모든 장르의 문학 작가·번역가

- 대상: 예술가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참가비: $35 (거주비용 주당 $350 별도)

- 참가비: X

- 숙박비: 주당 £1000 – £1200

- 참가기간: 1~3일 / 1~4주
https://rockvalewriterscolony.org/
sandy.rockvale@gmail.com

- 참가기간: 1주~2개월
https://artomi.org/residencies/writers
cmassa@artomi.org

- 참가기간: 3박 ~ 8주
https://covepark.org/residencies-overview/
information@covepark.org

4. Casa del Traductor
서어권
Calle Carrera Borja, 7

England

5. Europäisches Übersetzer Kolloquium

6. Übersetzerhaus Looren

(European Translators Collegium)
독어권
Kuhstraße 15-19 47638 Straelen, Germany

스위스 공용어
CH-8342 Wernetshausen, Switzerland

50500 Tarazona ZR Spain
- 대상: 문학번역가

- 대상: 전문 문학번역가(번역서 2권 이상 출간)

- 대상: 문학번역가(번역서 1권 이상 출간)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체류비: 1일 12유로

- 체류비: 1주 20유로

- 체류비: 1일 50CHF

- 참가기간: 15일 ~ 2개월

- 기간: 2주 ~ 3개월
https://www.transartists.org/air/europaisches_

- 기간: 제한없음

http://www.casadeltraductor.com

ubersetzer_kolloquium.3020.html

http://www.euk-straelen.de/
info@casadeltraductor.com
euk@uebersetzerkollegium.com
연락처
※ (참고링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예술기관지원정보: https://www.arko.or.kr/arko/residence/board.do?bid=2260

https://www.looren.net/de/
stay@looren.net

※ (참고링크) 유럽권 레지던스 네트워크 링크: https://www.re-cit.org/residencies/
※ 위 명단은 현지에서 참여 가능한 레지던시 예시이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현지대학·예술기관 레지던시에 참여/ 지원금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