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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d from the President of LTI Korea |

| 원장 인사말 |

최근 우리는 K-Pop, K-Drama, K-Food 등 K-Culture의 세계진출과 인기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

We have been buoyed recently by the global surge of K-culture, covering a gamut of genres from

러나 대중문화만으로는 한국의 진수를 포괄적으로 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을 담은

K-pop and K-dramas to K-food. However, the true essence of Korean culture cannot be faithfully

K-Book의 해외진출이 필수적입니다.

transmitted through popular culture alone. Thus, it is vital that we promote K-books, the embodiment of
Korean ethos, internationally.

K-Book, 그 중에서도 K-Literature가 해외로 진출하려면 우선 해외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

For K-books, especially K-literature,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arena, it is essential that they

니다. 특히 서평을 실을 수 있는 언론매체와 판매망을 갖춘 해외 대형출판사에서 책이 출간되는 것이 중

be published oversea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have books published by major international

요합니다. 문제는 대형출판사들은 상업적 이익이 예견되지 않는 책의 출간을 꺼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publishing houses and to have media outlets carry book reviews. The problem is that publishers are
disinclined to take on books with limited commercial appeal.

K-Book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또 한 가지는, 해외대학 한국학과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예컨대 해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universities that offer Korean studies programs is another way we

외대학에서 K-Book을 교재나 참고도서로 채택하는 것은 K-Book의 해외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can help Korean literature carve a niche for itself. For instance, foreign universities can help promote

K-Book의 세계진출에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K-books by using them as textbooks or reference books.
We have gathered several notable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dignitaries here today to

바로 그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는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저명인사들이 나와 계십니다.

discuss precisely these issues. I look forward to a lively discussion that will spark innovative and
creative ideas that can help K-books gain a foothold in the global market.

아무쪼록 오늘 워크샵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오가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I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Seki Masanori, Editor-in-chief of Heibonsha Publishers in
오늘은 그동안 K-Book의 세계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일본 헤이본샤의 세키 마사노리(Seki
Masanori) 편집장님과 러시아 기뻬리온(Hyperion) 출판사의 세르게이 스몰랴코프(Sergey Smolyakov)

Japan, and Sergey Smolyakov, Director of Hyperion Publishing House in Russia, who are being awarded
with LTI Korea’s Distinguished Service Award today in recognition of their efforts to promote K-books.

편집장님이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K-Book이 세계에 더욱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Kim Seong-Kon
2015년 10월 6일

President, LTI Korea

한국문학번역원장

October 6, 2015

김성곤
Translated by Agnel Joseph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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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소개 |

어 번역선> 출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해 일본과 러시아간 문화교류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욱일장(旭日章) 훈
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기조강연자】

에드 박
- 미국 펭귄출판사 편집장

민용태

- 뉴욕 주 버펄로 시 출생.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문예창작으로 MFA 학위를 받았으며,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브루노 컨서버토리 서울 캠퍼스의 세계 문학 교수, 스페인 한림원 회원, 시인, 번역가

컬럼비아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첫 작품인 『개인사(Personal Days)』는 펜 헤밍웨이 상을 비롯한 여러

-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스페인어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양 언어로 시를 쓰는

문학상 최종심 후보로 올랐다. 아울러 <빌리지 보이스>, <포이트리 파운데이션> 등 잡지의 편집자로 일해왔으며 아

시인이자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여러 시편 중 한 편으로 스페인 마차도 문학상

마존 출판부의 소설 문학 임프린트인 리틀 에이(Little A)의 발행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또한 맥스위니스 출판사가

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어 시선집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2014)를, 그리고 스페인어로 『바람의 강 노래』

펴낸 잡지 『빌리버』의 창립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과 또 다른 단

(2014)를 펴낸 바 있다.

편집이 곧 랜덤하우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그의 작품들은 뉴요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발표된 바 있다.

채동배 (Don B. Chae)
- 미국 댈러스(Dallas)시 법원 판사, 텍사스주 변호사

데보라 스미스

-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태런트 카운

- 영국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 대표, 편집자

티 칼리지 영어와 역사 교수,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 및 역사학 부교수,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울대학교에 재직

- 2015년 출범한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는 비유럽권 언어를 출발어로 한 번역문학에 특화된 출판사이다. 2016년 5월

했고, 대한민국 대법원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인명록에 등재

출간될 첫 도서들은 벵갈어, 태국어, 일본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어 문학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틸티드 악시스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는 적어도 1년에 한 권 이상의 한국도서 출판에도 매진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 2017년
에는 김연수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출간할 예정이다.
- 출판업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한영 문학번역 작업 중에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 그녀가 번역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발제자】

(영국 포르토벨로 출판사, 미국 크라운 출판사)는 영미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2016년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가 영국 포르토벨로 출판사에서 번역출간 예정이며 이어 미국 크라운 출판사에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세키 마사노리
- 일본 헤이본샤 출판사 동양문고 편집장

서여명(徐黎明)

- 1979년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 졸업 후 도쿄쇼세키(東京書籍)를 거쳐 1997년부터 헤이본샤(平凡社)에서 번역

- 중국 난징(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강사

서・입문서 편집을 담당하였다. 한국과 관련해서 『훈민정음』, 『홍길동전』 등의 한국고전에서 『한국근대문학선집』(6

- 인하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제1-3회 한중작가회의의 실무를, 제3-9회 한중

권 기출간) 등의 한국근대문학, 그리고 제주 4・3사건,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등의 한국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작가회의 작품집 번역 및 회의통역을 해왔다. 시 전문지 <양자강>을 비롯한 중국 문학잡지에 한국 현대시 특집, 한

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 독자에게 체계적으로 전하기를 갈망한다. 올해 5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쓴 『위안부문

중 시인 합동시집을 계획하고 작품 번역을 담당했다. 이시영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제 해결을 위하여』를 편집하였다.

번역하는 중이다. 제2회 청마문학연구상을 수상했다.

세르게이 스몰랴코프

탄단펑

- 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의 대표 이사

- 싱가포르 셀렉트 센터 대표

-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기뻬리온의 주력 도서는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동양 고전 문학, 역사, 그리고 문

- 동남아시아 도서 전문 공급업체인 셀렉트 북스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역내 언어, 번역 및 출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

화예술도서를 망라하고 있다. 2004년 이래 기뻬리온은 일본 문화성의 번역 프로젝트인 <근대 일본문학 러시아

이다. 펑은 연례 싱가포르 국제 번역 심포지엄(Singapore International Translation)의 의장이며, 대학의 번역교육 프

어 번역선> 출판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이래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 고전문학 골드 컬렉션>이란 번역출

로그램에서 교과목 코디네이터, 강사 및 학술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싱가포르의 변화하는 경계』(2011), 『부상하는

판 프로젝트에, 그리고 작년부터는 중국 문화부와 러시아 문화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근대 중국문학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민주주의와 인도네시아의 부상』 (2009), 『인도네시아의 화교』(2008)를 편저 또는 공동 편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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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시작하였다. 현재 민음사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오이디푸스의 숲』, 『스무살 영화관』, 『사랑에
빠진 영화, 영화에 빠진 사랑』 등이 있다.

최병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고전번역센터 소장

김수영

- 영문학자로서 지난 20여 년에 걸쳐 한국고전의 영역과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징비록』,『목민심서』,『태조실록』등을

-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각기 UC Berkeley, UC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등을 통해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박제가의 『북학의』를 번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콘스탄츠대학교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

역, 조만간 미국 출간 예정이다. 1988년 『문학과 비평』에서 장편소설 『냉귀지』로 제1회 현진건문학상, 2003년 제6

하였다. 문학과지성사 및 로도스출판사에서 일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국제교류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으로 일한

회 한국문학번역상, 2012년 다산학술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바 있다.

강응천
- 출판기획 문사철 대표, 출판기획자, 역사저술가
- 『세계사신문』(3권, 1999), 『한국생활사박물관』(12권, 2004)등 대형 역사기획물을 기획 출간하고, 『한국생활사박
물관』으로 백상출판문화상 편집부문을 수상했다. 2007년 출판기획 문사철을 설립했고, 2009년 볼로냐 국제아동
청소년도서전 한국 주빈국 행사의 문화예술 분야를 주관했다. 『청소년을 위한 라이벌 한국사』, 『고전을 펼치고 지구
본을 돌려라』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책을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

남유선
- ㈜민음사 해외 저작권부 이사
- 1993년부터 2년간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며 Random House, Warner, St. Martin’s Press 등의 많
은 외서를 소개했으며, 당시에는 생소한 어린이 그림책을 소개하는 데 힘썼다.
- 1995년 8월부터 ㈜민음사에서 근무하며 민음사와 계열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2,000권이 넘는 해외 도서들을 계약
관리하고 있다.

양원석
- ㈜알에이치코리아(전 랜덤하우스코리아), 알에이치코리아 재팬, ㈜탭온북스 대표이사
-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아시아태평양 출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1995년 에릭양 에이전시를 창업하여 초대 CEO로 재임하면서 한국에 세계적인 저자와 해외 출판사들을
소개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 랜덤하우스의 아시아지역 총괄 CEO 겸 회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랜덤하우스코
리아와 일본의 랜덤하우스고단샤를 이끌기도 하였다.

【사회자】
강유정
-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각각 당선되며 비평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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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 |
【Keynote Speech】

edition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in Russian. In 2014, he was awarded The Japanese Order of the
Rising Sun for his contribution to cultural dialogue between Japan and Russia.
Ed Park is executive editor at Penguin Press. He was born in Buffalo, New York. He studied English at

Min Yong-Tae received his doctorate in Hispanic Philology at the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Yale and received his MFA in fiction from Columbia, where he has also taught. His novel Personal Days

He is a professor of World Literature at the Bruno Conservatory in Seoul, Professor emeritus at Korea

(2008) was a finalist for the PEN Hemingway and other awards. He has been an editor at The Village

Universiy, and a member of the Spanish Royal Academy. He is a poet writing in both Korean and

Voice, The Poetry Foundation, and Amazon Publishing’s Little A imprint, and was a founding editor of

Spanish, and a translator. He received the National Prize of Poetry for his poetry collection in Korean

The Believer magazine, published by McSweeney’s. His novel Same Bed, Different Dreams and a story

and one of his poems won a prize in the Poetic Contest of Machado in Spain. He recently published “There

collection are forthcoming from Random House. His writing has appeared in The New Yorker, The New

Is No Bench in the Vane” (2014) in Korean and “Wind River Verses” (2014) in Spanish.

York Times, and many other places.

Don B. Chae currently serves as a judge at the Dallas Municipal Court. He received his Ph.D at the

Deborah Smith is publisher and editor at Tilted Axis Press, a not-for-profit press based in London,

University of Texas and JD fro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respectively. He is

UK which she founded in 2015 to focus on literary fiction translated from non-European languages.

a licensed attorney in the state of Texas where he has both taught literature and practiced law. He is a

Tilted Axis’ first titles, which will be released from May 2016, include translations from Bengali, Thai,

former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and Histor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een a Fulbright

Japanese, and Uzbek. The press is also committed to publishing at least one Korean book per year –

Professor of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served as a special advisor to the Supreme Court

in 2016 this will be One Hundred Shadows by Hwang Jung-eun, while 2017 will see Kim Yeon-su's

of Korea. Judge Chae has been listed in various Marquis Who’s Who directories and has received the

Kaleidoscope Lives.

National Medal of Honor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borah’s interest in the publishing industry grew out of her work as a literary translator, working
from Korean into English. Her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Portobello Books UK, Crown
US) received rave reviews in the national press, and was followed up by Ahn Do-hyun’s The Salmon

【Presenters】

Who Dared to Leap Higher. Portobello will publish her translation of Han Kang's Human Acts in January
2016, followed by Crown in the US.

Seki Masanori is the chief editor at Dongyang Mungo, Heibonsha.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at Waseda University, he worked at Tokyo Shoseki. He has been in charge

Xu Liming is a full-time lecturer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Nanjing University. He

of editing translated works and introductory books at Heibonsha since 1997. Throughout much of his

received hi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from Inha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areer, he has dedicated himself to finding ways to introduce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to the

Literature. Xu has a long history with the Korean-Chinese Writers’ Conference, working for three years

Japanese, including Korean classics such as Hunminjeongeum and Honggildongjeon; modern literature

as an administrator beginning in 2006, and then translating compilations of writing for it every year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Series (6 volumes have been published to date); and even contemporary

since 2008, as well as interpreting for conference events. His background in planning includes taking

history, focusing on events such as the Jeju Uprising, the Korean War, and the democracy movement. In

charge of a special edition of The Yangtze River: A Journal of Poetry that was dedicated to contemporary

May of this year, he edited Wada Haruki’s “Towards a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Problem.”

Korean poetry and planning an anthology of poetry jointly written by Korean and Chinese poets.
Recently, he received a grant from LTI Korea to translate Lee Si-young’s poetry collection, Long Song,

Sergey Smolyakov is the director of Hyperion Publishing House, a well-known publisher in Russia that

Short Poem. Seo was the winner of the second annual Cheongma Award for Literary Research.

publishes books related to classical East Asian literature, history, culture and art. Since 2004, Hyperion
has taken part in a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of Japan (modern Japanese literature series);

Tan Dan Feng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Select Centre. He was director of Southeast Asian books

since 2007, in a project with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The Golden Fund of Classical

specialist Select Books and is active in the regional language, translation, and publishing sectors. He

Korean Literature series); since 2011,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series; and since 2014, in an

chairs the annual Singapore International Translation Symposium and has been involved in university

international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Culture of Russia for an

translation programs as course coordinator, lecturer, and academic advisory board member.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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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e has edited or co-edited include Singapore Shifting Boundaries (2011), Indonesia Rising: Islam,
Democracy and the Rise of Indonesia (2009) and The Chinese in Indonesia (2008).

【Moderators】
【Discussants】

Kang Yu-jeong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Gangnam

Choi Byong-hyon is the head of the Center for Korean Classics Translation at the Research Institute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fter receiving her degree in 2005, she started her career as a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He is a scholar of English literature who has been working for

literary critic and has received awards for criticism from the Chosun Ilbo, Donga Ilbo, and Kyunghyang

over twenty years to translate Korean classics into English and bring them to international renown. He

Shinmun. She is the editor of World Literature, a quarterly magazine published by Minumsa, as well as

has published Jingbirok, Mokminsimseo, and Taejosilrok with UC Berkeley, UC Press, and Harvard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Oedipus’ Forest, Movies for Young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University Press respectively.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translation of Bak Jae-ga’s Buhakeui, which

In Love with Movies, Love in Movies.

will soon be published in the US. He has been the recipient of the first annual Hyeon Jin-geon Literary
Award from Literature and Criticism for his novel Naeng-gwiji (1988), the 6th Korean Literature

University and a literary and film critic. She attended graduate school at Korea University specializing

Kim Su-yeong is a professor of creative writing at Hanyang Women’s University. He earned his master’s

Translation Award (2003), and the Achievement Award from the Daesan Cultural Foundation (2012).

degree in philosophy at Yonsei University and wrote his doctoral dissertation on Plato’s Republic at

Kang Eungcheon is president and founder of Munsachol, and a publications planner and history writer.

has also served as commissioner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policy making at the Korea Publishers

He has planned and published multi-volume series on history, including World History Newspaper (3

the University of Konstanz in Germany. He has worked at Munji Publishing Company and Rhodos and
Society.

volumes, 1999) and Museum of Korean Life Style (12 volumes, 2004). The latter earned him a Baeksang
Publishing Culture Award (Editing Category). He was also in charge of the art and culture sector when
Korea was the featured nation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n 2009. He writes books on histo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uch as Rival History of Korea for Young Readers and Open the Classics
and Spin the Globe.
Eric W.S. Yang is CEO of RH Korea (Formerly Random House Korea), RHK JAPAN and Tabon
Books, which is a joint venture between RHK and the GS Home Shopping of Korea specializing
in e-Publishing, file conversion, and content creation.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Asia Pacific
Publishers Association from 2012 to April of 2015 and was the Vice-President of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In addition, he was CEO & President of Random House Asia overseeing both Random
House Kodansha and Random House JoongAng joint-venture book publishing houses in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He founded the Eric Yang Literary Agency in 1995.
Michelle Nam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foreign rights department at Minumsa Publishing Group.
She worked as a literary agent at Imprima Korea for two years from 1993, introducing many books from
publishers such as Random House, Warner, and St. Martin’s Press. She focused her efforts especially
on children’s picture books, which were uncommon in Korea at the time. From August 1995, she has
worked at Minumsa, where she has managed the contracts of over 2,000 foreign books that are published
by Minumsa and its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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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1

Keynote Speech 1

Chamberlain의 ‘일본 문학사’ 출판, 프랑스에서의 ‘일본 에피그램(De Epigrammes Lyriques du Japon)’

기조강연 1

연구 등 아카데믹한 글들이 뒷받침되고 프랑스, 미국, 기타 다른 나라 시인들이 하이쿠를 쓰자는 유행을

K-Book의 세계 진출:
해외출판 및 해외대학 한국학과의 역할
민용태(고려대 명예교수)

퍼뜨림으로써 가능해졌다.1) 즉 우선 미술이나 다른 예술 붐의 기류를 타고, 이후 일본학 연구의 도움으
로 오늘의 하이쿠 유행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 20세기 초 엑소티시즘의 주류를 이끌던
중국 이미지나 한시 모방류의 4행시 등은 하이쿠 붐에 휩쓸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것은 비슷
한 영향의 판도에서도 국력이나 유행 주도권의 생리 때문에 주류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 전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소수 언어권인 일본의 경우가 참
조할 만한 상황이다. 일본은 시 외에도 노벨상 수상자 아스나리의 ‘설국’이나 하루키의 소설이 이미 세계
에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임어당의 수필이나 인도 타고르의 시도(물론 영어로 쓴 탓도 있지만) 국가 문학
의 범주보다는 개인의 천재성으로 세계의 벽을 뛰어넘은 예들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시인이든 소설가
이든, 소수언어를 쓰지 않거나 소설이나 산문처럼 번역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작가의 경우, 개인의 재
능이나 창의성은 흔히 세계인의 눈과 가슴을 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우선 일본 하이쿠의 경우처럼 일본어라는 소수언어적 요소 이외의 문화・예술적

K-Book은 K-Pop의 해외 전파력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일까? 둘 다 한국의 감성 표현이고 가사도 거

요소에 기대야만 광범위한 전파가 가능하다. 먼저 파리 세계박람회에 일본이 참석하면서 주의를 끌더니,

의 한국어, 한국 시인데 한국 문학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이토록 해외 진출이 어려운 것일까? 세계

무용이나 가부키 등 유럽 공연과 판화의 유행 등 비언어적 요소들이 뒤따르고, 다음으로 일본 문학의 본

적 언어인 음악과 춤과 젊음이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비해, 한국문학은 이런 한류

격적인 소개, 하이쿠 시 번역 및 연구서들이 나왔다. 서구에 일본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도가

기운을 동반하지 않은 책 전파, 이미 위기에 처한 매체에만 연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화되는 시점에 시와 문학이 소개되었고, 이것이 당시 문학을 주도하던 미국의 Ezra Pound나 프랑스

우선 한국문학 해외 전파와 한국학의 해외 진출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 가장 다른 현상임을 알

의 전위 시인들, 슈레알리스트(초현실주의자)들에게 모방의 대상으로 어필하면서 전파가 성공한 것이다.

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하이쿠의 유행은 서양에서 1916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1세기 동안 유행을 낳

따라서 우리 문학의 세계 전파는 비언어적 예술, 전시, 공연에 따른 번역, 출판, 낭독 등 다른 공연 예술과

고 있지만, 막상 일본어문학과는 스페인에 없고, 중남미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달리 말하면 문화

공조를 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된다.

현상에 있어서 포퓰리즘과 아카데미시즘은 상호 연관은 있으나 그 사회적 영향력에서 전혀 다른 발전
양태를 보이고 있다.

1. 세계적 한국 기업들의 문학 예술 활동 독려

이와 전혀 다른 현상으로 현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세계 석권을 들 수 있다. 칠레의 Gabriela Mistral,
과테말라의 Miguel Angel Asturias, 칠레의 Pablo Neruda, 멕시코의 Octavio Paz, 페루의 Mario

세계인에게 많이 알려진 ‘한국’ 이미지는 TV, 핸드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다. 한국 정치나 외교보

Vargas Llosa, 5개의 노벨문학상과 페루의 C'esar Vallejo, 아르헨티나의 Jorge Luis Borges, 멕시코의

다 ‘Samsung’ 이나 ‘Hyundai’ 이미지가 훨씬 더 어필한다. 때로는 미국의 영화 제목처럼 ‘Economic

Carlos Fuente 등 세계 현대 문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전파는 대부분 대학교수들

Animal’ 이라는 악명 높은 한국인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경의와 경계와 부러

의 전문적인 연구나 평론, 즉 아카데미시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약한 중남미 국

움의 대상이 된 것도 세계적 한국기업의 성공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 가치

가들이 현대 세계 문학을 주도하게 된 데는 미국이나 프랑스 문학교수들의 평론과 연구가 결정적 역할을

가 아직도 일본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우월성이 역사나 질에서 크게 일본을 앞지르지 못하는

했다.

이유도 있지만, 특히 북한의 독재와 핵무기가 아직도 남북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의 ‘Korea’ 이

동서 현대 문학을 주도한 각기 다른 이 두 현상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일본어나 한국어같은 소수
언어권과 영어, 스페인어같은 대단위 언어권의 문학 전파 현상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는 것

미지에 아는 듯 모르는 듯 엄청난 그늘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4월 26일부터 5월 3일 사이 일본의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NYT, WP, WSJ같은 신문들은 아

을 알 수 있다. 하이쿠 유행은, 우선 후기 인상주의에 혁혁한 영향을 미친 일본 판화의 유행과 일본풍
의 붐이 일반 대중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미국 Aston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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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에게 과거를 직시하고 위안부 문제를 반성하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고는 하지만, 막상 미국인들(우

특히 한국 시가 형이상학적 사고나 상징성보다는 감정이나 정서적 언어가 주맥을 이룰 경우, 번역할 때

리 형제들)이 갖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퓨리서치 센터 통계에 의하면, 일본이 68%, 한

거의 모든 맛이 손실된다. 시어의 맛깔난 어투나 리듬이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

국이 49%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아베의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과 위안

바일 매체를 활용하여 시청각 이미지로 전달할 때는, 춤과 함께 가사가 나가고 노래가 나가는 한류 음악

부 만행 덮기를 지탄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미국인들의 생각을 한국과 한국

의 성공처럼 한국시도 세계인의 귀와 눈을 열 수 있다.

인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다시 보고 이를 타개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번역원은 모바일 번역출판 부서를 신설하여 우리 문학의 전파에 힘써야 한다.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대중을 상대로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사회, 문화, 예술 외교를 강화해야

해 보자. 그 동안 한국의 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고작해야 번역을 통해서 인쇄물로 출판하는 것

한다고 충고한다. 나는 세계적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자회사 제품 선전 및 판매도를 고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배포나 홍보 역시 외국 출판사에 의존하거나 많은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CF나 전시회의 예쁜 모델들에게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보

밖에 없었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포맷으로 시를 번역하여 세계인에게 접근

다 차원 높은 문화예술 공연, 문학번역 출판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 동영상 어플리케이

다고 생각한다. 옛날 시골에서 약장사를 해도 먼저 노래와 춤이 나가는 것이 한국인의 지혜이다. 돈독이

션인 YOU TUBE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이 방법은 젊은 독자들을 끌어들이는데 대단히 효

오른 사람이라는 오명이 생기도록 물건 팔 생각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구 문예부

과적이다.

흥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재벌들의 예술활동 돕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메디나첼리 같은 이탈리아 재
벌들은 예술가들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메세나 제도뿐만 아니라 작품들의 전시 출판에 엄청난 투자를

가. 먼저 시를 선별하여 어떻게 번역할지를 결정한다.

아끼지 않았다. 우리 기업들도 예를 들어 “삼성 50주년 기념 한국 예술 박람회”와 같은 타이틀로 여러 나

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배경화면을 제작하거나 기존 동영상을 확보한다.

라를 순방한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다. 배경화면 동영상에 번역된 시를 활자로 옮기고 시는 음성으로 읽어서 넣는다.

정부는 대사관과 영사관의 문화 담당, 혹은 문화원을 통한 사업의 관리적 타성이 무용함을 알아야 한

라.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다. 지금도 외국 대학 도서관에는 내가 공부하던 시절(1968년-1980년)처럼 남한 책보다 북한 책을 통한

마. 여러 모바일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의 시를 소개하고 홍보한다.

우리나라 소개가 더 많은지도 모른다. 한국 관료의 한국 문화예술 경시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보다는 기

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확대해 나간다.

업가 한두 명의 예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나, 한국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관료적
이지 않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교민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오래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또한 한국문학 소개를 위한 본격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장르별로 번역된 시, 소설, 에세이 등을 업

다. 최근 아베 사건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무능과 외교관들의 예술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은 외국 문단

로드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내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접속하여 한국

생활 50년 동안 내가 겪은 통탄스러운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 외교는 이번 미국인들

문학을 접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기존의 진부한 스타일이나 관치적인 냄새가 나서

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겸손과 자기 성찰의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 예술과 함께 선 대통령, 대

는 안 되며 보다 참신하고 젊은 분위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 1 항에서 제작한 유튜브 콘텐트

사, 기업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멋있게 보이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를 같이 올려놓는 것이 좋다.

한국문학의 세계 전파에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부드
럽게, 아름답게, 호감을 갖도록 높이고 영구화한다. 또한 문학은 다른 예술과 함께 할 때 한류 분위기를
타고 훨씬 매력적으로 세계인 앞에 다가갈 수 있다.

가. 웹사이트 제작 후 한류의 인기가 뜨거운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음악, 게임, 동영상 제작자 측과
협의하여 사이트를 공유하거나 링크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통상 소설이나 에세이는 길기 때문에 접속자들이 끈기를 가지고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

2.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 강화와 번역자의 엘리트화

선적으로 우수한 한국 시를 선별하여 번역한 것을 먼저 소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 웹사이트는 서버 용량과 전송률이 좋아야 끊기거나 대기시간이 길지 않다. 오늘날 웹 접속자들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 우선 번역출판의 모바일 전파 및 홍보가 이 시대에 맞는 추

은 다음 페이지 대기 시간이 10초를 넘으면 짜증을 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린다는 점을 간과

세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스토리가 있어 좋은 작품일 경우 번역을 통해 하루키의 성공사례처럼 세계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페이지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소설보다 한국문학의 강점인 시는 번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야 한다.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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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최소 3개 국어가 가능한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 웹사이트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다. 한번 만들고 방치된 웹사이트는 죽은 시체보다도
빨리 썩는다.
바. 웹사이트는 모바일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콘텐트도 홍보가 신통찮으면 무용지물이다. 모바일과 인터넷 검색이 대세인 세태

Keynote Speech 1

Global Promotion of K-Books: The Role of
International Publication and Korean Studies Programs

에 맞춰 키워드의 생산 및 전세계 주요 검색 엔진에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나 매력이 있는 링크를 만드는

Min Yong-Tae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것도 중요하다. 사이트에서 관심과 접속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콘테스트 또는 경품 행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즉, 외국인이 한국 시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응모하
는 프로그램과 시상식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또한 우수 번역작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수상자의 경우 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거
나, 당선 상품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 유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행사로 격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원의 현재 기능 수정 및 강화가 중요하다. 번역은 가장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시 번역은

Is it not possible to compare K-Books with K-Pop in terms of exportability? They are both expressions

더더군다나 그렇다. 시 번역가는 한국 시인이고 외국 시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모식 방법으로 시 번역

of Korean sensibility, and K-Pop lyrics are a kind of poetry written in Korean. What is it about Korean

작업을 맡기는 것은 넌센스다. 번역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선별하고 촉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번역 이

literature in particular that is blocking it from reaching an audience abroad? The international language

력과 현지 평판 및 전파력 등을 참조하여 번역가를 추천하고 촉탁하여야 옳다.

of youth and dancing and music are stirring up hallyu (the Korean Wave) around the world, but books

외국도 출판사업이 위기이다. 틈새 작전으로 번역원도 직접 미국이나 유럽에 현지 출판사나 책방을 운

cannot ride along on this wave. Literature should not depend on books, a form of media already in crisis.

영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문화원이나 공보관같은 관료적이고 기능이 애매한 기관이 100개 있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disseminating Korean literature abroad and expanding Korean

어도 무용하다. 사업적으로 수익도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서 출판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적극적으

Studies programs seem to be similar endeavors, but at the same time are very different in character. Take,

로 펼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for example the case of Japanese haiku. Haiku has enjoyed popularity in the West for almost a century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원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전파가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 대학에서

since 1916, but a point of fact is there are no Japanese literature departments in Spain, and neither are

의 한국학 활성화와 학생 장학제도의 확장이다. 일본의 하이쿠 붐은 문화예술 붐과 함께 일본 문학, 시

they common in South or Central America.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a cultural phenomenon,

에 대한 전문서적들이 인기를 끌면서 서구 시인들의 주목을 받아 이루어졌다. 대학 교수들의 평가, 연구,

populism and academicism are interrelated, but through social influences they can develop in different

강의에 의해 현대 중남미 문학의 붐이 일어났다면, 한국문학의 성공 또한 한국학을 하는 외국 교수, 전

forms.

문인들을 모시고 섬기는 자세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We can look at the Latin American conquest of world literature as an altogether different phenomenon.
Latin America has produced five Nobel laureates—Chile’s Gabriela Mistral, Guatemala’s Miguel
Angel Asturias, Chile’s Pablo Neruda, Mexico’s Octavio Paz, and Peru’s Mario Vargas Llosa, as well
as other contemporary literary giants such as Peru’s Caesar Vallejo, Argentina’s Jorge Luis Borges,
and Mexico’s Carlos Fuente. University professors’ scholarly research and criticism—in other words,
academicism—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ir success. That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weak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could become world leaders in the field of literature is largely
due to the decisive role played by French and American literature professors engaging in this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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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earch.
Comparing these leaders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literature, one from the East and the other
from the West, and very distinct from one another, we can see that there are different mechanisms for

assured. Thus, we have a vision of our literature succeeding through the assistance of art in a medium
that does not depend on language: first would come this art, in exhibitions and concerts, and following
that would come the translation, publication and recitation of literature.

the spread of literature depending on whether one is writing in a minority language like Japanese or
Korean, or a widely used language like English or Spanish. A trend in Japanese woodblock prints that

1. Encourage Global Korean Companies’ Involvement in Art and Literature

had a deep influence on late impressionism, together with a boom in “Japonism,” sparked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Japan and became the basis for haiku’s success. After this, academic writing provided

Korea’s image abroad is closely connected to cars and electronic goods such as televisions and

support—Americans Aston and Chamberlain published histories of Japanese literature, and French

smart phones. Samsung and Hyundai come to mind much faster than Korean politics or diplomacy.

researchers published on the topic of Japanese epigrams, Haïkaï: Les epigrammes lyriques du Japon—

Although Koreans are sometimes portrayed as evil in American films, as the title of the movie Economic

and French, American and other countries’ poets adopted the style and wrote haiku themselves. Haiku,

Animal suggests, in other countries Koreans are viewed with respect and envy owing to the success

then, is popular today because it followed on the heels of a trend in the visual arts, and was further

Korean companies have had internationally. Our corporate image and national brand value have not yet

supported by research in the field of Japanese Studies.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image of China and

surpassed Japan’s, though, partly because excellent though they may be, our companies cannot greatly

imitations of Chinese quatrains that followed upon a wave of mainstream interest in exoticism in the late

outstrip Japan in terms of history and quality. More seriously, there are still many westerners who cannot

19th and early 20th century. These were swept away in the haiku boom and faded into obscurity. The

distinguish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dictatorship and nuclear weapons cast a

quatrains were subject to similar influences as haiku, but due to a difference in national power or the

long shadow over their vague understanding of “Korea.”

natural course of trends, they failed to go mainstream.

