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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핵심적 논

의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와 기관의 정책, 번역자, 독자의 관계 도식을

토대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온 대표적인 기

관-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시스템에 주목했다.

Ⅱ장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전개

된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소개 사업을 검토했고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

국어 번역·출판의 성과와 지원 시스템의 활용현황을 고찰했다.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 단위에

서 문화중심의 해외진출 사업이 시행됐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은

기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펜클럽한국본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개인

의 참여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로 소개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학의

해외소개는 점차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활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

단은 본격적으로 한국문학 중국어권 번역·출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

하기 시작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그의 전신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지원, 출판지원 이외에도 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문학번역상 및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제도를 함께 시행했다.

대산문화재단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

학 번역지원을 시작하였다. 대산문화재단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한

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지원대상 언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4종이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

원> 사업을 시행했고 중국어를 포함한 20종의 언어에 대한 한국문학 연

구지원이었다.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과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

을 통합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왔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개된 작가 가운데는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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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2000년대에 등단한 작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관련 도서는 작품보다 연구

서, 문학사 등의 종류가 훨씬 많은 편이었다. 두 기관의 지원에 합격된

번역자는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신분을 가진 한국어와 중국어 능통자였

으며 심사위원은 국내외 문학과 번역·출판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또한

두 기관의 지원을 받고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연구서·문

학사에는 일반 독자보다 한국문학 전공자가 접근하기 쉬운 도서가 큰 비

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사업

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 성과에 힘입어 Ⅲ장에서는 중국 실정에 접근하여

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 독자의

한국문학 수용과 출판산업 정책을 통해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

역·출판에 대한 지원 사업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독자의 한국문학

수용 양상은 엄숙문학에서 점차 다양한 장르를 대변하는 대중적인 독서

물로 전환되는 이변을 겪었던 중국 독자의 독서경향의 추세와 밀접한 관

계가 있었다. 한국의 대중소설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랐고 소

개되는 비중도 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부의 문예에 대한 간섭이

기존에 비해 약해진 결과 작가와 출판사가 비교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엄격한 출판 심사 제도는 여전했으며 중국에

서의 도서 출판은 제한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중

국의 독서·출판 환경이 가져온 과제에 착안하여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

의 "작가와 작품의 선정", "번(편)역자", "출판 유통", "교류 플랫폼" 측면

에서 일련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순수문학뿐만 아니라 대중문학 등의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번역가 관리 시스템 도입 제도,

인지도가 높은 중국 출판사와의 장기적 협업을 지원하는 제도, 출판산업

정책 정보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중국어권 번역·출판 지

원 사례의 고찰을 통해 여태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문학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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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

구가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문학, 중국어권, 번역, 출판, 지원 시스템, 제도, 한국문학

번역원, 대산문화재단

학 번: 2015-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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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1.1 연구목적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획에서 번역은 훌륭한 매체로서 중

요시 되고 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문학이 해외 독자들에게 읽혀야

하고, 그 수단으로 번역만큼 경제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6년 한

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1)

을 받아 한강의 붐이 뜨겁게 일어난 것도 역시 번역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이 부재했다면, 이 작품을 세계화의 무대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렸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한국문학 세계화

의 열풍은 1990년대부터 일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문학에 관심이 있

는 외국문학 연구자들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자각이2) 하

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는 냉전체제가 무너진 시기이고 세

계화의 흐름이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진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변화와 함께 빈번해진 국제적 교류의

장에서 번역의 기능은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번역은 세계

를 향한 문화의 창이라 할 만큼 현대에 이르러 그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새로운 학문, 사상, 문학, 기술 등 분야가 번역을 통해 다른 언어권

에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번역은 문화 유입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동시에 또한 타 언어권에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지름길이기도 하다.3)

1) 1969년부터 매년 영국연방 국가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

정하여 주는 문학상으로, 2005년부터는 영어 번역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맨부커국제

상이 함께 시상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2) 정명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비교한국

학』 23권 제2호, 2015, p. 215.

3) 김효중,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200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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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이 해외에 소개되고, 구체적인 지원, 장려정책에 의해 번

역·출판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번역에 의한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미국에서 1889년에 출판된 구비문학작품집인 『한국민담집

Korean Tales』이 그 효시다. 프랑스에서는 1892년에 파리에 망명 중이

던 홍종우가 로니(J. H. Rosny)와 함께 『춘향전 Le Printemps

Parfumé』을 출판하였고, 독일에서는 1893년에 『한국 전래동화와 전설

집 Korea-Märchen und Legenden』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자를

알 수 없는 구비문학과 구분되는 본격적인 문학작품의 번역은 캐나다 출

신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에 의하여 1922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김만중의 『구운몽 The Cloud Dream of Nine』이 최초라고 보

는 것이 통설이다.4)

이와 같이 구미(欧美)권에서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시초로 알려

진 작품들이 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주몽 전설'이 왕충(王充)의 『논형(论衡)』 등 중국의 여러 문헌에 수록

되고, 신라의 '방이와 그 동생' 전설이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

陽雜俎)』에 실렸으며, 고조선 곽리자고(霍里子高)의 부인 여옥(丽玉)이

지은 가요인 <공후인(箜篌引)>이 『한악부(漢樂府)』(서한 초년, 기원전

120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5) 이처럼 한국문학은 일찍이

중국에 소개되었고 문학의 확대된 지평에서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

다. 남조시대 중국 궁궐 안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의 악무가 흘러 나왔고,

한반도에는 중국의 학자나 장인, 화가와 같은 예술인들의 학술강연이 왕

성하게 이루어 졌다.6) 한 국가의 정체성, 국가 이미지, 그리고 국가 브랜

드의 가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의 문화외교와 문화교류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

고 있다.7)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및 한자문화권이라는 범주로 묶일

4) 봉준수 외 11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거, 현재,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출

판부, 2004, pp. ⅴ~ⅵ.

5) 박재우, 「한국 현대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역조문제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제24호, 1999, p. 109.

6) 이건웅, 「한중 출판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3, p. 29.

7) 박찬수, 「출판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7,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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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8)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범주 속에서 중국은 주

도국으로, 한국은 주변국으로 설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상에 입각하여, 그 영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중국에서의 한

국문학 소개와 수용 양상을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9)이다. 다시

말해, 한국문학의 중국에서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한국문학의 세

계화를 위한 기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의 무대에서 번역이라는 장치를 통해 타 문학과

교류,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국은 유교와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근대이전에는 중국의 문학을 치중하여 흡수하였고,

근대이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구문학을 수용하였다. 한 시대의 역사 상황에 따라 문학교류는 변화무

쌍한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문학은 주로 이입된 타 문

학을 수용하여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일방향적 교

류'가 잦았다고 할 수 있다. 번역자들의 노력으로 서구에 부단히 소개되

기도 하였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 독자의 인지도는 제한적 수준이었

다. 1970년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정부, 전문가들의 노

력으로 세계의 문턱을 넘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동시에 성과와 개선이 필

요한 과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서지통계([그림 1])로

부터 알 수 있는 바, 중국어 번역은 영어권과 일본어권 다음으로 많다.10)

[그림 1]

문요약 p. 1.

8) 전형준, 『언어 너머의 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3, p. 17.

9) 고인덕,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 최근에 소개된 『무녀도』, 『남녘

사람, 북녘사람』, 『마이너리그』를 중심으로」, 심재기, 『세계 속의 한국문학-효과

적인 해외 수용을 위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 161.

10) 한국문학번역원 도서관 사이트 http://library.klti.or.kr/statistics?language=k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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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문학 작품 장르뿐만 아니라 비평, 기행문, 저널, 문학

이론 등 모든 한국도서의 번역·출판 서지 통계이다. 양적인 면에서 방대

한 한국도서의 영어 번역이 중국어 번역의 1.9배가량 되는 것으로 거의

독점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번역도 3위라는 순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양적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도서 중국어 번역 가운데

문학작품 번역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재우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 번역·소개된 일본문학 작품의 성

과는 한국문학이 중국에 번역·소개된 업적과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견

주기 어려울 만큼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문학

작품은 일본 당국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 도착어

권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의해 번역·소개된 것보다 많다고 언급했다.

일본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재단이나 기금회, 정부산하 단

체 등이 많은데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 있어 일본문학을 애독하는 광범한

인구를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11)

본고는 박재우의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다. 박

재우는 일본문학 작품이 중국에 파급된 영향력을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고는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1) 박재우, 앞글,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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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문학을 중국으로 번역·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각하였다. 중국에 널리 알려

진 한국문학 작품은 고전문학의 대표저서인 『춘향전』이고, 현재는 한

류열풍의 영향으로 상업성을 우선 고려한 대중소설에 대한 관심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 궁극적으로 중국 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문학은 매

체를 통해 알려진 고전문학이거나 대중문학에 제한되는 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순수문학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균형 잡힌 한국문학의 전파를 위한 노력들

가운데 한중 문학 교류에서 중국어 번역·출판 사업의 과거 및 현재의 추

진 상황과 그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2 연구대상

한국문학의 해외소개가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은 초창기 번역자들의 개인의 노력과 정부 혹은 대규모의 비정부 기관이

체계적인 지원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

학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역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원정책이

어우러져 한국문학의 해외소개가 일취월장할 수 있었다. 또한 맨부커 국

제상 수상은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의 부단한 발전 속에서 중국의 한국문학

수용의 현재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사업에

서 업적이 큰 대표적 기관-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중국어

번역의 사례를 선택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례의 고찰에 앞서 한국과 중국의 문학교류의 동향부터 살펴보

면서 '한국문학 중국에서의 소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이 개입되어 시행되는 분야가 여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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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테면 두 언어권의 문학교류의 장에서 보편

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교류의 장은 단순 도서를 번역하여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학술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연구 교

류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한중 문화교류는 통제를 받는 국면 속에서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

었다.12)

다시 말해, 한국이 식민지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류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류를 진

행하기 어려웠지만 학자들의 열의에 기반한 비공개적 문학교류는 계속되

었다. 1917년부터 중국에서 『신청년(新青年)』 잡지를 중심으로 문학혁

명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에도 그 흐름이 소개되었고, 루쉰(魯迅) 등 적

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이 번역되기도 했다. 또한 1917년 한국의 문예이

론가이며 일본으로부터의 리얼리즘 이론 수입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철(玄哲: 1891~1965)이 상해에 가서 중국화극(話劇) 작가 오우양위첸

(歐陽予倩13))을 만나 상해성기희극학교(上海星綺戲劇學校)를 꾸리고 신

흥하는 동양 희곡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일에서 그 교류의 기점

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베이징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웨이젠공(魏建功)은

1926~1927년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支那文学课)의 중국어 강사로 초

빙되어 서울에 체류하기도 했다. 근래 들어 한국, 일본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후스(胡適), 루쉰, 저우쭤런(周作人), 바진(巴金) 등과 교유한 한국

망명자들의 이름이 상당수 밝혀지고 있다.14)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12) 박재우, 위의 글, p. 110.

13) 오우양위첸(欧阳予倩:1889年5月12日-1962年9月21日): 중국의 유명한 희극예술가이며

1902년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1907년 춘류사(春柳社，1906년 동경에서 중국 유학생

들이 설립한 단체)에 가입하여 화극 『흑노우천록(黑奴吁天录)』을 연출했고 1910년

귀국 이후, 신극동지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1916년부터 경극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1919년 남통령공학사(南通伶工学社)를 설립했고 1925년 영화계로 진출했다. 1926년

남국사(南国社)에 가입했고 극본 『반금련(潘金莲)』 등을 창작했으며 1929년 광동희

극연구소(广东戏剧研究所)를 설립하고 1931년 "좌익연맹(左联)"에 가입했고 항일전쟁

시기 『충왕 이수성(忠王李秀成)』 등을 편찬했으며 전쟁 승리 후에는 영화를 연출하

고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의 문화연맹 부주석과 중앙희극학원 원장을 임하기도 했

다.(출처: 바이두 www.baidu.com, 2018. 4. 13)

14) 정래동의 「중국문인 인상기」(<조선일보> 1935년 5월/ 『정래동전집』 제2권), 김

시준의 『노신이 만난 한국인』(『중국현대문학』 제13집)/ 嶋田恭子 『巴金と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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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이 신문, 잡지 등의 근대적인 출판매체를 통해 중국에 처음 번

역소개된 것은 1925년이고 한국근대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

중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6년으로 간주한다.15) 그 근거로 저우쭤런의

산문집 『간운집(看雲集)』을 들 수 있다. 『간운집』 속의 「조선 동화

집(朝鮮童話集)」에 "조선"을 언급하는 문장이 게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년 전[1925년 저우쭤런이 필명 카이밍(開明)으로 『어사(語絲)』第28期에

「조선전설(朝鮮傳說)」을 중역한 글을 소개, 북신서국(北新書局)에서 1927년 10월

再版] 우연히 싼룬환(三輪環)에서 편집한 「조선전설」에서 몇 편의 이야기를 중역

한 바가 있는데, 『어사』에 등재되었고 부록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 조선이 기자(箕

子)의 후예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또 그가 이전에 속국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없이 그

역사적 지위를 말하자면 중-일 사이에 양국의 문화를 전달함으로 동아시아(亞東)문

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연

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조선 또한 일본 못지않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16)

1936년 후펑(胡風)17)이 조선 작가들(장혁주, 이북명, 정우상)과 대

人たち』/ 김인철의 『한국전쟁과 파금』(『중국소설논총』 제7집)/ 박재우의 「무명

씨의 작품세계와 톰스크의 연인들」(『톰스크의 연인들』, <문화일보사> 등), 박재우,

앞글, p. 110.

15) ① 1925년에 잡지 『語絲』 28期에 開明(저우쭤런 필명)이 「朝鲜的 传说」이란 제

목으로 소개했다. 단행본은 1930년에 상해의 '兒童書局'에서 『朝鮮傳說』이란 제목

으로 출간한 책이 처음일 것이다.

② 1936년 상하이생활문화출판사(上海生活文化出版社)에서 『山靈-朝鮮台灣短篇集』

을 간행했으며, 거기에 장혁주, 이북명 등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홍정선, 앞의 논문,

395쪽 참조.) 장혁주의 「산신령」과 「성묘 가는 남자(上墳去的男子)」, 이북명의

「초진(初陣)」, 정우상의 「소리(聲)」 등 한국작가 3명의 단편소설 4편이 수록되어

있었다.(최은정,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현황 및 독서수용양상 고찰-최근 5년간

을 중심으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p. 433.)

