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외한국학대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모집공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어 / 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한국학 대학과 연계하여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 예비 번역가 양성에 관심 있는 해외 대학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 자격

신청절차 및 선정

한국문학(시, 소설 장르)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진과 번역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7인 이상의 학/석사생이 재학 중인 해외 대학
지원규모

1) 신청기간: 2018. 12. 5.(수) ~ 2019. 1.11.(금) 24시
(한국시간 기준)

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_ academy@klti.or.kr
3) 제출서류

10개 대학 내외(전체 지원규모는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➊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

- 지원요청금액, 세미나/워크숍 일정 및 구체적인 내용, 번역실습
대상작품 및 작가, 학과설명 및 수강생 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 기 번역 작품은 제외

지원내용

1) 지원사업

➋ 번역실습 강사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➊ 한국문학 번역실습 세미나 개최 지원

- 한국문학(단편소설1편, 시20수)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세미나
- 기간 : 주1회 이상, 12주 수업
➋ 한국문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지원

- 세미나 진행완료 후 번역실습 대상작품의 저자(또는 평론가)와
번역공동작업 진행

(자유양식,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

4) 심사기준
- 한국문학 번역 세미나 및 워크숍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가
(강사진의 한국문학번역 경력 및 수강생의 한국어 수준 등을 평가)

- 한국문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한국문학 번역 세미나 및 워크숍을

- 기간 : 2일 ~ 3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전체 행사의 구체적인 운영은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의 후
현지기관에서 담당
※ 번역실습 워크숍의 경우 상반기 개최를 선호

2) 지원금: USD 6,000이내 (서류심사 후 지원금 확정)
※ 지원금은 강사료, 운영비, 코디네이터 사례비 등 번역실습 세미나 및

※ 우대사항

- 번역결과물 활용 방안(현지 번역도서 출간, 문예지 기고 등)이 있는 경우
- 번역아카데미 개설(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 언어권

5) 선정발표: 2019. 2월 초(예정)

워크숍 개최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현지 통화로 신청
※ 워크숍 개최 시 작가(또는 평론가) 파견비용(항공료, 체류비 등)의 경우
별도 지원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중역으로 진행되는 번역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06083 LTI Korea, 32, Yeongdong-daero 112-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 +82. 2. 6919. 7754 F. +82. 2. 3448. 4247 E. academy@klt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