During Japanese President Shinzo Abe’s visit to the United States from April 26 until May 3 of this

In seeking world recognition for Korean literature, the case of a minority language group such as

year, he met a tide of criticism from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Japanese is more useful for reference than the case of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 Besides poetry,

and other newspapers, asking him to confront history and express remorse regarding the comfort women

Nobel laureate Yasunari Kawabata’s Snow Country and the novels by Haruki Murakami are renowned

issue. But tellingly, statistics from the Pew Research Center regarding Americans’ (our brothers) level of

around the world. Both the essays of China’s Lin Yutang and the poetry of India’s Tagore (albeit written

trust in Korea and Koreans showed that whereas 68 percent trusted Japan, only 49 percent trusted Korea,

in English) are examples of overcoming international barriers through individual genius rather than

revealing a huge difference. Most Koreans censure Abe for his unpardonabl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rough belonging to a category of national literature. Thus, regardless what country you come from as

cover up of the comfort women atrocity. Koreans should look coldly and rationally at the very large gap

a poet or a novelist, if you write in a widely used language, or write in a genre that is relatively easy to

in perception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and seek a way of addressing it.

translate like fiction or essays, your talent and creativity will generally be recognized around the world.

US experts advise Korea to target the general public in America and communicate Korea’s strengths

Korean is a minority language, and for Korean literature to reach an international audience like

through broader public relations campaigns in the realms of society, culture, and the arts. I think that

Japan’s haiku, we must wait for the large-scale popularization of some Korean cultural or artistic

in order to raise Korea’s brand value and increase the sales and promotions of subsidiaries over the

element that does not depend on language. Japan first attracted attention in an international exposition

long term, companies will have to focus on a higher dimension, and concern themselves with more

in Paris, and following that, held dance and kabuki performances on European stages and created the

than just car commercials or pretty models at exhibitions. They will need to build up a cultural image

trend for woodblock prints. It was only after this breakthrough that Japanese literature was introduced

for corporations through their sponsorship of arts and culture performances and literary translation and

on a major scale, with the translation of haiku and publication of research books. At a juncture when

publication. Even at an old-fashioned medicine market in the countryside, it was the custom for singing

ordinary Western audiences felt a favorable interest in Japan and curiosity was aroused about the culture,

and dancing to precede any selling. This was Korean wisdom. People knew that you had a short career if

Japanese poetry and literature were introduced by literary tastemaker Ezra Pound and the vanguard

you fixated on profits and became branded with the stigma of being overly mercenary. We should recall

of French poets. Haiku appealed to surrealists as a form they could copy, and its worldwide fame was

that a family business’ sponsorship of the arts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uropean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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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did the Medici and other Italian bankers and merchants provide a full-fledged system for

images, accompanying song lyrics with dance moves, Korean poems, too, will be able to reach the eyes

training artists, they invested heavily in exhibitions and publications. We should brainstorm ideas for

and ears of an international audience using the new medium.

what our companies could do along these lines, like sponsor multi-country tours of exhibitions with titles
such as “Samsung 50th Anniversary Korean Art Fair.”

LTI Korea should establish a translation and publication department for mobile devices, and exert
a concentrated effort to propagate Korean literature. Let’s discuss the idea in more concrete term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culture representative or culture center attached to an embassy

Until now, the only way for us to introduce a Korean poem to the world was to have it translated and

or consulate is entrenched in bureaucratic routine and therefore ineffectual. It’s possible that even

published in print media. There was no other way. Either we had to depend on a foreign publisher for

now there are more North Korean books than South Korean books in the libraries of some foreign

distribution and promotion, or do it ourselves, constrained by many limitations. Now we can overcome

universities, just as there were when I studied abroad from 1968-1980. Korean bureaucrats’ disregard for

these limitations, translating poetry and accessing an international readership through the very format

Korean arts and culture is a serious problem. So this means that the task of helping foreigners sustain a

demanded of the times. For this purpose, I recommend using the music and video application most

love for Korean culture falls to the one or two Korean business magnates who take an active interest in

commonly used around the world: YouTube. This method will be particularly effective as it will attract

the arts, and the Koreans living abroad who love and care for foreigners (outside of an official capacity)

younger readers.

and enjoy leisure time with them. Our diplomacy is ineffective, as the recent incident involving President
Abe shows, and our diplomats are ignorant of and indifferent to the arts, and these are sad facts that I can

1. Select the poems and decide how they will be translated.

corroborate having lived a literary life abroad for fifty years. Korean companies and embassies should

2. Produce background screens or secure existing video footage.

feel humbled, and take this mistrust on the part of Americans as an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They

3. Superimpose the words to the poems over the background video, and dub in recordings of the poems

should pause and imagine how grand it would be to see our president, ambassadors, and businessmen
standing reflected in the light of our arts and cultu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companies is necessary in order for our literature to reach a global
audience. This participation, in turn, will reflect back on our corporations’ image, imbuing it with

read aloud.
4. Upload this on YouTube.
5. Publicize and introduce the YouTube poetry through various mobile communications channels.
6. Continuously expand on the project.

softness, beauty, and good feeling, and raise Korea’s brand value in perpetuity. Also, when literature is
accompanied by other art forms, and boosted by the force of hallyu, it will take its place on the world
stage.

Also, we should create a full-fledged website for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upload
translations according to genre: poetry, fiction, and essays. At the same time, we should ask domestic
sites that receive high traffic from foreigners to add links to our site, thereby reaching many foreigners

2. Strengthen LTI Korea’s Role and Make Translators an Elite

and offering them access to Korean literature. The website cannot look passé, or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staid and bureaucratic; it has to have a youthful, up-to-date appearance. If possible, the YouTube

It is urgent that we strengthen the role of LTI Korea. First of all, communicating and promoting

content described in the list above should also be uploaded on the site.

translations through mobile technology fits with the times. A work of fiction has a storyline, so if it
is well-crafted, it should be able to achieve global success of the kind that Murakami’s novels have

1. After the site is created, talks should be opened with music, game, and video producers that run

achieve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Korean literature’s strong suit is poetry rather than fiction,

popular hallyu sites, with the goal of offering content jointly or having their sites provide links to

and translation of poetry is almost impossible. In cases where sensibility or emotional language (rather

ours.

than metaphysical questions or symbolism) constitutes the bloodline of a poem, almost the entire sense

2. Outstanding poetry should be selected, translated, and published prior to attempting the introduction

can be lost in translation. This is because the first thing to be altered is a poem’s distinctive tone or

of literature from other genres because the length of standard stories and essays will deter web users

rhythm. But just as hallyu music has been successful using mobile communications to deliver visual

from rea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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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website’s server capacity and transmission speed must be good to keep waiting time short and

literature, is the creation of more Korean Studies programs in foreign universities and the expansion of

ensure that connections are not cut off. From a technical standpoint, the site must be designed so

the scholarship system for eligible students. Japan’s haiku boom came about after Japanese art came into

that waiting time is minimized.

fashion, when academic works about Japanese literature and poetry gained popularity and attracted the

4. Content should be offered in at least three languages: English, Spanish, and Chinese.

attention of Western poets. If the boom in Central and South American literature has come about due to

5. The management of the website is no less important than its design. A website left unattended rots

the critical evaluations, research publications, and university classes of university professors, the success

faster than a corpse.
63. The website must be compatible with mobile device users .
But no matter how good the contents are, our efforts will have been in vain if the site is poorly

of Korean literature will also hinge upon our encouragement of foreign professors and specialist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ranslated by Kari Schenk

promoted. Some ways to publicize it are outlined below. Keywords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maximize the overall exposure through internet searches. Using major search engines, providing
common search terms, and creating attractive links to the site would all prove useful. The site itself
should offer interesting content that motivates users to click on it, and promotional events should be
held periodically. For example, I believe it would be a very good idea to hold a contest asking foreigners
to translate Korean poetry into English, Spanish, and Chinese, and to follow this up with an awards
ceremony. We should think of additional ideas like sending prizes by international mail, or offering
to assist with the travel expenses of contest winners who would like to come to Korea and attend the
awards ceremony. A contest will not only help stimulat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broad, but will
also have the potential to grow into an international event of some statu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Institute and modify its current function. If translation is not done at
the highest professional level, it is useless. This is all the more true of poetry translation. Translators
of poetry should be poets themselves, whether they are Korean or not. For this reason, it is nonsense
to assign poetry translation work through contests open to the public. The Institute should draw up a
committee in charge of the selection of translators and the commission of poetry translation assignments.
It is wise to consider translators based on their translation record, local reputation, and power to reach an
audience, and assign work accordingly.
The publishing industry is in crisis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foster a niche market, LTI Korea
should consider direct management of publishing houses or bookstores in the US or Europe. There may
be a hundred Korean Culture Centers, but as long as they are bound by bureaucracy and their role is
not clearly defined, they are quite useless. An avenue that is possible for us to pursue now is the active
publication and sale of books in a foreign community, which allows for an intake of revenue and selfsufficiency.
Finally, what is most necessary, not only for LTI Korea, but also for the populariza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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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Session 1
고전문학 | Classical Literature

재 2천여 명 남짓이며 그 중 중국고전(문학철학)을 전공한 연구자는 8백 명이 넘습니다. 한편 ‘조선학회

발제 1-1 _ 1부: 고전문학

(朝鮮学会)’는 회원수가 6백여 명입니다. 역사나 어학 연구자가 많으며 조선의 고전문학사상 연구자는

일본의 한국고전문학 출판에 대하여

넉넉잡아도 10~15명 정도입니다. 조선고전이 주로 연구대상이며 대학에 소속된 일본인 연구자는 짐작
하건대 소수(4~5명)일 것입니다. 중국고전문학은 ‘중당문학회(中唐文学会)’, ‘육조학술학회(六朝学術学
会)’, ‘송시연구회(宋詩研究会)’, ‘삼국지학회(三国志学会)’등 더욱 세분화된 연구를 테마로 하는 학회가

-왜 한국문학전집은 편찬되지 않았는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조선고전연구를 전공한 연구자 수는 이러한 중국문학의 개개의 작은 학회 회원 수
세키 마사노리 (일본 헤이본샤 동양문고 편집장)

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 격차와 편파성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격차와 편파성은 왜 생겼을
까요?

(2) 일본 고전문학전집의 세계상
우선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는 근세(초기근대)부터 한자문화권, 즉 정치제도에서 문학사상에 이르기까
지 한자로 표현된 문화가 지배적이었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한문학과 한문 서적은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미

1. 들어가며

디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근대화에 따른 학문과 교육의 편성방법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서양문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제3회 한국문학 번역원 공로상이라는 매우 중요한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
광입니다. 또한 이 워크샵에 초대해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물이 들어온 이후에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이 대학(제국대학(帝国大学))을 중심으로 정비되면서, 서양의
기술문명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양의 정신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동양학’을 고안해냈습니다. 일본의

한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 의뢰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선고전

동양학은 인도의 철학을 제외하면 중국의 역사문학사상을 동양 정신문화의 기원, 주류, 중심으로 보았

문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발제의뢰를 수락한 것은 제가 편집을 담당하는 헤이본샤(平凡

고 그 외 문화는 전파, 아류, 주변으로 여겼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압도적으로 중국사중국문학이, 철학

社)의 동양문고가 조선고전문학을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로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출판시

은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를 한문으로 번역한 불교경전이 번역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교는 당연히 중

리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양문고는 1963년에 창간되어 중동이슬람,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한반

국유교(특히 주자학양명학)와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강호유학(江戸儒学), 국학, 그리고 약간의 노장

도, 그리고 일본의 주옥 같은 고전을 계속해서 출판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지역인 한국의 고전은

사상이 가미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근대동양학은 구성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이를 재생산해왔다

20권이 넘습니다. 그 담당자로서 일본의 조선고전문학 연구와 출판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양 열강에 의해 인도와 중국이 식민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서양에 대항하여 동양의 정신문화

2. 일본의 조선고전문학 연구와 출판

를 다시 종합하여 확립할 새로운 기수는 일본이라는, 일본의 제국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싹텄습
니다. 이렇게 세계를 ‘서양-동양(중국)-일본’ 이라는 ‘정-반-합’의 3단계 구조로 보는 세계상은 일본의

(1) 희박한 조선고전연구자 층─중국고전연구와의 비교

학문교육출판계에 뚜렷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양사=세계사, 중국사=동양사, 일본사=국사’로 학과와 교

우선 일본의 조선고전문학 연구와 출판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고

과가 편성되었고, 출판계도 대형 ‘고전문학전집’은 서양문학중심인 ‘세계문학전집’, ‘중국문학전집’ 그리

전문학을 소설(픽션)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문학장르로 제한하지 않고 지금의 역사서, 사상서, 설화

고 ‘일본문학전집’, 이 세 종류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집, 수필 등도 포함했습니다. 일본의 ‘조선고전문학’을 협의로 한정하면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연
구출판독서의 대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고전문학과 비교해보면 명백

(3) 조선고전 출판의 역사

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전문학 분류에서 조선의 고전은 어떻게 다루어졌을까요?

가령 일본에서 중국의 문학철학어학관련 연구자 학회인 ‘일본중국학회(日本中国学会)’의 회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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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한적은 대략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 조선고전 최초의 화각본은 에도 시대인 1650년대에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전후 조선고전문학연구의 중단과 공백 현상은 대학교육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훈독(일본어읽기)용 한문으로 출판된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서거정의 『동인시화』입니다. 메이지시대(明

경성제국대학에 만들어진 조선어문학 강좌는 패전(해방)후, 대학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 후에 일본의 국

治時代)(1868~1912)에 들어서서도 『임경업전』과 『춘향전』의 번역소개가 전부일 정도로 조선고전은 매

립대학에서 한국어·한국문학 강좌가 생기기까지는 1963년의 오사카외국어대학, 1974 년의 규슈대학,

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다음 달에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

1977 년의 도쿄외국어대학, 1978 년의 도야마대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겨우 대학

의 이야기집과 속담』이 출판되었고 이후에 『조선야담집(朝鮮野談集)』(1912), 『사씨남정기구운몽』(1914)

에 한국어문학강좌가 생긴 것입니다. 조선유학의 연구는 중국철학과 동양사상학과로 이어졌는데 한국

등이 번역되었습니다. 더욱이 1919년에 일어난 31 독립운동의 여파로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무단정치에

어문학에 대해서는 1945년부터 30년 가량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백이 생겼으므로 연구자가 자취를 감추

서 문화정치(문화회유책)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도쿄아사히신문의 전직 기자인 호소이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과에서도 주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하지메는 ‘조선 경영(지배)을 위한 조선인의 민족심리학연구’를 표방한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라는 출

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근대 이전부터 근대 이후 전쟁이 끝나고도 한문과 한학의 연구가 일관되게 축적

판사를 세웠습니다. 이 곳에서 일본어로는 처음으로 조선고전 번역시리즈인 통속조선문고(1921~22년)

된 것에 비하면 양자의 격차가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를 출판합니다. 이 시리즈는 「선만총서(鮮満叢書)」(1922~23)로 이어졌으며 호소이 하지메가 그 중 10
편을 선별해서 1924년에 일본 최초의 조선고전소설모음인 『조선문학걸작집』(도쿄호코카이)을 출판했습

3. 「동양문고(東洋文庫)」의 조선고전을 위한 노력

니다.1) 1938년에는 장혁주의 희곡 ’춘향전’이 희곡과 공연 모두 일본과 조선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조선독립운동의 회유책으로 탄생한 조선문학 소개가 일종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것은 매우 아이
러니한 역사적 사실입니다.2)
그러나 조선고전연구를 학문으로 시작한 것은 1926년에 여섯 번째 제국대학으로 서울에 경성제국대
학을 세우고부터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은 다른 제국대학처럼 문부성 관할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관할이
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법문학부사학과에 조선사강좌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다카하시 토오루(高
橋亨)를 교수로 맞이한 조선어문학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본의 조선고전연구의 개척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교수와 그들에게 배운 영민한 조선인들이 비로소 문헌학을 토대로 조선
고전문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초로 본격적인 조선문학사인 『조선소설사(朝鮮小
説史)』(세이신쇼칸(清新書館), 1933)를 쓴 김태준과 『국문학사(国文学史)』(정음사(正音社), 1954)를 쓴
김사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패전 후 일본에서 한국고전문학연구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전쟁이 일
어나기 전의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학문적이거나 문학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고 안우식(安宇植)은 지적합니다.3) 확실히 전후 조선고전연구에 있어서, 가령 허남기의 『춘향
전』번역, 윤학준의 시조연구, 강재언의 조선유교연구와 같이 재일조선인이 재야에서 한 작업이 두드러집
니다. 만약에 일본인의 조선고전에 대한 관심이 식민지 통치와 더불어 싹텄고 식민통치의 종언과 함께 사
라진 것이라면, 그러한 지적 관심의 변절과 경박함에 대해 일본인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1) 이 『조선문학걸작집』에는 「춘향전」 「심청전」 「연의 각」 「사씨남정기」 「추풍감별곡」 「장화홍련전」 「구운몽」 「남훈태평가」 「숙향전」
「운영전(雲英伝 )」10편이 실려 있습니다.
2) 이 부분에 기술한 것은 니시오카겐지의 「한국문학의 일본전래에 대하여(전쟁이전 편)」, 소메야 도모유키・정병설이 엮은 『한국
의 고전소설』(페리칸사, 2008년)298～315쪽
3) 이 부분에 기술한 것은 니시오카겐지의 「한국문학의 일본전래에 대하여(전쟁이전 편)」, 소메야 도모유키・정병설이 엮은 『한국
의 고전소설』(페리칸사, 2008년)298～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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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헤이본샤에서 동양문고 편집을 담당하게 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몇 가지 편집방침 중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침이 있었습니다.
1) 조선고전문학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할 것
2) 동아시아 유교사의 주요문헌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할 것
조선고전은, 당시 접할 수 있는 조선고전시리즈라고 해봐야 홍상규가 번역하고 고려서림(高麗書林)이
1975년에 출판한 『한국고전문학선집』정도로, 전부 세 권(1권：심청전흥부전, 2권：구운몽, 3권：춘향전
추풍감별곡홍길동전)에 불과했습니다. 교정도 주석도 없이 출판된 빈약한 선집입니다.4) 이에 반해 중
국고전 중 그 때까지 출판된 주요 시리즈를 들면 메이지쇼인(明治書院)의 『신석한문대계(新釈漢文大系)』
전120권＋별책(1960~), 아사히신문사의 『중국고전선』 전20권(1963~66), 헤이본샤의 『중국고전문학전
집(中国古典文学全集)』전60권(1967~75), 슈에이샤의 『전역한문대계(全訳漢文大系)』 전33권(1973~80),
치쿠마쇼보의 『중국시문선』 전22권(1973~84), 학습연구사의 『중국의 고전』 전33권(1981~86)등이 있었
습니다. 게다가 무수한 한시 시리즈까지 더하면 장서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담아 공들인 번역과 레이아웃으로 앞다투어 계속 출판되는 중국고전전집에 비하면 조선고
전시리즈는 너무나 빈약해서 그 큰 격차에 놀랐습니다.
할 수 없이 동양문고 안에 조선고전의 면면을 점차 만들어가기로 하고 어떤 면면으로 하면 좋을지 조
선문학사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동양문고에 실린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외에는 김동욱의 『조선문학
사』(일본방송출판협회, 1974년), 변재수의 『조선문학사』(아오키쇼텐(青木書店), 1985년), 사에구사 도시
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보다』(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 1997년 보고서, 노자키미쓰히코의 『조선의 이야
기』(다이슈칸쇼텐, 1998년)만 구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작품명과 문학사의 흐름을 알아도 정작 중
4) 그 후에 사쿠힌샤에서 우메야마 히데유키가 번역한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譚)』 (2006),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
(2009), 이제현의 『역옹패설(櫟 翁稗説 ) 필원잡기』 (2011), 성현의 『용재총화(慵斎 叢話)』(2013)가 출판되었습니다. 읽기 쉽게 번역되
었으며 각주와 해설에도 정성을 기울인 매우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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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은 작품을 읽지 못해서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적되어있으며, 이들의 사제관계를 동원하면 협업이 가능한 번역팀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서울 교보문고에서 직원 분께 ‘한국의 고전시리즈’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중국의 명작이나 고전을 읽고자 하는 독자층이 두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도 새로운 편

청소년 입문서 같은 책을 몇 권 알려주셔서 보다 전문적인 대형 시리즈는 없는지 여쭤보았지만 비치하지

집방침을 제시해서 독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경제적 이익과 출판사의 입지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않은 듯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의 대형서점에 가면 교정된 원문현대어 번역본

을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본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학

각주해설이 갖춰진 일본의 고전시리즈가 입문자용부터 전문적인 것까지 여러 개가 구비되어 있기 마련

과 민간출판사의 힘만으로 시장경제안에서 자유로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훌륭한

입니다.5)

노동 조건으로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도경제성장과 교양주의의 조합이 사라져

‘한국 독자는 고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상당수 고전이 한문으로

버린 지금 돌이켜보면 기적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어있으므로 한문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한국이 자국의 고전을 읽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

안타깝게도 조선의 고전은 이러한 대형시리즈 기획이 활발하던 때조차도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각도 들었습니다. 귀국해서 조선고전의 대표적인 작품을 20권 정도의 목록으로 정리해서, 몇 안 되는 조

자 층이 얇은 것과 독자가 적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쟁과 함께 변재

선고전 전공자인 노자키 미쓰유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동양문고에 이러한 작품을 넣고 싶다고 의논했

수가 『조선문학사』의 서두에 쓴 일본인의 조선문학연구에 대한 강한 규탄이 떠오릅니다. 그는 다카하시

습니다.

토오루가 1932년에 조선문학이 중국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문화적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일본에서 조선의 고전작품은 번역작업의 전제인 문헌비판에 입각한 텍스트 연구, 작가의 행적에 대한

지적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조선문학 연구는,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한 연구 이후에는,

연구와 작품상호간의 영향관계 등 축적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는 조

유럽과 미국이 한 연구에 비하면 거의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극언할 수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변

선고전 연구자는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출판하는

재수는 이러한 ‘조선문학을 중국문학의 모방으로 보는 경향’에서 한국조차 자유롭지 않다고 하였으므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가능한 작품부터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한글소설이며 한류

로 전후 일본에 그런 경향이 남아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선고전에 대형시리즈가 없

역사드라마에서도 영웅으로 유명한 『홍길동전』을 동양문고판으로 출판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작

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대한 수의 중국고전문학전

품은 노자키 선생님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본을 정확히 번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았을 뿐 아니라 작가

집과 무에 가까운 조선고전문학시리즈의 극명한 대조는 그러한 편견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허균이 정말로 작가인지 아닌지)를 논한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동양문고 창간 800

동시에 그것이 과연 단순한 편견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번째 책을 『훈민정음』으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처음에 번역을 부탁드리려던 나카무라 다모쓰 선생님

그러나 저는 그러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가 중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번역의뢰부터 옛 한글 문체의 폰트와 조합까지, 2010년 가을에 간

국, 조선을 비롯하여 구미(欧米)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존재하듯

행하기까지는 이런 점에서도 매우 고생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조선근대문학선집』이라는 시리즈의

이 조선고전문학이 중국고전문학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독자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

편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6) 이 쪽은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선생님을 중심으로 9명의 번역자로 구

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높은 원류에서 낮은 하류로 흐르는 강물이 아닐뿐더러, 중심에서 주변으

성된 간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믿을 만한 번역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근

로 퍼지는 물결 또한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관계를 맺고 교류하여 때로는 저항하고 맞서면서도 타인

대문학은 일본근대문학의 아류로 봐서인지 잘 안 팔려서 그 점이 고민스럽습니다.

을 알려고 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하는 상호 관계 속에 생기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80년대에 세계문학, 일본문학, 중국고전문학의
대형 시리즈를 편집하고 간행하는 것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7) 이는 연구자 층이 두텁고 연구내용도 축

5)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도 이와나미쇼텐이 발행한 『일본고전문학대계』 전100권(1957～1967)과 동출판사의 『신일본고전
문학대계』전100권(1989～2005), 쇼가쿠칸이 발행한 『일본고전문학전집』전51권(1970～1976)과 동출판사의 『신편일본
고전문학전집』(1994～2002), 신초샤가 발행한 『신초일본고전집성』(1976～1989)등이 있습니다. 다만 2000년 이후로는
이러한 작품들의 재편집・리메이크 한 것이 많고 현재 일본의 서점에 진열된 것은 후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6) 이광수의 『무정』을 1권으로 하는「조선근대문학선집」은 현재 6권인 염상섭의 『삼대』까지 간행되고 있습니다.
7) 치쿠마쇼보등이 상당수 작가의 대형개인전집을 출판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문학 뿐만이 아니라 주오코론샤의 『세계의 명저』
전81권(1966～1976), 『일본의 명저』 전50권(1969～1974)등 외국과 일본의 철학・사상시리즈, 「미술전집」, 레코드가 딸린
『세계의 음악』같은 시리즈도 꽤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 출판계의 실로 ‘황금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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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속의 조선고전문학
저는 작년에 아메노모리 호슈의 『고린테이세이(交隣提醒)』와 주자의 『논어집주』를 편집 출판하였고,
지금은 이퇴계의 『자성록』과 『천명도성학십도』, 오규 소라이의 『조래집(徂徠集)』, 홍대용의 『건정필담(乾
浄筆譚)』등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논어집주』는 주자가 『논어』에 주석을 붙여서 자신의 주자학 체계를 보여주는 책으로, 이후 동아시아
유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17세기 유학자인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논어
해석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수록했습니다. 조선의 이퇴계가 주자학을 순화 심화하여 ‘동방의 주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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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렸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자성록』은 일본의 많은 유학자들이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이토 진사이의 주자학 비판을 시작으로, 한 술 더 떠서 오규 소라이는 주자와 진사이도 비판
하며 ‘조래학(徂徠学)’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사상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전개를 지금까지의 동
아시아 유학사(儒学史) 는 ‘중국 → 조선 → 일본’이라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통신사에 동행한 유학자는 일본에 조선
유학을 전함과 동시에 진사이의 『동자문(童子問)』과 소라이의 『조래집』을 들고 조선에 돌아갔습니다. 이

Panel 1-1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On the Publication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Japan:
Why Large Multivolume Collections Weren’t Issued

에 조선에서는 주자를 비판하고 맹자의 경서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학문 ‘고학(古学)’이 일본에서 일어나

Seki Masanori (Heibonsha, Japan)

고 있는 것을 알고 자극을 받습니다. 조선후기 정약용의 『논어고금』는 진사이와 소라이, 소라이의 제자
인 다자이 슌다이의 글을 꽤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 조선’이라는 역의 흐름 또한 엿보입니다.
게다가 조선의 연행사(燕行使)로서 북경에 건너가서 청(淸)의 고증학과 서양문화를 접한 홍대용의 『건정
필담(乾浄筆譚)』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비추어 보면 18세기 유학사는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조선
⇔일본’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실학파로 불리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국
이나 일본의 유학자들과 교류하고 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아 다같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것입니다. 저
는 이제까지의 ‘기원/전파, 주류/아류, 오리지널/모방’ 이라는 구도보다 이러한 인간적인 상호관계와 우

1. Introduction

정에 매력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중국, 한국, 일본의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
I am honored to be a recipient of a great prize in the field of literary translation, the third annual LTI

에 상호관계와 우정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번역원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번역과
출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 출판물은 한류를 제외하면

Korea Distinguished Service Award. At this time, I would also like to thank LTI Korea for inviting me to
this workshop and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시장성이 꼭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출판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When I first received the request to speak on the topic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 have to admit I felt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뛰어난 문학을 일본에 체계적으로 많이 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

overwhelmed by the idea. I am not an expert in the field. However, in my position as the editor in charge of

으로 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년 동안 10권의 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

Heibonsha’s Dongyang Mungo, I accepted the challenge. As part of our library, we have been publishing

든 것은 대단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문학번

a long-running serie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the only series of its kind

역원과 인연을 맺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번역원에서 지원해 준 덕분에 일본인들은 한

in Japan—in versions lightly adapted for our readers. Since 1963, when our department was established,

국문학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Dongyang Mungo has been publishing masterpieces of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India, China, Korea, and Japan. Korea is important among these regions, and we have published
일한 번역: 김나현

more than twenty volumes of Korean classics. As the editor in charge of this project, I will talk about the
state of Japanese research and publication in the field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2. Japanese Research and Publication in the Field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1) Few researchers specializing in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compared with researchers
specializing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First, I would like to give a general overview of Japanese research and publications in the field of Joseon-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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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classical literature. Rather than observing the narrow sense of the word “literature” and limiting our

Chinese Confucianism (especially the Neo-Confucianism of the Cheng-Zhu and Lu-Wang schools),

discussion to fiction, I have considered historical records, historical annals, short tales, and essays as within

elevated to a higher form through the criticism of the Gang-ho school (江戸儒学), Japanese studies

the scope of this presentation. Limiting the topic to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as studied in Japan would

researchers, and a little of the philosophy of Lao-tzu (Laozi) and Chuang-tzu. This was the composition of

make the field so narrow that just finding research, publication, and books for discussion would pose a

Japan’s modern Oriental Studies, and through academic institutions it came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problem. This becomes obvious if we compare the situation with that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generation.