16) 六年前偶然从三轮环编的「传说之朝鲜」中转译了几篇故事，登在『语丝』上邊，附識中

说过这几句话：无论朝鲜是否箕子之后，也不管他以前是藩属不藩属，就他的地位历史讲

来，介在中日之间传遞两国的文化，是研究亚东文明的人所不应忽视的。我们知道日本学

于本国文化研究上可供给不少帮助，同时也应知道朝鲜所能改与的未必会少于日本。（周

作人，「朝鲜童话集」，『看云集』，开明书店，民国二十一年，pp. 173~174..）

17) 후펑(胡風: 1904~1985): 항일전쟁 중에는 우한(武漢)·충칭(重慶) 등지에서 잡지를 발

간한 중국의 문학평론가이다. 1954년 마오쩌둥(毛澤東)의 ‘문예강화사상’에 반대하는

『30만 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동분자로 몰려 반평생을 옥중에서 보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3차 3중전회 이후 후펑이 명예를 회복하고 1979년 출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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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한국->중국

제1단계

1917~1945

1. 『개벽』지 1920년 11월호부터 1921년 2월

호까지 4차에 걸쳐 실린 「호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青木正兒가 일본의 지

나학(支那學) 1920년 9월호부터 11월호까지에

연재한 것, 양백화 번역]

2. 유수인이 1927년 『동명(東明)』에 번역하

여 실은 「광인일기(狂人日記)」(루쉰소설 최

초 번역)

3. 1929년 양백화가 루쉰의 「두발 이야기」

를 비롯한 15인의 단편소설 15편을 편역한

『중국단편소설』(개벽사간)을 출간.

1. 1930년대 장혁주, 이북명, 정우상 등의 조선

작가들의 작품 번역.

2. 1943년 판취앤(范泉) 장혁주의 『조선의 봄

(朝鮮春)』 번역 출간.

제2단계

1945~1949

1. 루쉰의 『아Q정전』과 『노신단편소설

집』 제1, 2, 3집[김광주(金光洲)·이용규(李容

珪) 공역, 서울출판사, 1946]

2. 장광츠(蔣光慈), 꿔모뤄(郭沫若), 루쉰, 라

오서(老舍), 바진, 이예사오쥔(葉紹鈞) 등의

작품 7편을 포함한 『중국 현대 단편소설

집』[이명선(李明善) 역, 선문사(宣文社),

1946]

3. 후스, 꿔모뤄 등 시인 16인의 신시 32수를

번역한 『현대중국시집』[윤영춘(尹永春) 역,

청년사(青年社), 1947]

4. 차오위(曹禺)의 『소나기(雷雨)』(김광주

역, 선문사, 1948)

5. 장아이링(張愛玲)의 『천재의 꿈(天才夢)』

(1949)

6. 꿔모뤄의 『소련기행』(1949)

1. 1946년 4월 장혁주의 『흑백기(黑白記)』

번역 출간[판취앤 역, 상해 영상인서관(上海永

祥印書館)]

2. 1946년 6월 장혁주의 『조선풍경(朝鮮風

景)』 번역 출간[판취앤, 상해 영상인서관]

제3단계

1950~1979

1. 순수 문학작품 번역집 94권 이상(대만)

2. 와룡생 등의 무협소설 번역본 172종 이상

(대만)

3. 중국 개혁개방 초기 문혁비판 주제로 주목

1. 대만과의 교류:

①『춘향전』[허세욱(徐世旭) 역, 타이완 상무

인서관(台灣商務印書館), 1967]

②『한국현대단편소설선』[엽건곤(葉乾坤) 역,

만 작가들의 일어판 단편소설들을 번역한 『산령(山靈)』을 출판했고,

1943년에는 판취앤(范泉) 역으로 장혁주의 『조선의 봄(朝鮮春)』(상하이

생활문화출판사)이 출간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현대 중국어를 아는 몇

몇 학자들-양백화, 유수인, 정래동 같은 인사들-이 중국문학을 간헐적으

로 소개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의 진보적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 금서로 조치되어 교류는 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침체기

로 받아들여지는 1930년대의 한중교류는 활발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단절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교류의 흐름을 박재우가 네 단계로

구분한 한·중 근현대 문학 교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의 교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18)

18) 박재우, 앞글에서 언급된 작품을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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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던 루신후아(盧新華)의 「상흔(傷痕)」

등 십여편의 단편소설이 단편소설집 『상

흔』으로 한역 소개

타이완 상무인서관, 1968]

③『한국현대소설선』[천닝닝(陳寧寧) 역, 거

응문화공사(巨鷹文化公司), 1978]

④『월탄시선(月灘詩選)』[천주사안(陳祝三)

역, 운수출판사(雲水出版社), 1978]

⑤『서정주시집』[허세욱 역, 여명문화사업공

사(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⑥신문, 잡지 번역 소개된 작품(소설, 시, 수필

등) 35편

2. 대륙과의 교류

1979년 김지하의 시 15수가 중역되어 중국의

세계문학에 실림

3. 북한과 대륙의 교류:

①1951년 이성(李誠) 등의 시작품을 여풍(黎

風)이 편한 『조선애국시선』(北京師大出版社)

과 김사량(金史良) 저를 이열(李烈)이 번역 출

간한 『동지들이여, 바다가 보입니다.(同志

們，看見海了)』(文藝翻譯出版社)

②소설, 시집, 극본, 수필집을 포함하여 단행본

으로 나온 것이 1992년까지 70여 권

제4단계

1979 ~현재

까지19)

1. 1980~1985년까지 중국현대문학 한역작품집

은 34권 이상, 무협소설 39종 이상의 번역본

43권 이상 (대만)

2. 1985년부터 30년대 변혁 지향의 작가들,

예컨대 바진의 『가』 등이 번역 소개

3. 1985년부터 1999년까지 대륙 작품에 대한

번역 단행본 최소 160종 이상, 대만의 경우까

지 합쳐 220권 이상.(1983년 이후의 현대 무

협소설 번역본 불포함.)

1. 대만과의 교류:

1991년까지 2권 추가

2. 대륙과의 교류:

①1980년 김동인의 「뱃노래」, 김동리의

「까치소리」, 박영준의 「고호(古壺)」, 서기

원의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안수길의 「제

3인간형」 등 단편소설 5편과 나도향의 「벙

어리 삼룡이」 중역 소개

②1983년 전광용, 김동인 등 한국 현대작가

16인의 작품 17편을 번역해 실은 최초의 한국

문학작품 중역 단행본 『남조선 소설집』 발

간.

③1979년 이후 한국 문학작품이 중국 대륙에

번역 소개 된 것은 단행본 20종 정도/ 신문,

잡지류에 번역 소개된 작품들 불완전 통계로

40편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중 문학교류 가운데 도서 번역,

특히 문학 작품 번역은 줄곧 양국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시

기적으로 단절이 없이 연속성을 띠었다는 점은 성과의 일부분에 해당한

다.

1992년 한중 수교 정상화에 이른 뒤, 양국의 문학 연구 교류도

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개인, 연구소, 민간단체 등의 차원

에서 교류가 일어났다. 그러나 교류 주체에 따라 교류의 내용과 형식 및

19) 여기에서의 현재는 박재우 선생님이 논문을 발표한 시기인 1999년이다. 그러나 본고

는 박재우의 논문에서 1979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를 중국 현대문학교류사의 제4단

계로 구분한 것을 다시 1992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1992년 이후를 새로운 단계로 재

구성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즉 1979~1992년을 제4단계로 구분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를 제5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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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방문학자나 일회성의 학회

참여 등을 통한 교류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근자에는 공동 프로젝트 운

영 및 정례화된 학술회의를 통한 교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였다.20)

1980년 7월에 창립된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학회'는 중국 내 한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교류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다. 2012년

부터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한국의 대학 및 학술단체와 지속

적인 교류활동을 벌여 왔다. 이 학회는 한중문학 관련 학회와의 교류뿐

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국제교류재단 등과 교류를 지속하면

서 한중문학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매개하고 있다. 한국 쪽에서 양국 문

학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이다. 1996년

5월에 '한중인문과학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2002년 '한중인문학

회'로 학회명을 개명하였으며, 양국의 인문학자 천여 명(2014년 기준)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최대 학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학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형

연구비에 의존하는 프로젝트형 연구를 널리 수행하게 되면서 연구의 국

제화 및 대형화라는 흐름이 학계에 자리 잡아 나갔다. 주로 대학의 연구

소 혹은 사업단이 주도하는 이들 기획형 연구는 학문 간 경계허물기와

국제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인문학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

환경 조성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업은 인문한국사업(Humanitiy Korea)과

BK사업(Brain Korea)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단 가운

데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이화여대 이화인문과

학원, 연세대 국학연구원,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등은 한중 문학 연구 분

야의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원 교육 중심 사업인 BK21플러

스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양국의 문학 분야 교류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

형적인 예로 한국외대의 '한중언어문화소통사업단'과 전북대의 '한중문

화 화이부동(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을 들 수 있다.

중국대학의 한국학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를 매개하는 사업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Core University

20) 이선이, 「한중 문학 연구 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44호, 201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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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for Korean Studies)'과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이 있다. 이 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은 중국의 중앙

민족대(中央民族大學), 난징대(南京大學), 중국해양대(中國海洋大學), 옌

볜대(延邊大學, 2014년 기준)이다. 역사학계가 중심이 되고 한국문학 전

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옌볜대를 제외한다면, 이 사업의 참여연

구진들은 대체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다.

이와 같은 문학 연구 분야의 교류 촉진의 기저에는 양국의 시인

및 작가들의 교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중작가회의'와 '서울국

제문학포럼'이다. 전자는 2007년부터 한국의 '파라다이스문화재단'21)이

지원하여 매년 중국 내 각 지역의 '작가협회' 및 '문학예술계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후자는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00년부터 개최되

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문학포럼을 난징

대에서 주관하여 2010년 난징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고등교육재

단'에서 지원하는 국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교수들이 한국에 초청

되는 교수초빙과 중국 내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한

국문학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한중 문인의 직

접적 교류와 한중 문학 연구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문학 작품 번역과 출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상이한 문화권의 교류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번역이라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한중 문학 교류의 제반 사업에 포함되는 '한중 문학 연구 교류',

'한중 문인 교류', '한중 도서 쌍방향 도서 번역'에서 '번역'이 가장 핵

심적인 토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중 문학 교류의 제반 사업

에 이 핵심적 토대가 개입되어 지원을 획득할 때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한국문학 세계화 진출'의 목적 아래 가장 활발하게 한국문학을 외국어

21)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전시공연레지던스 등 복합문화공간사업, 넌버벌 비주얼쇼 콘

텐츠 발굴육성 사업 등 매년 지원사업을 폭 넓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중있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문학교류, 국제 번역상, 문화포럼

등을 지원해왔다. 1989년 재단법인 '우경문화재단' 설립. 2000년 1월 법인명을 우경문

화재단에서 파라다이스문화재단으로 변경. (출처: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paradise-cf.or.kr/ 2018.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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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출판하는 기관에 주목하면서 중국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려고 한다. 아울러 연구대상으로는 한중 문학 교류의 제반 사업을 아우

르면서 한국의 번역 지원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기관, '한국문학번

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을 연구의 축으로 삼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과 진출 현황,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관련된 자료를 다룬 문헌이거나 논문은 적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개별 언어권 번역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체계를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논의하는 연구22)는 드물다. 아울러 중국어 번역 지

원 시스템을 주제로 성과, 현황, 문제점을 거론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한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

에 대한 조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양국에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기반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주제를 다

룬 연구는 소논문으로는 작성되었지만 학위논문은 아직 한 편도 찾을 수

없었다. 다수의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및 출판관련 선행연구 가운데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의 시스템과 결부하여 논의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의 방향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번역본 비교를 통한 오역의 문제를 논하는 것과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문학의 궤적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고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번역본 비교가 아니라 중국어로 번

역된 한국문학의 궤적을 분석하는 층위에서 여태껏 관심을 받지 못한 지

원정책의 시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기존의 연구를 크게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동향에

22) 『한국문학의 해외수용과 연구현황』(연세대출판부, 2005), 『세계속의 한국문학-효

과적인 해외 수용을 위하여』(연세대출판부, 2007), 『다국적 시대의 우리소설 읽기』

(문학동네, 2010), 『한국문학의 세계화』(세종출판사, 2010),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

략』(푸른사상, 2008), 『세계속의 한국문학-통일 한국문학의 진로와 세계화 방안』

(새미, 2002), 『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제』(새문사, 2006),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

래를 말하다』(다산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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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와 '기관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

었다. 전자의 내용을 다룬 연구로는 임춘성23), 최면정24), 최은정25), 김학

철(金鶴哲)26)의 연구가 있고 후자의 내용을 다룬 연구로는 임명걸/ 이해

영27), 김일(金一)28), 양레이(楊磊)29), 샤원쟈(夏文佳)30), 궈뤄이쟈(郭瑞

佳)31)의 연구가 있다.

임춘성은 한중 문화 교류의 불균형 현상으로부터 중국의 한국문

학 번역·출판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한중 문화 교류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한류 이외의 분야, 교육과 번역 그리고 관련 서적의 출판 수량

에서 중국->한국의 흐름이 압도적이라는 불균형적인 문제를 밝혔고 문

학번역에서 원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역

서에 작가 서문과 옮긴이 후기를 첨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작품의 배

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품 해설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

에도 그는 논문에서 중국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대부분이 한국 측의 지

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실을 문제로 꼽았다. 균형적인

한중 문학 교류를 위해 결론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한

국문학 번역·출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최면정과 최은정은 '독자의 독서 경향'과 '독자수용 양상'을 통해

23) 임춘성, 「한중 문화의 소통과 횡단에 관한 일 고찰-중국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예」, 『외국문학연구』 제33호, 2009.

24) 최면정, 「한국 소설의 글로컬 전략-해외 독자에의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4호, 2014.

25) 최은정,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번역현황 및 독자수용양상 고찰-최근 5년간을 중심

으로」, 『比較文化研究』 제43호, 2016.

26) 金鶴哲，「中韓建交以後中國文壇對韓國純文學的譯介研究」，『當代韓國』 春季號，

2009.

27) 임명걸, 이해영,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과 담론 형성 연구-중국의 '학술

담론 세계화' 전략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문학』 제129호, 2015.

28) 金一，「韓國文學中文翻譯的現狀及對未來的展望-“韓流”退潮後的思考」，『安徽文

學』第11号，2011.

金一，「韓國文學在中國的翻譯與出版現狀綜述」，『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6卷第4期，2013.

29) 楊磊，「韓國文學漢譯的“贊助者”研究」，『當代韓國』第3号，2012.

30) 夏文佳，「韓國文學的世界化及其在中國的翻譯出版現狀-以中韓建交后至今

（1992-2013）為中心」，碩士學位論文，南京大學，2013.

31) 郭瑞佳，「韓國文學翻譯院-韓國文學國際化出版的有力推手」，『出版參考』 9月上

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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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언어권에 번역·출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의 목록을 제시했

다. 최면정은 각 문화권의 베스트셀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외 독자들

의 독서 경향을 알아보고 최은정은 최근 5년간 한국현대소설의 중국어

번역 현황 및 독자수용에 대해 분석했다. 최면정의 연구에서 중국 베스

트셀러의 통계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장편

소설에 대한 관심, 현실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생의 과정에서 오는 숙명적인 고독과 생을 위무할 수 있는 사랑"

이라는 주제가 잘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은정의 연구에서는 "

중국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작품들은 대중매체와의 결합, 지명도 있는

문학상 수상 경력, 작가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독자의 독서 경향'과 '독자수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한국문학을

해외로 소개하는 작업에 이롭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면정과 최은정의 연구가 유의미하지만 전자는 각 언어권의 '독

자의 독서 경향'을 밝히는 데에 그쳤고 후자는 '독자수용 양상'을 고찰

하면서 시간적 범위를 최근 5년으로 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소설 베스트셀

러 통계를 인터넷서점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아쉽다.

