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에이전시 관리 작가 및 작품 목록
2021.3.12.기준 (※가나다순, 경칭 생략)

No.

1

에이전시

관리 작가 및 작품

이메일

KL 매니지먼트

- 권비영, 김별아, 김애란(창비 간 이외 타이틀), 김이정,
이동하, 이호철, 임철우, 조창인, 몽실북스 출간 장편소설,
안전가옥 출간 장편소설
- 김종렬: <길모퉁이 행운 돼지>
- 김영탁: <곰탕>
- 김유명: <얼굴>, <마취>
- 김호연: <파우스터>, <고스트라이터즈>, <망원동 브라더스>,
<연적>
- 백수린: <친애하고 친애하는>
- 박상민: <차가운 숨결>
- 박지리: <다윈 영의 악의 기원>
- 박후기: 가쎄출판 출간작
- 이경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 이인화: <지옥설계도>
- 조동신: <아귀도>
- 하지윤: <베이징맨>

josephlee705@gmail.com

KL 매니지먼트
2

Barbara Zitwer Agency

- 공지영, 신경숙, 조경란, 편혜영
- 권여선: <레몬>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달려라 아비> (창비 출간작)
- 김유경: <인간모독소>
- 서미애: <잘자요 엄마 1권>
- 손원평: <아몬드> <서른의 반격>
-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 심윤경: <달의 제단>
- 안도현: <연어>, <그림책 연어>, <연어이야기>, <만화로
읽는 연어>
-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 윤이형: <졸업>
- 이순원: <흰별소> <나무> <고래바위>
- 이지민: <나와 마릴린>

웹사이트

josephlee705@gmail.com

zitwer@gmail.com

http://barbarajzitweragency.com/

- 정유정: <7년의 밤>
- 최은영: <쇼코의 미소>
- 황선미: '사계절’, ‘웅진’ 출간 모든 도서(*웅진 출간도서는
중국 제외)

3

Barbara Zitwer Agency

- 정유정 (<7년의 밤> 제외)

4

RCW Agency

- 한강

5

Neon Literary

- 김영하

zitwer@gmail.com

https://www.rcwlitagency.com/
https://neonliterary.com/

- 이문열 (*미국)
6

The Wylie Agency

7

THE SUSIJN AGENCY LTD

8

(주)크릭앤리버코리아

9

Asia Literary Agency(ALA)

10

프랑스Seuil 출판사

11

대니홍 에이전시

- 이문열 (*미국 외 지역, 중국·일본 제외)
- 황석영 (*아시아어권 제외)
- 박범신: <은교>
- 김이설, 배수아, 이응준, 천명관
- 한유주 (* <불가능한 동화> 프랑스어 제외)
- 오정희: <새>
- 김훈
- 박상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전 언어권) <대도시의 사랑법> (*일본)

http://barbarajzitweragency.com/

http://wylieagency.com/
reception@wylieagency.c
o.uk

http://wylieagency.co.uk/
http://thesusijnagency.com/
http://crikorea.com/
http://asialiteraryagency.org/
http://www.seuil.com/
https://www.facebook.com/danny
hongagency/

- 이희영: <페인트>
12

HAN Agency Co.
(Rosa HAN)

13

에릭양 에이전시

- 김숨
- 장강명

joerosa@naver.com
http://eyagency.com/

14

Penguin Random House

- 혜민 스님

https://www.penguin.co.uk/comp
any/work-with-us/rights-and-pe
rmissions-/rights-and-permissio
ns-.html

15

The Gray Hawk Agency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https://dev.grayhawk-agency.co
m/

16

민음사

17

임프리마 코리아

- 김혜진: <딸에 대하여>
-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

-

18

임프리마 코리아
c/ Barbara Zitwer Agency

-

-

김서진: <선량한 시민>
김혜정: <오늘의 민수>, <지구를 안아줘>, <헌터걸 시리즈>
다이앤 리: <로야>
도선우: <저스티스맨>, <모조사회>
도진기: <판결의 재구성>, <악마의 증명>
배성태: <오늘도 네가 좋아> (*영미유럽)
정세랑: <지구에서 한아뿐>, <피프티 피플> (*영미유럽,
~2022.03.13)
조경아: <3인칭 관찰자 시점>
구병모: <아가미>, <파과>, <한 스푼의 시간>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제외), <위저드 베이커리>, <버드
스트라이크>, <피그말리온 아이들>, <빨간 구두당>
(~2022.07.13.)
권여선: <아직 멀었다는 말> (*WEL, ~2022.03.13.) <안녕
주정뱅이> (아시아 외 지역 관리)
김이환: <디저트 월드>
도진기: <합리적 의심>/ <순서의 문제(진구 시리즈)>, <나를
아는 남자(진구 시리즈)>, <가족의 탄생(진구 시리즈)>,
<모래 바람(진구 시리즈)>(*영미유럽)
박연선 :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대만, 프랑스,
인도네시아 제외)
박윤선: <수영장의 냄새> (~2021.02.28.)
서미애: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잘 자요 엄마 2, 3>

http://minumsa.com/

http://www.imprima.co.kr/

http://www.imprima.co.kr/

- 손보미: <작은 동네>,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2022.07.15.)
- 이금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 (*아시아, 독일 제외,
~2022.07.03.)
- 장은진: <날짜 없음>
- 윤고은: <해적판을 타고>
- 윤이형: <설랑>, <큰 늑대 파랑>
- 황정은: <야만적인 앨리스씨) (*일본 제외, ~2022.03.13)
19

블러썸 크리에이티브

- 김중혁

blossomcreative@naver.c
om

http://www.blossomcreative.co.kr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