Japan’s Chinese Research Society (日本中国学会), an association for researchers studying Chinese

Ideological justification for Japanese imperialism took root: India and China were in crisis, becoming

literature, philosophy, and language, boasts over 2,000 members, and over 800 of them majored in Chinese

colonies through the great power of the West, and Japan would be the new standard bearer, bringing

classics (literature or philosophy). On the other hand, membership in the Joseon Society stands at 600

together and reconsolidating the spiritual ethos of the East in opposition to the West. In this way, Japan’s

people. Since a large majority of them specialize in history or linguistics, at most there would be ten or

thinking that there was a three-stage structure to world history, with the West, the East (China), and Japan

fifteen researchers working in the field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and thought. Japanese scholars

representing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became clearly reflected in Japanese scholarship, education,

who perform research on Joseon-era classics and who are at the same time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and publishing. School disciplines and subjects were organized so that world history consisted of Western

are an even smaller minority (four or five people). Looking at the difference from another perspective,

history, Eastern history consisted of Chinese history, and national history consisted of Japanese history.

various academic societies exist within the field of Chinese classics reflecting specific research specialties,

Likewise, in the publishing world, primarily three branches of classical literature were published: large

including societies for the literature of the mid-Tang Dynasty, Yuan Dynasty, Song Dynasty, and Three

collections of “world”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and Japanese literature.

Kingdoms Period. Fewer researchers majored in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as a broad category than
belong to any one of these small, finely delineated research societies for the study of classical Chinese.
The gap between them is all too apparent. Then how did this extreme degree of one-sidedness come
about?

(3) The history of the publication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Then how was classical Korean literature dealt with,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described above?
Texts published in the classical Chinese script in Japan are known as hwagakbonhanjeok (和刻本漢籍

(2)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Collections

), and these books, beginning primarily with versions of Buddhist scriptures, can be traced back to the 8th

First of all, since the early modern period, East Asia has been a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that is,

century. The first Joseon-era classics that came out as hwagakbon, however, were works by contemporary

culture expressed through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has predominated in every kind of writing, be it the

writers Kim Si-seup (Geumo Sinhwa), and Seo Geo-jeong (Dongin Sihwa), rendered in the classical

language of political systems or of literature and ideas. Literature and book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Chinese used in Japan and printed in 1650. Even as the Meiji period (1898-1912) got underway, translations

have been the dominant form of media.

of Imgyeongeoupjeon and Chunhyangjeon made up the sum of classical Korean texts in publication. Then,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reform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Japan came after

a month after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was ratified, Takahashi Toru’s (高橋亨) Tales and Proverbs

modernization, and a reason may be found for this. After Western impact, universities (Imperial

of Joseon was published, and after that, Historical Romances of Joseon (朝鮮野談集, 1912) and Sassi

Universities) became the centers of scholarly research and higher learning, and Oriental Studies, the deep

Namjeonggi and Guunmong (1914) were translated.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study of Eastern spiritual culture, was designated as a means of combating Western technical civilization.

movement in 1919, Japan’s Governor General of Korea changed his governing policy from iron rule to

Indian philosophy was included in Oriental Studies, but otherwise, Chinese history, literature, and thought

that of cultural conciliation. As one outcome of this, former Tokyo Asahi Shimbun reporter Hosoi Hajime

were regarded as the basis, main current, and center of Eastern spiritual culture, and other cultures were

founded a publishing house, Jayutogusa (自由討究社), to facilitate “the study of the psychology of the

perceived as off-shoots, tributaries or peripheries.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literature, Chinese history and

Joseon people for the purposes of ruling Korea.” This publisher, for the first time, published a series of

literature were the main subjects of translation and research, while in philosophy, it was Buddhist scriptures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Japanese: The Library of Popular Joseon Fiction (1921-22). The series

that had been translated into classical Chinese and had their origins in India. Confucianism was of course

was continued in the Seonman Series (鮮満叢書, 1922-23). Hosoi Hajime then selected ten stori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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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orks and in 1924 published the first collection of classical Korean stories, Masterpieces of Joseon
1)

of Foreign Studies (1963), Kyushu University (1974),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77), and

Literature (Tokyo Hokokai). In 1938, Jang Hyeok-ju’s play Chunhyangjeon met with resounding success

Toyama University (1978) started offer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es. So one could say it

across Japan and Korea, both in published book form and in performanc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as really the 1970s before Korean literature classes were offered once more. Researchers had made

it seems very much ironic that this wave of popularity owed to the cultural conciliation policy that was

connections between Joseon-era Confucian theory and Chinese philosophy and Asian thought, but due to

established after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n turn facilitated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thirty-year vacuum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studies after 1945, the very traces of these researchers

2)

to Japan.

were lost. It should be added that in the universities listed above, it was generally Korean language that

Meanwhile, scholarly research on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began in 1926, from the time the

was taught; teachers of Korean literature were exceedingly rare. The study of classical Chinese language

sixth imperial university, Gyeongseongjaeguk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Seoul. Like other imperial

and literature was pursued continuously from before the modern period until after the war ended and on, so

universities, Gyeongseongjaeguk University was administer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rather

the research gains were consistent and a body of knowledge was accumulated. Thus, it is natural that a gap

than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from the time it was founded, the law and literature department offered

would exist between the state of Chinese and Korean classical studies.

Korean history courses with Ogura Shinpei as professor an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es
with Takahashi Toru. These two men could be called pioneers in the Japanese study of classical Korean

3. Dongyang Mungo’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Joseon-era classics

literature. It was they and their bright Korean students who established the study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in Japanese, with philology as the foundation. Representative of their school were writers
of the first full-fledged histories of Joseon-era literature, Kim Tae-jun, (History of the Korean Novel,
Seishinshokan, 1933) and Kim Sa-yeop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Jeongeumsa, 1954).

I became the editor of Heibonsha’s Dongyang Mungo in 2007. I had several guidelines I followed as
editor, and today I will speak about two that relate to the present topic.
1. To enable a structured reading of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Unfortunately, however, as Ahn U-sik remarked, “After Japan lost the war, researchers in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disappeared from the academic scene. And paradoxically, this means that before the war
3)

2. To enable a structured reading of important East Asian Confucian texts
At the time, the only series of Joseon-era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o speak of was The Anthology

broke out, research in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was not necessarily scholarly or literary.” Certainl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Goryeo Seorim, 高麗書林, 1975) translated by Hong Sang-gyu, which

after the war, Koreans living in Japan and working independently of universities contributed notably

consisted of three volumes (Volume ne: Simcheonjeon, Heungbujeon; Volume Two: Guunmong; Volume

to the study of Joseon-era classical Korean studies, with examples being Heo Nam-gi’s translation of

Three: Chunhyangjeon, Chupunggambyeolgok, Honggildongjeon). The selection was meager, and it

Chunhyangjeon, Yun Hak-jun’s study of sijo, and Kang Jae-eon’s research on Joseon-era Confucianism.

lacked proofreading and notes.4) By contrast, the major series of Chinese classics that had been published

If perhaps Japanese interest in Joseon-era classics had arisen together with colonial rule and faded with its

by that point included An Outline of the Chinese Classics, Newly Revised (新釈漢文大系) (Meiji Shoin,

loss, the Japanese should reflect deeply on the fickleness and insincerity of this intellectual interest.

120 volumes plus special editions, 1960-); A Collection of Chinese Classics (Asahi Shimbun Publishers,

Still, the suspension of research on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in Japan after the war can also be

20 volumes, 1963-66); A Collection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中国古典文学全集) (Heibonsha,

attributed to discontinuity in university education programs. After Japan’s defeat, the classes in Joseon-

60 volumes, 1967-1975), A Complete Series of Chinese Classics (全訳漢文大系) (Shueisha, 33 volumes,

era language and literature that were created at Gyeongseongjaeguk University were closed together with

1973-1980); A Selection of Chinese Poetry and Prose (Chikumashobo, 22 volumes, 1973-1984), and

the university that offered them. It was not until later that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Osaka University

Chinese Classics (Education Research Publishers, 33 volumes, 1981-1986). If poetry series were added,

1) Ten works are included in Masterpieces of Joseon Literature (Tokyo Hokokai): Chunhyangjeon, Simcheonjeon, Yeon-eui Gak,
Sassi Namjeonggi, Chupunggambyeolgok, Janghwahongryeonjeon, Guunmong, Namhuntaepyeongga, Sukhyangjeon, and
Unyeongjeon.
2) This is described in Nishioka Kenji’s “On the Japanese Origins of Korean Literature (Before the War),” in Korean Classical
Novels (eds. T. Someya and B. Jeong, Perikan, 2008, 298-315).
3) Ibid,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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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stakingly translated books with effective layouts. The situation for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series

written in Hangul (and whose hero has enjoyed recent fame in a hallyu historical drama). Nozaki supplied

was so weak in comparison that I was shocked at the difference.

precise translations of the three distinct versions of the text, detailed notes, and also a commentary on the

I decided that I would have no choice but to build up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facets of Joseon-

question of Heo Gyun’s authorship. Then we planned to make Hunminjeongeum Dongyang Mungo’s 800th

era classics in the Dongyang Mungo series, so I read historie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o determine

publication, but the translator we had enlisted, Nakamura Tamotsu, passed away. From the problem of

which aspects to include. Besides Kim Tae-jun’s History of the Korean Novel (Dongyang Mungo), I

finding a translator to the question of how to represent the historical Hangul script, we encountered many

was able to consult Kim Dong-uk’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Japanese Broadcasting Networks’

obstacles before the book was published in the fall of 2010. In the case of the Modern Joseon Literature

Publishing Association, 1974), Byeon Jae-su’s History of Joseon-era Literature (Aokishoten, 1985),

Anthology, which I have been editing since 2005,6) there have been no problems finding reliable translators

Saekusa Toshikasu’s “A Taste of Korean Literature” (Report,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1997), and

because the publishing committee is made up of nine translators, headed by Omura Masuo. The only

Nozaki Mitsuhiko’s Tales of Joseon (Daishukanshoten, 1998). One can learn the titles of works and the

concern I have had about the series is that it hasn’t sold well, perhaps because readers view Korea’s modern

branches of literature to which they belong this way, but ultimately one cannot know the important subject

literature as an offshoot of Japan’s.

matter without reading the works themselves.

Namely I can tell you the following. From 1960 until 1980, large series of world literature, Japanese

So I went to Korea. I informed the clerk at Kyobo bookstore that I was looking for a serie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were actively published in Japan.7) This is because the researchers

Korean literature. Besides the introductory series intended for young people that the clerk had kindly

involved in the projects had strong networks and had accumulated a sizeable body of research in their

showed me, did they happen to have a large collection intended for professional use? It didn’t look like

respective fields, and professors and students could draw upon their academic relationships to form

any were in stock. This was really unexpected. A large bookstore in Tokyo would certainly have sets of

cooperative translation teams. Of course, it is also because Japanese and Chinese masterpieces and classics

Japanese classics in a variety of forms—revised originals, modern translations, and editions with footnotes

enjoyed a devoted following among readers. A publishing company would push for the creation of these

5)

and commentaries—aimed at a range of readers, from beginner to expert.

series because if a new adaptation were released and it secured a readership, then the company could kill

“Is it that Korean readers lack interest in the classics?” was my first thought. I also wondered if the

two birds with one stone: it could profit economically and acquire a solid market position. In Japan, this

absence of these series implied that Koreans had difficulty reading their own classics. The government

happened irrespective of the government’s culture policies; the long term success of the series as a form

has not actively promoted the learning of Chinese characters, and a large proportion of classics are written

was attributable to the efforts of universities and private publishing houses participating in the free market

in that script. I returned home, and having trimmed the list of representative works to fit a twenty volume

system. In addition, scholars and employees could enjoy excellent working conditions and receive high

series, I showed it to Professor Nozaki Mitzuyuki, one of the few Japanese to have majored in Joseon

salaries. Looking back at this combination of elements that no longer exists—high economic growth and

classics, and sought his opinion on my selections.

desire for cultural refinement—one can call it a golden age.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is insufficient for translators of a Joseon-era classical literature series to

Unfortunately, the Joseon-era classics were not published even during this boom in the publication of

fulfill their task. They should have access to different strains of research: literary criticism grounded in the

large series. This was due to there being a mere smattering of researchers and a small pool of readers.

text, research on the author’s oeuvre, and information on the author’s influences. However, the number of

I recall Byeon Jae-su’s discussion of this “chicken or egg” question, included together with a strong

scholars engaged in this work may be counted on one hand. For this reason, it was almost impossible to

denunciation of Japanese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at the beginning of A History of Joseon-era

publish works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fashion, and so we’ve made it our policy to publish a work as

Literature. Byeon refers to a comment Takahashi Toru made in 1932, criticizing Joseon-era literature

it becomes possible to do so. It took us three years to publish Honggildongjeon, the first Korean novel to be
5) Representative publications include An Outline of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Iwanamishoten, 100 volumes, 1957-1967),
A New Outline of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Iwanamishoten, 100 volumes, 1989-2005), Japanese Classics: The Complete
Works (Shogakukan, 51 volumes, 1970-1976), Japanese Classics: A New Edition of the Complete Works (Shogakukan, 199420002), and A Collection of Japanese Classics (Shinchosha, 1976-1989). After 2000, many of these collections were revised
and re-edited, so it is these newer versions that are on display in Japanese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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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ing subordinate to Chinese literature and lacking in literary creativity. Byeon states that after the

East Asian Confucian thought as flowing in one direction, from China to Joseon to Japan, it did not always

research that the Japanese performed on Joseon-era literature to justify th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follow this path. For example, Confucian scholars who accompanied the Joseon envoy to Japan spread

their research in the field has amounted to nothing when considered next to that done by Europeans and

their version of Neo-Confucianism, but they took Jinsai’s Dongjamun and Sorai’s Joraejip back with them

Americans. But in fact, Koreans themselves are not free of the tendency Byeon mentions, “to view Joseon-

when they returned to Joseon. They were intellectually stimulated by these books, which introduced to

era literature as mere imitation of Chinese literature,” and so it is not strange that the tendency would

them gohak (古学), the movement that was arising in Japan critiquing Zhu Xi and calling for a return to

persist in Japan after the war. It makes me anxious to think that this might be one of the reasons there are

the writings of Mencius. In his book Non-eo Gogeum, written during late Joseon, Jeong Yak-yong quotes

no large series of Joseon-era literature in Japan. The stark contrast, described above, between the countless

extensively from the works of Jinsai, Sorai, and Sorai’s pupil Dajai Shunda. This shows the transmissio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series and the Joseon-era literature series cannot be explained except by

of ideas in the reverse direction, from Japan to Joseon. Not only that, but as viewed in Hong Dae-

reference to this prejudice. I also suspect that at the time it was natural to harbor this prejudice.

yong’s Geonjeongpildam and Bak Ji-won’s Yeolha Ilgi, Joseon can be seen as the center of 18th century

But I don’t think that identifying which ideas were original and which were imitations is meaningful

Confucianism, as ideas are represented as moving back and forth from China to Joseon and from Joseon to

in this context. Japanese culture has come to exist through the strong influence of the cultures of other

Japan. The authors had visited Beijing as Joseon envoys, and had come into contact with western culture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China, Joseo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ame way, Joseon-

and the new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In an interesting anecdote that again shows the links

era literature was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literature, and to say so does not mean that it lacks

among Confucianists across East Asia, members of the Silhak branch of Joseon Confucianism exchanged

independent value. Culture is not like river water, flowing from a high source to low-lying tributaries, and

ideas and friendship with Chinese and Japanese Confucianists, and so deep was their connection that they

neither is it like waves flowing from the center to the regions. I believe culture is what arises in a mutual

wept when it came time to part. In terms of these interchanges, I would rather focus on the friendship and

relationship with people interacting and making connections between disparate things; sometimes they

harmony than be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source and the offshoot, the main current and the tributary,

resist and oppose one another even as they try to get to know one another, or confirm their own identity.

or the original and the replica.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through the study of classical and modern
literature from China, Korea, and Japan, we can develop a new image of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as

4.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one of reciprocity and friendship.
I would like to end my presentation by thanking LTI Korea. We are grateful that the institute has

Last year I edited publications of Amenomori Hoshu’s Gorin Taisei (交隣提醒) and Zhu Xi’s

supported us materially and spiritually in a great many translation and publication projects. Outside of

Commentary on the Analects; now I am editing Yi Toegye’s Jaseongrok and Cheonmyeongdo and The Ten

hallyu-related publicat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sales of Korean publications in Japan will be high.

Diagrams on Sage Learning, Ogyu Sorai’s Joraejip (徂徠集) and Hong Dae-yong’s Geonjeongpildam (乾

As you know, the Japanese publication industry is undergoing difficulties. In order for us to systematically

浄筆譚).

bring outstanding Korean literature to Japan, from classical works to outstanding modern fiction, we

In the Commentary on the Analects, Zhu Xi introduces his own school of thought through the notes he

requi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long-term perspective. For this reason, the program created to

appends to Confucius’ Analects. His book exerted a tremendous influence on Confucianism in East Asia.

support the publication of ten books over a four-year period is excellent, and I commend it highly. We

For our publication of Zhu Xi’s text, I added commentaries on the Analects by 17th century Japanese

have had ties with LTI Korea for over a decade now. Thanks to the assistance we have received during

Confucianists Ito Jinsai and Ogyu Sorai, so that they may be read together with the original. It is well

this time, the Japanese have co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and have

known that Korea’s Yi Hwang(Yi Toegye) came to be known as the Zhu Xi of the East for his efforts to

new respect for it.

purify and intensify Confucianist scholarship. One of his works in particular, Jaseongrok, was read by
many Japanese Confucianists, and exerted a wide influence. But Ito Jinsai began criticism of the Zhu

Translated by Kari Schenk

Xi school, and then Ogyu Sorai went a step further, criticizing both Jinsai and Zhu Xi in the original
philosophy he developed called Joraehak (徂徠学). Although until now the tendency has been to thi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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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思想書、説話集、随筆なども含みます。日本において「朝鮮古典文学」を狭義に絞ると対象のスケー

Panel 1-1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ルが本当に小さくなってしまい、研究・出版・読書の対象として論じること自体が難しくなってしまうから

日本における韓国古典文学の出版について
―なぜK文学全集は編まれなかったのか―

です。このことは、中国古典文学と比較してみれば、明らかになります。
例えば、日本における、中国の文学・哲学・語学の研究者の学会である「日本中国学会」の会員は、
現在2000人余り、そのうち中国古典(文学・哲学)を専門とする研究者は、800人以上はいます。一方、
「朝鮮学会」は会員数600余名。歴史や語学の研究者が多く、朝鮮の古典文学・思想の研究者は多く

関 正則(平凡社東洋文庫編集部)

見積もっても10～15名程度。朝鮮古典研究を主たる研究対象とし大学に所属する日本人研究者は、お
そらく数名(4～5名)ではないでしょうか。中国古典文学では、
「中唐文学会」
「六朝学術学会」
「宋詩研
究会」
「三国志学会」など、さらに細分化された研究をテーマとする学会がいくつも存在します。朝鮮古
典研究を専門にした研究者の数は、こうした中国文学の個別の小さな学会の会員数より少ないはずで
す。
この格差、偏頗はきわめて歴然としたものです。
では、こうした極端な格差と偏頗がなぜ生まれたので
しょうか。

1.はじめに
(2) 日本の古典文学全集の世界像
この度は、韓国文学翻訳院から「LTI Korea Distinguished Service Award」という大変重要な賞

まず何より、東アジアにおいて近世(初期近代)まで、
「漢字文化圏」すなわち政治制度から文学・思

をいただき、大変な栄誉であり、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文学翻訳院の皆様をはじめ、関係

想にいたるまで、漢字で表現された文化が支配的であったことが指摘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

者各位に心よりの御礼を申し上げます。また、このワークショップにご招待いただき、発表の機会をご提

もありません。漢文学・漢籍は、東アジアの支配的メディアでした。

供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も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さらに、日本の近代化に伴う、学問と教育の編成法にも原因があるようです。日本では、Western

ただ、このワークショップで、韓国の近代文学か古典文学のいずかについて話せ、
できれば古典文学

Impact以後、学問研究と高等教育が大学(帝国大学)を中心に整備されていくなか、西洋の技術文明

について話してほしいと依頼を受けた時、正直言って大変困惑いたしました。私は、朝鮮古典文学につ

に対抗するために東洋の精神文化を究める「東洋学」が考案されました。日本の東洋学では、インド

いてはまったく無知だからです。語るべき資格はありません。ただお引き受けしたのは、私が編集担当し

の哲学を除けば、中国の歴史・文学・思想が、東洋の精神文化の起源・本流・中心であり、それ以外の

ます平凡社の「東洋文庫」は、朝鮮古典文学をある程度まとまった形で刊行し続けている、日本で唯一

文化は伝播、亜流、周辺と位置づけられました。歴史と文学については圧倒的に中国史・中国文学、

の出版シリーズだと考えたからです。東洋文庫は1963年に創刊され、中東イスラーム、中央アジア、イン

哲学については、仏教はインドが起源ですが、漢訳仏典が翻訳・研究の対象であり、儒教はもちろん

ド、中国、韓半島、そして日本の貴重な古典を出版し続けてきました。その中でも 韓国は重要な地域と

中国儒教(特に朱子学・陽明学)とその批判的継承である江戸儒学と国学、そこに若干老荘思想が加

して20点を超えております。その担当者として、日本における朝鮮古典文学の研究と出版の状況につい

味されるというのが、日本の近代東洋学の編成であり、それが教育によって再生産されてきたと言える

て、ご報告したいと思います。

と思います。
さらに西洋列強によってインドや中国が植民地化の危機に陥ると、西洋に対抗して、東洋の精神文化

2.日本における朝鮮古典文学の研究と出版

を再び綜合し確立する新たな担い手は日本だといった、日本の帝国化を正当化するイデオロギーが生
まれました。こうした世界を「西洋－東洋(中国)－日本」というトリアーデ(正・反・合の三構造段階)とし

(1) 朝鮮古典研究者の層の薄さ――中国古典研究との比較

てみる世界像は、日本の学問・教育・出版の世界に正確に反映されました。西洋史＝「世界史」、中国史

まず、日本における朝鮮古典文学の研究と出版の状況について、その概略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

＝「東洋史」、日本史＝「国史」と学科・教科が分かれ、出版界でも、大型の「古典文学全集」は、西洋

こでは「古典文学」を小説(フィクション)を中心にした狭義の文学ジャンルに限定しません。現在の歴史

文学中心の「世界文学全集」、
「中国文学全集」、そして「日本文学全集」、この三種類が圧倒的に多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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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ったのです。

在野で行った仕事が目立ちます。もしも、日本人の朝鮮古典への関心が植民地統治と共に芽生え、その
終焉とともに失われるようなものであったとすれば、そうした知的関心の「変節」と「軽薄」について、日

(3) 朝鮮古典の出版の歴史

本人は深く反省すべきかもしれません。

では、こうした古典文学の分類のなかで、朝鮮古典はどのように扱われたのでしょうか。

ただ、こうした日本の戦後の朝鮮古典文学研究の「中断」と「空白」いう現象は、大学教育の問題で

日本で出版された漢文書籍を「和刻本漢籍」と言いますが、仏典を中心とした「和刻本漢籍」は、お

もありました。京城帝大におかれた朝鮮語文学の講座は、敗戦(解放)後、大学と共に廃止されました

よそ８世紀まで遡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うち朝鮮古典の最初の和刻本は、江戸時代の1650年代に金時

が、その後、日本の国立大学に韓国語・韓国文学の講座が置かれるのは、1963年の大阪外国語大学、

習『金鰲新話』と徐居正『東人詩話』が訓読(日本語読み)用の漢文として出版されたものです。明治時

1974 年の九州大学、1977 年の東京外国語大学、1978 年の富山大学を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

代(1868～1912)に入っても『林慶業伝』『春香伝』の翻訳紹介が見られる程度で、ごく散発的なもので

た。1970 年代になって、ようやく大学に韓国語文学の講座が置かれたのです。朝鮮儒学の研究は、中

した。それが、1910年の「韓国併合」条約締結の翌月に高橋亨(とおる)の『朝鮮の物語集附俚諺』が出

国哲学や東洋思想の学科に引き継がれたのですが、韓国語文学については、1945年から30年ほど高等

版され、以後、
『朝鮮野談集』(1912)、
『謝氏南征記・九雲夢』(1914)などが翻訳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教育と研究の「空白」が生まれたのですから、
「研究者が姿を消した」と見えたのもやむを得ません。た

さらに1919年の三・一独立運動の衝撃によって、日本の朝鮮総督府は「武断政治」から「文化政治」(文

だし、これらの学科でも、教えられるのは主に韓国語であって、韓国文学についての教授はごく稀でし

化懐柔策)へと転ずると、それに呼応して元「東京朝日新聞」記者の細井肇は、
「朝鮮経営のために朝鮮

た。近代以前から近代以降の戦後まで、一貫して漢文・漢学の研究が続けられた蓄積に比べれば、両

人の民族心理学を研究する」ことを目的に自由討究社という出版社を起こし、日本語初の朝鮮古典の翻

者の落差の大きさは当然というべきかもしれません。

訳シリーズ「通俗朝鮮文庫」(1921～22年)を出版します。このシリーズは「鮮満叢書」(1922～23)に引き
継がれ、そこから細井肇が10編を選び直し、1924年に日本初の朝鮮古典小説アンソロジー『朝鮮文学
1)

傑作集』(東京奉公会、925頁)が出版されます

3.「東洋文庫」における朝鮮古典の取り組み

。1938年には張赫宙の戯曲「春香伝」の戯曲と上演が

日本と朝鮮で大ヒットしたといいます。朝鮮独立運動の懐柔策から生まれた朝鮮文学の紹介が、ある
種のブームをもたらしたというのは、大変皮肉な歴史的事実です。2)
しかし、学問的な朝鮮古典研究が始まるのは、1926年に第6番目の帝国大学としてソウルに京城帝国

私が平凡社の東洋文庫の編集担当になったのは2007年です。幾つか編集方針を考えましたが、今日
のテーマに関しては、2つ方針を立てました。一つは、朝鮮古典文学を系統的に読めるようにすること。
もう一つは、東アジアの儒教史の重要文献が系統的に読めるようにすること。

大学が開設されてからです。京城帝大は、他の帝大のように文部省管轄ではなく、朝鮮総督府管轄でし

朝鮮古典について言えば、当時読める朝鮮古典のシリーズは、1975年に高麗書林から出版された洪

たが、 開設から法文学部史学科に朝鮮史の講座と、小倉進平と高橋亨を教授に迎え朝鮮語文学の講

相圭訳による『韓国古典文学選書』全3巻(第1巻：沈清伝・興夫伝、第2巻：九雲夢、第3巻：春香伝・

座が置かれました。この二人が、日本における朝鮮古典研究のパイオニアと言ってよいと思います。そし

秋風感別曲・洪吉童伝)くらいでした。校訂も注もなく、正直にいえば貧弱な選集です4)。これに対して

て、彼らと彼らから学んだ朝鮮人の俊英たちが、ようやく文献学を踏まえた朝鮮古典文学研究を開始し

中国古典について、それまでに出版された主なシリーズを挙げると、明治書院『新釈漢文大系』全120

たのでした。その代表が、初めての本格的な朝鮮文学史『朝鮮小説史』(清新書館、1933)を著わした金

巻＋別巻(1960～)、朝日新聞社『中国古典選』全20巻(1963～66)、平凡社『中国古典文学全集』全60巻

台俊と、
『国文学史』(正音社、1954)を著わした金思燁でした。

(1967～75)、集英社『全訳漢文大系』全33巻(1973～80)、筑摩書房『中国詩文選』全22巻(1973～84)、

しかし、不幸にして「敗戦後の日本では韓国古典文学の研究者が姿を消してしまった」(安宇植)。そし

学習研究社『中国の古典』全33巻(1981～86)などがあり、さらに無数とも言える漢詩のシリーズを加え

て、それは「戦前の韓国古典文学に対する研究が必ずしも学問的ないし文学的でなかったことを、逆説

れば、まさに汗牛充棟です。様々な出版社から新たな研究成果を盛り込み、趣向を凝らした訳やレイア

的に示している」と安宇植は指摘しています3)。確かに、戦後の朝鮮古典研究については、例えば、許

ウトで、競うように繰り返し出版される中国古典全集と、他方で余りに貧しい朝鮮古典シリーズ、この落

南騏による『春香伝』訳、尹学準による時調研究、姜在彦による朝鮮儒教研究のように、在日朝鮮人が

差の大きさに私は驚きました。
やむなく東洋文庫の中に少しずつ朝鮮古典のラインナップを作っていこうと考えました。どのようなラ

1) このあたりの記述は、西岡健治「日本への韓国文学の伝来について(戦前編)」、染谷智幸・鄭炳説編『韓国の古典小説』
(ぺりかん社、2008年)298～315ページに負う。
2) このあたりの記述は、西岡健治「日本への韓国文学の伝来について(戦前編)」、染谷智幸・鄭炳説編『韓国の古典小説』
(ぺりかん社、2008年)298～315ページに負う。
3) 同上4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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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ナップを考えればよいかと思い、朝鮮文学史の本を探しました。すると、東洋文庫に収められてい

型シリーズを編集・刊行することが非常に盛んでした7)。それは、研究者の層が厚く、研究蓄積もあり、

る金台俊『朝鮮小説史』以外には、金東旭『朝鮮文学史』(日本放送出版協会、1974年)、卞宰洙『朝鮮

その師弟関係を動員すれば、
マニファクチュア的な翻訳チームを組織す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もちろ

文学史』(青木書店、1985年)、三枝寿勝『韓国文学を味わう』(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1997年報

ん、そうした日本や中国の名作・古典を読もうとする読者層も厚かったからでもあります。出版社も新しい

告書)、野崎充彦『朝鮮の物語』(大修館書店、1998年)しか、入手して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つ

編集方針を提示して、読者を獲得できれば、経済的な利益と出版社としてのステータスの双方を得るこ

まり、作品名と文学史の流れはわかっても、作品が読めないのでは肝心の中身が満足にわからなかっ

とができましたから、積極的でした。こうしたことが日本では、大学と民間出版社の力だけで(政府の文

たのです。

化政策とは全く無縁に)、自由に繰り返し実現し、しかも市場経済のなかで成立しえたのです。しかも彼ら

そこで、韓国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ソウルの教保文庫へ行き、店員のかたに「韓国の古典のシリーズ」
を探していることを伝えました。若者向けのガイド本のような本を数冊案内してくれました。もっと専門

は恵まれた労働条件で働き、高給を得ることができた！ このことは、そうした条件(高度経済成長と教
養主義の幸福な結婚)が崩れてしまった今となってみれば、奇跡的な時代であったとすら言えます。