김학철은 한중 수교이후 중국에 번역·소개된 한국문학을 논의했

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순문학(엄숙문학, 嚴肅文學)으로 거론되는 작

품을 골라 소개하고 시기별로 『세계문학(世界文學)』，『외국문예(外國

文藝)』，『역림(譯林)』，『외국문학(外國文學)』 등 외국의 문학작품을

전문 발표하는 간행물에 실렸던 한국문학작품,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고 발행된 번역도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 여

성작가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여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작품 번역 현황을

보여주었다. 김학철의 연구에 의하면 "20세기 90년대까지 한국문학작품

의 번역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였고 소개된 작가와 작품의 수도 적었"지만

"2000년부터 대폭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번역도서로 선정된 작가와 작

품의 범위도 훨씬 광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한국문학 작

품의 중국어 번역 성과를 밝히는 것에 그쳤고 그 과정에 야기되는 한계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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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의 동향에 관련

된 연구에서 문제점, 독자의 성향, 번역 도서의 추세가 언급되었지만 향

후 전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 임춘성의 논문에서 간략히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대안을 필요로 하는 특정된 대상을 명확

하게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체적이고 자세한 한계 극복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임명걸/ 이해영은 중국의 '학술담론 세계화(中華學術走出去)' 전

략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전략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제에

서 선행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번역 작품의 수용

을 위해서는 선 학문담론, 후 작품 내지 학문담론과 작품의 동시성의 패

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경전 작품, 여성 작가의 작품, 한국 농민 작가의 작품, 한국

카프 작가의 작품 등을 기획번역 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일의 두 편의 소논문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한중 수교 이후

1999년까지 한국문학 작품이 중국에 번역·소개된 동향이 저조했던 데서

부터 약간의 발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김학철의 논문

에서 주장했던 논지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인지

도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밝혔다. 2002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점과 '한류'의 열풍으로 인한 매체의 힘이 작용되어 급격히 번역

도서의 판매율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간주한다. 이 두 편의 논문에서는

중국에 번역·소개해야 하는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중국 독자의 수

용 양상 특징에 근접하는 것과 전문가다운 번역가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레이는 한국문학의 한(漢)역 "후원자"에 관련하여 논의를 펼쳤

는데 연구 대상이 '한국문학번역원'이다. 이 연구에서 양레이는 한국문학

번역원의 번역·출판 지원 사업이 중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

고 중국의 문학·문화 해외진출 사업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사업을 본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원쟈도 한국문학 세계화 추진 과정을 소개하

면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내용과 성과를 제시하고 지원을 받아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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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출판된 작품의 목록을 정리했다. 또한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세계화 추진 사업 방향을 언급하고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성공

사례를 논의했다. 양레이와 샤원쟈의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

재단의 지원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여주었지

만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궈뤄이쟈도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국제화

사업의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중국출판업계에서 내세우고 있는 "해외진

출(走出去)" 사업이 본받아야 하는 롤모델로 간주했다. 궈뤄이쟈는 본받

아야 하는 전략에 대해 "번역가 양성, 순수문학과 학술저작 지원, 간편한

방법의 도서저작권거래 정보플랫폼을 구축, 본국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다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연구의 성과

는 두 기관의 한국문학 국제화 사업전략의 장점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

다.

이상으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

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

관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주제에 따라 '한국문학 중국

어 번역·출판 동향'과 '기관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출판

추세를 언급했지만 기관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한 소개가 아니었다. 그

리고 이 연구들은 특정된 기관의 지원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

국문학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순문학 소개와 베스트셀러의 양상에 주목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문학교

류의 성과를 먼저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논

의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최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효과 확산 등에 관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기관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다양하

게 한국문학의 국제화·세계화 진출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거나 두 기관의

번역 지원 정책의 장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 주



- 17 -

제로 분류된 연구도 여전히 요약 정도에 그쳤으며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

력이 돋보이지만 이를 중국 출판산업 전반의 흐름과 연결시켜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한국문학 세계화 전략

을 참조하고 확장하여 미시적인 층위에서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

학을 고찰해볼 것이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기관의 지원 시스템이나 지원

을 받고 번역·출판된 작품의 현황을 정리한 바 있지만 최근까지의 지원

현황에 대한 작품목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출발어권인 한국 측에서는

제도를 기반으로 한 기관의 지원 시스템과 여러 요소들 사이의 영향관계

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기관의 지원 시스템이 도착어권인 중국 측에서

출판정책, 문예사조, 사회구조와 접맥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마찰되는 부

분이 무엇이며, 중국어 번역·출판 활용현황이 제한적 수준에 정착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해볼 것이다.

3. 연구방법

연구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용어의 의미와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는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제

도적 기반의 지원 시스템 연구이고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의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현행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와 미

래의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도적 기반의 지원 시스템의

대표주자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을 꼽았는데, 중국어 번

역·출판의 현황과 더불어 정책 지원의 형태를 함께 고찰해볼 것이다. 본

고에서 명시한 '제도적 기반'은 두 기관에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의 지원 시스템에 대해 제정한 기준이나 방식에 기초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국가의 지원이 투입되어 한국문학 해외소개

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대산문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비영리 목적에서 구축된 기관으로 국가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고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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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이라는 두 기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에서 중국어의 번역·

출판에 대한 성과를 짚어보는 것을 통해 지원 시스템의 제도를 고찰한

다.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번역물에 대한 연구 기준은 공간

적으로 중국 대륙(大陸)에서의 현황으로 한정하고, 장르 기준은 '한국문

학'으로 일괄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한국문학사, 한국문학 연구서(비

평) 등 한국문학 관련 도서로 정한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기타 문학

관련 서적의 번역·출판 동태를 파악해야 중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한국문

학의 수용 현황을 살필 수 있고 인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적 단위에서 기획한 한국문학 세계화 진출 정책의 과제를 고찰

하고 이어서 중국어권 진출의 정책을 정리해볼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

층위에서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산문화재단'과 '한국

문학번역원'에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출판 활약으로 이루어낸 성과

를 논의한다. 정책과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룬 성과를 짚어보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중국어권에서의 출판 정

책의 흐름, 독자의 수용 양상과 두 기관의 정책, 번역자의 영향이 어떻게

접맥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개선과제와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물론 번역

작업에 대한 분석은 번역자가 실행하는 다수의 작동, 조작, 개입들을 확

인하고 그 전체가 번역의 미학을 구성하면서 원텍스트와의 일정한 독자

성을 구축하게 될 글쓰기의 방식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번역의 문제가 이러한 작업만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번역의 문제

는 궁극적으로 수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용의 문제는 수용 미

학의 눈부신 발전이 보여 주듯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32)

다시 말해, 중국어권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핵심적

논의로 삼고 부가적으로 국가와 기관의 정책, 번역자, 독자의 관계 도식

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번역 관련 연구는 번역학으로부터 출발된 '문화소 문

제', '등가성 문제', '오역의 문제', '번역 방법' 등이 많은 것에 비해 정

32)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서울: 민음사, 2009,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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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연구의 폭은 아직 크게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기존

의 연구된 바가 있는 번역 지원 정책 관련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하며, 기관의 정책 보고서나 학회지 논문, 연구소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하며,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중국의 지명과 인명, 중국 서적의 제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

기법을 기준으로 한다. 지명은 중국어 독음으로 표시하고 그러나 인용의

경우, 원문의 표기법을 따르도록 한다. 인명은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이전

인명은 한자 독음으로 하고 이후 인명은 중국어 독음으로 표기한다. 중

국 서적의 제목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없는 것은 한

자 독음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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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

및 활용 현황

1. 한국문학 해외진출의 과제와 중국진출의 변천 양

상

1.1 문화에서 문학으로

문학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포하는 문화정책의 범주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문화부'와 '한국문

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동

안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문학

세계화'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50년(1973년 한국문

화예술진흥원)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 세계화'는 국내를

벗어나 국외로의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국제문화교류'

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국제문화교류'를 주제로 삼아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타 문화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제문화교류

의 업무는 문화외교나 해외홍보와 엄밀히 분리될 수 없으므로 관련업무

도 여러 개 부처에 혼재33)했다. 문화부·외무부·공보처·교육부 등 네 행정

기관에서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업무를 담당34)해왔다. 이러한 부처에

33) 문화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1992』, 서울: 문화부, 1992, p. 364.

34) 문화부는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의 지원 및 국제문화기구·정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문화정책국에 국제교류과(国际交流课)를 설립. 외무부는 문화협력국을 두고 있으며

문화협력국의 5개 과(课)중 문화협력 1과(课)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과 시행, 문화협정체결, 국제기구와 국내기관과의 협조 등을 담당. 공보처는 국가시책

과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의 국외홍보,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외공보관을

두고 있는데, 해외공보관의 문화과가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부

는 사회국제교육국에 교육협력과 및 재외국민교육과를 두고 있으며 그중 교육협력과

는 교육분야의 국제교류업무, 유네스코 관련업무, 한국학을 맡고 있다. 해외조직은 외

무부의 재외공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대외업무는 재외공관의 주재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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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할했던 국제문화교류 업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정불변이었던 것

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 구조의 형성을

위해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거나 기관의 소속 부처를 변경해왔다. 이를테

면 부처에 두었던 산하단체가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문화부

의 소속이었던 '국제문화협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담당했다. 그

러다가 1991년에 외무부의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족하면서 '

국제문화협회'는 이 재단에 흡수되었다. 즉, 정부의 산하단체로서 국제문

화교류 업무를 분담한 부처는 문화부와 외무부였다. 그 가운데 문화부의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국제교류국에 '국제사업부'와 '국제지

원부' 두 개의 부서를 두어 "국내 문화예술인의 국제행사 참가 또는 국

제행사의 국내유치 지원, 한국문학작품의 해외선양사업에 중점"을 두었

다. 문화부에서는 일찍이 '국제문화교류'의 정책과제를 "우리 민족문화가

지닌 주체적 이해의 기반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

고, 외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

는 국제문화교류의 체제정비와 문화수출의 확대"35)에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외무부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방면의 국제교류와 함

께 문화교류사업을 추진"36)했다. 이밖에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

단이 있는데 1979년 학술진흥법이 반포된 이후 1981년 설립된 이 재단은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지원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학술진흥재

단은 2009년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

으로 출범했다.

한국문학의 창작 분야와 대내외적 확장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선두로 나서서 그 지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반, 영화, 출판 등 문화예

술 각 분야에 걸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 각종 시상제도 시

행, 각종 발간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37)해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도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35) 문화부, 앞글, p. 362.

36) 위의 글,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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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에서 2005년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로 전환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4년부터 한국학연구 지원 사

업을 시행했지만 결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38)의 출현과 동시에 진흥원은

예술지원사업에 전력하기 위해 한국학연구 지원을 종료했다. 7년 동안

지속했던 한국학연구 지원 사업 내용은 "고전을 국역하여 보급하는 고전

국역사업, 희귀전적의 영인사업, 국역자 양성 및 전적 조사사업, 사료발

굴사업, 교양국사총서 발간, 각종 한국학 연구단체 사업, 해외의 한국학

연구" 등이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357)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정책 전략을 시도하고 보다 안정

적인 윤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의 사회구조에 부합되는 유일무

이한 최선의 정책 구도를 고안해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일제하 문화시책에 대한 시급한 개편을 사유로 1949년 대

한민국미술전람회를 창설하고, 1950년에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설

치했으나 곧이어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인해 1년 만에 그 기능이 정지"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시책·개편이 한동안 정체되었다가 "1962년 5월

에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등 10개 분야의

예술협회를 결성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창립"했다. 10년 후에

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73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96~99) 1989년 12월에 개정된 정

부조직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1990년 1월 문화행정의 전담부서로 신설된 문화부39)는 "<문화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3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 『문화창달 5개년계획연구 : 1993∼1997』,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p. 80.

3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 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법률 제3116호)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문을 열었다.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 공

포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꿨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9) 문화부는 1993년 2월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체육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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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시켜 추진"했

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도약기(1981~1989)라고 일컫는 시기에 "문화예

술진흥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한국문화예술진

흥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제상의 혜택이 마련됨과 아울

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및 경제단체 사

이의 대화와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민간자금이 문

예진흥사업에 투자되는 경향이 늘어간" 추세를 보였다. (한국문화예술진

흥원, 1993: 101~102) 이러한 경향이 1990년을 시작으로 하는 문화예술정

책 변천 과정 중의 성숙기에도 지속되었고 본고의 핵심연구대상인 대산

문화재단도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로도 진흥사업을 확

장시켰는데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이 주된 목표였다. 그 사업을 '한국문

학작품 번역·출판', '외국저명문인초청 지원', '국내문인 해외방문 연구활

동 지원', '한국문학 세미나 해외개최 지원',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책

자 발간배포'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일종의

원고은행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번역원고를 확충해 나갔으

며, 이 원고를 세계 각국의 출판사에 검토용으로 보내어 출판동의를 얻

은 후 출판을 추진하기도 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440~441)

번역작업40)은 사업 초창기부터 90년대 초까지 영어·독어·불어·서

반아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 등 총 10개 언어로 이루어졌고, 출판은

1980년부터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작업은 기존에는 펜클럽한국본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이다. 아울러 시행

했던 외국저명문인초청 지원은 "외국의 저명한 비평가나 우수한 번역가

혹은 세계의 주요 문예지 및 출판계의 영향력 있는 저명한 문인이나 관

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이

해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여, 해외 현지에서도 한국문학을 소개할 수 있도

40) 1975년 10월 21일 <매일경제>의 제6면에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 문학작품의

해외보반(海外普反)을 위한 번역, 출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

흥원은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해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번역가를 양성하

고 번역사업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고 했다. 1975년이 번역작업

사업 시작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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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밖에 해외방문연구활동사업은 "국내 문인들로

하여금 세계 문단의 조류 및 최신 정보를 수집하거나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출판을 위한 섭외 등 한국문학 발전 및 해외소개를 위한 해외방문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447~449) "한국문

학을 널리 소개하고 관련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을 주

제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의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제고의 발판을 마련했

다.

특히 "1991년에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문학번역회의>에 이어

1992년에는 한국문학 연구가 활발한 동구지역-체코에서 <한국문학번역

세미나>가 개최되어 번역원론 및 실제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비교 검토하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유럽과 동구지역 학자와,

국내 번역가, 작가간의 한국문학 소개 및 연구를 위한 유대를 긴밀히 하

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책자사업은 "주로 국

내외 주요 도서관과 해외한국학연구소, 관계 단체 및 번역가 등을 중심

으로 배포되며 번역·출판과 연계하여 해외 저명 문예지에 한국 특집을

게재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소개책자를 제작하는 작

업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인식의 기반을

확대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452)

문예진흥사업의 첫 단추를 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의 문화

를 진흥시키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

고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데로부터 세계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것으로 전환했다. 문화라는 큰 틀을 구축하면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의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 다양한 시도를 보였던 2000년대 이전의

정부부처의 관련 기관들의 변화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문예진흥의

대내적인 발전과 가치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외로 그 가치

를 전파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임이 분명했다. 군부독재 정부가 전복되고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통령에 선거되어 '문민정부'라고 칭했던

그 시대에 "문화적인 방법으로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것이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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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11)으로 등극하였

고 이 전략이 또한 문화 내지 문학에 관심이 쏟아진 추진력이기도 했다.

자국의 문화 내지 문학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한국문학 해외소

개 사업을 개척하기도 했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변천을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한 양국의 관계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앞의 서론에서 언급했던 한중 문학교류 단계를 요약하여 구성한

[표1]과 더불어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선을 그려볼 것이다.

1.2 1949년 이후 한국문학 중국진출의 변천 양상

불균형적인 한중 관계사만큼 문학교류 역시 균형적이지 않았다.

그 양상은 서론에 정리해둔 박재우의 논문을 요약한 [표1]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1950~1979년으로 분류된 제3단계에서 타이완과의 문학교

류가 급증하였고 반면 대륙과의 문학교류는 저조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1949년 중국은 국공 내전을 종료했고 동시에 중공 정권이 베이징에서 중

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으며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행을 선택했다. 한반도

의 경우도 태평양전쟁 종전이후 미·소의 대치로 인해 남북 간의 분단체

제가 고착되었다. 1945~1949년까지 중국문학의 한국으로의 소개는 지속

적이었지만 한국문학의 중국으로의 소개는 제한적이었다. 일본에서 유학

하면서 일본어로 글을 쓴 조선작가 장혁주의 작품이 번역·출판 된 것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

에서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 그리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중국과 북한 간의 혈맹 관계와 중국과 남한 간

의 적대 관계를 동시에 조성했고 이러한 관계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1970년대 말까지 그 기본 틀이 유지되었다.41)

한국은 타이완과, 중국 대륙은 북한과의 교류가 잦았으며 문학 분

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반공정책이,

중국은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41) 배경한, 「역사로 보는 한중 관계」, 『지식의 지평』 제9호, 2010, p. 146.



- 26 -

이 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말, 문혁을 비판한 주제로 구성

된 작품들이 한국에 번역·소개되었는데 중국의 상흔문학이 주를 이루었

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누그러진 이후에 김지하가 소개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김지하는 유신독재에 대한 운동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저항시인

으로 통했고 1979년 중국에 소개된 김지하는 애국시인으로 주목받았다.

교류가 소원해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상해방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

에 1970년대의 김지하의 문학으로 대변되는 그의 시는 15편이나 중국에

번역·소개되었다.

이 시기 김지하의 시가 중국에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문혁이 실

패한 지 3년이 되는 1979년이라는 시점과 문혁의 종결에 따라 중국의 문

예정책에서도 조정과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먼

저 1978년 5월에 열린 제3차 전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3차 회의에서 마오

둔은 "문예정책의 조정은 … 마오쩌둥 동지의 숙원"(孟昭毅 等, 2014:

891)이라고 하면서 언급42)했다. 순허윈, 류즈치양의 논문에 의하면 "쌍백

(雙百：百花齊放，百家爭鳴)"의 문예정책이 헌법에 기재되고 문예보는

1979년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연속으로 사상해방에 관련된 문예평론을 실

어 예술계의 사상해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음을 밝혔다. 또한 1978년 12

월 광저우(廣州)에서 설립된 중국외국문학학회는 중국의 외국문학 사업

이 새로운 역사발전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했

다.(孟昭毅 等, 2014: 891)43)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도 문학교류가 존

재했으나 왕성하지는 않았고 간헐적으로라도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의 문

학교류에서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의 경향은 그 시기 문예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 이후, 비록 한중 수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1980년부터 양국 관계는 완화의 양상을 보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44)이었다. 이후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양국

42) 순허윈, 류즈치양,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흐름과 사고」, 『아시아

리뷰』 제13호, 2017, p. 79.

43) 위의 글, p. 79.

44) 박재우, 앞글,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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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호전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류의 붐과 중국열(中國熱)이 일면서

양국의 학계는 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문학교류도 적극적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그러나 혐한론(嫌韓論)과 혐중론(嫌中論)도 양국 사회에서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그 뿌리가 또한 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양국의 교류 증대45)가 시종일관 긍정적 영향만을 가져온 것은 아

니었다.

공식적인 한중 수교가 시작된 이후, 본고가 제5단계로 제시한 시

기에 활동하기 시작한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시스템 운영의

성과와 활용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2.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성

과와 지원 정책

2.1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현황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을 세계인과 나누자"라는 구호를 발

판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정확히 대산문화재단보다

9년 늦게 출범한 셈이다.

현재의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기 전인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

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1979년부터는 당시 문화공보부의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1980년대부터 문예진흥원과 문화공보

부가 해외 출판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질적, 양적인 규모를 함께 갖추

어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이 사업의

주체였다가 1996년 5월에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금고가 발족하고 1990년대 후반기 사업을 주관했

다. 2001년 3월 한국문학번역금고는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한국문학금고와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

45) 배경한, 앞글,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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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았다.

1970년대부터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단

계는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인지도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에는 한국 고전 문학 입문서 및 현대 문학 입문서의 제작 발간, 해

외 거점 출판사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46) 1990년대에 출범한 대산문화재단

과 함께 한국문학번역원은 체계적이면서 극대화된 사업규모로 한중문학

교류의 제5단계를 다채롭게 채워갔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 지원이라는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문

학번역원은 출범 첫 해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해 전문 독자 300인과 일반 독자 300인

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번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자 할 때 역점을 두어야

할 개념으로 '한국적 특수성과 고유성'(54.8%)과 '세계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45.7%) 등을 거론하였다. 한편, 한국 문학을 번역

하여 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럽(39%), 미국(31%), 아시아(28%)의 순서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

다.47) 설문조사의 결과가 반영하는 수치와 무관하게 한국문학번역원 설

립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번역, 출간 지원 현황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영어 번역이 1순위었다. 영어는 모국어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외국어이고

동시에 영국과 미국을 겨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용어 1위라는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고 번역,

출간된 도서 가운데 세계 공용어 1위인 영어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나타

낸 언어가 중국어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연

구출판지원> 사업에서도 중국어 지원 건수가 2순위를 차지하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46) 장경렬 외, 『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2011, pp. 25~26.

47) 위의 글,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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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

권

영

어

불

어

독

어

스

페

인

어

러

시

아

어

중

국

어

일

본

어

베

트

남

어

스

웨

덴

어

터

키

어

몽

골

어

힌

디

어

불

가

리

아

어

세

르

비

아

어

이

태

리

어

체

코

어

루

마

니

아

어

인

도

네

시

아

어

아

랍

어

폴

란

드

어

번

역

지

원

366 143 125 103 98 237 148 66 15 17 28 3 10 8 34 29 15 3 10 19

출

간

지

원

207 138 109 83 69 136 89 52 17 14 20 3 9 7 25 30 13 3 9 17

연

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어

권

헝

가

리

어

네

델

란

드

어

리

투

아

니

아

어

포

르

투

갈

어

우

크

라

이

나

어

히

브

리

어

태

국

어

에

스

토

니

아

덴

마

크

어

스

와

힐

리

어

우

즈

베

키

스

탄

그

리

스

어

크

로

아

티

아

핀

란

드

슬

로

베

니

아

노

르

웨

이

아

제

르

바

이

잔

어

조

지

아

어

벵

골

어

카

탈

로

니

아

어

페

르

시

아

어

합계

번

역

지

원

7 3 6 7 2 1 3 2 1 1 5 2 1 2 1 2 4 1 - - - 1,528

출

간

지

원

7 4 5 5 1 1 3 2 0 0 2 2 0 1 1 1 0 0 1 1 1 1,088

[표2]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출간지원 현황(2001~2017년)

위의 [표2]의 데이터가 보여주듯 한국문학번역원은 출범이후 번

역 지원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언어권의 신청을 받았고 학계의 뜨

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외의 전문 번역자들

과 문인,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문학번역금고와 문예진흥원에

서 번역 지원 사업을 할 때 비해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소수 언어권 쪽

에서의 지원 신청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48)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1

48) 위의 글,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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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원서명 번역서명 작가 번역가 출판사 비고

1
2002

김동리 대표작

선
巫女圖 김동리 한매 上海譯文出版社 U/U"

2 오래된 정원 悠悠家園 황석영 진영영 Ink印刻出版(臺灣)

3

2003

미란 美蘭 윤대녕 박명애 上海文藝出版社 NU/N"U"

4 박목월시선 過客 박목월 허세욱 百花文藝出版社 N"U"

5 최인훈 소설선 廣場 최인훈 진영영 文史哲出版社(臺灣)

6

2004

홍성원 소설선 恭敬的暴力 홍성원 서경호 上海譯文出版社 U/U"

7
남녘사람 북녘

사람

南邊的人北

邊的人
이호철 최성덕 上海譯文出版社 U/U"

8 마이너 리그 漢城兄弟 은희경 한진건 作家出版社 NU/N"U"

9 2005 고양이 학교
貓咪魔法學

校
김진경

황난수 /

양순혜
新蕾出版社 U/U"

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국어권 신규번역지원 현황에 237건으로 나타났고

출판지원에 13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이완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데

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출판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번역지원공모 선정

작품 출판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이다. 전자는

번역지원 공모사업 선정 작품을 통해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 출판사에 현

지 출간에 대한 출판지원을 실시한다. 해외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고 동시에 출판지

원을 실시함으로서, 번역과 출판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후자는 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번역 및 출판 지원을 일원화한 새로운 제도이며 2014년부터 시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번역지원이 첫 단계 지원이라면 출판지원은 두

번째 단계로서 번역지원의 후속 지원에 해당한다. 번역지원과 출판지원

모두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최종적으로 해외에서 보급될

수 있는 것이 출판지원이기 때문에 출판지원을 통해 중국어로 출판된 도

서 목록을 정리했다.

[표3]2001~2018년(2018년 1분기까지) 한국문학번역 출판지원 작품

별표(*) 처리된 작품; 번역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샘플 번역을 지원한

후,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완역을 지원한 작품.

별표(**) 처리된 작품: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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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님의 침묵 情人的沈默 한용운 범위리 上海譯文出版社 U/N"U"

11
어느 무정부주

의자의 사랑

壹個無政府

主義者的愛

情

최수철
박명애/

구본기
作家出版社 N/N'/N"U"

12 오래된 정원 故園 황석영 장광군 上海譯文出版社 U/U"

13 원미동사람들
遠美村的人

們
양귀자 김소영 百花文藝出版社 U/N"U"

14 을화 乙火 김동리 한매 上海譯文出版社 U"

15
정지용시선(향

수)
鄉愁 정지용 허세욱 百花文藝出版社 -

16
한국 분단소설

선

黑暗之魂-韓

國分斷小說

選

윤 흥 길

외

김학철 /

임명신
上海譯文出版社 U/U"

17 한국희곡사 韓國演劇史 이두헌
자 형 /

한영희
中國戲劇出版社 -

18

2006

김약국의 딸들
金藥局家的

女兒們
박경리

호 미 /

문관규
上海譯文出版社 U/N"U"

19
너무도 쓸쓸한

당신
孤獨的妳 박완서

박선희 /

하동매
上海譯文出版社 U/U"

20 당신들의 천국 妳們的天國 이청준 김염 上海譯文出版社 U/U"

21 돈황의 사랑 敦煌之愛 윤후명
왕책우/

김호숙
百花文藝出版社 U/U"

22 손님 客人 황석영

김승일 /

마오 췐

메이

上海譯文出版社 U/U"

23 시인 詩人 이문열 한매 人民文學出版社 -

24
유안진시선집-

봄비한주머니-
春雨壹袋子 유안진 주하 百花文藝出版社 U/U"

25

2007

그 남자네 집
那個男孩的

家
박완서

왕책우/

김호숙
人民文學出版社 U"

26 새의 선물 鳥的禮物 은희경
박정원 /

방효하
人民文學出版社 U

27 옛우물 老井 오정희 허련순 百花文藝出版社 U/N"U"

28
젊은 날의 초

상
青春肖像 이문열

김태성 /

김성옥
文化藝術出版社 U/U"

29

2008

나목 裸木 박완서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30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永恒的母親 최인호

한진건/

박광희
作家出版社 NU/N"U"

31
조선민족 설화

의 연구

朝鮮民族故

事研究
손진태 전화민 民族出版社 N/N"

32 조선소설사 朝鮮小說史 김태준 전화민 民族出版社 U/N"U"

33 짐승의 시간 禽獸的日子 김원우 허련순 上海譯文出版社 U"

34 천둥소리 驚天雷聲 김주영 성룡철 上海譯文出版社 N"U"

35 홍어 洪魚 김주영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36

2009

가지 않은 길 未選擇的路 김문수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U"

37 금오신화 金鰲新話 김시습
권석환 /

진포청
嶽麓書社 U

38 모순 矛盾 양귀자 장기 上海文藝出版社 U"

39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
권석환 /

진포청
嶽麓書社 U/N"U"

40 삿뽀로 여인숙 劄幌旅店 하성란 허련순 上海譯文出版社 N/N"U"

41
아주 오래된

농담

非常久遠的

玩笑
박완서 김태성 上海譯文出版社 U/N"U"

42 토지 1
土地 第1部

第1卷
박경리

김호웅/

유광명 /
民族出版社 N/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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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금 /

김덕부

43 토지 2
土地 第1部

第2卷
박경리

김호웅/

유광명 /

김영금

民族出版社

44
휘청거리는 오

후
跘跚的午後 박완서 이정교 上海文藝出版社 U/U"

45 마당 깊은 집 深院大宅 김원일 김태성 中國社會科學出版社 U/U"

46

2010

백낙청 평론선

白樂晴分斷

體制民族文

學

백낙청

이욱연 /

쭈메이 /

쑨 하 이

룽

臺灣社會研究雜誌社

47 봉순이 언니 鳳順姐姐 공지영 김련순 中國二十壹世紀出版社 U/N"U"

48 멸치 鳀魚 김주영 권혁률 吉林大學出版社 U"

49

2011

김유정 단편선
金裕貞短篇

小說選
김유정 이옥화 吉林大學出版社 U"

50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天風星星與

詩·尹東柱詩

集

윤동주
배 다 니

엘
吉林大學出版社 U"

51 운현궁의 봄 雲峴宮之春 김동인 남광철 吉林大學出版社 U"

52 탁류 濁流 채만식 김련순 吉林大學出版社 U"

53 흙 泥土 이광수
이승매 ,

이용해
吉林大學出版社 U"

54 이호철 단편선
脫鄉-李浩哲

短篇小說集
이호철 최성덕 吉林大學出版社 U"

55 황제를 위하여 為了皇帝 이문열 한매 人民文學出版社 NU/N"U"

56

2012

깊은 슬픔 深深的憂傷 신경숙 서려홍 人民文學出版社 NU/N"U"

57 달려라, 아비 老爸，快跑 김애란 허선철 上海文藝出版社 N/N'/N"U"