的な大きなシリーズはないのかと尋ねたのですが、置いていないようでした。大変意外でした。日本の

残念ながら、朝鮮古典は、こうした大型シリーズ企画隆盛の時代においても、出版されませんでした。

東京の大型書店にいけば、校訂された原文・現代語訳・注・解説が整備した日本の古典のシリーズが入

その理由は、研究者の層が薄かったから、読者が少なかったから、そのどちらでもありましょう。鶏が先

5)

門者向けから専門的なものまで、幾つもあるはずです。

か卵が先かといった議論が思い出されます。ただ、そこで思い起こされるのは、
卞宰洙が『朝鮮文学史』

韓国では、読者はあまり古典に関心がないのかとまず思いました。古典の多くが漢文ですから、漢字

の「序」で書いた、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への激しい糾弾です。彼は。高橋亨が1932年に朝鮮文学

教育が積極的に行われていない韓国では、自国の古典が読めなくなっているからかなどと考えたりしま

の中国への「文化的隷従性」と「文化的独創性の欠如」を指摘したことに触れ、
「日本人による朝鮮文

した。帰国してから、朝鮮古典の代表的な作品を20点ほどのリストにまとめ、数少ない朝鮮古典専攻者

学の研究は、植民地統治を正当化するためになされた〝研究〟以後は、欧米のそれにくらべると、ほと

の野崎充彦先生に見てもらい、東洋文庫にこうした作品を入れていきたいと相談しました。

んどなにもなされていないと極言することができる」と批判しています。卞宰洙はこうした「朝鮮文学を

日本では、朝鮮古典の一つの作品についてだけでも、翻訳作業の前提になる文献批判を踏まえたテ

中国文学のエピゴーネンとみる傾向」が、
「南朝鮮」(韓国)にすら残っているとしていますから、戦後の

キスト研究、作者の伝記的研究、作品相互の影響関係などの研究の蓄積が十分ではありません。日本

日本の中に残ってい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そのことが、朝鮮古典の大型シリーズが存在し

ではそうした研究を行っている朝鮮古典の研究者は片手の指で数えるほどしかいないからです。したが

ないことの理由の一つ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は私を不安にさせます。先に見た、中国古典文学全集の膨

って、体系的組織的に出版することは不可能に近い。だから可能な作品から出版していこうという話に

大な数と無に等しい朝鮮古典文学シリーズとの極端な対照は、そうした「偏見」抜きには説明ができな

なりました。野崎先生ご自身が、朝鮮史上最初のハングル小説であり、韓流歴史ドラマでも英雄として

い気もします。と同時に、それが果たして単なる「偏見」なのかという気もするからです。

有名な『洪吉童伝』について、異なる３つの写本の正確な翻訳と詳細な注、それに作者問題(許筠が本当

しかし、その関係を究明することに私は余り意味を感じません。日本の文化が、中国、朝鮮をはじめ欧

に作者かどうか)を論じた解説をつけた東洋文庫版『洪吉童伝』を出版するのに3年かかりました。さら

米や様ざまな国や地域の文化の影響を強くこうむって存在しているように、朝鮮古典文学が中国古典

に、東洋文庫創刊800点目を『訓民正音』にしようと計画したのですが、当初、訳注者としてご相談してい

文学の強い影響下にあったとしても、その独自の価値を否定するものにはならないからです。文化は高

た中村完先生が亡くなられ、訳注者への依頼から古いハングル文字のフォントと組み方まで、2010年秋

き源流から低き下流に流れる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あるいは中心から周辺へと広げる波紋のような

に刊行するまでにこれも大変苦労しました。私は、2005年から『朝鮮近代文学選集』というシリーズの

ものでもありません。異なるものが交渉・交流し、時には抵抗し闘いながらも、他者を知ろうとし、自ら

編集も現在まで進めていますが6)、こちらは、大村益夫先生を中心として9名からなる翻訳者の刊行委員

を確かめようとする相互交渉の中に生まれるものこそが、文化であるだと思うようになったからです。

会が組織されていますから、信頼できる翻訳者の選定には苦労しません。ただ韓国近代文学は、日本近
代文学の「亜流」と見なされるせいか、売れ行きがよくないので、その点が悩ましく思います。

4.東アジア文化交流史のなかの朝鮮古典文学

つまり次のようなことが言えます。日本では1960～80年代に世界文学、日本文学、中国の古典文学の大
昨年私は、雨森芳洲『交隣提醒』、朱熹(朱子)『論語集注』を編集出版し、現在は、李退渓『自省
5) 代表的なものだけでも、岩波書店『日本古典文学大系』全100巻(1957～1967)、同『新日本古典文学大系』全100巻(1989
～2005)、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全51巻(1970～1976)、同『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994～2002)、新潮社『新潮
日本古典集成』(1976～1989)などがあります。ただし、2000年以降は、これらの再編集・リメイクものが多く、現在、日
本の書店に並ぶのは、せいぜい後者でしょう。
6) 李光洙『無情』を第1巻とする「朝鮮近代文学選集」は、現在第6巻廉想渉『三代』までが刊行中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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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筑摩書房などが数多くの作家の大型個人全集を出版したのもこの時代でした。文学に限らず、中央公論社『世界の名著』
全81巻(1966～1976)、『日本の名著』全50巻(1969～1974)など、世界や日本の哲学・思想シリーズ、「美術全集」、レコ
ードの付いた『世界の音楽』といったシリーズも数多く出版されました。日本の出版のまさに「黄金期」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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録』、
『天命図・聖学十図』、荻生徂徠『徂徠集』、洪大容『乾浄筆譚』などを編集中です。
『論語集注』は、
『論語』に注釈を加えながら朱子が自らの朱子学体系を示した本で、その後の東ア
ジアの儒学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今回、日本の17世紀の儒学者、伊藤仁斎と荻生徂徠の論語解
釈も併せて読めるようにしました。朝鮮の李退渓が朱子学を純・深化させ、
「東方の朱子」と呼ばれたこ

발제 1-2 _ 1부: 고전문학

러시아의 한국고전문학

とはよく知られています。特に『自省録』は、日本の多くの儒者に読まれ、強い影響を与えました。しか
し、伊藤仁斎は朱子学批判を始め、さらに荻生徂徠は朱子も仁斎も批判し、
「徂徠学」と呼ばれる独自
の思想大系を生みだしました。こうした展開を、これまでの東アジアの儒学史は、
「中国→朝鮮→日本」

세르게이 스몰랴코프(러시아 기뻬리온 출판사 대표)

といった一方的な流れとして描くことが多かったようですが、それは必ずしも正しくありません。例え
ば、朝鮮通信使に同行した儒者は、日本に朝鮮儒学を伝えるとともに、仁斎の『童子問』や徂徠の『徂
徠集』を朝鮮に持ち帰り、朱子を批判し孔孟の経書に還ろうとする新しい学問(「古学」)が日本に起こ
りつつあることを知り刺激されます。朝鮮後期の丁若鏞の『論語古今注』には、仁斎、徂徠、徂徠の弟子
の太宰春台が数多く引用されています。そこに「日本→朝鮮」という逆の流れもまた見てとれるのです。
さらに朝鮮から燕行使として北京に渡り、清朝考証学や西洋文化に触れた洪大容『乾浄筆譚』、朴趾
源『熱河日記』などを重ねて見れば、18世紀の儒学史は、朝鮮を中心に、
「中国⇔朝鮮⇔日本」のように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見る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そして何より興味深いのは、実学派と呼ばれる彼ら朝鮮儒学者が、中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와 같이 저명한 참석자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

国や日本の儒者たちとの交情・友情に深く感銘し、共に涙を流し別れていることです。私は、これまでの

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문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

「起源／伝播、本流／亜流、オリジナル／コピー」といった構図より、こうした人間的な相互の交渉と友

으시다면 제가 잘 모르는 번역상의 문제점이나 특징에 관한 말씀보다는 러시아 고전문학 출판 역사, 그

情に魅力を覚えます。これからも、中国、韓国、日本の古典文学や近代文学を通して、東アジアの文化交

리고 『기뻬리온』 출판사가 출간한 『한국 고전문학의 보고』 시리즈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

流史に相互交渉と友情の新しい図柄を描い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습니다.

最後に、韓国文学翻訳院への感謝を申し述べ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これまでの数々の翻訳と出版

러시아에서 동양 문학은 20세기 전체에 걸쳐 번역 출판되었으나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1904-

への多大な御助成に対して、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日本では、韓国の出版物は、
「韓流」関係を除け

1905년 러일 전쟁 시기, 예상 밖의 승전을 거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양 국가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ば、必ずしも市場性が高くありません。ご存じのように、日本の出版業界は大変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동 출판 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

韓国の古典から現代までの優れた文学を、日本に数多く系統的に伝えていくためには、長期的な展望に

다. 연달아 『삼국지』, 『홍루몽』, 『수호전』과 같은 유명한 중국 소설, 유명한 시인 (이백, 두보, 왕유)의 시집

たった御支援が必要になります。その意味で、４年間で10冊の本について、ご支援いただけるプログラム

번역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 문학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が設けられたことは、大変素晴らしいプロジェクトであると、心よりの敬意と感謝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

한국 고전 문학 번역의 첫 기획자는 레닌그라드 동양학자이자 언어학 박사인 A.A. 홀로도비치 (1906-

私と韓国文学翻訳院とのお付き合いは、もう10年以上になりますが、その間のご支援によって、日本での

1977)였고, 첫 번역가는 그의 제자인 A.F. 트로체비치, M.I. 니키티나, 임수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승

韓国の文学や文化への理解と尊敬は確実に浸透しています。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의 도움을 받아 『춘향전』, 『홍길동전』, 『장끼전』 등의 한국의 고전 소설을 번역하였습니다. 홀로도비치 교
수는 제자들의 번역을 감수, 수정하였고 서문과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1954년 『후도제스트벤
나야 리테라투라』 출판사에서 『한국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첫 한국문학 번역집이 출판되었고 이후 그 유
명한 3줄로 이루어진 시조가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에 앞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A.A. 홀로도비
치가 가장 좋아했던 제자 중 한 명인 A.F. 트로체비치 교수가 『한국 고전 문학의 보고』 시리즈의 편집인
과 연구 감수자라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한국 문학 번역의 전통과 한국 문학 연구가 초기에서부터 연계
성을 가지고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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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도비치 교수는 B.I. 판크라토프와 G.O. 몬젤레르과 같은 저명한 동양학 학자들과 협력하고 레닌

바쇼의 시, T.L. 소콜로바-데니시나의 번역 『겐지 왕자 이야기』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점을 열자

그라드 시인이자 번역자 A.I. 기토비치와 같은 문학 활동가들을 섭외하였습니다. 기토비치의 자택에서 홀

마자 일 년 뒤 출판 예정이었던 책을 주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줄

로도비치와 A.A. 아흐마토바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공동 작업은 잘 진행되었고 1956년에 이

에 서 있었고 그렇게 힘들게 구한 책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들 협력의 성과는 표지에 한국 장끼가 그려진 작은 책, 한국 고전 시의 번역 시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 시의 첫 러시아어 출판이었고 지금까지 뛰어넘을 수 없는 시 번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 고전은 드물게 출판되었고 단행본이 아닌 시리즈의 일부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 고전 작가들이
일본의 바쇼처럼 러시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한국 고전 문학은

1960년에 『나우카』 출판사에서 그 전까지 출판되지 않은 『춘향전』, 『장끼전』, 『홍길동전』, 『심청전』, 『전

중국, 일본, 인도와 베트남의 작품이 있었던 동양 시 시리즈에 드물게 출판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1978

우치전』, 『토끼전』, 『사씨남정기』, 『흥부전』, 『박씨전』, 『금방울전』, 『장화홍련전』을 포함한 『춘향의 정절에

년까지 22년 동안 한국 고전 시집이 세 차례 밖에 출판되지 못했지만 이는 안나 아흐마토바와 알렉산드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설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들 소설 번역은 D.D. 옐리세예프, A.G. 바실리

르 조브티스의 훌륭한 번역 덕분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1956년 안나 아흐마토바 번역

예프, M.I. 니키티나, G. 쿠지첸코, 임수, G.E. 라치코프, A.F. 트로체비치 등 유명한 번역가들이 참여하

『한국 고전 시』, 알렉산드르 조브티스의 번역 1971년 『호숫가의 노래. 한국 중세 시』, 1978년 『눈 속 대나

였습니다.

무. 8-19세기 한국 시』)

1960년 『후도제스트벤나야 리테라투라』 출판사에서 A.A. 아르테미예프, V. 몰랴크와 G.E. 라치코프

2006년에 제가 대표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페리온(Hyperion) 출판사가 이 곳 서울에서 한

의 번역으로 『운영전』. 『숙향전』, 『배비장전』, 『채봉감별곡』 등 4개의 소설을 수록한 『푸른 산 나라의 소

국문학번역원과 한국의 고전 시와 산문이 포함된 『한국 문학의 보고』 새로운 번역 시리즈 출판에 관한

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상황은 2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언어학 박사인 A.F.트로체비치

1년 뒤 같은 출판사에서 A.A. 아르테미예프와 G.E. 라치코프의 번역으로 김만중의 유명한 소설인 『구
운몽』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수가 시리즈의 편집인과 연구 감수자를 맡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의 사학 박사 S.O.
쿠르바노프 교수는 코디네이터를 맡았습니다.

1970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D.D. 옐리세예프, G.E. 라치코프, A.F. 트로체비치의 번역으로 서거정, 손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고대 역사 자료에 기록된 전설과 신화를 비롯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쓰여진 한

현, 오숙원, 이기의 『자라탕』, 『꽃이야기』, 『슬픔의 도시』의 소설집이 출판되었고 2년 뒤에는 D. 보스크레

국 산문과 시를 비롯한 한국의 고전 작품의 번역 출판을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까지 러시아

센스키와 V. 소로킨의 번역으로 김시습의 단편집 『금오신화』가 출판되었습니다.

어로 출판되지 않은 것의 번역 출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고전 작품 번역 이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가

1980년 『후도제스트벤나야 리테라투라』 모스크바 지부에서 L.R. 콘체비치, M.I. 니키티나, L.V. 즈다

장 잘 번역된 작품, 세심하게 감수되고 학문적 설명을 비롯한 추가 자료가 포함된 작품의 재출간을 계획

노바, E. 비트코프스키, M.N. 박과 A.F. 트로체비치의 번역으로 『한국 전설과 신화』라는 책이 출판되었

하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독자에게 한국 고전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

습니다.

니다. 한국의 전통 시와 산문의 장르의 명칭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

1985년 레닌그라드에서 『착한 일과 고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집이 출판되었습니다. D.D. 옐
리세예프, G.E. 라치코프, A.F. 트로체비치의 번역으로 『인현왕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 『구운몽』이 포함
되었습니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 『17-19세기 한국 고전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홍
길동전』, 『장끼전』, 『장화홍련전』, 『토끼전』이 포함된 소설집이 A.G. 바실리에프, 임수, M.I. 니키티나,
G.E. 라치코프, A.F. 트로체비치의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국문학 장르의 명칭을 러시아인에게 익숙한 단편, 중편 장르와 연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예로 패관문학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독자들은 기록 수집, 이야기, 전통적 의미의 일화로 이해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단편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우 계곡』이라는 패관집은 2008년에 출판되었습
니다. 이 책에는 12-19세기 유명한 작가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서거정, 성현, 차철로,
천여, 김제국 등) 우리의 시리즈는 이 패관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는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 두 권을 출판하였습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주인공에 관한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한국 고전문학은 현대문학처럼 활발하게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와 놀부』) 이야기이며, 다른 한 권은 비규범적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프롤레타리아 문학』 경향의 많은 시와 산문이 번역이 되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페레

어떤 주인공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합니다

스트로이카의 결과로 한국 고전문학 출판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장끼전』, 『토끼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서동지전』). 원문은 1990년에 출판된 것을 사용하려고 했

출판사가 설립되고 검열이 없어져 자유로운 출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동양 문학 중에서는 유독

으나 텍스트에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시리즈의 편집인과 연구 감수자인

일본 문학만이 운이 좋았습니다. 30-40년 전에 A.E. 글루스킨과 같은 인정 받는 번역가들이 번역한 일

A.F. 트로체비치 교수가 진행해 주었습니다.

본의 고전 시와 산문의 번역의 재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출판되자 마자 V.N. 마르코바의 번역 마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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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중 (1637-1692)의 유명한 두 장편 『구운몽』과 『사씨남정기』가 출판되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무게감’ 있는 훌륭한 문체의 작가들의 11세기 에세이부터 18세기 일기 기록 등에 이
르는 작품을 2010년에 출판된 『한국의 11-18세기 높은 산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부
식, 각훈, 일연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anel 1-2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Russia

15-16세기 한국에서 흥미로운 서사 장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첫 작품집은 김시
습의 (1435-1493) 『금오신화』입니다. 이 작가의 단편집과 사랑에 관한 3편의 이야기는 2011년에 출판된
『15-19세기 한국의 단편과 중편 소설』이라는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Sergey Smolyakov (Hyperion, Russia)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 시에서 3줄짜리 시조가 유행이었고 (지금까지 인기 있음) 서술 형태의 여
러 구로 이루어진 시가인 가사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2년 우리 시리즈 작업의 일환으로 『가을 단풍
나무. 8-19세기 한국시의 러시아어 문학번역』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집에는 러시
아에 있었던 한국 시의 가장 유명한 번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집의 편집과 연구 감수자 역할을 러시아
한국학의 대표인 L.R. 콘체비치가 담당했습니다.
특별한 사건과 고대 영웅들의 공적에 관한 역사 전설과 이야기의 장르 또한 우리 시리즈에 소개되었습
니다. 2014년 『기적의 진주: 특별한 이야기, 한국 전설, 신화와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Greetings, Everyone.

역사 기록, 지리학 자료와 백과사전에 있는 전설 및 불교 신화가 소개되었습니다.

Before I start, I would like to extend my thanks to the workshop coordinators who have given me this

지금 우리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국 시 번역 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은 『수묵화』입

opportunity to speak in front of the distinguished company assembled here today. I am not an authority
on Korean literature, so rather than speak on the problem areas and particularities of translation, I ask

니다. 이 시집에는 지금까지 러시아어로 번역되지 않은 한국 시만 포함될 예정입니다.
8년 동안 『한국문학의 보고』 시리즈로 8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 한권 한권을 출판하기 위하여
연구 및 편집자가 세심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서문과 설명을 덧붙였으며 연구 자료도 보강하였습니다. 이

your permission to give a history of the publication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Russia, and briefly
introduce to you the Golden Fund of Korean Literature, a series published by Hyperion.

시리즈에 관한 논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

East Asian literature was published in Russia throughout the 20th century, albeit not in systematic

습니다. 현재 해설이 포함된 삼국유사의 전체 번역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작업은 사학박사 Yu.V. 볼타치

form. At the time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Russians became interested in East Asian

가 맡고 있습니다. 볼타치는 2013년 우리 출판사에서 『한문 입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countries including Japan, which was the unexpected victor in that war. In the 1950s, a real boom in the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러시아 독자들이 한국 고전 문학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
도록 『한국문학의 보고』 시리즈에 재정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ublication of East Asian literature began. Translations of famous Chinese novels such as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Dream of the Red Chamber, and Water Margin, as well as poetry collections by
renowned poets including Li Bai, Du Fu, and Wang Wei began to be published. It was then that Korean

러한 번역: 박인나

literature, little known at the time, also started attracting interest. Leningrad State University Oriental
Studies expert and linguistics professor A.A. Holodovich (1906-1977) planned the first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his students, including A.F. Trotsevich, M.I. Nikitina, and Lim Su, became the
first translators. They worked on Chunhyangjeon, Honggildongjeon, and Jangkkijeon together with his
assistance. Holodovich oversaw and revised their translations, as well as supplied prefaces and notes.
In 1954, the Hudojestvena Literatura publishing house released the first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The Korean Novel, and after that, translation work began on sijo, the renowned three-line poem.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editor and research supervisor for the Golden Fund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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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series is none other than A.F. Trotsevich, one of A.A. Holodovich’s most favored students.

Janghwagongryeonjeon, and Tokkijeon.

We are pleased to acknowledge that for this reason, we are the keepers of a great tradition, and a line of

As you can see, during the Soviet era, classical Korean literature was published less often than modern

continuity may be drawn between the early days of Korean literary translation and research into classical

literature. Although poetry and prose that shared an affinity with proletariat literature was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and that which is practiced in the present day.

it did not enjoy a large readership. The publishing scene darkened for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s a

Professor Holodovich collaborated with prominent East Asian scholars such as B.I. Pankratov and

result of perestroika. With the liberalization of the publishing market, many private publishing houses

G.O. Monzeller, and socialized with Leningrad literary stars like poet and translator A.I. Gitovich. It was

were founded and censorship ended, but in the field of East Asian literature, Japanese literature alone

at Gitovich’s home that Holodovich met the poet Anna Akhmatova. The two worked well as a pair, and

reaped benefits. Classical poetry and prose that had been translated by A.E. Gluskin and other respected

in 1956, their efforts culminated in the publication of a small book with the drawing of a jangkki (cock

translators thirty to forty years earlier was republished. V.N. Markova’s translation of Matsuo Basho’s

pheasant) on the cover: a collection of classical Korean poetry had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This

poetry and T.L. Sokolova-Deliusina’s rendering of The Tale of Genji received a royal reception as soon

was the first such publication in Russia, and to this day it is held up as a model of poetic translation that

as they were printed.

cannot be surpassed.

I remember people standing in line all night to get into the bookstores and pre-order books that would

In 1960, Nauka publishers released a story collection, The Tale of Chunhyang’s Virtue, which

be published a year later. I, too, stood in line, and I still cherish those books that were so hard to obtain.

included Chunhyangjeon, Tokkijeon, Sassinamjeonggi, Heungbujeon, Bakssijeon, Geumbanguljeon, and

Korean classics were rarely published during this time, and when they were, they were printed as part of

Janghwahongryeonjeon, none of which had been published in Russian before. Celebrated translators

a series rather than as independent volumes. I believe it is because the authors were not as well known as

such as D.D. Eliseev, A.G. Vasiliev, M.I. Nikitina, G. Kuzchenko, Lim Su, G.E. Rachkov, and A.F.

writers like Japan’s Basho. From time to time, fine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ppeared as part of an East

Trotsevich participated in the project.

Asian poetry series, together with Chinese, Japanese, Indian, and Vietnamese literature.

Also in 1960, four novels, Unyeongjeon, Sukhyangjeon, Baebijangjeon and Chaebonggambyeolgok,

Over a twenty-two year period from 1956 until 1978, Korean classical poetry collections were

translated by A.A. Artemyev, V. Molyak, and G.E. Rachkov were collected in the volume Novels from

published only three times, but owing to superior translations by Anna Akhmatova and A.L. Zhovtis

the Land of Blue Mountains (Hudojestvena Literatura). A year later, A.A. Artemyev and G.E. Rachkov

(Akhmatova’s Korean Classical Poetry in 1956; and Zhovtis’ Lakeshore Songs: Poetry of Medieval

published a version of Kim Manjung’s famous work, Guunmong, with the same publisher.

Korea in 1971 and Bamboo in the Snow: Korean Lyric Poetry from the 8th til the 19th Century in 1978),

In 1970, translations by D.D. Eliseev, G.E. Rachkov, and A.F. Trotsevich of Seo Geo-jeong, Son

they impressed readers deeply.

Hyeon, Oh Suk-won, and Yi Gi’s Jaratang, Ggot Iyagi, and Seulpeum-eui Dosi were published in an

Little was published for the next twenty-five years until 2006, when I came to Seoul representing

anthology, again with the same publisher, and two years later D. Voskresenski and V. Sorokin published

the Hyperion publishing house and signed an MOU agreeing to publish The Golden Fund of Korean

a translation of Kim Si-seup’s Geumo Sinhwa.

Literature. Linguistics Professor A.F. Trotsevich was appointed to be the series editor and research

In 1980, the Moscow branch of Hudojestvena Literatura published Korean Legends and Myths, with
translations by L.R. Kontsevich, M.I. Nikitina, L.V. Zhdanova, W. Vitkovsky, M.N. Park, and A.F.
Trotsevich.

supervisor, and S.O. Kurbanov, a history professor at St. Petersburg University in the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was named the coordinator.
For this series, we planned to publish classical Korean literature, with a focus on Korean poetry and

In 1985, a story collection was published in Leningrad titled Kind Deeds and Noble Hearts. D.D.

prose written in nativ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which would include the legends and myths

Eliseev, G.E. Rachkov, and A.F. Trotsevich translated Inhyeonwanghu-eui Salm-ae Gwanhan Iyagi and

found in classical historical records. Our aim was not just to publish literature that had theretofore

Guunmong for the volume.

been unavailable in Russian; aside from translating classics, we planned to carefully edit the best of the

In 1990, Classical Korean Novels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was published in Moscow, featuring

previously translated literature, and republish it together with additional commentary including scholarly

translations by A.G. Vasiliev, Lim Su, M.I. Nikitina, G.E. Rachkov, and A.F. Trotsevich. The works

interpretations. We established our primary goal as introducing diverse genres of classical Korean

represented were Chunhyangjeon, Heungbujeon, Simcheongjeon, Honggildongjeon, Jangkkijeon,

literature to a Russian readership. We had great difficulty determining what terms to use for the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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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s of traditional poetry and prose. For ease of understanding, we chose to borrow terms familiar to

Currently we are preparing Korean poetry originall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 publication in a

Russians: short stories and novellas. Take the example of paegwan munhak. Russian readers understand

volume titled Sumukhwa. In this collection, we are planning to print poems that have never before been

this as collected records, stories, or anecdotes in the traditional sense. We called these short works “short

rendered in Russian.

stories.” A collection of paegwan entitled Fox Pass came out in 2008, consisting of interesting stories

Over an eight-year period, eight volumes have been published in The Golden Fund of Korean

by famous authors (Seogeojeong, Seonghyeon, Chacheollo, Cheonyeo, and Kim Je-guk) dating from the

Literature series. We have labored over each book, performing background research, making judicious

12th to the 19th centuries. It was with this collection of paegwan that we began our series.

revisions, and adding prefaces and explanatory notes as well as supplementing the text with source

In 2009, we published two volumes of stories that are well known in Korea. One volume features

materials. Experts from Russia and beyond are discussing the direction of the series. The project is

stories with protagonists that follow the social order (Chunhyangjeon, Simcheongjeon, and Heungbu

ongoing. History Professor Yu.V. Boltach is in charge of the upcoming volume, a complete translation of

and Nolbu), and the other, stories about main characters who depart from social norms (Jangkkijeon,

Samguk Yusa with accompanying commentary. Boltach published A Guide to Hanmun with our press in

Tokkijeon, Honggildongjeon, Jeonuchijeon, and Seodongjijeon). For example, in the group of latter

2013.

stories, one character plunges his country into confusion, and another schemes and lies to avert

I would like to end my talk by thanking LTI Korea for providing us with the financial support to

death. For this project, we intended to use as our basis a translation previously published in 1990, but

publish The Golden Fund of Korean Literature, a series that may illuminate for Russian readers the

discovered that the text required a lot of revision. Series editor and research supervisor A.F. Trotsevich

beauty and variet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undertook this work herself.
The novel is a familiar genre for Russian readers. Trotsevich’s translation of two famous novels by

Translated by Kari Schenk

Kim Manjung (1637-1692), Guunmong, and Sassi Namjeonggi were published in 2010.
High Prose from Korea: 11th-18th Century (2010), collects together writing of authors known for
writing “weighty” literary texts in Chinese characters, from 11th century essays to 18th century diary
entries. Works by Kim Bu-sik, Gakhun, Il-yeon, and others are represented in the volume.
An interesting narrative genre developed in Korea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first
collection of stories in this style was Kim Si-seup’s (1435-1493) Keumo Sinhwa. The writer’s short story
collection and three love stories were gathered together and issued under the title Korean Short Stories
and Novellas from the 15th to 19th Century (2011).
As far as I know, the three-line sijo, was—and remains—a popular form of poetry, and the poetry
of various line lengths that comprises gasa (lyrical poetry) was extremely popular, too. In 2012, we
published a poetry collection as part of our series: Trees in the Fall: Russian Literary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from the 8th to the 19th Centuries. Included in this anthology are the most famous
Russian translations of Korean poems. Noted Koreanist L.R. Kontsevich was the editor and research
supervisor for the volume.
We have also introduced the historical legends of extraordinary events and tales of heroic deeds genre
in our series. In the volume The Miraculous Pearl: Extraordinary Tales, Korean Legends, Myths, and
Stories (2014), we introduced historical records and geographical materials, along with legends and
Buddhist mythology collected from encycloped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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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воды, написал комментарии и предисловие. Так в 1954 году в московском издательстве

Panel 1-2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ышел первый сборник перевод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рейские

Классическа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в России

повести». На очереди была поэзия, знаменитые трехстрочны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сичжо 시조. Забегая
вперед, хочу сообщить Вам, что одна из любимых учениц А. А. Холодовича, профессор А.
Ф. Троцевич, является составителем и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серии «Золотой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м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продолжить прямую традицию переводов и

Сергей Смоляков (Гиперион, Росс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т самых ее истоков.
Профессор Холодович сотрудничал с такими корифеям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как Б. И. Панкратов
и Г. О. Монзеллер, привлекал к работе таких известных литераторов, как ленинградский поэт
и переводчик  А. И. Гитович. В доме последнего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Холодовича с А. А.
Ахматовой. Они хорошо сработались, и в 1956 г. результатом их творческого союза стал сборник
перевод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 небольшая изящная книжка с «корейским фазаном»
на обложке.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и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поэз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книга

Дамы и господа!

эта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образцом поэт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 во многом непревзойденным.

Прежде всего,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устроителей этого семинара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В 1960 г.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Наука вышел сборник, озаглавленный «История о верности Чхунхян»,

и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перед стол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аудиторией. Я не специалист по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е издававшиеся классические корейские повести: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этому, с вашего позволения, я не стану рассуждать о тонкостях перевода

о верности Чхунхян», «Повесть о Фазане», «Повесть о Хон Кильдоне», «Повесть о Сим Чхон»,

и прочих вещах, в которых мало что смыслю, а хотел бы очень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об истории

«Повесть о Чон Учхи», «Повесть о том, что приключилось однажды с Зайцем», «Скитания

издания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оссии и о книгах, изданных издательством

госпожи Са по югу», «Повесть о Хын Бу», «Сказание о госпоже Пак», «Предание о Золотом

«Гиперион» в серии «Золотой фонд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Бубенчике, или повесть о том, ч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о трудно объяснить», «Повесть о Чан Х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ереводилась и издавалась в России весь ХХ век, начиная с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когда внезапно проснулся интерес как к Японии, одержавшей

и Хон Нён»). Повести вышли в переводах таких извест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как Елисеев Д.Д.,
Васильев А.Г., Никитина М.И., Кузиченко Г., Лим Су, Рачков Г. Е., Троцевич А.Ф.  