58 도망자 이치도 逃亡神偷 성석제
김학철 /

정병남
上海文藝出版社

NU/N'/N"U

"

59 리진 李真 신경숙
서려홍/

설주
人民文學出版社

NU/N'/N"U

"

60 바이올렛 紫羅蘭 신경숙 허련순 人民文學出版社 N/N"U"

61 조선왕조의궤
朝鮮王朝儀

軌
한영우

김재민/

맹춘영
浙江大學出版社 U/N"U"

62 진달래꽃 金達萊 김소월 범위리 山東友誼出版社 N/U"

63 토지 3
土地第壹部

第三卷
박경리

유광명 ,

김영금
民族出版社 N

64

한국종교사상

사 2(유교사상

사 부분)

韓國儒學思

想史
금장태 한매 中國社會科學出版社 U"

65
한국현대문학

입문서

二十世紀韓

國現代文學

入門

이 남 호 ,

우 찬 제 ,

이 광 호 ,

김미현

한매 中國社會科學出版社 U"

66

2013

관촌수필 冠村隨筆 이문구
김염 (김

학철)
人民文學出版社 NU/N'

67 누들로드 面條之路 이욱정
한경아 /

홍미미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68 빛의 제국 光之帝國 김영하
설주(송

시진)
人民文學出版社

NU/N'/N"U

"

69 촐라체
壹如草芥的

塵世
박범신 김련란 吉吳軒出版社

NU/N'/N"U

"

70 채식주의자 素食主義者 한강 천일 重慶出版社
NU/N'/N"U

"

71 정약용의 철학
丁若鏞哲學

思想研究
백민정

이영남/

유옥홍
蘇州大學出版社 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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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수밭으로 오

세요

請到玉米地

來
공선옥 정혜

吉林出版集團譯文圖書

出版公司
NU/N"U"

73 장난감 도시 玩偶之城 이동하 허련화 浙江大學出版社
NU/N'/N"U

"

74

2014

검은 사슴 玄鹿 한강 김련순
吉林出版集團譯文圖書

出版公司
U"

75 고령화 가족 高齡化家族 천명관 공연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76
나의 삼촌 브

루스 리

我的叔叔李

小龍
천명관 설주

北京文通天下圖書有限

公司（天津人民出版

社）

NU/N'/N"U

"

77
낯선 시간 속

으로

走向陌生的

時光
이인성 최성용

吉林出版集團譯文圖書

出版公司
NU/N"U"

78
내 여자의 열

매
植物妻子 한강 최유학 上海文藝出版社

NU/N'/N"U

"

79
랩소디 인 베

를린
柏林狂想曲 구효서

설 주 /

서려홍
譯林出版社

NU/N'/N"U

"

80
세계의 끝, 여

자친구

世 界 的 盡

頭，我的女

友

김연수 이연
吉林出版集團譯文圖書

出版公司
U"

81
소년을 위로해

줘
安慰少年 은희경 서려홍 花城出版社 N/N'/N"U"

82
아제아제 바라

아제
葉落彼岸 한승원 량복선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83 여덟 번째 방 第八個房子 김미월
이승매/

이용해

上海雙九文化公司（山

東文藝出版社）

NU/N'/N"U

"

84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狐貍呀，妳

在幹什麽？
조영아 서려홍 花城出版社

NU/N'/N"U

"

85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逝去公主的

孔雀舞
박민규 왕기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86 침이 고인다 禽滿口水 김애란 허선철 上海文藝出版社 N/N'/N"U"

87 카스테라 卡斯提拉 박민규
박정원 /

방효하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88 회색인 灰色人 최인훈 장위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89
과수원을 점령

하라
占領果園 황선미

왕책우/

백창용
接力出版社 N/N'/N"U"

90
꼬리 잘린 생

쥐

斷尾巴的小

家鼠

글: 권영

품, 그림:

이광익

정 걸 /

우입극
機械工業出版社 N/N'/N"U"

91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愛頂嘴的小

女孩兒

글: 유은

실, 그림:

권사우

리옥화 機械工業出版社 N/N'/N"U"

92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鬧鬧騰騰蔚

藍小區

글: 김려

령, 그림:

신민재

왕녕 機械工業出版社 N/N'/N"U"

93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木刻八萬大

藏經的秘密
박상진

김재민/

장린
浙江大學出版社

NU/N'/N"U

"

94 예술철학 藝術哲學 박이문 정희선 北京大學出版社
NU/N'/N"U

"

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

리 옛이야기

백가지 1

很久很久以

前-韓國經典

民間故事

서정오
호 미 /

문관규
山東畫報出版社

NU/N'/N"U

"

96
한국의 전통

연회

韓國的傳統

戲劇
전경욱 문성재 復旦大學出版社 N/N'/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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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

7년의 밤** 七年之夜 정유정 서려홍

北京文通天下圖書有限

公司（天津人民出版

社）

NU/N'/N"U

"

98 검은 꽃 黑色花 김영하
박선희 /

하동매
浙江文藝出版社

NU/N'/N"U

"

99
낭만적 사랑과

사회

浪漫之愛與

社會
정이현

왕염려/

김용
民族出版社 NU/N'/N"

100

달에게 들려주

고 싶은 이야

기**

想要說給月

亮聽的故事
신경숙 천일 漓江出版社

NU/N'/N"U

"

101 서편제 西便制 이청준 전화민 浙江大學出版社 U/N'

102
식물들의 사생

활

植物的私生

活
이승우 정생화 上海譯文出版社 N/N'/N"U"

103 아들의 겨울 兒子的冬天 김주영 김애령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N'/N"U"

104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化身九雙鞋

的男人
윤흥길 왕책우 浙江大學出版社

NU/N'/N"U

"

105
악기들의 도서

관
樂器圖書館 김중혁

한경아 /

홍미미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06 왕을 찾아서 尋覓王者 성석제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107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幸福的人不

看鐘
은희경 장위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08
오늘 그리고

내일의 노래

今天與明天

的歌
김남조

정동매/

김금룡
江蘇鳳凰文藝出版社 N/N'/N"

109 관계 關系

글: 안도

현, 그림:

이혜리

서정애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

110 항아리 壇子 정호승 김명순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11 문명과 바다 深藍帝國 주경철
유 창 /

진원
北京大學出版社

NU/N'/N"U

"

112 차마고도* 茶馬古道

KBS 차

마 고 도

제작팀

공 연 /

박성률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

社
N/N'/N"U"

113
철학이 필요한

시간

需要哲學陪

伴的時間
강신주

이맹맹 /

이해란

商務印書館(香港)有限

公司
N/N"

114 한국의 풍속화 韓國風俗畫 정병모
김청룡 /

조량
商務印書館

NU/N'/N"U

"

115

2016

그녀의 눈물

사용법

她的眼淚使

用法
천운영 장위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16 길 위의 집 路上的家 이혜경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N/N'/N"U"

117
나의 집을 떠

나며
離家 현길언 한매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118 더러운 책상 骯臟的書桌 박범신 서려홍 人民文學出版社
NU/N'/N"U

"

119 만남 相會 한무숙 량복선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

120 백의 그림자 壹百個影子 황정은 한예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21 비행운
妳的夏天還

好嗎？
김애란 설주 人民文學出版社

NU/N'/N"U

"

122 연어 鮭魚 안도현 천일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N'/N"U"

123
일요일 스키야

키 식당

星期天日式

火鍋餐廳
배수아 손학운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124
조선 국왕의

일생

朝鮮國君的

一生

규 장 각

한국학연

안정훈 /

왕남
江蘇人民出版社

NU/N'/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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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125 좀비들 僵屍村 김중혁 김련란 上海譯文出版社
NU/N'/N"U

"

126 친절한 복희씨 親切的福姬 박완서
이정교 /

천야난
清華大學出版社

NU/N'/N"U

"

127
퀴르발 남작의

성

庫勒巴爾男

爵的城堡
최제훈 왕녕 華中科技大學出版社

NU/N'/N"U

"

128 터널 隧道 소재원 우롱화 上海譯文出版社 N/N'/N"U"

129
테오도루 24번

지

泰奧多爾 2 4

號
손서은 갈증나

Trendy Publisher(臺

灣)

130
한국 도시디자

인 탐사

韓國城市設

計
김민수

박정봉/

도의
上海交通大學出版社 N/N'/N"U"

131

2017

회재집교주 晦齋集校注 이언적

赵 顺 姬

标点 苏

岑校注

上海古籍出版社
NU/N'/N"U

"

132 두더지의 고민 鼴鼠的煩惱
글 /그림

김상근
허연유 青林出版社(타이완)

133 숲 속 사진관 森林照相館 이시원 허연유 青林出版社(타이완)

134 쵸가 말한다
小狐狸說話

了
강혜숙 소의정 暖暖書屋(타이완)

135 한국이 싫어서
因為討厭韓

國
장강명 왕품함 布克文化(타이완)

136 배고픈 꿈이
肚子餓的小

青蛙
김삼현 소의정 暖暖書屋(타이완)

137 2018 소년이 온다 少年來了 한강 윤가현 漫遊者出版社(타이완)

한국문학번역원은 기존의 완역 원고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014년부터는 샘플 번역을 선 지원한 후, 해외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는 것으

로 변경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출판된 도

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문학작품과 아

동문학, 인문/사회학 도서로 구분하여 현대문학작품에 소설, 시, 수필, 희

곡을, 인문/사회학에 고전, 평론, 문학 이외 기타 일반 한국도서를 포함

시키고자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받은 137건의 중국어 번역 도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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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인문/사회학 분야의 출판지원 건수는 22건으로, 도서의 유형을 구

분 없이 통계했을 때 타이완에서 출판된 도서의 지원건수가 10건으로 나

타났다. 중국어 번역 출판 도서의 인문/사회학 분야 가운데 타이완에서

의 출판지원을 제외하면 21건이다. 이 21건 중에, 한국문학 관련 도서에

해당하는 것은 이두헌의 『한국희곡사』, 손진태의 『조선민족 설화의

연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김시습의 『금오신화』, 일연의 『삼

국유사』, 이남호/우찬제/이광호/김미현의 『한국현대문학입문서』, 서정

오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옛이야기 백가지 1』 등 7편의 중국어 번

역 출판이다.

중국어 번역 출판 도서의 한국현대문학작품에 해당하는 도서의

건수는 104건, 이 가운데 타이완에서 출판된 것은 5건이다. 아동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한국어 도서의 중국어 번역은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

황선미의 『과수원을 점령하라』, 권영품/이광익의 『꼬리 잘린 생쥐』,

유은실/권사우의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김려령/신민재의 『요란요

란 푸른 아파트』, 안도현/이혜리의 『관계』, 정호승의 『항아리』 등 7

건이다. 타이완에서 출판된 아동문학은 4건으로 나타났다. 아동문학 분야

는 처음부터 기획된 사업이 아니라 2009년부터 세계 출판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춘 분야라는 판단으로 신설된 제도였다. 2005년에 출판지원을 받

아 출판된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는 지정 공모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의 자유 공모 제도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받은 중국어 번역 도서 중 한국현

대문학작품의 건수가 최대이긴 하지만 소설과 시 장르가 많은 반면 수필

혹은 희곡은 지금까지(2018년 1분기를 기준)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문학

번역원의 지원을 통해 출판된 중국어 번역 한국현대문학작품은 장편소

설, 중단편소설집, 시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기 출판된 작품

집을 그대로 번역한 도서로 집결된다.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

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관련 도서는 번역자가 직접 편역하거나 연구

물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는 한국문학 작품집을

그대로 옮겨 번역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작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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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0년대(2) 이광수, 김동인

2 1920년대(4) 채만식, 한용운(시인), 김소월(시인), 정지용(시인)

3 1930년대(4) 김동리, 김유정, 윤동주(시인, 재만 시절 발표), 박목월(시인)

4 1940년대(1) 한무숙

5 1950년대(6) 최인훈, 이호철, 서기원, 박경리, 김문수, 김남조(시인)

6 1960년대(13)
황석영, 홍성원, 김원일, 이문구. 전상국. 윤흥길. 이청준. 윤후명. 오정희.

최인호. 이동하. 한승원, 유안진(시인)

7 1970년대(7) 양귀자. 현기영, 박완서, 이문열, 김원우, 김주영, 박범신

8 1980년대(11)
공지영, 최수철, 이창동, 임철우, 신경숙, 성석제, 이인성, 구효서, 이승우,

이혜경, 현길언

9 1990년대(8) 김영하, 하성란, 한강, 공선옥, 은희경, 김연수, 윤대녕, 배수아

10 2000년대(12)
김애란, 김미월, 조영아, 박민규, 정유정, 정이현, 천명관, 김중혁, 천운영,

황정은, 최제훈, 소재원

11 2010년대(1) 손서은

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002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통해 출판된 중국어

번역본인 한국현대문학 도서는 69명의 소설가와 시인의 작품으로 이루어

졌다.

[표3-1] 출판지원을 통해 출판된 한국현대문학 작품의 작가 목록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통해 시인 7명과 소설가 62명의 작

품이 중국어로 번역·소개되었는데, 한국현대문학의 시초를 알렸던 작가

춘원 이광수부터 10년 단위로 하여 시기별로 등단한 작가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작가 현기영, 이창동, 임철우, 김원일, 이문구, 서기원, 전상국, 윤

흥길은 『한국 분단소설선』에 실린 작가이다. 1960년대, 1980년대, 2000

년대에 등단한 작가의 경우 10명 이상으로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어 번역·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된 어느 연대의 작가가 누락되지

않고 각 시대마다 대표적이었던 작가의 작품이 균일하게 출판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10년을 단위로 한 각 연대별로 등단한 작가가 최소 1명은

소개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도서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의 제도

는 수정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사업은 한

결같이 고르게 진행되었으며 추가 확대되는 제도는 있어도 사라지는 제

도는 없었다. 아래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이러한 운영성과의 바탕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사업내용과 그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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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것이다.