неожиданную победу над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так и к другим восточным соседям, но издания

В 1960 г.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 переводах Артемьева А.А., Мокляк В. и

эти не носил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Настоящ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издательский бум»

Рачкова Г.Е. был издан сборник «Повести Страны Зеленых Гор»,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четыре повести

начался в середине 50-х годов ХХ века. Один за другим стали выходить переводы знаменитых

«Повесть о поэтессе Ун Ён», «Повесть о Сук Хян», «Повесть о чиновнике Пэ» и «Элегия Чхэ Бон».

китайских романов «Троецарствие», «Сон в красном тереме», «Речные заводи» и сборники

Через год в том же издательстве вышел знаменитый роман Ким Ман Чжуна «Облачный сон

стихов прославленных поэтов (Ли Бо, Ду Фу, Ван Вэ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естественно, не

девяти» в переводах Артемьева А.А. и Рачкова Г.Е.

осталась в стороне, тем более, что Корея в те годы все еще оставалась малоизвестной страной.

В 1970 г. в том же издательстве вышел сборник новелл Со Годжона, Сон Хёна, О Сукквона, Л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ервых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тал известный

Ги и др. «Черепаховый суп» «История цветов», «Город печали» в переводе Елисеева Д.Д., Рачкова

ленинградский ученый-востоковед,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А. А. Холодович (1906-1977), а

Г.Е. и Троцевич А.Ф., а через два года сборник произведений Ким Си Сыпа «Новые рассказы,

переводчиками стали его ученики - А. Ф. Троцевич, М. И. Никитина, Лим Су и другие, - которые

услышанные на горе Золотой Черепахи» в переводе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Дм. и Сорокина Вл.

не без помощи Учителя перевели три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повести: «Чхунхян» 춘향전, «Хон

В 1980 г. в московском отделении издательс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ышел сборник

Кильдон» 홍길동전и «Фазан» 장끼전. Профессор Холодович выправил и отшлифовал ученические

«Корейские предания и легенды» в переводе Концевича Л.Р., Никитиной М.И., Ждановой Л.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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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тковского Е., Пака М.Н. и Троцевич А.Ф.

«Гиперион» в моем лице не подписало здесь, в Сеуле, договор о намерениях с Literature and

В 1985 г. в Ленинграде был издан сборник, озаглавленный по одноименному произведению,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об издании новой серии перевод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поэзии и прозы под

вошедшему в нее - «Записки о добрых деяниях и благородных сердцах». В книгу вошли новеллы,

названием «Золотой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и составителем серии

«Жизнеописание королевы Инхён» и роман «Облачный сон девяти» в переводе Елисеева Д.Д.,

стала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А. Ф. Троцевич, а координаторо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Рачкова Г. Е. и Троцевич А.Ф.

профессор Восточ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О. Курбанов.

В 1990 г. в Москве был издан 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ие классические повести XVII-XIX веков», в

В этой серии мы задумали издать переводы произведени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ый вошли повести «Верная Чхунхян», «Братья Хынбу и Нольбу», «Подвижница Сим Чхон»,

начиная с преданий и легенд, записанных в древн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чинениях,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Достойный Хон Кильдон», «История фазана», «Чанхва и ее сестра Хоннён», «Приключения

прозу и поэзию, написанную как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 и на ханмуне. Мы не ставили задачи

Зайца») в переводах Васильева А.Г., Лим Су, Никитиной М.И., Рачкова Г.Е. и Троцевич А.Ф.

переводить и издавать только то, что ранее не переводилось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омимо переводов

Как видите,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ка издавалась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не слишком интенсивно, чего

новых класс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мы планировали переиздать все лучшее, что было когда-то

нельзя сказать о литератур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Выходило множество переводов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переведен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е, но либо в новых, либо в тщательно отредактированных переводах,

«пролетар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и стихи, и проза, но желающих читать ее было немного. С началом

снабженных обширными научны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и научным аппаратом. Мы поставили

перестройки ситуация с изд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еще более ухудшилась.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познакомить русского читателя со все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жанр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Казалось бы, открылось множество небольших частных издательств, отменили  цензуру – можн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радиционные поэзия и проза выработали свою систему жанров, для

было издавать все, что угодно, но из всей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везло» японской

перевода которых подчас трудно подобрать русский эквивалент. В своих изданиях мы пытались

– стали переиздаваться переводы классической поэзии и прозы, сделанные тридцатью-сорока

связать 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 привычными для нас жанрами рассказа, повести и новеллы.

годами ранее такими корифеями-переводчиками, как А. Е. Глускина. Вышли в свет и сразу же

Например, жанр пхэсоль. Для русского читателя это собрания заметок, коротких историй,

стали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ой редкостью стихи Мацуо Басё в переводе В. Н. Марковой и «Повесть

анекдотов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значении этого слова. Короткие истории из таких собраний мы назвали

о принце Гэндзи» в переводе Т. Л.  Соколовой-Делюсиной. Я помню, как люди стояли в очереди

рассказами. Сборник прозы пхэсоль под названием «Лисий перевал» был издан в 2008 г. В него

целую ночь, чтобы ко времени открытия магазина первыми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на интересующую

вошли короткие рассказы о забавных случаях из собраний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ей XII-XIX вв. (Со

их книгу,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выйти только через год. Я сам стоял в этой очереди и до сих пор

Кочжон, Сон Хён, Чха Чхолло, Чхон Е, Ким Чэгук и другие). Этот сборник открыл нашу новую

храню книги, доставшиеся мне с таким трудом.

серию.

Корейская же классика издавалась очень редко и, как правило, не отдельными книгами, а в

В 2009 г. были изданы два сборника популярных в Корее повестей – так мы определили для

сборниках.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ичина этого была в том, что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классиков не было ни

себя жанр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вествующих об «образцовых» героях («Верная Чхунхян», «Преданная

одного имени, известного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российских читателей, такого, как, скажем, японец

дочь Сим Чхон» и «Братья Хынбу и Нольбу»).  В другом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вести, где персонажи

Басё, имя которого было в России на слуху. Великолепн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пренебрегают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поведения. Одни – разбойничают и устраивают

изредка издавалась в сборниках восточной поэзии вместе с китайской, японской, индийской

беспорядки в стране, другие – хитрят и обманывают, чтобы спастись от гибели («История

и вьетнамской. За 22 года, с 1956 по 1978 г., были изданы всего 3 сборника классической

Фазана», «Хитрый Заяц», «Хон Кильдон – защитник бедных», «Проделки Чон Учхи» и «Мышь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но каждый из них запомнился читателю благодаря великолепным переводам  

под судом»). За основу было решено взять издание 1990 г., но оказалось, что тексты требуют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и Александра Жовтиса (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в переводе Анны

тщательной редактуры.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сделана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и составителем серии

Ахматовой, 1956 г., «Песня над озером. Лирика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ореи», 1971 и «Бамбук в снегу.

профессором А. Ф. Троцевич.

Корейская лирика VIII-XIX веков», 1978 г. в переводах Александра Жовтиса).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сохранялось почти 25 лет, пока в 2006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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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манов, написанных Ким Манчжуном (1637-1692) – «Сон в заоблачных высях» и «Скитания
госпожи Са по югу», сделанные А. Ф. Троцевич.
С образцами «серьезных» сочинений и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мастеров «изящной словесности»,
написанными на ханмуне, от ранних эссе XI века до дневниковых записей XVIII века, знакомит

В заключение я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Literature and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за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в издании серии «Золотой фонд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российскому читателю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ть все многообразие и красоту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ледующая книга, изданная в 2010 г., «Высокая проза Кореи XI – XVIII веков», куда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таких писателей, как Ким Пусик, Какхун, Ирён и другие.  
В XV–XVI веках в Корее возник жанр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ервым собранием
таких историй  были «Истории, написанные на горе Золотая Черепаха» Ким Сисыпа (1435-1493).
Собрание его рассказов и три любовных повести – одна принадлежащая Квон Пхилю и две
неизвестным авторам -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ледующей книге серии «Корейские рассказы и повести
XV-XIX вв.» в 2011 г.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в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были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ны (и остаются популярны в наши
дни) жанры короткого трехстрочно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сичжо и многостроч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опис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апоминающих поэмы – каса. В 2012 г. в нашей серии вышел первый
сборник переводов избран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в жанрах сичжо и каса, названый «Осенние клены.
Ант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VIII-XIX столетий в русских поэтических переводах». В него вошли
все самые знаменитые переводы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когда-либо сделанные в России. Составителем
и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сборника выступил патриарх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Л. Р. Концевич.
Жанр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аний и рассказов о необыкновенных событиях и удивительных
подвигах древних героев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 в нашей серии. В 2014 г. была издана книга «Чудесная
жемчужина. Рассказы о необычайном. Корейские предания, легенды и сказки», в которой собраны
предания и буддийские легенды, записанные в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чинения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рактатах и энциклопедия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ы готовим к изданию собрание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написанной на
ханмуне. Сборник называется «Рисунки тушью». В него войдут только новые переводы корейских
стихов,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е переводившихся.
За восемь лет в серии «Золотой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ышли восемь книг. Быть может,
это не слишком много, но зато каждая книга серии тщательно готовилась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писались новые предисловия и комментарии, создавался научный аппарат. О серии заговорили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боту: готовится к печати полный
комментированный перевод Самгук юса (일연, 삼국유사 一然. 三國遺事), над которым вот
уже три года работает один из наших авторов,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 В. Болтач. Ею же
написан и в 2013 г. издан в нашем издательстве Ханмун иммун  (한문입문 漢文入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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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 언제부터인가 고전(classics)이란 용어는 pre-modern texts, 즉 질적인 문제

토론 1-1 _ 1부: 고전문학

를 제외한, 시간성만을 강조하는 밋밋한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다원화, 민주화 시대의 복합적인 문화와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필연
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고전이란 한국인의 역사적인 경험, 문화적 정체
성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과거의 기록들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고전의 개념이 전통적인 classical
texts 보다는 pre-modern texts로 통용될 수 있다면, 한국고전의 미래는 쾌청입니다. 우선, 우리의 고전
최병현(고려대 고전번역센터 소장)

자원이 아랍의 석유매장량보다 결코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역한 『목민심서』는 다산의 수백 권
의 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태조실록』15권은 거의 2천권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 가운에 시작에 불
과합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승정원일기』, 『일성록』만 해도 각기 수천 권에 이릅니다.
그러나 방대한 기록이 있다 해서, 또 오래되었다 해서, 무조건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화 시대에 있어는 외부세계와 공유될 수 있는 가치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shareability). 또 비록 과
거의 콘텐츠이지만, 현재와 상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evancy).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고전의 요건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Both temporal and timeless; both local and universal. 한국고전번역, 또

먼저 자국의 한국고전번역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신 일본의 세키 마사노리 편집장님과 러시아의 세르
게이 스몰랴코프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는 한국고전이 세계무대에 섰을 때

나아가 기타 다른 국가들의 고전번역 역시, 바로 이런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이를 통해 바라보건데, 솔직히 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행색마저 초라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5천년 역사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일컫는 나라의 고
전이 고작 이 정도일 수밖에 없단 말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해외에서의 우리 한국고전번역의 민망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중적인 한류가 앞장서다 보니 本보다 末이 앞선 격이 되었지만, 일단 고전한류가
일단 몸을 풀기 시작하면 양자가 나란히 달릴 날이 어찌 멀다고만 하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행사와 토론
도 바로 그것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전이란 무엇입니까? 고전(classics)이란 말도 오래되다 보니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세계화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Mutatis mutandis. 원래 고전을 지칭하는 라틴어의 "classicus"
는 "최고"를 뜻합니다. 2세기 로마 문인이었던 Aulus Gellius가 "classicus scriptor"라고 했을 때 고전적
인 작가는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최상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non
proletarius). 이런 생각은 중세를 건너뛰어 르네상스, 그리고 괴테나 아놀드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습니
다. 물론 19세기엔 낭만주의와 대비되는 stylistics의 개념으로도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전은 쇠락을
가져오는 시간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최상의 것을 의미해왔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경
우, 문자는 옛고(古) 자를 써 古典이지만, 해석은 늘 높을 고(高)자 高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전적
인' 고전의 정의를 고수하게 되면, 지구상 대다수 나라나 문화권의 소위 고전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동양의 경우, 아마도 중국이나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고전문학의 정의에 있어
서도, 그것이 "협의"가 되었던 광의가 되었던 장르개념이 도입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와도 연관이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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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1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old (古), but has always been interpreted as high (高). The problem is that if we hold to this “classical”
definition of the classics, works we know of as classics from many countries and cultures worldwide
would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utside of China or India in the East, almost nothing would fit
the criteria. The question of whether “literature” in the term “classical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in
a narrow or wide sense is a related problem. So entering the modern period, from some point, “classics”
began to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pre-modern texts,” a somewhat blank term that excludes the

Choi Byong-hyon (Center for Korean Classics Translation, Korea University)

question of quality and emphasizes temporality alone.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is phenomenon was
inevitable, considering the heterogeneous cultures and world order we have in our age of globalization,
pluralism, and democracy. Adopting this newer definition, we can use the term “Korean classics” to refer
to a variety of historical records that testify to Koreans’ historical experience and cultural identity. If the
“pre-modern texts” meaning of the term gains currency over the traditional meaning, then the future of
Korean classics is bright indeed. Namely this is because we have more classical resources than they have
crude oil in the Arab states. I have translated only one of the hundreds of books Dasan wrote (Mongmin

First I would like to thank editors Seki Masanori and Sergey Smolyakov for introducing the state of

Simseo). The fifteen translated volumes of Taejo Shillok are only a start on the 2,000 volumes that make

Korean classics translation in Japan and Russia respectively. I feel like they have held up a mirror so

up the Joseon Wangjo Sillok. Two works now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at we can see how Korean classics look to the eyes of the world. And from this viewpoint, not only

Seungjeongwon Ilgi and Ilseongnok, comprise thousands of volumes each.

is our position insignificant, but our appearance seems downright shabby. Our country celebrates 5,000

Saying that we have massive stores of records and that they are old, however, does not mean that

years of history and a position among the top ten world economic powers. Could it be that our classical

we can count them all as class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lassics must have subject matter and

literature amounts to no more than this?

value that can be shared with the outside world (shareability). Also, historical subject matter must have

Over time, however, I think that we can gradually improve the modest image that translations of

some bearing on the present (relevancy). So the requirements for classics in the globalized age can be

classical Korean literature have abroad. Hallyu, a popular movement, has taken the lead on us, so the

summarized as follows: they must be both temporal and timeless; both local and universal. Korean

order is reversed and the branch has come before the root, but once the trend in Korean classics takes

classics translation, and by extension, other countries’ classics translation as well, must start from the

off, they will soon be hallyu’s equal in their own field. And the speeches and events today—aren’t they

discovery of these kinds of texts.

being held expressly in order to move that time closer to realization?
What are classics? The word “classics” has a long history, and its meaning has changed over time.

Translated by Kari Schenk

This change has been even more pronounced in our postmodern, global age. Mutatis mutandis. The
original Latin word classicus meant “the best.” Second century Roman man of letters Aulus Gellius
used the term classicus scriptor to mean that a writer’s written works and his social position were of
the highest order (non proletarius). Skipping over the Middle Ages, this thinking lasted through the
Renaissance, and was inherited by Goethe and Arnold. Despite the passage of time and the decline it
can bring, a sense of being “the best” has been preserved in the word “classics” (although admittedly the
term was also used in the 19th century to denote a style that contrasted with Romanticism). The same
is true in the East. The initial Chinese character in the term for classics, gojeon (古典), actually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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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고전 문학을 세심한 감수를 통해 재출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토론 1-2 _ 1부: 고전문학

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출간된 한국의 패관문학, 중단편소설들이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어떤 반향
을 일으켰는지, 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이 과거 구소련 시
절에 같은 작품들이 얻었던 반응과 비교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아까 세키 마사노리 씨가 동양 고전 문학, 나아가 동양 전통 세계에 대한 일본인의 3세계관을 말씀해
강응천(출판기획 문사철 대표)

주셨는데, 러시아에서는 근대 이전의 세계와 그 속에서 동양과 동양 고전 문학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의 현 위상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
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나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아니라면 굳
이 한국 고전 문학을 번역 출판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독자 대중의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한국 고전 문학의 가치
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희망
을 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독자층이 누구라고 보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키 마사노리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양 고전, 나아가 동양 문명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
식에 대한 설명은 매우 흥미롭고 많은 것을 반추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도대체 어떻
게 하면 일본 독자들이 한국 고전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있기나 한 걸까 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이신 세키 마사노리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아 헌
신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선생을 한국 고전의 세계로 이끌었을까 하는 것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본인이 한국 고전 문학, 나아가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된 계기, 한국 문화의 매력
을 이야기해 주시면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뜻밖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선생께서 문화를 일방적인 전파와 수용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영향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매우 유
익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는 사례가 제한적으로 소개되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
다. 선생이 볼 때 그런 관계 속에서 한국의 고전 문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즉 중국의 아류라고
만 볼 수 없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일본인이 일본 근대 문학의 아류로 보는 한국
근대 문학에도 역시 그러한 독자성이 엿보이는지, 그래서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르게이 스몰랴코프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기페리온 출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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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2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imitation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and if so, whether Korean litera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Japan?
My next set of questions are for Sergey Smolyakov. My understanding is that Hyperion Publishing
House focuses on republishing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fter careful editing of works that have already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How have the republished Korean Paegwan novels and short and medium
length stories been received in Russia, and how have they been doing in the market? Also, could you

Gang Eung-Chun (Munsachol Publishing Project, Korea)

share with us whether there are any objective bases on which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se works
to the same ones published during the former Soviet era?
Seki Masanori told us about the Third World perspective of the Japanese towards classical Eastern
literature and Eastern traditions in general. If you could also share with us about the pre-modern world,
and how the East and classical Eastern literature within that world are generally viewed in Russia, it
would help us determine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culture in Russia. Thank you.

Thank you for the two presentations.

Translated by Choi Seung-min

First of all, I have a question for both presenters. It seems that in both Japan and Russia, readers do
not have much interest in Korean culture, to the extent that if it were not for the support from LTI Korea,
there would hardly be any motive for translating and publishing classical Korean literature. Nevertheless, I
think the two of you are putting forth much effort in this area since you see hope that some appreciative
readers will eventually play a central role in not only recognizing the value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but also sharing it. Can you elaborate who you think could be such readers in your respective countries?
The next question is for Seki Masanori. Your explanation on Japanese society’s perception of Eastern
classics and Eastern civilization was very interesting and made me reflect on many issues. Then my
question is this: How can Japanese readers be induced to become interested in Korean classics? Is there
such a possibility? I also became curious as to how you became so committed to such a difficult task and
what attracted you to the world of Korean classics. I think it would help the cultural exchange of the two
countries if you shared with us how, as a Japanese, you came to encounter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culture at large, and what you think makes Korean culture attractive.
I think your explanation of culture as not being a relationship of one-way transmission and reception
but rather of mutual influence was quite beneficial. However, there were not that many examples in
your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know, in light of this kind of relationship, what you think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 in other words, what features allow it to be viewed
not simply as an imitation of Chinese literature? I would also appreciate your sharing with us whether
you find such originalit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s well, which some Japanese consider to b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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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2

Keynote Speech 2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기조강연 2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 미국 내 설립(안)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채동배(미국 Dallas시 법원 판사)

노벨 문학상
한국인들이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
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역사와 전통, 언어
와 문화, 민주주의, 과학과 학문적 성취, 스포츠, 기업가정신과 산업, 경제 성장,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들의 성공담 등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국인들이 노벨문학상을 받기를 갈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노벨상이라는 것에 열광하고, 또한 그것에 사로
잡혀 있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세계에서의 한국의 명성과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하
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가가 한국에 이미 몇 명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
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기를 저 역시 몹시 원하고 있습니다.
작가 한 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몇 명 더 받게 되기를 말입니다. 혹자들은 노벨상에 대해 언급

인사말
김성곤 원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발제자 및 참가자 여러분, 오늘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을 주제로 한 한

하는 것이 속물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이 소위 속물적인 자세가 많은 이들의 성
공 드라마를 가능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에서 한국 문학의 위대함에 대해, 아울러 미국 내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의
설립(안)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문학의 번역
비록 미약하나마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될 기념비적 순간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

한국의 눈부신 문학 전통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저를 초청해 준 한국문학 번역원에

한국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이 전통적으로 매우 세련된 문화적 삶을 누려왔으며 문화적 성취 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왔던 모든 일

시 눈부신 수준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적 유산과 성취는 빼어나고도 훌륭합니다. 역

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몇 년 간 한국문학번역원을 이끌어 오신 김성곤 원장의 빼어난 리더십에 또

사적으로 한국의 교육 체계는 문학과 인문학, 곧 문사철(文史哲)을 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통

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작가가 머지않은 미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원장께서 탄탄

달해 있는지 여부가 곧 어떤 선비가 상류층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

한 기초를 다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위한 제 논의가 아마도 너무 야단스

최상위층 정부 요직의 관리들은 문학과 인문학 학습과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과거시험 결과에 의해 선

럽고, 심히 애국적이고, 게다가 속물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야단스러운 제 목소리가 제 마음

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하에서 권세가의 모든 남자들은 시인이자 문학 작가가 되기 위해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제 깊은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한 이로써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실로 한시 경연 대회에서 적지 않은 한국 학자들이 중국 작가들의 시를 능가했었다

제가 애국적인 한국인들의 공통된 열망과 민족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자신있는 태도로

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길고도 자랑스러운 문학적 성취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근대 시와 소설 창작

통계치가 보여주듯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대부분이 주요 5개 노벨상 언어 중 하나로 글을 썼습니

이 시작된 것은 약 100년 전에 불과합니다. 소설가 이광수와 동시대 작가들이 한국 문단에 등장한 것이

다. 주요 5개 노벨상 언어란 바로 영어 (30명), 프랑스어 (16명), 독일어 (13명), 스페인어 (11명), 그리고 스

약 100 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국문학의 성취는 가히 훌륭한 수준이 되었

웨덴어 (7명)입니다. 111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77 (혹은 70)%가 이 5개 언어 중 하나로 글을 썼습니

습니다.

다. 한국 문학이 세계적 인지도를 얻기를 꿈꾼다면 저 5개의 노벨상 언어 중 하나로 작품을 번역해야 함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여러 식자(識者)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한국은 아직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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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 작가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

문학 에이전트

다. 그렇다면 이제 번역가의 몫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가의 기여는 작가의 작업에 부수적인

작가와 출판사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학 에이전트입니다. 전통적인 출판환경에서 문학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번역은 문학작품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창의적인 일입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유

에이전트는 작가와 작품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이전트는 작품에 걸맞은 출판사 연결, 계약

능한 문학번역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박학다식한 번역가의 협력과 조력이 없다면 작가가 세계적 독

내용 및 조건 협상, 작가와 출판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 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

자층을 얻거나 모두가 열망하는 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번역가는 결코

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왜냐하면 번역가는 온갖 미묘한 뉘앙스와 감성들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고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가는 번역서 독자들이 원작자의 문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에이전트는 도서 판매수익의 일부(고정 비율)를 지급받습니다. 에이전트는 대개 출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종종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작가의 글을 수지가 맞는 상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조언을 해줍니다.

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문체가 ‘하드보일드’라고 알려져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부분적으로는 ‘동
시대 문체에 끼친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도서 보급

진정 저는 번역가를 ‘재창조자’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자를 ‘반역자’로 칭하는 것이 얼

특정 작가의 원고를 출판하기로 하면 출판사는 매우 까다로워지고, 작가는 출판사가 요구하는 수많은

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헌신적인 번역가/재창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

편집과 퇴고를 견뎌내야 합니다. 제목과 세부 장들이 바뀔 수도 있고, 도서 디자인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이 특히 미래의 번역가/재창조자들을 교육해왔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요청될 수도 있지요.
조판 구성, 페이지 배치, 네거티브 필름 생산, 네거티브 필름으로부터 인쇄판 생산, 그리고 책등의 양각

출판 산업

새김 및 인쇄를 위한 판형 제작 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편집과 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인

창의적인 문학 작품과 흡족한 번역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출판사로 달려가는 것이겠지요. 문예

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쇄 개시와 동시에 판매 및 마케팅 업무가 시작되지요. 마케팅 업무는 출

창작과 번역은 고도로 지적인 작업이지만 출판은 그에 비해 좀 더 세속적이고도 일상적인 노동이라고 할

판사의 영역에 속합니다. 출판사 관점에서 볼 때 마케팅은 해당 출판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여부를 가르

수 있습니다.

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판사가 출판을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한 마디로 ‘이윤창출’이라 하지요. 그리고 이윤창출을 위한
길은 바로 일반 대중에게 책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출판사의 욕망과 자신의 책을 읽
을 독자를 만들고 싶은 작가의 이해관계는 ‘출판’이라는 행복한 접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격
언이 있습니다. “대중으로의 유통이 없다면 출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출판
전통적인 출판인은 명민하게 판단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증권 거래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듯 그는 지적 재산권을 사고 팝니다. 그가 출판한 어떤 책들은 망작이 될 테지만, 그렇게 얻은 손실을 만

출판인은 출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작가에게 돌아갈 로열티를 포함한 자금을 대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하기 위해 그는 스테디셀러, 인기 기성 작가, 유명 서적, 헐리우드와의 계약, 그리고 때때로 출판하게 될

물론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위험은 자신의 책임이지요. 작가는 시장에서 판매된 책의 권수에 기반하여 출

블록버스터급 히트작에 의지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출판사의 영향력은 이와 같은 다양화 전략을 통해

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습니다. 작가의 저작권 수입 중 약 15~20%는 문학 에이전트의 몫으로 돌

가능해진 규모의 성장으로 더 강화됩니다.

아갑니다. 전통적인 출판사는 도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고와 판권을 사고, 선인세와 로
열티를 지불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대이익에 대한 대가로 판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또한 마케팅 및 독자층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더 많은 책을 팔 수가 있겠지요.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랜덤하우스, 크노프, 맥밀란, 사이먼 앤 슈스터, 더

전통적인 출판사는 작가들에게 작품 로열티에 대한 선인세를 지급하고, 이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도서를 판매하는 일종의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판업이 돌아가는 전
형적인 모델입니다. 출판사가 위험을 떠안고 작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출판사는 작가의 책을
출판할 권리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도서에 대한 ISBN, 곧 국제표준도서번호의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블데이 등등의 몇몇 대형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보다 수

전통적인 출판방식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문제점은 바로 신진 작가가 출판사라는 거인이 지키고 서 있

준 높은 소설과 시를 더 많이, 더 많은 양으로 생산해낼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문학이 이런 대형

는 문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고 종종 모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코끼리 한 마리가 바늘 구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것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멍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출판사 문에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청
탁하지 않은 원고 사절”. 실제로 청탁하지 않은 원고의 0.03%만이 이런 시스템 하에서 출판 승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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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합니다.

작가는 검증된 편집 및 디자인 자원을 찾고, ISBN과 판권 등록 같은 잡다한 행정적 일들을 처리해야 하
며, 도서 생산을 관리해야 하고, 인쇄 및 보급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아울러 마케팅 및 수많은 다른 잡

자비출판

다한 일들을 모두 수행해 내야 하니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출판상황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책을 출판해 달라고 출판사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인기 장르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구속되지 않는 문학예술을 생산하고자 하는 작가, 게다가 이미 확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요금을 받고 편집과 표지 디자인 등의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가는 자

한 독자층을 확보한 작가는 소규모 자가출판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이자 출판인인 이들

신의 초고를 완전한 책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가로 출판사에 돈을 지불합니다. 출판사는 출판사의

은 원고를 선택하고 책을 생산하며 출판비용을 제하는 등 대형 출판사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이름으로 ISBN을 신청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의 권리는 출판사에게 귀속됩니다. 출판사는 기록상의 출

하게 됩니다. 편집, 표지 디자인, 조판구성에 있어서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

판인이 되고, 책이 팔릴 때마다 추가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하여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작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출판사가 되어달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러한 출판형태를 ‘자비출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요즘에는 ‘허영출판(vanity publishing)’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비출판의 경우 출판사가 아닌 작가가 위험을 떠안고, 작가가 출판사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
는 것입니다.

미국 내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
자가출판은 21세기 작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미국 내 자체 출판사를 설립하
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야심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유망한 사업이자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가출판

미국에는 자가출판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두루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바야흐로 기업가와 모험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하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저는 이제 미국 내 출판사 설립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들을 논해 보고자

서는 직업을 제한하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법도 어떤 사람이 오직 출판인으로서만 일해야

합니다. 미국이 친 기업적 풍토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가, 모험적 사업가, 기업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작가로서 일할 수 없다고 직업 선택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가들은 모두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는 종종 경의가 표해집니다. 미국은 자유기업문화와 자유 방임적 자

따라서 작가가 스스로의 출판인이 되는 것 역시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디지털 정보체계와 인터넷의

본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또한 상업, 무역, 금융, 제조업, 그리고 모든 다른 분야를 망라하는 인간 생산

등장으로 출판의 범위는 전자도서와 전자잡지, 그리고 마이크로출판, 웹사이트, 블로그, 비디오게임 출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극도의 경쟁을 요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판 등을 망라하는 전자 자원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체제를 가진 미국에는 종종 두 가지 차원의 법률과 규범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업 문제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작가가 문학 에이전트의 도움을 통해 출판사를 찾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었습니

는 주정부 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연방법은 단지 사업문제의 작은 부분만을 다룰 뿐인데, 예를 들어 조세

다. 문학 에이전트는 출판 계약을 협상하고 이를 확정 짓는 역할을 했지요. 출판사 측의 협상 파트너는

문제, 안전 및 보안 문제, 건강 및 환경 규제,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영역 등입니다. 주별로 법이 다르기는

대개 편집자였습니다. 편집자는 원고의 문학적 가치를 판단하고 원고가 출판할 만한지를 확인 및 결정하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본 발표에서 다루는 법과 법적 측면의 범위는 텍사스 주법

곤 했습니다.

으로 제한되며, 관련된 연방법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21세기가 동트면서 출판산업에는 빅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이 혁명은 무질서하고 종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이 출판산업의 모든 면모를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시
켰기 때문입니다. 인쇄매체의 종말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었으며 전자 편집과 전자 출판이 그 꽃을 피웠
습니다. 자가출판이라 불리는 새로운 출판 모델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가출판은 새로운 세기의 총아로서 등장했습니다. 자가출판은 전자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것이지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가출판인은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이익의 100%를 취하게 되었

기업 구조
우선적으로 기업구조의 선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든가, 유책(有責) 문제, 사
업운영상의 절차 문제, 회계상 자본의 지속성과 양도성과 같은 여러 사안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또한
이 사안들은 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는 여섯 가지 기업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구조 분류는 주로 사업 소유권자의 유책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습니다. 자기 도서의 ISBN을 보유하고, 도서 생산과 맞물려 있는 모든 디지털 파일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

(1) 개인기업이란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무한 책임을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 작가의 판권 표시는 책등 및 속표지에도 찍히게 되었지요.