2.2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지원 사업 내용과 특징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과 출판지원 사업은 2001년 기관 설립

을 시작으로 하지만, 중국어권의 출판지원의 시작은 2002년부터였다. 번

역지원에서 출판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번역지원/출판지원 공모에 신청해

야 하고 신청 접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49) 번역원고를 담당자에

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아닌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접수를 한

다. 초창기 일 년에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던 형식을 바꿔

2003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눠 번역 지원 대상자 선정 사업을 시행하

다가 지금은 4분기로 나눠 일 년에 4차례 공모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

졌다. 아울러 번역자가 자체적으로 번역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자유 공

모 제도를 실시해왔다가, 지정 도서 공모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에 한

국 문학 번역 지원 분야에서 처음으로 지정공모제를 시행하였고 2010년

까지 4년 동안 총 100권을 선정하여 번역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

유 공모 방식, 지정공모 방식, 기획 번역(지정공모 과제에 대한 번역 지

원 신청이 없었거나 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시행하는 번역을 말하

며, 이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사회를 거쳐 실력이 검증된 번역가들에

게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을 통한 번역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비록 지정공모제가 일부 시행되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 한국문학

번역원의 번역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은 주로 자유 공모제에 의한 것이었

다. 이를 탈바꿈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한국 도서와 문학을 해외에 소

개할 때 필요한 도서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조사 및 심의하고, 이렇게

선정된 도서를 "번역 지원 대상 도서"로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49)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에 관하여 부록에 [별첨1]로 제시

한다. (www.ltikorea.or.kr/application/index.do 참조.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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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은 대표성 있는 도서의 번역·출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판단에서 출발되었다. 제도 시행의 과정에 마찰을 줄

이기 위해 우선 1/4분기와 2/4분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유 공모제

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3/4분기부터는 전적으로 지정공모제에 의해 선

정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010년부터는 한국 도서의 대표성 및 세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대상도서'를 선정해왔다. 작가, 번역가,

출판 관계자 및 일반인의 추천을 통해 접수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번역지

원 대상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고(총 501종) 이 작품들

을 대상으로 번역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014년에 번역·출판지원 사업의 시스템을 개편하였는데 번역지원

사업은 2분기부터 작품 전체를 번역하는 완역 지원에서 샘플 지원 중심

으로 변경되었다. 샘플번역과 함께 각 작품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전문가

들에게 의뢰 작성하게 함으로써 현지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한국 도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완역 지원의 경우 최

소 1년 이상의 번역 기간이 소요되어 한국문학의 시의성이 반감하는 단

점을 보완했고, 번역에서 출판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50)

같은 해, 역시 2분기부터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을 일원화한 '해외

출판사 번역출판지원' 시스템을 추가 도입했다.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

원' 사업이 기존의 '번역지원공모 선정작품 출판지원' 사업과 부동한 점

은 전자가 번역지원공모에 선정된 작품이라는 전제가 있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전제가 없이 한국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번역·출간을 준비

중인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은 간접적인 경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한국문학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추가

보급된 제도는 '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번역신인

상'의 도입이다.

50) 한국문학번역원, 「2014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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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아카데미는 2년을 단위로 하는 특별과정과

정규과정 두 분야로 나뉜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 출범한 시기에는

장기적인 번역 트레이닝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번역 아카데미 전신이

라고 할 수 있는 번역 강좌가 있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신

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수강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2003년,

2004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단기집중과정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격주 1회 수업을 진행했다. 2006년에는

수강생의 번역 실력에 따라 기초반과 전문반으로 나누어 강의하기 시작

했는데, 15개 언어권 90여 명(기초반: 15개 언어권 60여 명, 전문반: 4개

언어권 30여 명)이 참여했다.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

어권 전문반에는 전담 교수가 지도하는 가운데 5회에 걸쳐 문학 번역 과

정이 포함된 번역 실습이 진행되었다. 번역 강좌는 번역에 대한 훈련만

이 아니라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 기행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작가

와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문

학번역원은 이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문학 월례강좌를 개설하고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 세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

기도 했다.

2007년 '한국 문학 번역가 과정'은 2월에서 3월까지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권의 수강생

을 서류 전형, 샘플 번역, 면접을 통해 선발한 다음, 4월 초에 개강했다.

수강생은 내·외국인 56명(영어 12명, 독일어 8명, 프랑스어 7명, 스페인어

5명, 러시아어 8명, 중국어 8명, 일본어 8명)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의 번역 교육 과정 운영 경험은 2008년으로 이어져 '한국

문학 번역 아카데미'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번역 아카데미는 언어권

뿐만 아니라 번역 실력과 수업 수준 및 강도에 따라 '정규과정', '특별과

정', '단기집중과정'으로 강의 과정을 확대 개편하였다. 커리큘럼은 번역

실습 위주였고, 강사진은 언어권별 번역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정규과정'은 원어민 전문번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고, 유럽 및

미국의 학제에 맞추기 위해 9월에 개강하여 6월에 종강하는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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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해외 대학의 한국학과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왕복항공

권과 체재비를 제공하는 연수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과정'은 2007년의 '한국 문학 번역가 과정'과 동일한 체제로

운영되었다. 2001년부터 '한국 문학 번역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의 명목

하에 한국 문학 번역에 뜻이 있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외 대학의 한국학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에 대한 등록금 및 체재비(월

100만원)를 지급하는 장학 지원이 있었는데 2007년과 2008년에는 번역

아카데미 특별과정 수강으로 번역 과제물을 대체하였고, 2009년부터는 '

번역 아카데미' 정규과정 연수지원 제도에 흡수되었다. 아쉬운 점은 장

학 지원 수혜자들의 번역 과제물에 대한 평가나 활용 방안이 다소 미흡

했다는 점이다.

'단기 집중 과정'은 여름방학 10~11주 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수업은 매주 6간씩(번역실습 4시

간, 번역 이론 2시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7월에는 2~3일 간의 번역

캠프를 개최했다.

이 시기 번역 아카데미의 '정규과정', '특별과정', '단기 집중 과

정'은 모두 1년 단위 과정이어서,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해줄 대안이 없었는데, 2009년에 '심화과정'이 신설되었다. '심화

과정'의 수강생은 번역 아카데미 수료생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각 언어권 담당 교수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영

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에서 총 17명이 선발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세 언어권 외에 프랑스어권이 추가되어 26명이 심화교육을 받았다. 수업

은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3시간씩, 총 1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번역 아카데미의 우수 수료자들에게 번역 기회를 제

공하고 번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번역 아틀리에가 신설되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

언어권에서 선발된 15명의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들은 번역원에서 의뢰한

번역 작업을 담당하고, 번역 이론 및 출판에 관한 특강, 번역 세미나 등

을 통해 전문 번역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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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는 2003년 번역인력 연수지원으로 처음 시

작되어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 이루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번역아

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문학번역 교육기관으로 번역 대학원대학교로의 전

환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2년제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에는 전해 9월 과정을 시작한 정규과정

제7기 수강생 23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정규과정을 2년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규과정 1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2년차 수강생

을 선발하는 동시에 신규 수강생 선발을 진행하였다. 정규과정에 이어

특별과정도 2015년부터는 각각 1년제로 운영해오던 번역아카데미 특별과

정과 심화과정을 통합하여 2년제 특별과정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1학기

(4월~7월), 2학기(9월~12월)로 구성되는 특별과정은 매주 1회, 평일 19시

부터 두 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며 수료증은 1년 단위로 수여한다. 본 과

정에서는 실질적인 번역의 제 문제를 다루는 번역실습과 더불어 작가와

의 공동번역작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51) 이밖에 번역아

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학점교류 MOU를 맺고, 두 기관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지원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상>과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시상하는 제도는 한국문학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이다. 먼저 한

국문학번역상은 우수한 한국 문학 번역가를 격려하고 한국 문학 번역의

질적 향상 및 해외 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격년제로 시

상해왔다. 제4회(1993년~1999년)까지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해 진

행하다가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출범하면서 제5회 시상부터는 번역원

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제7회 시상까지는 시상연도 기준이 지

난 5년간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한국 문학 작

품 중에서 응모 혹은 추천을 받아 후보를 뽑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비심

사,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언어권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각 언어권의 내국

인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2007

년 제8회부터는 응모 방식을 폐지하고 지난 2년간(2005년 1월1일부터

51) 한국문학번역원, 『2015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16,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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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한국의 현대

및 고전문학작품(집) 중 2종 이상의 번역서 출판 실적이 있는 번역가의

작품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격년제로 시행되던 한국문학번역상이 2014

년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부터 처음으로 연 1회 수상으로 바뀌어 지

난 1년간(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해외에서 출판된 모든

한국 문학 도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52)

한국문학번역상이 기존의 번역가에 대한 시상제도라면 한국문학

번역신인상은 차세대 번역가 발굴을 위한 것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시상은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제였다. 2003년 영·불·독·스페인어

권으로도 확대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영어권만이 수상자를 냈지만

2004년부터는 다른 언어권에서도 수상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

터는 난이도 차이를 해소하고 번역 가치가 더 높은 작품에 대한 번역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공모에서 지정공모로 전환했다. 또한 이때부터 언어

권도 7가지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

본어)로 확대되었다.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연계 제도를

기획하고 도입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

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세계 언어권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을 고찰해보았는

데,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성과와 사업내용 및 기타 연계 제도가 만나

일으키는 반응으로부터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출판지원을 통해 각 시대별 작가의 작품이 균일

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가, 번역자/심사/독

자, 출판/출판사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취한다.

(1)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가

앞에서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작품과 그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등단시기에 따른 분포를 이미 고찰했다. 집중 소개된 작가들로는 1960년

52) 한국문학번역원, 앞글, 2015,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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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980년대, 2000년대에 등단한 문인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1990년대와

1970년대, 1950년대이다. 즉, 소개된 작가의 등단시기가 1960년대부터 그

이후로 밀집되었는데 현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와 현재 작품 활동

이 활발한 작가가 대부분이었다. 작가별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통해 중국에서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건수를 통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작품집 2건 이상 소개된 작가

박완서의 작품집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너무도 쓸

쓸한 당신』(1998), 『그 남자네 집』(2004), 『나목』(1976), 『아주 오

래된 농담』(2000), 『휘청거리는 오후』(1977), 『친절한 복희씨』(2007)

로 나타났다. 박완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며, 책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주목받고 베스트셀러 목록이 추가되는 기록을 세운

작가이다. 그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사후 급속

히 판매고가 올라가자 문단에서도, 저널리즘에서도, 시장에서도 최고 가

치를 인정받으며 주목받았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대중작가라고

비판받았던 때도 있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한국소설사의 거장

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독자들이 가장 먼저 읽기 시작했으며, 베스트셀러

라는 현상 속에서 평가되었다.53)

그 뒤를 이은 작가는 은희경, 김주영, 신경숙인데 작품집이 각 4

53) 이선미, 「한국 근현대사와 박완서-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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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씩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숙과 은희경은 90년대의 대부분을 삼

십대로 살아온 이른바 90년대 작가들이다.54) 은희경은 1990년대 등단하

였고 4건의 작품집으로 『마이너리그』(2001), 『새의 선물』(1995),

『소년을 위로해줘』(2014),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1999)였다. 1970년대에 등단한 김주영의 4건의 작품집은 『천둥소리』

(1986), 『홍어』(1997), 『멸치』(2002), 『아들의 겨울』(2005)로 나타났

다. 신경숙은 1980년대 등단했고 작품집 『깊은 슬픔』(1994), 『리진』

(2007), 『바이올렛』(2001),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단편 소설

집, 2013)가 번역 출간되었다.

작품집 3건이 번역, 출판된 작가로는 이문열, 김애란, 한강이다.

1970년대 등단했던 이문열의 작품집으로는 『시인』(1991), 『젊은 날의

초상』(1981), 『황제를 위하여』(1982)가 번역 출판되었고 2003년에 등

단했던 김애란의 작품집은 『달려라, 아비』(단편 소설집, 2005), 『침이

고인다』(2007), 『비행운』(단편 소설집, 2012)로 나타났다. 한강은 최근

맨부커상을 수여해 화제의 중심에 서있던 작가인데 1990년대 등단했다.

작품집 『채식주의자』(2015), 『검은 사슴』(1997), 『내 여자의 열매』

(2000)가 번역 출판되었다.

3~6건씩 비교적 많은 종의 작품집이 번역 출판된 작가들은 모두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등단한 작가였으며 동시에 이 시기는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가의 등단시기가 집중된 시기이기도 하다.

(2) 번역자/심사/독자

가. 번역자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을 받아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

학 도서의 경우, 공동번역의 케이스가 다소 많은 편이다. 번역자들은 대

부분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재직 중인 교수, 한국의 대학교에서

54)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신경숙, 윤대녕, 장

정일, 은희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90년대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Ⅱ』, 서울: 문학

동네, 199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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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에 재직 중인 강사 혹은 교수, 프리랜서 전문 번역가, 재한

중국 유학생, 중국의 작가협회 회원,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정번역가(KLTI

Translator), 통·번역가, 주중 한국문화원 한국어 강사, 번역 아틀리에 번

역가, 에이전트, 일반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

다. 공동번역 팀은 통상적으로 출발어권과 도착어권의 원어민이 협력하

여 번역과제를 수행할 때가 많았다.

나. 심사

출판지원은 번역지원이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번역지원의 경우 샘플 번역을 먼저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의 출간계약

이 성사되면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용

한다. 번역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

다. 1년에 4분기로 나눠 네 차례의 번역지원 공모를 시행하고 있고 분기

당 장르 불문하고 2편까지 신청 가능하다. 번역자는 번역 대상작품을 자

유롭게 선정하거나 한국문학번역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안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도 있다. 번역 심사는 샘플원고로 평가하고

제출 시 번역원고에 해당하는 도서원문 스캔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심사는 4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먼저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한국문학번역원 해당 언어권 담당자의 내부심사를 통해 서류 미비 여

부, 해당 작품의 해외출판 저작권 계약사항 등을 확인"한다. 예비심사에

서 통과된 작품에 한하여 1차 중국인심사위원이 "번역결과물의 유창성,

가독성, 문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심사자는 "중

국어권 유수 출판사 편집자 등 중국의 출판전문가"로 정한다. 1차 심사

에서 통과되면 2차에서 한국인심사위원이 "원작의 이해도 및 표현의 적

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한국의 중국현대문학 전공교수

등의 전문가"가 심사자로 되어있다. 최종심사는 2차 한국인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심사 대상은 2차 심사 작품이다. "1, 2차 심사 점수와 평가

를 바탕으로 번역의 완성도 등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번역지원 대

상자가 선정된다. 최종선발까지 심사에서 우선시되는 채점기준이 원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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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원문과의 등가성, 가독성을 비롯한 번역의 완성도, 현지 수용성

등이다.55) 이를테면 2017년 4분기 중국어 번역지원 공모에 선정된 번역

작품의 심사평에 "자연스러운 표현과 높은 가독성", "원문에 충실하면서

도 문장구조의 전략적인 전환으로 가독성이 높은" 번역이라는 평가에서

심사기준을 보아낼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이후 번역결과물의 완역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수정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다. 독자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지원을 통해 출판된

도서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범위의 독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중국어로 출판된 도서 가운데 출판 종류가

많은 고전문학, 문학사류, 현대문학작품의 범주가 다수를 차지한다. 주로

한국문학 연구자에게 확률이 높은 종류이다. 반면, 비문학 인문/사회학

범주의 도서와 아동문학 장르의 도서는 출판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출판과 출판사 특징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번역지원 공모사업 선정 작품을 통해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 출판사에 현지 출간에 대한 출판지원을 실시한다.

이 출판지원 제도는 번역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의 샘플번역원고를 먼

저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작품의 나머

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고 동시에 출판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번역지원 최종선발 이후 완역평가를 거친 번역결과물은 별도의 작가 소

개 자료와 함께 저작권 에이전트 및 해외출판사에 제공되며 저작권 계약

과 함께 해외출판사와 해당 번역가 사이에 번역 계약이 체결되면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지원을 한다. 이때 해외출판사는 출판지원신청

55)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https://www.ltikorea.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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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작권자와의 출판계약서, 번역자와의 출판계약서, 출판예산안 및 번

역출판 계획서, 출판사 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약정

체결 완료 후 기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번역지원금을 선후불로 분할하

여, 선불금을 번역가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작품 번역이 완료된 후

출판사가 최종 출판원고를 제출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에게 번역

후불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출판사에 출판지원 선불금을 지급한다.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이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출판제도는

한국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한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번역 및 출판 지원

을 일원화한 제도이다. 해외출판사는 번역출판지원 신청서, 출판사와 한

국 저작권자 간 체결한 해외 출판 계약서, 출판사와 번역가 간 체결한

번역 계약서 (번역료는 현지 요율 및 본원내규에 따름), 번역가 이력서,

출판사 소개 및 예산안이 포함된 출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

은 지원 시스템의 흐름을 따라 해외출판사, 번역자, 저자, 한국문학번역

원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해외출판사 섭외문제에 있

어서는 저작권 에이전트의 활약이 관건적이다.

2014년부터 도입된 번역·출판 일원화인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

원'을 받아 출판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도서에 톈진인민출판사(天津人

民出版社)에서 출판된 『7년의 밤(七年之夜)』과 리강출판사(漓江出版社)

에서 출판된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가

있다. 톈진인민출판사는 1950년 중국의 지방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인민

출판사이고 리강 출판사는 1980년 구이린(桂林)에서 설립된 중외문학 도

서를 핵심으로 출판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도서가 가장 많은 건수로 출판된 출판사는 상하이역문출판사(上海

譯文出版社)였다. 상하이역문출판사의 한국문학 도서의 중국어 번역 출

판은 무려 25건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15건을 출판시킨 화중과기대

학출판사(華中科技大學出版社), 11건을 출판시킨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

學出版社), 7건씩 출판시킨 상하이문예출판사(上海文藝出版社)와 지린대

학출판사(吉林大學出版社), 6건씩 출판시킨 백화문예출판사(百花文藝出版

社)와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가 뒤를 이었다. 기타 출판사의 출판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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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하로 나타났다.

3.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성과

와 지원정책

3.1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현황

대산문화재단은 1992년 겨울에 설립되었고, 이 시기 국가적 측면

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던 때였으며 국가뿐만 아

니라 기업출현 형태로 민간재단에서도 문화예진흥사업에 관심을 기울였

다. 대산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 "민족자본형성", "창작문화 창달", "

국제문화교류"를 취지로 삼고 한국의 문화 내지 문학의 발판을 다지는

데 큰 힘을 선사했다. 순서대로 앞의 두 구호는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시책과 겹치는 부분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뒤의 두 구호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것의 보조적 역할의 시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

역·출판 현황을 살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고는 "국제문화교류" 사업

에 핵심을 두고 고찰할 것이다.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지원 사업이 개시되었고 현재 <한국

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으로 불리는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기

존의 <한국문학 번역지원>과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을 통합하

여 새롭게 시행한 프로젝트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어 온 <한

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은 한국 문학작품을 주로 영어, 불어, 독일어, 스

페인어라는 4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의 출판까지 지원을 도모

하였다.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도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한

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

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해왔다. <한국문학 번역지원>은

1993~2009년까지,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은 1994~2009년까지 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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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 7 1 2 3 1 - - 2 - 4 - 1 - - - - - - - - 21

B 6 3 6 - - - 1 1 1 1 - 4 - 3 - - - - - - 26

C - - 2 5 1 - 1 1 - 1 1 - - - - - - 1 - 1 14

D 3 3 10 12 1 2 2 1 - 2 1 5 2 5 5 2 - 2 4 - 62

E - - 2 6 3 - - 1 - 2 1 1 - - 1 - - - - 1 18

F 12 - 6 - - - - - - 1 - - - - - - 1 - - - 20

G 1 - - - - - - - - - - - - - - - - - - - 1

(1)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 사업은 한국학 연구자

양성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의 대상 언

어가 아닌 언어로의 한국문학 번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범위를 인문학으로 한정하였다. 1994년부터 2009

년까지의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은 "연구(A)", "연구 출판

(B)", "번역(C)", "번역 출판(D)", "출판(E)", "장학(F)", "학술회의(G)", 세

미나와 포럼 혹은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으로 충당되는 "기타

(H)" 지원 사업 등 실적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21/26/14/62/18/20/1/3건

이다.56) 이렇게 볼 때 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

역은 2009년까지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4]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57)

56) 연구: 외국어로 된 한국(문)학 관련 연구를 지원.

연구 출판: 외국어로 된 한국(문)학 관련 연구와 그것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 지원.

번역: 인문학 서적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원.

번역 출판: 인문학 서적(문학·언어·역사·철학·종교·지리 등) 번역 이후, 도착어권에서

의 출판까지 지원.

출판: 외국어로 된 한국의 문화 내지 문학에 대한 연구거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지

원.

장학: 한국(문)학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에 대한 지원.

학술회의: 한국문학국제학술회의(1996) 지원.

57)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20년사: 한국문학과의 동행 그리고 미래 1992~2012』,

서울: 대산문화재단, 2013, pp. 321~3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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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 1 - - - - - - 1 - - - - - - - - - - 3

계 30 7 27 26 6 2 4 6 1 12 3 11 2 8 6 2 1 3 4 2 165

구분 연도 사업명 원작자 지원 대상 발행 출판사 비고

A

2004 최서해 문학연구 - 김성옥 -

2008

한국 현대시의 기원과

발전: 한국 현대시와

한문학의 전통

- 윤해연 -

B

1996
한국고소설사(韓國古小

說史稿)
-

김관웅(金寬

雄)

중국 옌볜대학출판사(延邊

大學出版社), 1998 출판
-

1997

광복전 중조연극사 비

교연구(光復前中朝演劇

史比較研究)

-
김해룡(金海

龍)

중국 뚱베이조선민족교육

출판사(東北朝鮮民族教育

出版社), 1999 출판(한국

어로 집필)

-

2005

『해방 60주년 기념 재

중조선민족문학대계』

1차분 10권

- 채미화 한국 보고사

2006

한국 詞문학(韓國詞文

學)
-

이승매(李承

梅), 김시업

(金時鄴)

중국 민족출판사(民族出版

社), 2008 출판(한국어로

집필)

-

『해방 60주년 기념 재

중조선민족문학대계』

2차분 10권

- 허휘훈 한국 보고사

2007

『해방 60주년 기념 재

중조선민족문학대계』

3차분 10권

- 허휘훈 한국 보고사

C 2005

황석영 중단편선집(客

地-黃晳暎中短篇小說

選)

황 석 영

(黃晳暎)
원영혁

중국 인민문학출판사(人民

文學出版社)

심청 황석영 김성욱 -

D

1994
한국소설명저감상(韓國

小說名著鑒賞)
-

최웅권(崔雄

權)

중국 옌볜대학출판부,

1995 출판
-

1995

한국문학사(韓國文學

史)

조 윤 제

(趙潤濟)

장롄궤이(張

璉瑰)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

1998 출판

-

사람의 아들(人的兒子) 이 문 열 고종문(高宗 중국 학림출판사(學林出版 -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 사업에서 대산문화재단

은 20개의 언어에 대하여 지원을 했고 그 가운데 지원건수를 살펴보면,

영어가 30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건수가 27건으로 나타난

중국어다. 대산문화재단의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의 중국어에

대한 지원은 1994년이 시초였고 "번역 출판(D)" 항목이었다. 중국어에

대한 지원은 "연구(A)", "연구 출판(B)", "번역(C)", "번역 출판(D)", "출

판(E)", "장학(F)", "학술회의(G)", "기타(H)" 항목에 나타났으며 그에 따

라 나열한 프로젝트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5]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_중국어 부문>(199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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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烈)
文)/(衛為、

枚芝)
社), 1998 출판

1997
한국현대문학사(韓國現

代文學史)

김 윤 식

(金允植)

김 향 ( 金

香)， 장춘

식(張春植)

중국 민족출판사, 2000 출

판
U/U"

2001

한국인이 즐겨보는 단

편소설(感動韓國人的短

篇小說)

박 완 서

외 9인

김경선(金京

善)

중국 민족출판사, 2008 출

판
N/N"

2002
한국현대명시선집(韓國

現代名詩選讀)

김 소 월

외

윤해연(尹海

燕)

중국 민족출판사, 2006 출

판
U

2003 소시민(小市民)
이 호 철

(李浩哲)

최성덕(崔承

德)

중국 지린문사출판사(吉林

文史出版社), 2011 출판
N'

2004 분신들(分身人)
최 수 철

(崔秀哲)

박명애(朴明

愛)

중국 춘풍문예출판사(春風

文藝出版社), 2006 출판
-

2005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

자(模糊的舊愛之影)

김 광 규

(金光圭)

김학철(金鶴

哲)

중국 군중출판사(群眾出版

社), 2007 출판
-

2007
김수영 전집(金洙暎詩

集)

김 수 영

(金洙暎)

유중하柳中

夏, 리리치

우(李麗秋)

중국 외연사(外研社),

2010 출판
-

E

2000
중한문화연구(中韓文化

研究 제3집)
-

중국 난징

대 중한문

화연구소(南

京大中韓文

化研究中心)

중국 중문출판사(中文出版

社), 2001 출판
-

2007

객지-황석영 중단편선

집

(客地-黃晳暎中短篇小

說選)

황석영
원영혁(苑英

奕)

중국 인민문학출판사(人民

文學出版社社), 2010 출판
N/U"

F

1995
한국현대문학 연구(성

균관대 석사과정)
- 뉴린제 -

1996
한국현대문학 연구(서

울시립대 석사과정)
- 후웨이 -

1997
한국문학 연구(고려대

박사과정)
- 묘춘매 -

1999
한국현대시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과정)
- 범위리 -

2004
김학철 문학연구(고려

대 박사과정)
- 강옥

2009

한국의 고전 가정소설

인 『창선감의록(彰善

感义录)』과 중국 고전

소설 『기로등(歧路

灯)』 비교 연구(서울

대 박사과정)

- 축취영

H 2009

중국 문예지 작가 한국

문학 특별호 출간-대표

문예지 월간 『작가(作

家)』

-

박명애, 종

렌파 (宗仁

發)

중국 작가(作家), 2010년

4월 한국현대문학특별호

2010 출판

-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 사업에서 도서로 출판되

어 한국문학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 "연구(A)"와 "장학(F)"

항목을 제외한 부분이다. 한국(문)학 연구 혹은 한중 비교 연구에 대한

지원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이거나 문학사, 연구사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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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가 작품명 연번 작가 작품명

1 강경애姜敬爱 인간문제人間問題 33 이기영李箕永 고향故鄉

2 계용묵桂镕默 백치 아다다白癡阿達達 34 이기영李箕永 서화鼠火

할 수 있는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조력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성과(지원을 받은 시

점을 기준)는 『한국소설명저감상』(1994), 『한국문학사』(1995), 『사람

의 아들』(1995), 『한국고소설사』(1996), 『광복전 중조연극사 비교연

구』(1997), 『한국현대문학사』(1997), 『중한문화연구』(2000) 7권으로

집결된다. 이 가운데 『광복전 중조연극사 비교연구』는 한국어로 집필

된 것이고 1997년에 지원을 받아 1998년에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를 통

해 출판되었다. "광복 전의 조선 현대극과 중국 한족 현대극 및 중국 조

선족 현대극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그들의 발전추세를 비교 저술하면서

그 미학적 일반성과 독특성을 비교 연구한 저서이다. 광복 전의 중국과

조선, 양국의 사회상과 연극계의 정황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

으며, 극문학과 연극, 극작가의 예술적 소질 등 예술본체론에 대한 미학

적 고찰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 조선, 중국조선족 연극의 생성

및 발전과정 및 비교, 신파극, 프로극, 항일통일전선극에 대한 고찰 등

총 11개의 주제로 구성"58)되어 있다.

작품만을 번역한 도서는 1995년에 지원을 받고 1998년 중국의 학

림출판사에서 발행한 『사람의 아들』의 중국어 번역본이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을 받아 출판된 도서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제

외하고 문학사, 소설사, 연구서로 편역된 것이 전부다. 『한국소설명저감

상』(1994)은 옌볜대학출판부에서 출판하고 최웅권이 작가, 작품의 줄거

리 소개를 중국어로 엮은 것이며 출판연도는 1995년이다. 번역과 출판

모두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낸 성과로 원제와 원작자가 확인

된 작품 57편, 미상으로 밝힌 작품 14편을 묶어 소개했다.

[표5-1] <『한국소설명저감상』에 소개된 작품목록-원제와 원작자

확인>

58)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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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필權韠 주생전周生傳 35 이무영李無影 농민農民

4 김동리金東裏 까치소리喜鵲揪揪 36 이문구李文求 관촌수필冠村隨筆

5 김동인金東仁 배따라기船歌 37 이문열李文烈 사람의 아들人之子

6 김만중金萬重 구운몽九雲夢 38 이범선李範宣 오발탄無頭蠅

7 김만중金萬重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39 이상李箱 날개翅膀

8 김말봉金末峰 푸른 날개綠翅膀 40 이인직李人植 귀의성鬼之聲

9 김성한金聲翰 바비도巴比德 41 이청준李清俊 매잡이獵鷹者

10 김승옥金承鈺
서울, 1964년 겨울漢城，壹九六

四年冬
42 이해조李海潮 자유종自由鐘

11 김시습金時習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43 이효석李孝石
메밀꽃 필 무렵蕎麥花開時

節

12 김유정金裕貞 동백꽃山茶花 44 임제林悌 서옥설鼠獄說

13 김정한金廷漢 사하촌寺下村 45 임제林悌 수성지愁城誌

14 나도향羅稻香 물레방아水車 46 전광용全光鏞 꺼삐딴리戈比丹·李

15 남영로南永魯 옥루몽玉樓夢 47 전영택田榮澤 화수분聚寶盆

16 남정현南廷賢 허허선생許虛先生Ⅱ 48 정한숙鄭漢淑 전황당인보기田黃堂印譜記

17 박원희朴淵喜 목격자證人 49 조명희趙明熙 낙동강洛東江

18 박지원朴趾源 양반전兩班傳 50 조세희趙世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侏儒踢出去的小皮球

19 박지원朴趾源 허생전許生傳 51 조정래趙廷來 태백산맥太白山脈

20 박지원朴趾源 호질虎叱 52 주요섭朱耀燮
사랑 손님과 어머니廂房客

人和媽媽

21 백도기白道基 어떤 행렬什麽行列 53 채만식蔡萬植 탁류濁流

22 서기원徐基源
이 성숙한 밤의 포옹深夜的擁

抱
54 최서해崔署海 탈출기出走記

23 서정인徐廷仁 강江 55 최일남崔壹男 흐르는 북鼓聲悠悠

24 손소희孫素熙 그날의 햇빛那天的陽光 56 하근찬何瑾燦 수난이대苦難的兩代

25 송병수宋炳洙 쇼리킴小李金 57 한설야韓雪野 황혼黃昏

26 심의沈義 대관제몽유록大觀齋夢遊錄 58 허균許筠 홍길동전洪吉童傳

27 심훈沈薰 상록수常青樹 59 현진건玄鎮建 운수 좋은 날走運的壹天

28 안수길安壽吉 북간도北間島 60 홍명희洪命熹 임꺽정林巨正

29 염상섭廉想涉 삼대三代 61 홍성원洪盛原 폭군暴君

30 오영수吳永壽 갯마을海邊漁寨 62 황석영黃皙英 장길산張吉山

31 이광수李光洙 무정無情 63 황순원黃順元 독 짓는 늙은이燒缸的老人

32 이규보李奎報 동명왕편東明王篇 64

연번 작품명 연번 작품명 연번 작품명 연번 작품명

1 두껍전蟾蜍傳 5 옥단춘전玉丹春傳 9
창선감의록彰善感義

錄
13 토기전兔子傳

2 배비장전裴裨將傳 6 옹고집전雍固執傳 10
채봉감별곡彩鳳感別

曲
14 흥부전興夫傳

3 신유복전申遺腹傳 7 임진록壬辰錄 11 춘향전春香傳 15

4 심청전沈清傳 8 장화홍련薔花紅蓮傳 12
콩쥐팥쥐전孔菊潘菊

傳
16

[표5-2] <『한국소설명저감상』에 소개된 작품목록-미상>

『한국소설명저감상』에 수록된 작품의 목록에서 알 수 있는 바,

특정된 시기의 작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전, 현대소설을 통합하여 "

작가소개, 작품의 줄거리, 작품 감상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요약, 소개

"59)했다. 이 책은 중국내 2백여 개의 대학에 배포되어 한국문학 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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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한국문학의 길잡이 역할을 했지만 작품 번

역의 완성품이 아닌 개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존재한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의 중국어 번역본에 관련된 정보

에는 다소간 착종이 발견된다. 1997년에 학림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지

만 중국의 검색 사이트에는 1998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산문화재단의

사이트에서는 번역자가 고종문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검색 사이트는

衛為、枚芝로 되어 있다. 또한 김흥규가 엮은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

록』60)에는 번역자의 이름이 오타인 權芝로 표기 되어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원서의 구성을 그대로 따른 이 책은 저자의 후기, 평론가 이남호

씨의 작품해설과 함께 역자 고종문의 번역 후기를 덧붙여 이문열의 작품

세계와 번역과정에 대해 소개"61)했다.