(2) 동업이란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2인 이상의

물론 자가출판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퍼맨같은 능력과 수퍼우먼같은 다재다능함을 갖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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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체는 유한한 책임, 운영의 중앙집중화, 영속성, 자본 혹은 지분 양도의 용이함 등의 특성을 갖
고 있는 법인(法人, 법률로 창조된 인간,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 을
의미합니다.

습니다.
텍사스 주의 비영리법인은 재산세, 판매세, 영업세, 그리고 여타의 주 세금 등과 같은 세금에 있어서 특
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절세는 연방 정부의 면세 정책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만일 어떤 텍사

(4) 유한회사는 법인체과 동업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스 비영리기업이 내국세입법상 501조c항 제3번에 의거해 면세 지위를 얻는다면 연방(수입)세가 면제되

(5) 유한책임동업, 혹은 합자회사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업자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서 사업을 하며,

며, 납세의무자가 기부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동업자는 유한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6)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동업자의 책임이 유한책임동업자의 책임처럼 유한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결론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가 비영리법인체로서 출범하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국문학번역원

등록된 에이전트와 등록된 사무소의 설립
텍사스 주법은 주 내외 회사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는 등록된 에이전트와 등록된 사무소를 텍사스

출판사가 내국세입법 조항에 따라 면세 지위에 지원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구조를 갖
추고 있을 때 많은 혜택과 사업상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내에 등록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는 회사를 대신하는 연락책이라 할 수

출판사가 설립되면 유능하고도 능숙한 임원들과 사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문학

있습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는 사업체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해당 사업체에 전달하도록 법적으

에이전트의 역할을 맡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편집자로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 허가된, 혹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통지서, 혹은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된 에이전트

다른 이들은 아마도 마케팅 사원으로 일할 필요가 있겠지요. 인사 부서는 회사의 경영팀을 포함해서 가

의 위치는 독립적이며 그가 해당 사업체의 주주, 이사, 임원, 사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는 해당 주 내에 실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무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주소

만일 회사가 한국 국민들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법과 국적법 상의 생

가 아닌 사서함만을 등록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동안 자기 등록사무실에서 통지

소한 외국 시민 채용 문제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며, 그

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무장관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은 공지사항을 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 유효하게 전달하기 위해 등록된 사무소의 등록된 에이전트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의 안전한 출범을 위해,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사업에 행운과 성
공이 있기를 기원해야겠지요? 우리 모두는 그 동안 한국문학번역원이 이뤄온 고된 노력의 결실이 이루

비과세 기업으로서의 출판사
기업구조 분류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 텍사스 주
내에 출판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광범위한 선행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인체는

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실 중 하나가 바로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문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루 우호적으로 취급받으며 어떤 기능이나 목적도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체는
그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비과

번역:김응산

세 비영리법인 구조를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한 특징을 가집니다. 비영리법인은 또한 다른 영리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장관에게 설립 증명을 제출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 차이는 바로 사업활동
의 수익 중 어떤 부분도 회사 주주, 이사, 임원, 사원, 또는 어떤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분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주주, 이사, 임원, 사원들은 적법한 업무 및 기업을 위해 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또한 정치적 캠페인이나 입법 로비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다른 제약
들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는 몇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는 반면, 비영리법
인은 이사회에 3인 이상의 이사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진이 텍사스 주 거주자일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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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ago. In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however, the achievements of Korean literature were

Keynote Speech 2 _ Session 1: Classical Literature

indeed awesome.

Legal Issues of Opening the LTI Korea Publishing
House in the US
Don B. Chae (Judge, Dallas Municipal Court, US)

At this point in time, therefore, many thinking Koreans are wondering why there has been no Korean
recipient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Nobel Prize in Literature
I know Koreans are ambitious and full of national pride. I am proud of Koreans also. I love things
Korean: history and tradition, language and culture, democracy, science and scholarship, sports,
entrepreneurship and industr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uccess stories of seven million Korean
expatriates residing overseas. I happen to know Korean people covet the prize. Many Koreans are
crazy about it and have become obsessed with it. This is because winning would tremendously increase
Korea’s national prestige and its standing among nations of the world.
Koreans believe there are more than a few Korean authors who deserve the prize. I agree with them.

Greetings
Dear Professor Kim, all the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attende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rivilege today to read a small paper of mine at this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Global Promotion

Anxiously I do want to see a Korean author win the prize. Not only one author, but several more in the
coming decades. Some people may say it is snobbish to talk about the prize, but I believe oftentimes
snobbishness has been a powerful motivating force behind many human successes.

of Korean Literature, thereby presenting some of my idea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greatnes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the LTI Korea publishing house
in the United States.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 want to make a small contribution, however small that may be, to the monumental event in which a
Korean writer wins the prize. That’s why I am standing here before you today. I am extremely grateful to

Splendid Literary Tradition of Korea

LTI Korea for extending an invitation to me. I admire and respect all the work LTI Korea has performed

When we review the long history of Korea, it is easy to see that Korea has a splendid tradition of

to realize the worldwide dissemination of Korean literature. I admire the able leadership of President

refined culture and achievements. Korea’s literary heritage and accomplishments have been brilliant and

Kim, who has presided over LTI Korea for the past few years. I believe Professor Kim has laid a firm

impressive. Historically, the Korean education system put emphasis o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the

foundation for a Korean author to win the Nobel Prize in the very near future.

humanities, mastery of which was considered an important yardstick to measure a gentlemen’s fitness to
enter into the upper class.
High-level government positions were selec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examinations that tested

I may have sounded too loud, chauvinistic, and snobbish, in advocating for a Korean writer’s turn at
the prize. But that loud voice comes from the depths of my heart and my conviction. I also feel confident,
knowing that I am uttering a common aspiration and national sentiment of the patriotic Korean people.

learning and excellence in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every man from

Statistics show that the vast majority of authors who have won the prize wrote in one of the five major

a reputable family strove to become a poet and a literary author. Indeed, it was said that quite a few

Nobel languages. The five languages are English (30 authors), French (16), German (13), Spanish (11),

Korean scholars out-performed Chinese writers in Chinese poetry contests.

and Swedish (7). Of the 111 Nobel laureates, 77 (or 70%) wrote in one of those five languages. It is

Despite such a long and proud tradition of literary accomplishment, the beginning of modern-day
creative writings of poetry and fiction in the Korean language go back only about a hundred years.
Novelist Choonwon Lee and his contemporary writers appeared on the Korean horizon just ab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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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level. Then, translators’ work comes next; but translators’ contribution is not subordinate. It

Literary Agent

is as important and as creative as any literary work. We are fortunate to have a multitude of competent

It is the literary agent who plays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authors and publishers. In the traditional

literary translators in Korea. A knowledgeable translator is an indispensable co-worker without whose

publishing environment, a literary agent represented writers and their written works. Literary agents

cooperation and assistance a writer cannot expect anything like winning worldwide readership or the

provided such services to authors as connecting the author’s work with appropriate publishers,

coveted Nobel Prize.

negotiating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ensuring payment of royalties, assisting in the sale of

It is because the translator can describe and deliver all the delicate nuances and sentiments from one

the books, and acting as a mediator if there arose problems between the author and the publisher.

language to the other. A translator can tremendousl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Literary agents were paid a fixed percentage of the sales proceeds they negotiated on behalf of their

writer’s style. For example, we know Ernest Hemingway’s literary style was known as “hard-boiled,”

clients. The literary agent was usually an experienced member of the publishing industry and often

and he was awarded the prize partly for the “influence that he has exerted on contemporary style.”

played another important function as a counselor, i.e., advising an author on various aspects of how to

Indeed, I would prefer to refer to the translator as a “re-creationist.” We have by now learned that it

make writing a paying proposition on a timely basis.

is absurd to refer to the translator as a “traitor.” I am happy to find that Korea has a plethora of devoted
translators/re-creationists and that LTI Korea has specifically undertaken a project to train future
translators/re-creationists.

Marketing and Distribution
Once the publisher’s choice is made to publish a certain author’s manuscript, the publisher becomes
awfully picky and the author will have to persevere with a lot of editing and revising as demanded by

Publication Industry
Once you find a creative literary work and its competent translation, the next action to take is running
to the facility of publication. Creative writing and translation are highly intellectual brain activities, but
publication is more mundane lowbrow legwork.

the publisher. Titles and chapters may be refined, the book design will be selected and confirmed,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content may be ordered.
The activities of typesetting, page layout, production of negatives, plates from the negatives, and
the preparation of brasses for the spine legend and imprint need to be worked out. When the editing

For the publishers the purpose of publication is simple. It is called, “profit-making,” and the route

and design work are finished, the printing process begins. Simultaneously with the commencement of

to money is marketing of books to the general public. Publishers’ desire to make money and writers’

the printing, the sales and marketing activities are launched. Marketing belongs to the sphere of the

interest in the readership of their books would meet at the happy medium known as “publication.” A

publishers. The marketing stage can make a difference from the publisher’s point of view between a

maxim goes: “There is no publication, unless there is public distribution.” The publisher is a person who

success and failure of the entire publishing project.

invests and funds the publishing project, including the payment of the author’s royalties, all of which
is at their risk. The author receives from the publisher copyright fees based upon the number of books

Traditional Publishing

sold on the market, out of which the literary agent gets about 15 to 20 percent of the author’s copyright

The traditional publisher is a shrewd risk taker. He or she buys and sells intellectual property the way

income. The traditional publishers are book investors; they purchase manuscripts and rights, they pay

market traders buy and sell stocks. Some books published will flop, but to offset losses at publisher counts

advances and royalties, and they assume risk in exchange for hoped-for profits.

on longstanding favorites, already popular authors, celebrity titles, licensing deals with Hollywood, and

The publisher is responsible also for marketing and expanding readership. The bigger a publishing

occasional blockbuster hits. As investors, publishers’ size empowers them to leverage by diversifying.

company is, the more books it can sell on the market. Traditionally, there were several publishing giants

Traditional publishers pay writers an up-front advance against royalties and then gamble that the

such as Random House, Knopf, Macmillan, Simon & Schuster, Doubleday, and so on. These publishers

author will sell enough copies of a book to make a profit. This is the model for how publishing should

were able to produce more fiction and more poetry of the highest quality and in the largest number of

work. The publisher takes the risk; the publisher pays the writer. Publishers own the ISBN because they

volumes than any other publishers.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a shortcut to winning

paid for the rights to publish the writer’s work.

the prize, if a Korean literary work secures its publication by one of these publishing 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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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ting for a first-time author to get through the door of the publishing giants. It is like an elephant

associated with production of their work. The writer’s imprint is displayed on the book’s spines and title

passing through the eye of a needle. On one publisher’s door there was actually a sign that read, “No

pages.

Unsolicited Manuscripts”; and it is said that only about 0.03 percent of all unsolicited manuscripts are
ever accepted for publication under this system.

Self-publishing is a difficult job; it requires a superman ability and superwoman versatility. The
writer is tasked with finding qualified editing and design resources, handling administrative chores like
ISBN and copyright registration, managing the production of the book, choosing print and distribution

Subsidy Publishing

partners, marketing, and a myriad of other tasks.

In a peculiar and abnormal publication arrangement, an author pays a fee to the publisher to have a

Writers who wish to produce literary art that is unfettered by the demands of popular genres, authors

book published. Publishers offer production services like editing and cover design for a fee, and the

who have ready access to established audiences may find opportunities in smaller scale self-publishing.

author additionally pays the publisher for making the author’s rough manuscript into a book. Publishers

The writer/publisher will choose the manuscript, produce the book, and deduct publication expenses just

apply for an ISBN in their company’s name and the number belongs to them. They become the publisher

like the big publishers do. When it comes to editing, cover design, and typesetting, a writer/publisher

of record, which entitles them to receive additional royalties whenever a book sells.

will work with the best resources they can afford.

In other words, the author pays someone to be his or her publisher. Hence, it has been referred to as
“subsidy publishing,” and more people like to call it a “vanity publishing.” With subsidy publishing, the
author takes the risk and then pays the publisher!   

LTI Korea’s Publishing House in the US
Self-publishing is a favorite of the 21st century writers, and LTI Korea is about to take a big step of
founding a publishing house of its ow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n ambitious project; it can be risky,

Self-Publishing
This is an age of entrepreneurs and adventurers. Under modern-day laissez faire capitalism, there are

but at the same time it is promising as well. It is worth the effort for LTI Korea to launch a publishing
company of its own because there exist many favorable conditions to self-publishing.

no laws of occupational restrictions. No law dictates who shall work only as a publisher, nor does it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I am now going to discuss the legal issues that might arise in

proscribe who should not work as a writer. Therefore, it is always possible that writers may choose to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a publishin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We know the US is a country

become and act as their own publishers. With the advent of digital information systems and the Internet,

that offers a very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Business people, venturers, and entrepreneurs are

the scope of publishing has expanded to include electronic resources, such as the electronic versions of

respected and admired. It is a country of free enterprise and laissez faire capitalism. It is also a country of

books and periodicals as well as micropublishing, websites, blogs, video game publishers, and the like.

fierce competitiveness in every field of human endeavor— commerce, trade, financing, manufacturing,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was a common knowledge that a writer finds a publisher through

and all other areas.

the assistance of a literary agent. The literary agent negotiated and concluded the publishing contract.

The United States being a country with a federal system, often there are two tracks of laws and

The negotiating counterpart from the publishing company was usually an editor, who checked and

regulations. Most business matters are regulated by state laws. Federal laws touch only a small part of

determined the literary and publishable value of the manuscript.

business operations, such as taxation, safety and security matters, health and environmental control, and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brought a big bang revolution to the publication industry. Initially,

immigration-related areas. Although laws between states are different, their differences are only on the

the revolution seemed chaotic and unfathomable because it changed so drastically every aspect of the

surface. The scope of the laws and legal aspects herein will be limited to that of the state of Texas, with a

publishing industry. The demise of print media was most conspicuous and electronic editing and printing

scattering of mentions about applicable federal laws.

blossomed. It was the beginning of the new model of publication known as self-publishing.
Self-publishing emerged as the love child of the new century. The self-publisher took advantage of

Business Structures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Now, the true self-publisher owns all the rights

First comes the choice of a business structure, because many issues such as taxes and liability,

and receives 100 percent of the profits. They own their own ISBN and have access to all the digital files

formality of management and operation, continuity and transferability of ownership interest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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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rise and they may b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business structure. In Texas there are six types

own publishing company in Texas, however, no far-reaching pre-knowledge is necessary because a

of business structure. It is noteworthy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business structure is chiefly based

corporation is broadly inclusive and it can perform any function and any purpose. A corporation may

upon the liability issues of business owners.

engage in any and all business activities as long as such activities are not prohibited by law. It is,

(1) Sole Proprietorship is a single individual engaged in a business with unlimited liability;
(2) General Partnership is an entity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associate to carry on a business
together for profit with unlimited liability;  
(3) Corporation, which is a legal pers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imited liability, centralization of
management, perpetual duration, and ease of transferability of ownership interests;
(4)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which is a hybrid between a corporation and a partnership;
(5) Limited Partnership (LP) is where one or more general partners conduct the business with
unlimited liability and the non-participating limited partners with limited liability; and
(6)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in which its general partners’ liability is limited just like that
of limited partners.

therefore, strongly recommend that the LTI Korea publishing company adopt a business structure of a
tax exempt nonprofit corporation.
Under Texas law, a nonprofit corpora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a for-profit corporation, and
it is created by filing a certificate of form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just like any other for-profit
corporation. The difference is that it is a corporation in which no part of the income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is distributable to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nor to any
specific individual of the public. But the above-listed persons associated with the corporation may be,
and they are usually, paid by the nonprofit corporation for their legitimate work and labor performed for
the corporation.
There are other restrictions imposed upon a nonprofit corporation such as the prohibition of engaging
in political campaigns and legislative lobbying activities. While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 for-profit
corporation to have a certain number of directors, a nonprofit corporation is required to have three or
more members on its board of directors.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not required to be residents of the
state of Texas.
The Texas nonprofit corporation enjoys certain tax benefits in such taxes as property tax, sales tax,

Registered Agent and Registered Office

franchise tax, and other state taxes. The more important tax savings come from the exemptions granted

Texas law requires every entity, domestic or foreign, to file and maintain a registered agent and a

by the federal government. If a Texas nonprofit corporation is qualified for a tax exempt status under

registered office within the state. A registered agent is the point of contact for and in behalf of the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t will be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and any

company he or she represents. The registered agent acts as the agent of the entity on whom may be

taxpayers’ donations are deductible from their taxable incomes.

served any process, notice, or demand required or permitted by law to be served on the entity. The
registered agent’s position is independent and it does not have to be a shareholder,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mpany.

Conclus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LTI Korea publishing house be organized as a nonprofit

The registered agent must maintain an office which is a physical address within the state. No post

corporation and that it applies for tax-exempt statu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Many benefits

office box address is allowed. The registered agent must be able to be served with process during

and business incentives will be derived out of such a business structure. Once the publishing company

business hours; the Secretary of State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may effectuate

is set up, there should be able and competent officers and employees. Some of them must take up the

the delivery of their notices and correspondence to a business entity by sending such notices and

roles of literary agents; others should be able to work as editors; and still others may need to work as

correspondence to the registered agent at the registered address.

marketing agents. Human resources should be able to gather the most effective staff members, including
a management team of the company.

Publishing Company as a Tax Exempt Nonprofit Corporation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 structures may sound complicated. If LTI Korea desires to set up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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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s. But no issues are too hard to overcome, and no problems are too
complicated to resolve.
Now, let’s all wish and pray for a safe voyage of the LTI Korea publishing house and for the best luck
and success of all the LTI Korea projects. We are all eagerly looking forward to reaping the fruit of the
hard work that has been put forth by LTI Korea. We know that one of such fruits will be a Korean writer
winning the Nobel Literature Prize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세션 2

Session 2
현대문학 | Contemporary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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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두고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었지요.

발제 2-1 _ 2부: 현대문학

저는 이 세상에 ‘에드워드 박’이란 이름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냥 ‘에드 박(Ed Park)’이

이름(The Names)

란 짧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저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에 관한 별 것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주 불리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두 마디의 둔탁한 소리로 이루어진
이 짧은 애칭, 에드 박은 제가 공식적인 일에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제 명함에 쓰여진 이름이자 제가 쓴
에드 박(미국 펭귄 출판사 편집장)

책에 실린 이름이기도 하며, 지난 25년간 제가 쓴 셀 수 없이 많은 기고문들의 필자명이었습니다. ‘Park’
은 가장 흔한 한국 성 중 하나인 ‘박’을 미국식으로 적는 흔한 표기법입니다(저는 장난 삼아 위대한 작곡
가의 성을 따라서 음성학적으로 보다 더 정확한 표기일 수 있는 ‘Bach(바흐)’로 제 이름을 표기하기도 합
니다). 미국에서 ‘에드(Ed)’란 이름은 자기 집 앞마당에 물을 주고 가끔 골프깨나 치는 50년대 회계사라
든가 리포터가 가질 법한 이름처럼 들립니다.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이민자의 아들로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이름이 가진 수준에 들어맞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독자들을 위한 한국문학 번역의 현황에 대해 논할 수 있

그러나 제가 성장해 오면서 갖게 된 별 것 아닌 가면과도 같은 이 이름 뒤에는 제 비밀스런 이름, 곧 제

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몇 가지 다양한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설

진짜 이름일 수도 있는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꿈을 꾸다가 제 이름을 짓게 되

가이자 출판 편집인이며, 수년 간 도서 리뷰어로 일하기도 했고, 도서 리뷰 편집자로서 일하기도 했고, 아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얼마나 다정한 일인가’ 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였

울러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소설은 제 인생과도 같지요.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

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좀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저는 아버지께 왜 당

하셨겠지만,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저는 다소 비과학적으로 들릴만한 논의를

시 꿈 속에서 ‘에드워드’란 이름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마치 미치기

펼치고자 합니다. 우선 번역된 존재로서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사실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꿈 속에서 생각하
신 이름은 ‘에드워드’가 아니라 한국어 이름인 ‘박준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으나 한국이란 나라
에 대해 수없이 생각하고, 한국에 매료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의해 규정되는

서양에서 아시아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종종 모종의 만행이 저질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

저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는 이상하리만치 기나긴 시간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영화 평론을 해왔는데,

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 이름이 특히 더욱 그 원래 모습과 달라지거나 왜곡된다고 느껴왔습니

한국 출신인 봉준호, 김기덕, 박찬욱, 그리고 홍상수 등의 대담한 감독들에 저는 열광했습니다. 수십 년

다. 이렇게 결론내리게 된 것은 오롯이 제 스스로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 오직 제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만

동안, 뉴욕 타임즈지를 펼칠 때마다 제 눈은 언제나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룬 기사들

들을 수 있는, 아니 요즘에는 부모님한테서조차 듣기 힘들어진 이름을 갖고 살아온 제 경험에 기반한 것

에 이끌립니다. 저는 K-pop을 들으며 성장해 왔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

입니다. 공식적인 제 이름은 에드워드 준서 박(Edward Joon-suh Park)입니다. 이 이름은 뭔가 어색합니다.

록 제가 이곳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저라는 사람의 일부분이지요.

준서 박(Joon-suh Park)으로 부르는 것은 영어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표기법대로
알파벳 O자 두 개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쓰는 것은 제게는 언제나 그 이름이 가진 이국적인 낯설음을 퍼

제 부모님은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저는 1970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다지 멀지

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유난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일례로 저는 비록 저 철자 표기가 논리적

않은 곳에 위치한 뉴욕 주의 버펄로 시에서 태어났고, 살아온 인생의 반을 뉴욕 시에서 보냈습니다. 한국

일지라도 지금껏 한국인이 아닌 그 어떤 이도 제 한국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

에 친지들이 있지만 11세가 될 때까지 한국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습니다(돌이켜보니 서울에 있는 삼촌 댁

신합니다). 때문에 어린 아이라면 그저 에드 박(Ed Park)이 더 낫겠지요.

에서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하는 장면을 TV로 본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떠난다는 것은 적어
도 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국과 자신의 언어, 그리고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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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쓰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자신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는 이름에 대해 그와 같은 양가감정

법은 사용되지 않았군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인 독자로서

을, 아니 심지어 창피함을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장해온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는 한국 책의 저자명조차 제게 오롯이 인식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서양인의 눈과 귀에 한국이름은 쉽게 녹아들지 않는 어려운 이름입니

이상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감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직장동
료가 저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의도로 제 중간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거짓말

다. 한국의 이웃나라만 보더라도, 일본이름은 영어로 썼을 때 풍부한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이름
은 이와는 다르지만, 종종 그 간결함 덕분에 쉽게 기억됩니다. 모옌이나 루쉰처럼 말입니다.

로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당당하게 “없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전에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이후 저는 제가 한국 이름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 때도
저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경숙 신(또는 신경숙), 달키 아카이브 시리즈가 소개하고 있는 작가들, 김영하, 황석영, 몇 년 전 뉴요
커에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던 이문열 등 요 근래 훌륭한 한국 소설들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 소설을 진
지하게 읽는 독자들은 이들의 작품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독자들
이 이들의 작품을 읽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작가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 내에서 관심

저는 ‘혹시 한국 이름의 영어표기 방식이, 많은 훌륭한 한국문학작품이 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흡

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일 경우, 저는 한국 작가들과 작가를 홍보하고 있는 이들이 적어도 작가명이 책

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어느 언어를 출발어

표지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약형, 영어식 이름(한국식 이름

로 하더라도 번역 작품은 미국 출판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W.G. 제발트나 무라카미 하루키같

의 특징 약화), 또는 한국식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기된

이 한때 낯설게 들리던 이름이 현재는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린 출판계의 수퍼스타들에 비해, 틈새독자들

『우주피스 공화국』(The Republic of Užupis)의 작가명 Haïlji (하일지)가 달키 아카이브 시리즈의 모든 저

을 제외하고는 다른 독자들을 만나지 못한, 혹은 그 틈새시장에조차 도달하지 못한 가치 있는 작가들이

자명 중 가장 명확한 이름으로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훌륭한 한국 작가들이 미국을 새로운 혁신의 장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작가들 중 큰 예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
미국 내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Kyung-sook Shin(경숙 신)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Shin Kyung-sook(신경숙)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맥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
표기법에 따라 이름 첫 모음에 발음변별부호를 추가한 Sin Kyöng-suk이어야 할까요? 맥큔-라이샤워 표

번역: 김응산

기법은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존경스러울 정도의 연구결과가 압축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
인 목적, 예를 들어 비학문적인 목적에 있어서 발음변별부호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숙의 Sook은 “s-u-k”이라고 표기될텐데요, 이것은 영어의 suck(빨아대다)과 너무 비슷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게는 훌륭한 작품들의 보고이기에 어느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달키 아카이브의 한국문학총서는 작가들의 이름을 성 먼저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
(The Soil)의 저자를 Yi Kwang-su (이광수)로, 『홍어』(Stingray)의 작가는 Kim Joo-young (김주영)으
로 말입니다.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No One Writes Back)는 Jang Eun-jin (장은진)이 쓴 멋진 작품이며,
『아담이 눈뜰 때』(When Adam Opens His Eyes)는 Jang Jung-il (장정일)이 쓴 충격적인 작품이지요.
이처럼 한국식 방식에 충실한 저자 표기방식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여기서도 맥큔-라이샤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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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ounded into this world bearing the name “Edward Park,” but I’ve gone by “Ed Park” for as long as

Panel 2-1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I can recall. On the one hand this is just what happens with names. The popular version wins out. This
short moniker, Ed Park, two blunt thuds, is my professional name. It’s the name on my business card,

The Names

the name I’ve written books under, the byline for countless articles I’ve published over the past quarter
century. “Park” is the common American rendering of one of the most common Korean surnames,
“[bock].” (I like to joke that spelling it “Bach,” B-A-C-H, like the great composer, is phonetically more
Ed Park (Penguin Press, US)

accurate.) In America, “Ed” sounds like the name of an accountant or a wire reporter from the 1950s,
watering his lawn, playing some golf. It’s not a stretch to say that, consciously or not, as the son of
immigrants I was trying to fit in on the level of the name.
But behind this name—this sort of bland mask that I’ve grown into—lurks my secret name, what
might even be my real name. When I was young, my father told me that my name had come to him
in a dream. And I thought, How sweet. (Especially considering my dad is a psychiatrist, this seemed

Thank you for having me.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 discuss the state of translation of Korean

very significant.) When I was much older I asked why he thought the name “Edward” came to him in a

fiction for American readers. I wear a couple of different hats. I am a book editor as well as a novelist,

dream, and he looked at me like I was crazy—it wasn’t “Edward” that had come to him in a dream, but

and for many years I was a book reviewer, and book review editor, and a creative writing teacher. Fiction

my name in Korean: pak jun suh.

has been my life. As you might have guessed, I am Korean-American, and if it’s OK with you, I’d like to
be unscientific for a little bit, and talk about my own status as a translated being.

There’s a violence done to Asian names when we Romanize them, and it’s long been my feeling that
of all the East Asian nationalities, Korean names especially get attenuated and distorted. This conclusion

It’s been over twenty years since I’ve set foot in Korea. This is a strangely vast amount of time for

is based on nothing save for having lived with this name that I don’t use, that I only hear on my parents’

someone like me who thinks about Korea a great deal, who’s fascinated by it, who continues to be

lips, and not even that much anymore. Officially I am Edward Joon-suh Park. The sequence is all

defined by it, though I’ve lived in the US all my life. For several years I was a film critic, and I went

wrong. To go by Joon-suh Park is to make a sound that doesn’t hit the ear right. And to spell it the way

wild for the audacious directors coming out of this country—Bong Joon-ho and Kim Ki-duk, Park Chan-

it’s spelled, involving a double-o and a hyphen, always seemed to me to be making too big a deal of it,

wook and Hong Sang-soo. For decades now, whenever I open The New York Times my eye is always

spreading its foreignness around. (Rest assured that, as logical as the spelling might be, no non-Korean

drawn to any news about Korea, north or south. I go through phases of listening to K-pop, and have

has ever pronounced my Korean name accurately.) Better, if you’re a kid, to just be Ed Park.

watched my share of Korean soap operas. This is part of who I am though I am never here.
I am proud to be Korean, if such a thing has any meaning, so it pains me to think of that younger
My parents emigrated from Korea in the late 1960s. I was born in 1970 in Buffalo, New York, which

version of myself, who had such ambivalence (even shame) over what might be his real name.

is not far from Niagara Falls, and I’ve lived about half my life in New York City. Though I had (and
have) some family here, we didn’t visit Korea until I was 11 years old. (I recall watching Prince Charles

What’s odd is that in some way, the feeling lingers to this day. Not long ago, a colleague asked me,

marrying Lady Di on a TV in my uncle’s house here in Seoul.) In those days, at least for my parents, to

in the spirit of getting-to-know-you, what my middle name was, and I replied, at once falsely and with

leave was to start a new life—to reinvent—to leave behind a homeland and a language and loved ones.

a surprising vigor: “I don’t have one.” I’d never given that answer before. I later explained that I had a
Korean name, but even then I felt awkward about disclo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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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wonder: Is there something about the way Korean names are rendered in English that might

American audience or not. But if increased attention in America is a goal, I wonder if Korean authors—

impede the absorption of the many great Korean novels and story collections into the American reading

and those who promote them—should at least contemplate how their name will appear on the cover.

public? Obviously translations from any language have a hard road in the American marketplace. For

The answer might be abbreviation or adumbration, or no change at all. Why is it that the one-word name

every superstar like W.G. Sebald or Haruki Murakami—whose once alien-sounding names now sound

“Haïlji,” author of The Republic of Užupis, is the name that stands out the clearest among all the authors

inevitable—there are countless worthy writers who never get beyond a niche audience, or never even

in Dalkey Archive’s series?

reach that niche.
Maybe there is a way for Korea’s great authors to think of America as a place for subtle reinvention.
And the big exception in recent years, for Korean writers, has been Kyung-sook Shin, whose novel
Please Look After Mom found many readers in the US.

Thank you very much.

Or do I mean Shin Kyung-sook? Or should it be, per the McCune-Reischauer system of transliteration,
spelled Sin Kyöng-suk (with a diacritical over the vowel in the first syllable of her name)? The McCuneReischauer system is very accurate and scientific and has an admirable compression to it, but for
practical purposes—i.e., non-academic purposes—the diacritical marks make it a nonstarter. Sook would
then be spelled “s-u-k,” and look too much like the word suck, which is not ideal.
Dalkey Archive’s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which I haven’t yet exhausted but which seems to me
like an embarrassment of riches, renders its authors’ names with the surnames first: The Soil is by Yi
Kwang-su, Stingray is by Kim Joo-young, No One Writes Back is a wonderful book by Jang Eun-jin,
When Adam Opens His Eyes is the shocker by Jang Jung-il, and so on.
I admire this fidelity (though I note that McCune-Reischauer has been abandoned here as well). But
now I’m going to speak as someone brought up in America as an American reader—yet possessing a
Korean name: Even I often get tripped up by those triple syllables. It takes a long time for the names of
the authors of even my favorite Korean books to sink in. To the Western eye or ear, Korean names resist
easy assimilation. To just speak of Korea’s East Asian neighbors: Japanese names, in English, have a
richness of rhythm; Chinese names go the other route and often have a brevity that’s easy to carry in the
mind: Mo Yan, Lu Hsun.
There’s so much excellent Korean fiction these days, whether it’s by Kyung-sook Shin (or Shin
Kyung-sook), the authors in the Dalkey Archive series, Kim Young-ha or Hwang Sok-yong or Yi Munyol (who had a story published several years ago in The New Yorker). Serious readers of American
fiction could learn a lot from their books. And of course, these writers are brilliant, whether they attai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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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습니다. 우선 다문화주의적 맥락의 경우입니다. 한국이 영국, 혹은 미국에 비해서 인종적으로 더 단

발제 2-2 _ 2부: 현대문학

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글들은,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갖고 쓴 글이라 할 지라도, 거의 항상

큐레이션, 맥락, 그리고 ‘한국적인 것’

순진하거나 혹은 불편할 정도로 이국성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이나 10대 서술자
의 경우입니다. 이들의 시점은 종종 ‘천진난만한 1인칭 화자’로 쓰여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드라마
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멜로드라마라 함은 본격 소설 문학에서의 멜로드라마를 의미합니다. 멜로
드라마, 키치, 그리고 감성주의 등은 모두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다

데보라 스미스 (영국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

만, 영미권 독자들은 한국 독자들보다 본격 소설 문학에서 이같은 장치들을 발견하면 거부감을 더 많이
보이곤 합니다.
지금까지 예로 든 문제점들 중 어느 하나라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 영미 출판 시장에
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 편집자들 역시 그들이 출판하고자 하는 도서들 중에서
불필요한 소수의 작품들을 솎아내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번역자들
은, 개별 작가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점과 해당 문화권 내에서 두루 통용되는 관습들을 한국
문학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편집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편집자는 원

한국문학 전반에 있어 지금은 매우 고무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바야흐로

래 영어로 쓰여진 작품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더 자신감있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연수

신경숙, 황석영, 한강, 그리고 곧 두 번째 도서가 출간될 정영문 등을 포함하는 몇몇 한국 작가들의 영어

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의 번역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만일 그 책을 출간한다면 유럽 인

번역작이 한 권 이상 출간되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보다 광범위한 독

물들이 가진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다룬 장 전체를 빼야 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영미권 독자들은 이

자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간, 자본,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비학술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기에 독서

주제를 다룬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노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독자

대중이 이와 같은 도서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영어권 내 한국문

에게 흥미롭고 색다를 수 있는 주제가 유럽인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단순한 주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 도서의 판매가 적절한 궤도에 올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지금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출판사, 번역자,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와 같은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달

맥락 – 어떻게 출판할지를 정하기

리 말해, 우리 모두는 어떤 도서들을 출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책들을 가장 잘 출판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현명한 생각들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상 ‘출판하다’의 의미인 영어 ‘publish’는 ‘대중에 알리다’란 의미의 라틴어에서, 그리고 ‘널리 알려
지게 하다’란 의미의 중세 영어에서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출판사들은 출판이 곧 대중홍
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출판을 단순한 인쇄작업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을 인

큐레이션 – 무엇을 출판할지를 정하기

쇄하여 그것이 알아서 잘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 곧 독자들이 마법과도 같이 그 책에 대해 알게 되고, 이
보다 더 기적적이게도 그들이 그 책을 원해서 구입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출판이 아닙니다. 한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모든 한국 도서가 영어 출판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기실 대부분의 책은

국어와 같이 소위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언어들을 출발어로 한 번역작일 경우에 이는 두 배로, 그리고

적합하지 않으며,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제시된 작가가 영어로 기출간된 다른 한국 작가들과

번역작의 작가가 영어권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 배로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변별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뚜렷한 특장점이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한유주의 작품을 출

(필시 한 권 이상의 한국 도서나 작가의 작품을 가장 잘 출판할만한) 소규모 출판사들의 경우 이와 같은

판했다면, 박솔뫼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순전히 영어로 출판되는 한국 도

노력을 기울일만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인될 수 있는 최소

서의 숫자가 한국에서의 경우에 비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음으로 영미권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잘 번역될 수 없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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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과 돈이 있다면, 제가 몸 담고 있는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에서 매년 단지 5권의 책만을 출판하

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서가 그 작가들이

기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한국 작가들의 번역서

원하는 바대로 세련된 미학과 주제 의식을 가진 예술적이자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반

출판에 매진한 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선정적이거나 단순화된, 혹은 이국적

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 작품이란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보조금은 특히 대부분의 한국 작가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작가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에 대개의 경우 출판사는 거
의 모든 홍보활동을 도맡아 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영어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작가의 작품은 출판

한국적인 것

을 거절하곤 하는 상업 출판사의 경우와 이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번역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 항상 재정적 이익이

이와 관련하여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의 주요 목표는 한국어와 같이 비교적 소수인 언어권에서 온 책들

보장되지 않는 몇몇 이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출판사를 돕는 일은 보상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을 소위 ‘다른 문화로의 창’과 같은 진부한 문구로 포장된 인류학적 자료로서가 아닌 문학서로서 마케팅

는 태도입니다. 출판사가 번역자들을 존중하고 번역자들이 하는 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도서를 구체적으로 한국서로서 마케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

리하여 제때 그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불한다면, 그리고 번역자들이 번역한 책과 기타 홍보물에 자신

프게도 여전히 널리 퍼져있는 ‘머리카락이나 그림자에 감춰져 있는 일반적인 아시아 여성의 얼굴’ 따위의

의 이름이 언급되어 그 공헌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받는다면 번역자들은 더욱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할 것

고정관념을 피해서 도서 커버를 디자인하고, 도서 행사라든가 해당 작가들이 사회를 보거나 참여하는

입니다.

토론 행사 등에 광고문 및 언론 카피, 혹은 온라인 카피 등의 마케팅 카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비록 제가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번역에 관한 논의에 있어 너무나도 자주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

하는 것이지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국 작가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런던 중심에 위치한 서점에

겨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품의 전후 맥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독자들이 더 잘 감상할 수 있

서 진행한 『채식주의자』의 출판기념회는 매진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행사가 최초에 제안되었던 대로

는 번역서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강의 두 소설 중 『채식주의자』와 달리 『소년이 온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더라면 이와 같은 성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문학상을 수상한

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번역자의 서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영국 및 미국 작가들에 의해 영국내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대개 학계의 관례를 모방하여 각주로 처리하는 것이 선호되지만 말입니다. 출판사 역시 독자들에게 겁을

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 문학 전반을 두루 알리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로서 우리

주어 책을 멀리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가능하면 역자 서문을 추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

는 그저 우연히 한국 국적인 도서들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

러나 제 자신은 문학 독자들이 어떤 책이 ‘낯설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이 바로 한국 도서를 해외에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타당한 방식임을, 그리고 ‘한국문학 대계’의 일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은 물리적인 정보 자체를 복잡하게 다룰 필요 없이 도서

부라는 꼬리표로 도서들을 묶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은 사실상 문학작품 홍보에 해가 되는 것임을 한국

에 대한 전후 맥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비록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매우 훌륭한 수단입니다. 인터넷

문학번역원이 인식할 수 있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한 이와 같은 전략이 결코 해당 도서의 문화

은 또한 출판사가 다른 독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곧, 좀 더 나아가 해당 도서

적, 언어적 정체성을 위장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순전히 한국 도서들을

의 문학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울러 그저 ‘책

특정 관심 분야의 도서들로 분류하지 않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을 잘 일독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부가 정보를 건너 뛰며 읽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틸티드 악시스 출판사의 웹사이트를 전
형적인 출판사 사이트보다 더 디지털 매거진에 가깝게 보이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비영리출판사라

결론

는 우리의 목표, 곧 물론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우리가 맡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최고의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많은 수익을 내는 것만을 목표로 분투하지는 않는다는 목표에 의거한

이런 워크샵 같은 자리에서는 언제나 응당 고민해 봐야 하는 일일텐데요, 이제 우리는 성공을 이끄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비영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그저 상품을

것이 대체 무엇일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일까요, 양일까요? 답은 그 주체가 상업출판사냐, 비영

판매하는 이들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리출판사냐, 혹은 한국문학번역원이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가능한 많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판하는 도서들에 대한 부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이러한 대화

은 한국 도서가 해외 출판되기를 원합니다. 상업출판사들은 그들이 출판하는 한두 권의 한국 도서들이

한국문학번역원

108 |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제14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The 14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

109

가능한 한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비영리출판사 또한 그들이 출판하는 도서가 잘 되길 바랍니다만, 동
시에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영향을 주거나 작가들을 지원하는 일과 균형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제는 출판편집인이 된 번역자로서 저는 이 두 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
다. 목표 시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국 도서들을 마케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출판사와 한국문

Panel 2-2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Curation, Context, and “Korean-ness”

학번역원이 협업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서로 협력하며, 명민할 필
요가 있는 것만큼이나 마케팅과 홍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시간, 노력, 그리고 자본이 요구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이 보조금을 수여하는 출판사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 보다 선택적이

Deborah Smith (Tilted Axis, UK)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절한 출판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개
별 작가는 물론이고 한국 문학 전체의 명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역: 김응산

This is a very exciting time for Korean literature. In the past couple of years, we’ve finally reached the
stage where a handful of Korean authors–Shin Kyung-sook, Hwang Sok-yong, and Han Kang, soon to
be joined by Jung Young Moon–now have more than one book available in English. Far more important
is that the reading public are aware of these books, because they are published by non-academic presses,
who put time, money, and effort into reaching a wide audience. But this doesn’t mean that things have
now been set in motion and will automatically develop from here. While this is a period of unique
opportunities, we need publishers, translators, and LTI Korea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e most is
made of these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we all need to think collaboratively and intelligently about
which books to publish and how best to publish them.

Curation – choosing what to publish
This may seem obvious, but not every Korean book will be suitable for publication in English. In fact,
the majority will not be suitable, and the main reasons for this fall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fact
that a given author isn't offering anything sufficiently unique to be able to distinguish them from other
Korean authors already published in English. Once you’ve published Han Yujoo, it’s hard to make a
case for Park Sol-moe – purely because the pool of Korean books being published in English is so much
smaller than in Korea itself.
Another is content that doesn't translate well into the Anglophone cultural context. Some examples:
multiculturalism – as South Korea is a much more ethnically homogenous country than the UK 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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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riting about foreigners, even with the best intentions, almost always comes across as naïve or

– compare this with commercial publishers, who will often refuse to publish an author who cannot

uncomfortably exoticising; child or teenage narrators, the latter often written in the “naïve first person”;

do events in English. Here is another opportunity for translators to get involved; at the same time,

and melodrama (here I should clarify that I am talking about literary fiction – melodrama, kitsch, and

it’s unpaid work for someone whose profession is already not exactly making them rich. The key is

sentimentalism are all acceptable in bestsellers, but Anglophone readers are far less tolerant of these in

attitude. Translators will be much more willing to help out if the publisher has demonstrated that they

literary fiction than is the case in Korea).

respect them and the work they do – by paying them a proper fee, on time, and by ensuring that they are

Books that contain too much of any of this aren’t going to work in the Anglophone market, but

properly credited for their work, on the book itself, and on any publicity material.

editors should also be vigilant about weeding about smaller examples in books they do publish. Here,

While I think “cultural differences” are too often overplayed in discussions about translation, there

translators can help by enabling editors who don't have much experience with Korean literature to

will be some translated books for which contextual knowledge will enhance the readers’ appreciation.

distinguish between an individual author’s idiosyncrasies and culture-wide conventions, so that editor

Unlike The Vegetarian, Human Acts required a translator’s introduction to explain the social and political

can then feel more confident about treating the manuscript in the same way they would a work that

background to the Gwangju Uprising – always preferable to footnotes, which smack of academia.

i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When I first read the translation of Whoever You Are, No Matter How

Publishers will avoid an introduction too, if they possibly can, wary of “scaring off” readers, though I

Lonely, I immediately knew that if I were to publish it I would have to completely remove the chapter

myself an extremely sceptical about whether readers of literary fiction are really so allergic to the idea

dealing with European characters’ memories of the Holocaust. Anglophone readers have been exposed

of a book being “foreign” or “difficult.” In any case, the internet is a brilliant and still sorely under-

to exponentially more writing on this subject, and over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so what can

exploited means of providing context around a book without having to clutter the physical object itself.

be interesting and different to a Korean audience would seem redundant and simplistic to Europeans

It also enables the publisher to cater to different audiences – those who want to go deeper and explore

themselves.

the book’s literary, cultural, and social context can do so, while those who just want “a good read” won't
be forced to skip past additional material.

Context – choosing how to publish

To make the most of the possibilities provided by the internet, we plan for the Tilted Axis website to
be closer to a digital magazine than the traditional publisher’s site, in line with our aims as a not-for-

Etymologically, the word “publish” comes from the Latin “to make public” and the Middle English “to

profit publisher – not purely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though of course we need to ensure

make widely known.” Sadly, too many contemporary publishers seem to have forgotten that publishing

that our business is sustainable and that our authors are getting the best return on their work. But

= publicising, and instead confuse it with merely printing. Simply printing a book and expecting it to sell

most importantly of all, being not-for-profit means we see ourselves not just as selling a product, but

itself – expecting readers to just magically find about it, and then, even more miraculously, decide that

as starting a conversation. And providing supplementary material around our books also gives us the

they want to buy it – is not publishing. This is doubly the case for translations from relatively “minor”

opportunity to shape the terms of this conversation. In other words, we hope to ensure that our books are

languages like Korean, and triply so when the author is completely unknown in English. Of course,

discussed in the way their authors would hope them to be, as artistic, literary works with sophisticated

small publishers (the kind of publisher most likely to take on more than one Korean book or author)

aesthetic and thematic concerns. Not sensationalised, simplified, or exoticised for the sake of profit

have limited resources, but there should be a minimally acceptable standard, and we should always be

margins.

looking for ways to make what we do have go further. At this stage, I feel that I need to limit myself to
publishing only five books a year with Tilted Axis if I’m to have the time and money to really make each

“Korean-ness”

publication an event. I’m also incredibly grateful to LTI Korea for providing such a generous funding
package in return for our commitment to consistently publishing Korean authors over the long term.

Connected to this, a central aim of Tilted Axis is to market books from under-represented languages

These marketing grants are particularly indispensable given that the majority of Korean authors do

such as Korean as literature rather than anthropology – the hackneyed “window into another culture.”

not speak English fluently. Therefore, the publisher has to take on almost all of the publicity themselves

This means avoiding specifically marketing the books as Korean, starting by having cover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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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w the sadly still-prevalent stereotypes of a generic Asian woman’s face concealed by hair or
shadows, and continuing with marketing copy (both blurbs and any press or online copy) on to the choice
of venue for events and the authors chosen to chair or participate in event discussions. The Vegetarian’s
launch event at a central London bookshop, where the other discussant was a Booker-shortlisted UK

발제 2-3 _ 2부: 현대문학

한국문학의 중국진출과 한국어학과의 역할

author, sold out; this would not have happened if the event had been held in the Korean Cultural Centre
as originally suggested. It was chosen by prize-winning UK and US authors as book of the year in The
Guardian a major national newspaper; neither of them mentioned the author’s nationality. It’s crucial to

서여명(중국 난징(남경)대 한국어문학과)

recognise that while LTI Korea's remit is to promote Korean literature as a whole, as publishers we are
promoting books and authors that happen to be Korean. I would encourage LTI Korea to recognise that
this is the most effective and fair way to promote Korean books overseas, and that initiatives such as
labelling books as part of a “Korean literature series” might in fact be detrimental. I also want to stress
that this is absolutely not about disguising or ignoring these books’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It’s
purely about not pigeonholing Korean books as special interest books.
1.

Conclusion

얼마 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작가회의에 다녀왔다. 한국 19명, 중국
31명 등 모두 50명의 문인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전에 문학평론가의 기조발표, 오후에 시 분과와 소설

As always with these conferences, we need to decide what will constitute success. Is it quality or

분과로 나누어 작품을 낭독하고 토론을 벌이는 왕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를테면 시 분과에서는

quantity? This will be different for commercial publishers, not-for-profit publishers, and LTI Korea. LTI

수팅(舒婷)과 김명인, 량핑(梁平)과 이시영, 리야웨이(李亞偉)와 구광열이 짝을 이루어 서로의 작품을 낭

Korea wants as many Korean books to be published as possible. Commercial publishers want the one or

독하고 작품에 대한 토론을 했다. 회의 통역자로 5박 6일 동안 양국 작가들의 토론, 대담, 인터뷰를 도와

two Korean books they publish to sell as many copies as possible. Not-for-profits also want the books

주고, 여행을 같이 다니는 과정에서 한중문학교류에 관련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they publish to do well, but to balance this with making a cultural impact and supporting authors over
the long term.

먼저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했다. 중국의 여
러 매체에서 회의를 보도했고, 6명의 통역자를 피로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인터뷰와 대담이 이루어졌다.

As a translator who has now also become a publisher, I would love to see these two groups working

문화답사로 간 쓰촨 광위안(廣元)시 정부에서는 한국작가의 방문을 맞이하기 위해 공문을 정중히 만들

together more effectively. Based in the target markets, it also stands to reason that they are best placed

고 관광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한국 작가를 환대했다. 중국에 와서 비로

to decide how to market Korean books. But as well as needing to be innovative, collaborative, and

소 작가대우를 받았다는 한 작가의 감동어린 농담이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인터뷰들은 항상

intelligent, marketing and publicity requires a minimum standard of time, effort, and money in order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으로 시작되고 작가를 접대하는 자리에서 한국

to be effective. It is my belief that we have reached the stage where LTI Korea can afford to be more

관광객의 유치효과를 논하기도 했지만.

selective in terms of the publishers they award grants to, and that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eputation of both of individual authors and of Korean literature as a whole.

둘째로 양국 문인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하다. 저는 중
국 대표시인 수팅(舒婷)이 이번 회의에 황동규 시인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안부를 부탁하는
것에 따뜻한 감동을 받았고, 중국 중견시인 량핑(梁平)과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영 시인이 최근 동
북아 긴장관계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시인이 맡아야 할 비판적 역할을 솔직하게 토론하는 장면에서
한중문학교류의 밝은 미래를 봤다. 그간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한 한중 양국의 많은 기관과 개인의 지
속적인 노력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인데, 한중문학교류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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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 중의 하나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격차는 문학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과 한국이 규모에 의한 비대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회의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저를 곤혹 내지 실망스럽게 하는 일 역시 반

관계에서, 지난 20세기에 양국이 서로 단절되고 적대시했던 역사에서, 경제적인 교류에 비해 문화교류가

복되었다. 이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시인과 소설가들이 회의에 오기 전까지 한국문학에 대해서 하나도

항상 뒤처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중요한 역

몰랐다고 한결같이 고백했다. 한 시인은 미국 시인의 이름을 20개나 열거하며 그들의 시를 줄줄 외웠다.

할을 담당해야 할 중국의 한국(어)학과(아쉽지만 지금 중국에서 언어 이외에도 인문학 일반을 가르치는,

그러고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누가 있는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이 왜 없는지를 저한테 물

한국학과라고 할 수 있는 학과는 5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의 역사와 현실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는 여행길에서도 곤

것이다.

혹과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중국의 한국어학과라고는 소수민족언어로서의 연변대학, 중앙민족대학 조선

매년 각종 기관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출간된 수십 권의 한국문학도서가 과연 중국 독자들에게 얼마

언어문학과나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방언어문학과에 속해 있는 북경대학 조선어전공 등 5개

만큼 읽혔는가? 문학잡지에 한국문학을 소개한 특집이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가? 각종 도서전, 작가와의

정도의 학과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만남, 독후감대회, 작가교류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영향 범위를 정말 확장했는가? 즉, 그간

수는 4년제 대학 118개, 2-3년제 전문대 154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272개나 되는 중국

저를 포함해서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들, 우리들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은 과연 소

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 관련된 과목을 개설된 학과는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랭킹 10위 안에 드

용이 있었나?

는 모 명문대 한국어학과까지 문학 관련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이 '한국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샵 참석을 기회로 이런 하소연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문학사'라는 과목 하나만 개설한 상황이다. 한국문학작품, 특히 현대문학작품을 자세히 읽는 과목을 학
부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학과는 15~20개 정도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여기서 경제적 수요를 원동력으로 삼아, 양적 팽창만 추구해온 중국의 한국어학과가 안고 있는 문제들

2.

이 엿보인다. 20년 동안에 5개 학과에서 270개 학과로 확충되었으므로 신설학과의 교수충원 수요에 비

지금부터 두 달쯤 더 지나면 한중수교 23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중 양국의 무역

해 인재의 수가 매우 부족했다. 경제교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

량이 3,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매주 800번 이상의 항공편이 양국의 하늘을 오가고 있으며, 관광

로 유수 대학의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어학과 교원으로 대폭 채용되는 경우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매

객을 비롯한 방문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기

우 보편적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해 오늘도 중국에서 교수 전체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한국어학과가

십상이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15개를 넘지 않은 실정이다. 교원 능력/학력의 향상을 위해 대학이나 학계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

두 달 전에 시골 고향에 갔더니 읍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한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만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은 것 같다. 이로써 대부분의 한국어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

받은 젊은이가 자기 부하직원(최말단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했다. 면에서 장사를 하는 한 친척은

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번역·교육·연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

작년 여름에 4박 5일간 한국여행을 갔다 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다. 놀람을 금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만, 한국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려는 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골에 사는 한국 할머니들도 중국을 한 번쯤은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대, 연해지역의 중국 어

한중 수교 이래 20년은 시장경제 논리가 중국 사회의 각 방면에 깊이 확산되고 작동되는 시기이기도

린이가 여름방학 때 한국에 한번 안 가면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대, 도시에 사는 중국의

하다. 대학교육의 강한 실용주의 지향과 취업시장 지향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장학금, 해외 경험, 자

젊은 월급쟁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한국 식당에 가서 먹고, 한국 패션을 입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격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몰리게 만들었고, 문학작품 강독을 비롯한 '소용이 없는 과목'은 갈수

집에 가서는 소파에 앉아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보는 시대가,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 간에 이미 도래했

록 인기를 잃고 있는 추세다. 한국어학과의 경우, 1년에 1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셈인데, 1만 명

다는 것이다.

이상의 동업자와 경쟁해야 할 젊은 학생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문학수업을 강요하는 게 어쩌면 불인정한

그에 비해 지난 20여 년간 중국에서 출간된 500종 정도(엄밀한 통계결과는 아니지만)의 한국문학도서

것처럼 느껴진다.

는 넓은 호수에 던진 소금 알갱이처럼 미미하고 흔적도 없어 보인다(중국은 1년에 출간되는 장편소설만

시장경제 논리가 대학에 침투된 결과, 교육보다 연구를, 인문학 정신의 발전보다 실용적인 성과를, 장

도 5,000종 이상). 게다가 기번역된 한국작품들 중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으로는 김하인의

기적 고려보다 단기적 효용을 치중하는 풍토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전지구화 과정에서

『국화꽃 향기』, 귀여니의 『그 놈은 멋있었다』, 최인호의 『상도』 정도에 그치고, 시를 좋아하는 이른

비롯된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최근 들어 대학의 품격을 간신히 유지해왔던 몇몇 명문대까지 CSSCI(중

바 전문독자들도 한국 시 작품을 읽은 사람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국 등재지급) 연구논문만 업적으로 인증하고 번역서, 특히 문학번역서를 업적으로 쳐주지 않은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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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의 역할도 조절해야 된다고 여러 번 생각해봤다.

그간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하여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한국문학의 해외번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날로 평평해지는 세계에서 한국어학과가 한국문학 중국진출의 모든 부분, 번역대상작품의 선정부터

왔다. 세계적으로 봐도 지원의 폭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특히

작품의 번역, 출판사 선정, 교열, 출판물에 대한 리뷰나 연구를 거쳐 독후감대회 계획까지 여러 가지 형

수준 높은 경제적인 지원(고액의 번역료 등)이 절대 길지 않은 23년의 세월에 500종 이상의 한국문학도

식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제도화되고 있는 번역지원 심사, 번역세미나, LTI Korea 포

서가 중국에서 출판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보다 단순히 경

럼 등 프로그램 운영에도 중국의 한국어학과가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레지던시 작가 낭

제적인 이익을 위해 번역지원을 받아 순준 낮은 한국문학번역서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지원에

송회 등 이미 순조롭게 운영해온 프로그램도 한국어학과의 참여 하에 중국에서 충분히 전개될 수 있을

힘을 입어 설주(薛舟)를 비롯한 몇몇 우수한 번역가가 한국문학도서의 번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전체적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한국어학과가 특별히 유의

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이 번역지원 심사과정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들은 일반 번역자보다 여러 모로

해야 할 것이 번역 인재의 배양과 중국문학과의 접목 두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어 그간 선정된 번역지원 대상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번역자로서 한국문

중국은 2007년부터 15개 대학에서 MTI(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통번역학 석사, 한

학의 중국진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대학교수들 중에도 경제적 지원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국의 통번역대학원과 유사함) 과정을 새로 개설했는데 2014년에 그 숫자가 206개로 늘어났다. 그 중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서 한국어 번역석사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10개 안팎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다. 정부에서 각 대학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하여 여러 지원기관에서 지원 폭을 축소시키고(한국문학의

의 특색을 살려주고 번역 영역의 특성화(법률 통역, 경제학 번역, 자연과학 번역 등)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문학번역원을 다른 기관에 합병시킨다는 소문도 한때 있었다), 지

한국문학번역을 전공으로 설정하는 학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번역과

원 및 심사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학교수의 수입은 대폭

정은 양적 증가와 동시에 체제의 구비, 질적 제고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국문학의 중국 진출에 매

향상되고 있다. 여기에 번역도서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가세되어 앞으로 한국문학작품의 번역

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로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교수의 수가 줄어들겠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세계문학과의 교류가 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빠른 발전 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양문학과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학을 비롯한 아시아문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

3.

로 추진하는 게 눈에 띈다. 최근 중국 측의 제의로 개최된 여러 한중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간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한국어학과가 처해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간단한 분석은 비

한국이 능동, 중국은 피동적인 자세만 보여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만사 새옹지마라,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이나 그

작년 9월 강소성 창수(常熟) 이공대학에서 개최한 김주영 작품토론회에서 비평가 옌롄커(閻連科), 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한국어학과가 아직 발전의 초보단계에 처해 있다는 게 달리 보면 앞으로

쓰허(陳思和), 천중이(陳衆議)를 비롯한 중국의 대표 작가와 비평가가 중국어로 번역된 김주영 작가의

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여다보자.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열띤 토론을 벌었다. 생존 작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여는 것이 중국 문학

재작년 봄학기에 모처럼 '한국 문학작품 강독'이라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희한하게도 황동규, 정현종,

계의 전통인데, 한국의 생존 작가를 주제 삼아 중국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시영, 문태준의 시를 읽고 시를 쓰겠다고 선언한 학생이 두 명이나 생겼다. 그 중 한 명이 우리 단과대

그리고 지난 5월 초에 강소성 태창(태창)시에서 한중시문학포럼 및 시낭송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

학에서 시 번역 경연대회를 발기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매우 높았다. 올해까지 해마다 이해

의 대표적 평론가가 ‘시와 동아시아적 문화전통’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한 고등학교에서 열

하기 쉬운 시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번역하게 하고 그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과정

린 낭송회가 학생들의 열정적인 환호를 받았다.

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예감까지 들곤 했다.

중국 측의 능동적인 제의에 따라 계획된 이들 행사는 그간 한국 측이 주도한 것에 비해 여러 면에서 낯
선 느낌을 주지만 그 영향력의 깊이와 넓이로 보아 실제적인 효과가 매우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행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에서 공개한 중국어권 번역지원 심사평을 유심

사를 참여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이 중국으로의 주입이 아니라 중국의 능동적인

히 지켜봤는데 지원자 수가 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그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고

요구에 맞추어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고, 한국어학과와 중국문학과의 접목 문제도 다시

한다. 대학교수보다 한국어학과 출신의 젊은 문학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행복한 하소연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심사위원들

말을 꺼릴 필요 없이 그간 중국의 한국어학과는 주류학계에서 소외된 학과고 한국문학전공자들도 중

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면 새로운 계기가 이미 도래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에 맞춰서 한국어학과

국문학계에 깊이 진입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학계와 더 많은 교류를 하고 한국문학에 많은 친근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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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왔다. 중국문학과의 이러한 거리감이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 큰 장애가 되었다. 중국문학계의 내재
적 논리를 배우고 현장번역연구, 생존 작가 작품토론회 등 한국에서 약간 낯선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한국어학과의 발전에도 한국문학의 중국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학과 출신의 문학도가 중국 평단에 뛰어들 수 있다면 한국문학의 중국 진출이 진정한 봄을 맞이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Panel 2-3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Raising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and
the Role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s

20세기 이전에 한국과 중국의 문학은 수천 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근대화 과정에 접어

Xu Liming (Nanjing University, China)

들면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단절 현상을 겪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단절에서 다시 긴밀한 교류로 되돌아가는 도상에 서있다. 언젠가는 '역시 동국사람이 시를 잘 안다(果
然東國解聲詩)‘는 왕시진(王士禛, 1634—1711)의 찬탄도, '시를 읊조릴 때 해동사람이 가장 그립네(吟
詩最憶海東人)'라는 기윤(紀昀, 1724-1805)의 감개도 중국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다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맹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야
할 것이다.
1.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望, 勿助長.

Not long ago, I attended the 9th Annual Korean-Chinese Writers’ Conference held in Chengdu,
Sichuan Province.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50 participants, 19 from Korea and 31 from China.

반드시 일을 행하되 기필(期必: 효과를 미리 기대하는 것)하지 말고, 마음 속에 잊지도 말고, 조장(助
長: 무리하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하지도 말라.

The schedule has remained the same over the years, with a literary critic giving the keynote speech in
the morning, followed in the afternoon by readings and discussions of literary works, which are divided
into separate sections for poetry and fiction. For example, this time in the poetry section, Shu Ting and
Kim Myeong-in, Liang Ping and Lee Si-young, and Li Yawei and Ku Gwang-yeol were paired together
and they read aloud from each other’s works followed by a discussion. For six days I assisted with the
authors’ discussions, talks, and interviews as a translator; and during the course of a trip we took together
I had the occasion to consider several aspects of Korean-Chinese cross-cultural literary exchange.
First of all, I realized anew that Chines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is increasing. Our conference
was covered by various media organizations, which solicited numerous interviews and talks that
left the six translators exhausted. The local government of Guangyuan, the city in Sichuan Province
where we traveled on our excursion, sent official greetings in honor of the authors, and the head of
each department, including the committee promoting tourism, came to personally receive the visitors.
I can still picture how surprised and moved one of the authors was, exclaiming that he hadn’t really
been treated as an author until he came to China. Granted, the media interviews always began with
discussions of the popular television drama “My Love from the Star” and the variety show “Running
Man”; and the benefits Korean tourists have brought to the local economy were discussed at the author
re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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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 was moved to see that writers from the two countries have reached a profound level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I was deeply affected when leading Chinese poet Shu Ting asked why

10 million. But because it is hard to get a sense of the countries’ interconnectedness through abstract
numbers, I will further explain using some anecdotes.

Hwang Dong-gyu did not attend the conference this time, and told me to pass his regards on to the poet.

Two months ago I visited my hometown in rural China and a friend who works for the town as a civil

And I was witness to the bright future of Korean-Chinese literary exchange when I observed established

servant said that a young person who’d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a Korean university had been

Chinese poet Liang Ping and Korean poets Lee Shi-jang and Lee Shi-yang in frank discussion of the

appointed to work at an entry level position in their administration. In another case, a relative who runs

poet’s role as critic, given the rapid course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tense political climate in Northeast

a business in the township bragged to me that he’d been to Korea on vacation for five days. I couldn’t

Asia. The outcomes above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s of many organizations and

get over my surprise, but whether we want it or not, the time has already arrived when even Korean

individuals in both countries, beginning with LTI Korea, and as one who has striven to further Korean-

grandmothers isolated in mountain villages have had the experience of visiting China; when youth living

Chinese literary exchange, I couldn’t contain my joy at our success.

on the Chinese coast can’t hold their heads up in front of their friends unless they’ve been to Korea once

Even so, at every conference since the beginning, one thing has happened to give me cause for

during summer vacation; when young urban Chinese salary workers dine at Korean restaurants once a

consternation and disappointment, and it happened again this year: The poets and novelists who were

week or sport the latest Korean fashions and cosmetics, and go home and lounge on the sofa and watch

at the conference for the first time all confessed that they had known nothing about Korean literature

Korean variety programs.

prior to attending. One of these poets named around twenty American poets, and had no trouble reciting

When taken within this context, the approximately 500 volumes of Korean literature (the statistics

their poems line by line. And he asked me who the famous Korean poets were and why Korean literary

are not precise) that have been published in China over the past twenty years appear insignificant and

works haven’t been published in China. I explained at length, but deep down I was uncomfortable. And

unremarkable, like grains of sand in the ocean (over 5,000 novels alone are published in China each

even as I enjoyed the beautiful landscape on our excursion, I couldn’t shake my feelings of worry and

year). Moreover, Kim Ha-in’s Scent of Chrysanthemums, Guiyeoni’s He Was Cool, and Choi In-ho’s

consternation.

Sangdo can really be considered the extent of the translated works that have had a national impact.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of various organizations, dozens of volumes of Korean literature are
published in China annually, but ultimately how many Chinese have read them? Literary magazines have

And among the so-called “professional readers” who love poetry, not many have read Korean poetry
collections, either.

printed special editions dedicated to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but what kind of influence

A number of factors can account for the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Korean books on the market:

have they had? Have the many kinds of book exhibitions, meet-the-author sessions, book report

the reality that literature is gradually diminishing in influence;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s, and writers’ exchange programs really expanded Korean literature’s sphere of influence

China and Korea owing to their size difference; the history of mutual hostility and severed relations the

in China? In other words, many people, including myself, have poured their hearts into spreading

countries endur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fact that the exchange of literature lags behind economic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but has our labor yielded any fruit?

exchange. The gap may also be attributed to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studies

Anyway, I am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Workshop,

departments, which should be charged with a major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in

which has allowed me to unload this burden from my heart and approach the problem I have described

China (unfortunately, right now only five departments teach general subjects in the humanities and thus

above from a more objective perspective.

can truly be called Korean studies departments; the rest are really Korean language departments).
Before Korea and China resumed relations in 1992, Korean language studies was tenuously holding

2.

on in five university departments. It was taught as a national minority language at Yanbian University,

Two months from now will mark the 23rd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fered as Chosu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and offered as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statistics, the level of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Chosun language major within the Oriental Studies Department at Peking University, for purposes

is now approaching 300 billion dollars, there are over 800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each week,

of maintaining ties with North Korea. Now, twenty-three years on, we have seen active progress, as

and the number of visitors including tourists traveling between the countries has already surpassed

118 Korean language departments have been established at four-year universities, and 154 at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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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 But of the 272 Korean language departments in China, no more than twenty percent offer

Over the past while, various Korean organizations beginning with LTI Korea have generously

literature-related classes (none of the universities ranked in the top ten offer any), and the majority of

supported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Even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scale of

these offer only one class, entitle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Ultimately only fifteen or twenty

the support can be considered on the large side. The main factor in our ability to publish more than

departments—a very small minority of Korean language programs over all—have classes that require in-

500 volumes of Korean literature within a span of only twenty three years has been this kind of active

depth reading of Korean literary works, especially contemporary ones.

support, especially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high payment for translations, etc.). Although in the

Here we can see that Korean language departments are facing problems due to the high economic

course of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cases of mercenaries who have littl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demand that has driven their expansion. The number of departments has increased from five to 270 in

receiving grants and producing substandard literature translations, it is really owing to this funding that

twenty years, so there has been a shortage of talent to meet the demand for professors. To satisfy the

several outstanding translators including Seol Ju have been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the translation

demand powered by strengthening economic ties with Korea, then, it was a widespread practice even as

of Korean literary works. In the evaluation process for determining who receives grants, which so far

late as 2000 for undergraduates from top universities to be hired en masse as Korean language faculty,

has played a positive role over all, professors from Korean language departments have enjoyed various

chosen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Korean speaking ability. Owing to this history, no more than fifteen

advantages as compared with regular translators, and most of the grants have gone to them; as translator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s can boast of having faculty in which all of the professors hold

they have played a major role in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in China. At the same time, we know

PhDs. Over this period, universities have attempted to elevate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ability of

that even among the university professors, there are numerous cases of those who have applied simply

their faculty, but the situation is not easily remedied. Although no one is to blame for the fact that few

because of the grant money.

of the instructors teaching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s have either the interest or the ability to

Recently, however,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LTI Korea have been reducing the number of

translate, teach, or perform research, from my own perspective as someone whose calling is to introduce

grants (we have also heard rumors that LTI Korea, which has played a decisive role until now in the

Korean literature in China, the situation is certainly regrettable.

communication of Korean literature abroad, will be merged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bringing

In the twenty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ogic

the grant allocation process under tighter control, even at the same time as the salaries of university

of capitalism has expanded into all areas of Chinese society, and now everything runs on it. Universities

professors in China are seeing a sharp increase in line with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Compounded

are strongly oriented towards practicality and the job market, driving students to place emphasis on

with the fact that academic publication credit will not be awarded for the translation of books, this

factors that will make them employable, such as grades, scholarships, overseas experience and other

means that in the future, we can predict that fewer university professors will be participating directly as

qualifications. So-called useless classes like the study of literarature are losing in popularity. In the case

translators.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s, which turn out more than 10,000 students annually, there is a sense
that it is somehow unjust to require literature classes, which are not regarded as useful to students who

3.

are competing for employment with thousands of their peers.

Basing our projections on a simple analysis like the one above, we are in danger of drawing

As a result of capitalist logic infiltrating universities, an environment in which research is valued over

pessimistic conclusions. But as in everything, what seems to be a crisis may also be an opportunity. It’s

education, practical results over the cultivation of educated minds, and short-term use over a measured,

true that Korean language departments, which should play a major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Korean

long term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apparent. This can be described as a worldwide

literature in China, still seem to be in the throes of early developmen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phenomenon originating i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Prestigious Chinese universities have narrowly

however, this implies they will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Let’s turn to some concrete examples.

managed to preserve a sense of academic dignity until now, but they are threatened by a recent trend

Two years ago in the spring semester I offered the course, “Readings of Korean Literary Works” for

in which only CSSCI (a Chinese ratings agency)-rated research articles are recognized as scholarly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curiously enough, two students announced they would read the poems

achievement, and translations, especially literary translations, are disregarded. This will have major

of Hwang Dong-gyu, Kim Hyeon-jong, and Lee Si-young, and write their own poetry. One of them

reper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proposed creating a poetry translation contest in our college, which we did, and the stu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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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was unexpectedly high.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then, I have taken charge of choosing a poem

proceeding in China at a brisk growth rate. China continues to hold literary exchanges with the West,

that is easy to understand, asking students to translate it, and selecting the best entry. The process has not

and its active promotion of exchanges with Asian literatures, including Korean, has been attracting

only caused me to reconsider the potential of students, but also led me to realize that if you change your

attention. Several Korean-Chinese literature exchange events that I have participated in recently have

viewpoint even slightly, new opportunities f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may emerge.

been hosted by China, in marked contrast with the past when Koreans were active promoters of events,

For the past few years I have been carefully reading over the statements of the judges who have

and the Chinese merely passive participants.

selected the LTI Korea and Daesan grant recipients in the Chinese language category. According to these

Last September, 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in Changshu, Jiangsu Province, a panel

statements, if the number of applicant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 quality of the submissions has

discussion was held on the works of Kim Joo-young. China’s foremost literary critics, including Yan

also improved a great deal. Young graduates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s outnumber university

Lian Ke, Chen Si He, and Chen Zhong Yi, engaged in a lively and illuminating discussion focusing on

professors applying for grants, and the judges say they have difficulty choosing among so many

Kim’s translated works. It is the custom in Chinese literary circles for a living author to be invited to a

deserving candidates. A number of times I have thought, if we are to believe what the judges are saying,

panel discussion held on his or her works, but it was surprising for a Korean to be honored as the subject

then the new opportunity has already arrived, and the role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s will have to

of such a discussion.

be adjusted to fit the current reality.

And at the Korean-Chinese Poetry Forum and Poetry Reading that opened in Taicang, Jiangsu

In a world that is becoming ever more connected, Korean language departments can participate in

Province at the start of last May, representative literary critics from both countries held a meaningful

various ways in all aspects of Korean literature’s introduction into China: in the selection of works to

discussion on the topic, “Poetry and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s.” The poetry reading, held at a high

be translated, the translation of works, the selection of publishers, the revision of texts, the review and

school, commanded a standing ovation from the students in attendance.

study of published works, and the planning of book report competitions. I expect that Korean language

The events planned and executed by the Chinese struck me as unfamiliar in some ways compared with

departments will steadily develop a role in helping to manage programs that are still being fine-tuned,

the Korean-managed ones I have usually attended, but seeing the depth and breadth of their influence,

such as grant application evaluation, translation seminars, and LTI Korea forums. Some programs

I could tell that their social impact was very strong. After participating in them, I came to believe that

are already running smoothly, like the writers’ residency abroad program and poetry readings, and

events should not be planned unilaterally so that Korean literature enters China from the outside; rather,

Korean language departments can assist with these too, bringing them to China and ensuring that they

events should be planned to conform to the active demands of Chinese. I also came to think about how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But as recogni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enters a new stage, I

we could build bridg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s.

think that Korean language departments should set their priorities on cultivating talented translators and
developing ties with Chinese literature departments.

To be honest, until now, Korean language departments have been isolated from mainstream academia
in China, and graduates majoring in Korean have been unwelcome in Chinese literary circles. In fact,

In 2007, fifteen Chinese universities established MTI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hey have had more connections to the Korean literary scene. The aloofness of Chinese literature

programs (comparable to Korean graduate school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by 2014 the

departments has presented a major obstacle in bringing Korean literature to China. By studying the

number had risen to 206. Of these, around ten offer master’s degrees in Korean translation, and the

inner workings of the Chinese literary community,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ways that might seem

trend points to a steady increase. The government is driving each university to create a distinct identity

somewhat foreign to Koreans—performing research into onsite translation, and joining panel discussions

for itself, for example, by offering specialization areas within a field (e.g. legal interpretation, financial

in honor of living authors—Korean language departments will develop further, and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or life sciences translation). In my view, it won’t be long before a department materializes

will be more easily communicated to Chinese citizens. From there, going a step further, if Korean

that offer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s a major. If translation programs like these multiply in number

language program graduates are able to take part in the Chinese literary community, then the path for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structure and improve in quality, they will play a monumental role in

Korean literature to be recognized in China will open up, and all kinds of opportunities will be before us.

bringing Korean literature to a Chinese audience.
The global exchange of literature has attracted substantial funding from the government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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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ut as the modern period began and ideological barriers arose, connections were
temporarily severed. Now we are back on the path to renewing the relationship. Wang Shi Zhen (16341711) once exclaimed, “Ah, the people from the Eastern country truly know poetry,” and Ji Yun (17241805) sighed, “It’s when we are reciting poetry that I miss the people to the East.” Some day these

발제 2-4 _ 2부: 현대문학

다양성의 딜레마: 동남아시아의 번역 출판

voices may be heard in China once again. We who are speeding towards this goal should keep in mind
the words of Mencius, and maintain a slow, deliberate pace:
탄 단 펑(싱가포르 셀렉트 센터 대표)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望, 勿助長.
You must be willing to work at [fairness], understanding that you cannot have precise control over it.
You can't forget about it, but you can't force it to grow, either.
-Mencius (Selections), translated by A. Charles Miller,
Translated by Kari Schenk

국가명

공용어

브루나이

말레이어, 영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어(바하사 인도네시아)
라오스어
말레이어(바하사 멜라유)

국가명
필리핀
싱가포르
타국
동티모르
베트남

공용어
필리핀어, 영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타이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4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의 면적은 유럽 대륙보다 넓다. 동남아시아의 11개국은 언
어, 문화, 정치 체제, 사회 구성 및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판이하다. 또한 이 지역의 공용어는 14개뿐이지
만 6억 1800만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는 1,000여 가지가 넘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번역 및 출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하 ‘아세안’)의
언어 정보 위원회(the Committee on Language and Information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는 1980년대에 회원국의 문학을 다른 회원국의 국어로 번역하는 아세안 문학 선집
(Anthology of ASEAN Literature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포괄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5권의 선집만을 출간할 수 있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 거
슬러 올라가야만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리잡은 화교(華僑) 디아스포라를 통해 동남아시아인들간
에 전파된 번역 문학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출판 시장의 어려움에는 부실한 유통망, 지역 내 소득 수준의 격차(이는 상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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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상의 장벽, 낮은 독서율과 도서 불법복제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
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의 언어적 다양성이다.
동남아시아 11개 국의 공용어는 14개뿐이지만 실상은 상당수의 동남아시아인들이 ‘국어’ 지위를 확

머지않아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 유통, 소득 격차, 규제 관리와 도서 불법복제 문제의 완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언어적 다양성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도전 과제이다. 우리는 번
역이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최대로 꽃피울 수 있는 해결책이며 열쇠라고 확신한다.

보하지 못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일을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1억 명이 사용하는 자바어, 2000
만 명이 사용하는 세부아노어, 그리고700만 명이 구사하는 일롱고어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지화 전문가

번역: 김현오

들의 추산에 따르면7대 주요 동남아시아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거주민 6억 2000만명 중 4
억 7000만명까지 도달 범위(reach) 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은 문학이란 단순히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문
제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문학은 독자의 두뇌뿐만 아니라 가슴에 닿는 것이어야만 하며, 독자
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는 독자가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모국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개의 공
용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출신인 필자로서는 독자의 모국어로 출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싱가포르인들이 영어를 무리 없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집필된 싱가포르
문학 작품은 일상적으로 중국어, 말레이어 또는 타밀어 사용을 선호하는 싱가포르 인구의 상당수에는
와닿지 않는다. 게다가 문학은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서 수용자가 텍스트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돕
는 보조적인 요소가 부족한 장르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출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이렇게 소개된 작품은 이 지역의 잠재적 독자 중 극히 제한적인
일부에게만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셀렉트 센터가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센터는 동남아시아에서 40년 역사를 자랑하
는 도서 공급업체인 셀렉트 북스(Select Books)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번역과 출판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
가간 아이디어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영어를 ‘중개(anchor) 언어’ 또는 ‘가
교(bridge) 언어’로 삼고 중역을 했지만 내년에는 동남아시어 언어간에 직접 번역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
미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1969년 이후 양곤에서 최초의 번역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강생들이 영국 작가와
싱가포르 작가의 작품을 미얀마어로, 두 명의 대표적인 미얀마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이는 새로이 부상하는 미얀마의 문학번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센터에서
는 내년에 더욱 야심 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가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3~4개국에
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셀렉트 센터에서는 동남아시아 번역가 랩(Southeast Asian Translators Lab)을 발족하여 7주의
온라인 교육과정과 3일간의 집중적인 면대면 훈련과정을 통해 신예 번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번역
실무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 번역가 랩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온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말레이어와 타밀어의 3개 언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셀렉트 센터의 새 번역가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이제 막 시작하여 첫 프로젝트로 말레이 시문학사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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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established Chinese diaspora in the region.

Panel 2-4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Major challenges facing the Southeast Asian book market today include poorly developed distribution

The Diversity Dilemma:
Translating and Publishing for Southeast Asia
Tan Dan Feng (The Select Centre, Singapore)

networks, intra-regional income disparities (which affect product pricing), regulatory barriers, low reading
rates, and book piracy. However, the biggest problem, in my opinion, is the region’s linguistic diversity.
While there are just 14 official languages among the 11 nations, the reality i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Southeast Asians live, work, and interact using mother tongues that do not have “national” status. Examples
include Javanese, which has 100 million users, Cebuano, which has 20 million users, and Ilonggo, which has
7 million users. Localization experts have estimated that translating into the seven major Southeast Asian
languages will extend one’s reach to 470 million out of the 618 million people who live in Southeast Asia.
However, this ignores the fact that literature is more than just about “providing information” to a reader in a
language that he or she understands. Literature speaks not just to the brain but also to the heart. And the path
to the heart is usually through the language that the reader is most “native” in and most comfortable using.
Coming from Singapore, a country with four official languages,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keenly aware of.

Country

Official Language

Country

Official Language

For example, while almost all Singaporeans have a usable command of English, locally written English works
have had little impact on the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that prefer to use Chinese, Malay, and Tamil in

Brunei

Malay, English

Philippines

Filipino, English

Cambodia

Khmer

Singapore

English, Chinese, Malay, Tamil

Indonesia

Bahasa Indonesia

Thailand

Thai

Laos

Lao

Timor-Leste

Tetun, Portuguese

by using English, which is the language of the elites and the educated, one has to accept the reality that this

Malaysia

Bahasa Melayu

Vietnam

Vietnamese

would only expose the work to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readers of the region.

Myanmar

Burmese

their daily lives. And unlike film or music, literature lacks supporting elements that can enhance and support
the text to build of an emotional connection to the recipient.
While it may make sense from an “efficiency” perspective to break into the Southeast Asian reading market

The Select Centre was formed to address this problem. The centre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founded
on the infrastructure of Select Books, an established Southeast Asian books supplier for the past 40 years, to

At 4.5 million square kilometers, Southeast Asia is larger than the continent of Europe. Its 11 countries are
vastly different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political systems, social organization,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are 14 distinct official languages, over a thousand languages are used by its
population, which now number more than 618 million.
The challenges of translating and publishing for the region are thus daunting. The Committee on Language
and Information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ommenced the Anthology of
ASEAN Literatures project in the 1980s, translating the literatures of its member states into the national
languages of the other members. Unfortunately, the effort was not comprehensive or sustained and only five
volumes were produced.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one would have to look back to the period prior to the
1970s to find an example of translated literary works that traveled across Southeast Asian communities,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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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e the interflow of ideas across Southeast Asia through translation and publishing. While our early efforts
use English as the “anchor” or “bridge” language, we are already planning programs next year that involve
direct translations between Southeast Asian languages.
We recently conducted the first translator training program in Yangon since 1969, where participants
translated the works of a British author and a Singapore author into Burmese and the works of two top
Myanmar authors into English. The program was a focused effort to strengthen the literary translation capacity
of the newly emerging country and we are already planning a more ambitious program for next year. We intend
to run these programs in three to four countries each year.
We have pioneered a Southeast Asian Translators’ Lab, in which budding translators receive training from
top practitioners in the world through a seven-week online component and a three-day intensive face-to-face
boot camp. We will be offering this in three languages this year – Chinese, Malay and Tamil – wit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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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round the region. Our new translator residency program has also just begun, with the first project being
the translation of a history of Malay poetry.

토론 2-1 _ 2부: 현대문학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will soon be established and we expect that this will drive improvements
in the areas of distribution, income disparity, regulatory control, and book piracy. However, the challenge of
linguistic diversity will continue to exist for decades to come. We are convinced that translation is the key that
will unlock the full potential of Southeast Asia.
남유선(민음사 출판그룹 저작권부 이사)

네 분의 흥미롭고 귀중한 강연, 그리고 충고와 조언에 대해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에 대한 에드 박 씨, 아니 박준서 씨의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은 매우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학이 외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게 꼭 한국인의 이름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국문학
이 보다 더 친밀하게 외국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주피스 공화국』(The Republic of Užupis)의 작가 하일지의 영문 이름(Haïlji)은 이름
자체에서 보여지는 단순함과 특이성 때문에 명확한 이름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일지 작가가
이름 표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왔다는 것을 작가의 작품을 체코, 프랑스 등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의 가치일 것으로 믿습니다. 『순교자(The
Martyred)』의 저자가 '리처드 김(Richard Kim)'이 아니라 '김은국'이었다고 해도 그 작품의 평가와 가능
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국문학의 영미권 시장 진출에 대한 외국 출판인으로서 데보라 스미스 씨의 관심과 조언에 대해 깊
은 경의를 표합니다. 외국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저작권 담당자로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
지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외국 출판사나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국문학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작품을 기대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문화 또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만 문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출판은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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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출판시장이 상업성 또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출판사들이 번역 출판할 외국작품을 선정할 때 무엇보다

Discussion 2-1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중요한 기준은 그 작품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내
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산업에서 예술영화의 가치만큼 대중적인 드라마나 블록버스터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듯이 문학과 출판에서도 작품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만큼이나 상업적, 경제적 가치도 도외
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Michelle Nam (Minumsa Publishing Group, Korea)

대중적인 인기와 시장이 확보된 후에야 보다 수준 높은 문학작품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 단 펑 씨가 지적한 아시아 소수 국가들의 언어적 다양성 문제는 그 언어의 시장규모가 극복
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서여명 씨께서 소개해주신 중국에
서의 한국어학과의 부흥 역시 중국과 한국 교역량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증가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
업을 중심으로 한 한류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시장경제 논리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
려 한국문학의 대중적 가치와 재미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싱가
포르 셀렉트 센터의 번역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과 중국 대학들의 한국어학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
합니다.

As someone deeply invested in the work of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I would like to thank
the four of you for the stimulating and worthwhile lectures you’ve given here today. I trust that the wisdom
and counsel you’ve shared with us will be helpful in our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internationally.
Ed Park, or rather, Park Joon-suh, shared some very interesting personal experiences and feelings he had
regarding Korean names, and I think many of us could relate. Of course the fact that Korean literature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broad cannot solely be attributable to the difficulty foreigners have with our
names, but I can see that this is one aspec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ur efforts to approach readers on a
friendlier footing.
Just as Mr. Park stated, Haïlji, the author of The Republic of Uzupis: A Novel, has a simple and unique
name that seems simple to read. But during the course of my time selling his novels in the Czech Republic
and France, I came to learn that he’d agonized over how to represent his name to a foreign readership.
That being said, I believe the truly important thing is the value of the work itself. Even if the writer of The
Martyred had published his book under the name Kim Eun Kook instead of Richard Kim, I don’t know if it
would have deeply affected the work’s critical reception or its commercial potential.
Deborah Smith is an overseas publisher, and as such, I have great regard for her advice on the subject of
bringing Korean literature to British and American markets. Because I myself am a rights agent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abroad, I have similar concerns as to which text should be chosen and how it should be
introduced. But if the opportunity were to arise for readers or foreign publishers such as Ms. Smith to tell us
from their perspective which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interested them and which works they hoped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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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I suspect that this would be more helpful.
Next, I would like to state that however essential literature may be to the fields of culture or learning, it

토론문 2-2 _ 2부: 현대문학

is inseparable from publishing, an industry for which the bottom line is the pursuit of profit. Thus, it can’t
be denied that each country’s publishing market is driven by commercial interest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Korean publishers have when selecting a foreign text for publication is its potential for
commercial success. We cannot keep pressing a publisher to accept a text that will not attract readers’
interest. As much as an art film has value, a visual entertainment company cannot ignore the value of

양원석(㈜알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a popular television drama or blockbuster movie, and likewise, as much as a text may have cultural or
academic value, a publisher of literature cannot disregard economic value.
Only after achieving popular commercial success and market growth can we introduce higher caliber
literary works. In this regard, I have to acknowledge Tan Dan Feng’s point: the problem with the linguistic
differences among smaller Asian countries is that the small market for each language group functions
as a limit that is difficult to surpass. Xu Liming has informed us that Korean studies departments in
China are undergoing a surge in popularity, first of all due to the dramatic and persistent increase in trade

한국문학번역원이 2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지대한 공로를 쌓고 있는 것에 대하여

volum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secondly, because of the Korean Wave, which is centered on the

우리 출판계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기

entertainment industry. If we acknowledge this to be true, then rather than criticize the logic of capitalism,

때문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I’m wondering if we shouldn’t further try to accentuate the popular appeal and value of Korean literature.

제가 저작권 사업의 전문가로 출판 경험을 쌓기 시작한지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hope that the translation program at the Select Centre in Singapore is

동안 해외 저작물을 국내 시장에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 출판물을 해외시장에 소개하고 출간하는데 많

successful and that Korean studies programs in Chinese universities continue to grow and thrive.

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오늘 발제 해 주신 네 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기
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제자 네 분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날카로운 지적에 국내 출판관계자 분들도 귀 기

Translated by Kari Schenk

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시장에서 한국출판물의 출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전해준 사실들을
통해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군요.
그 동안 제 자신이 느껴왔던 답답했던 상황들을 콕 짚어서 언급해 주신 것 같아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
었습니다. 국내 해외저작물 번역 출판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해외출간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앞에서 연사들이 언급하신 점들과 같다고 생각합
니다.
먼저 원작물의 선정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국 독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번역자의 선정입니다. 번역의 수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역가들에게 의역이 가능
한 번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자와 합의하여 집필 의도를 지키면서 현지 독자들이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찾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집자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국의 언어적 표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숙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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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감각이 탁월한 편집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학이 현지 편집자들에게
이해와 감동을 전한다면 그들도 그 책들을 보다 상업적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Discussion 2-2 _ Session 2: Contemporary Literature

한국과 중국은 ‘문학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 자국의 역사를 전통문학작품으로 해외에 소개하고자 하
는, 상당히 비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고전문학작품의 번역은
정부 주도 하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작품의 우수성과 문학 및 문화, 역사를 홍보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이
현재 좀 더 상업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특별자문위원들을 모아 중국현대 작가의 작품을 현지 출판시
장에서 상업적 성공까지 이끌어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북경도서전과 같은 시기에 첫 번

Eric Yang (RH Korea)

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는 영국의 에이전트 및 다국적 출판사의 편집자, 번역가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
공을 거둔 중국 출신 작가들과 중국 출판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문학을 단순히 해외에 소개하는 입장을 벗어나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번역
지원사업이 아닌, 한국번역문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적인 성공을 뒷받침할 의미 있는 지원을 논의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미국시장 성공 또한 좋은 본보기입니다만 번역지원을 해
온 한국문학번역원의 숨은 공로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Localization’과 ‘Translation’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Since its inception twenty years ago,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Korea) has been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overseas, an effort that deserves
much recognition from the publishing industry. LTI Korea’s distinct vision for future endeavors also
warrants high expectations of the even more significant role the institute will play going forward.
I have been making a career as an expert on copyright business in the publishing industry for twentyfive years. Today’s four presentations allowed me to think over what I have learned while bringing overseas
works to the Korean market and showcasing and publishing Korean works overseas. The insights and sharp
observations shared by our four presenters today should be taken quite seriously by the Korean publishing
community. The presenters’ messages are driven home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ir unwavering attention
paid to the publishing of Korean works in their local markets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ose markets.
I could easily relate to much of what has been discussed by our presenters because I myself have also been
frustrated with the very sam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here. An objective view of the process in which
foreign literary works a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will no doubt help us better understand what we
need to do.
My thoughts on what needs to be done for publishing our literature overseas are mostly along the same
lines of what our speakers have said. The first step would be selecting the original work. Preferably,
we should choose texts that appeal to foreign readers. Second is selecting the translator. The quality of
transl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We expect translators to deliver liberal translations. Of course, this
requires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original writer on how to convey their original intentions through
language and expression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or readers overseas. Third is selecting editors.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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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excellent sense of language, who are attuned to the local language and capable of fully expressing
the meaning behind the text, are required. When local editors are moved by and understand our literature,
they will help guide the books to better commercial success.
Korea and China have the common goal of sharing their respective countries’ history around the world
through translations of classical literature. The projects to translate classical literature involve large
investments, and were initially led by government investment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the work, and also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country. Currently the Chinese effort seems to have taken a more commercial
turn. China has formed a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a project aiming for commercial success of
contemporary Chinese writers’ work in overseas publishing markets. Apparently, the committee had its first
meeting in August, at the time of the Beijing Book Fair.
At that meeting, publishing agents from the UK, editors of multi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translators, writers from China who already enjoy a certain level of success overseas, and people from
Chinese publishing companies were present.
For Korean literature to also go beyond merely being introduced overseas and actually become successfu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is urgent that we discuss more substantial support for LTI Korea’s projects to
succeed as business endeavors. The success of Kyung-sook Shin in the US market could be a model case, but
the role LTI Korea’s translation support has played should also be duly recognized.
So what I would like to stress at this point i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localization and translation is
what will make or break a success.

Translated by Hyon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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