1995년에 지원을 받고 1998년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조윤

제의 『한국문학사』(탐구당, 1992년 판본)의 번역본을 출판했는데 역자

는 장롄궤이다. 원 저자의 1963년 서문과 1948년에 작성된 초판의 서문,

그리고 역자의 서문까지 달아놓아 독자들이 한 발 쉽게 다가갈 수 있도

록 하였다.

김관웅이 번역하고 1998년 옌볜대학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한국

고소설사』는 1996년에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 책은 원 저자가 없이 번

역자가 직접 "한국고소설의 기원으로부터 근대소설 발생 이전까지를 통

시적 관점에서 고찰했고 '금오신화' 등 한문으로 된 고소설 2백여 편에

대한 해설"62)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고소설과 외국문학의 연관성

을 다루었으며 한문소설의 시작과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김

관웅의 한국고소설 연구에 대한 출판 지원이지만 중국어로 작업이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사업의 한 중추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1989, 첫 번째 판본)의 번역본은

59)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60) 김흥규,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98, p. 85.

61)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62)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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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지원을 받아 2000년에 민족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김향과

장춘식이 함께 번역한 책으로 증보판(1994)과 첫 번째 판본(1989)의 서

문, 그리고 역자의 후기까지 실어 비교적 세밀한 작업을 거쳤음을 보여

준다.

중국 남경대학 중한문화연구소에서 편역한 『중한문화연구』는

2000년에 지원을 받아 동일한 해에 중문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중국 난징대학의 한국학연구센터에서 펴낸 한국학 학술지이다. "1

집과 2집에 이어 한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주 논문들을 중국어로 번역

하여 소개하였다. 고병익, 조동일 교수의 논문과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수록하고 최치원의 중국유적 답사기와 강소성 남경시 율수현(溧水县)에

건립된 최치원 동상을 특집으로 실었다. 중한문화연구센터는 중국과 한

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교류를 위해 학술지 발간, 국제학술회의

개최, 총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남경대학의 국제외국학연

구소 중 한 곳"63)이다.

2001~2009년까지의 성과로는 『한국 단편소설선집』(2001), 『한국

현대 명시선집』(2002), 『소시민』(2003), 『분신들』(2004),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2005), 『황석영 중단편선집』(2005), 『김수영 전

집』(2007), 『객지-황석영 중단편선집』(2007), 중국 문예지 『작가』

한국문학 특별호 출간(2009), 총 8권이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번

역·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황석영 중단편선집』은 번역 지원이고 『객지 황석

영 중단편선집』은 출판 지원으로 동일한 서적에 대한 지원이다. 『한국

사문학』(2006)은 저자가 한글로 쓴 연구물을 단행본으로 한국학 연구

분야에 대한 출판 지원이므로 번역출판지원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책은 2008년 민족출판사를 통해 출판했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김시

업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출판하였으며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편

'詞 문학의 이해'에 한국 사의 기원과 특성, 존재형식, 현재까지 이루어

진 사 문학의 보존과 사 자료집 편찬 상태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서 사

63)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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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제2편 '한국 사 문학 개

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온 한국 사 문학을 집중

조명하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중국어 번역 도서가 아니고 한중 양국에서의 한

국학 연구를 위한 서적이다. "저자는 한국어로 출판된 이 책을 중국내

한국문학 전공자에게 기증하고 각 대학 도서관과 자료실에 배포했다. 한

국어와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중국 독자들을 위해 중국의 몇 군데 서점

에 보급하여 한국 사 문학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일조하는 역할(사이트

참조)"을 했다. 『심청』(2005)은 번역 지원을 받았지만 출판되지 못한

도서로 역시 번역출판지원 영역이 아니다. 『해방 60주년 기념 재중조선

민족문학대계』 1차분 10권(2005), 『해방 60주년 기념 재중조선민족문

학대계』 2차분 10권(2006), 『해방 60주년 기념 재중조선민족문학대

계』 3차분 10권(2007)은 연세대 국학연구원은 옌볜대 조선문학연구소와

함께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보고사. 전30권)의 출간 프로젝트다. 이 프

로젝트도 한글로 편집된 것이기에 번역출판지원에서 배제한다.

2001년에 지원을 받고 2008년 민족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인이

즐겨보는 단편소설』은 김경선이 편역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완서 외 9명의 단편을 담은 한국단편소설집"

으로 김유정의 「동백꽃(山茶花開了)」, 김용성의 「탐욕이 열리는 나무

(樹妖)」, 박완서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孤獨的愛人啊)」,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風琴聲起的地方)」,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蕎麥

花開的時節)」,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廂房叔叔和媽媽)」, 황

석영의 「삼포 가는 길(去往三浦的路)」, 황순원의 「소나기(陣雨)」, 최

인호의 「타인의 방(他人的房間)」, 최인훈의 「웃음소리(笑聲)」 등 총

10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단편소설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함

께 편집되어 있어 원작의 언어를 대조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권말에 작가 약력과 작품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첨부하였다.

2002년에는 윤해연이 편역한 『한국현대명시선집』이 지원을 받

아 2006년 민족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시를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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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한 것이고 이 선집에는 김억(金億)의 「봄날(春逝)」, 주요한(朱

耀翰)의 「불놀이(焰火)」, 이상화(李相和)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被掠去的田野還能有春天嗎)」와 「나의 침실로(投奔我的臥室)」, 홍사

용(洪思容)의 「나는 왕이로소이다(我是君主)」, 이장희(李章巸)의 「봄

은 고양이로다(春天是貓)」, 김소월(金素月)의 「산유화(山有花)」와

「진달래꽃(金達萊花)」, 「초혼(招魂)」, 한용운(韓龍雲)의 「님의 침묵

(沈默的妳)」, 「나룻배와 행인(渡船與旅人)」, 「당신을 보았습니다(我見

到了妳的身影)」, 「복종(服從)」 등 한국현대시 30명의 80여수가 실렸

다.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한국 현대시를 체계적으로 다룬 시선집이

없었고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편역자인 중국 지린대학 한국학과 교수 윤

해연과 중국의 기타 대학의 중문과 교수들의 번역 감수 과정을 거쳐 출

판한 것이다. 『한국현대명시선집』은 주로 중국 대학 한국학과의 교재

로 사용하기 위해 편역되었으며,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중국의 독자들에

게 한국 현대시의 면모를 널리 알리는 역할(사이트 참조)"64)을 했다. 　　

2003년에는 최성덕이 번역하고 2011년 지린문사출판사에서 출판

한 이호철의 『소시민』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2004년에는 최수철

의 작품집 『분신들』이 지원을 받고 2006년 춘풍문예출판사에서 출판되

었다. 박명애가 번역을 한 이 작품집은 「매미(蟬)」, 「분신들」, 「얼음

의 도가니(冰爐)」, 「영혼의 피(靈魂之血)」 등 4편의 중단편소설을 실

었고 역자는 특별히 모옌(莫言)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중국 독자들의 이

목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했다. 최수철의 작품집 『분신들』은 "이미 중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한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으며, 이 때문에 당시 중국작가협회와 중국비교문학회가 선정하는 올해

의 번역우수작후보에 오르는"65)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광규의 시집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가 2005년에 지원을

받고 2007년 군중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김학철이 번역한 이 시집의 작

가는 2003년 대산문학상 수상자였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작가의

열망을 담은 처음 만나던 때, 4.19 때 가졌던 열정과 이후 소시민으로 살

64)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65)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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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가 소설명 연번 작가 소설명

1 최수철(崔秀哲) 내 정신의 그믐(我精神 9 이승우(李承雨) 전기수 이야기(傳奇叟的故事)

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낸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크낙산의 마음」 등 총 81편"66)을 담았다.

2007년에 지원을 받은 황석영의 『객지-황석영 중단편선집』이

2010년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편역자는 원영혁이다. 이 책은 7

편의 단편소설과 2편의 중편소설로 구성되었고 중편에 『한씨연대기(韓

氏年代記)』, 『객지(客地)』, 단편에 「삼포 가는 길(去森浦的路)」,

「이웃 사람(身邊的人)」, 「돼지꿈(發財豬夢)」, 「장사의 꿈(大力士之夢

想)」, 「아우를 위하여(寫給弟弟)」, 「낙타누깔(駱駝眼圈)」, 「입석 부

근(峽谷)」이 수록되었다.

2007년 지원을 받고 출판된 『김수영 시집』은 2010년 외연사를

통해 출판되었으며 유중하, 리리치우가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다.

박명애, 종렌파(宗仁发)가 편역하고 지린성 작가협회에서 주관하

는 잡지 『작가』는 2009년에 지원을 받고 2010년 제7호로 출판되었다.

이 잡지에는 16명의 소설가들의 중단편소설 16편과 12명의 시인들의 대

표작 28편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실렸다. 2010년 제7호 한국현대문학특별

호로 출간된 『작가』 본문에는 번역 작품 외에도 작가 및 작품 사진과

약력을 같이 수록해 현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56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 작가는 모옌, 왕안이(王安憶), 위화(余

華), 거페이(格非), 류전윈(劉震雲) 등 중국의 당대 대표 작가들이 이 지

면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문예지로 손꼽히고 있

다. 한국현대문학 특간은 중국 문인 및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

에게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국어권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67)를 받았다.

[표5-3] 『작가』에 실린 작품 목록

66)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67) 대산문화재단 사이트 http://www.daesan.or.kr/ 참조.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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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晦日)

2 윤대녕(尹大寧) 제비를 기르다(燕子) 10 최인석(崔仁碩)
스페인 난민수용소(西班牙的難

民收容所)

3 박명애(朴明愛) 운해(雲霧) 11 박범신(朴範信)
내 기타는 죄가 많아요, 어머니

(母親,我的吉他罪業深重)

4 정영문(鄭泳文) 궁지(困境) 12 김인숙(金仁淑) 칼의 자국(刀刺的傷痕)

5 최윤(崔奫) 회색 눈사람(灰色雪人) 13 신경숙(申京淑) 감자 먹는 사람들(吃土豆的人)

6 최일남(崔一男) 틈입자(闖入者) 14 한강(韓江) 왼손(左手)

7 임철우(林晳佑) 사평역(沙平站) 15 오정희(吳貞姬) 어둠의 집(黑暗的家)

8 서하진(徐河辰) 제부도(濟扶島) 16 김연수(金衍洙) 첫사랑(初戀)

연번 작가 시제목 연번 작가 시제목

1 장석남(張錫南) 나의 하관(我的下棺) 15 곽효환(郭孝桓)
앞서 간 사람들의 길(先驅者的

道路)

2 장석남(張錫南) 11월(十一月) 16 정끝별(鄭標辰) 불멸의 표절(不朽的剽竊)

3 안도현(安度眩)

나비의 管井 공사 기술

에 대한 보고서(關於蝴

蝶管井施工技術的報告

書)

17 정끝별(鄭標辰) 세상의 등뼈(世上的脊椎骨)

4 안도현(安度眩)
드디어 미쳤다(終於瘋

了)
18 정끝별(鄭標辰) 내 처음 아이(我的第一個孩子)

5 김혜순(金惠順) 얼굴(肖像) 19 신경림(申庚林) 낙타(駱駝)

6 김혜순(金惠順) 신데렐라(灰姑娘) 20 신경림(申庚林) 즐거운 나의 집(歡樂的老屋)

7 도종환(都鐘煥) 접시꽃 당신(妳是蜀黎) 21 황인숙(黃仁淑) 새를 위하여(為鳥)

8 도종환(都鐘煥)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把妳安葬在玉米地

旁)

22 황인숙(黃仁淑)
칼로 사과를 먹다(使用刀吃蘋

果)

9 도종환(都鐘煥)
당신의 무덤가에(在妳的

墳前)
23 신달자(慎達子) 저 산의 녹음(那山間的綠蔭)

10 도종환(都鐘煥) 島 24 신달자(慎達子) 열애(熱愛)

11 도종환(都鐘煥) 유월이 오면(六月來臨) 25 송찬호(宋燦鎬) 나비(蝶)

12 김기택(金基澤) 껌(口香糖) 26 송찬호(宋燦鎬) 채송화(菜松花)

13 김기택(金基澤) 호랑이(老虎) 27 박형준(朴瑩浚) 가구의 힘(家具的力量)

14 곽효환(郭孝桓)
카페 재클린(傑克林咖啡

屋)
28 박형준(朴瑩浚) 저곳(那邊)

(2)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2010~)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신이었던 <한국문학 번역지

원>(1993~2009) 사업과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1994~2009) 사업을

통합한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의 현황은 "번역 출판(D)", "

연구(A)", "출판(E)", "번역(C)", "연구 출판(B)"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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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

어

독

어

일

어

중

어

이

탈

리

아

어

러

시

아

어

불

가

리

아

어

루

마

니

아

어

몽

골

어

불

어

스

페

인

어

베

트

남

어

우

르

드

어

터

키

어

아

랍

어

우

즈

벡

어

페

르

시

아

어

계

D 25 10 14 17 3 4 3 1 3 13 6 5 - 1 1 1 - 107

A 4 1 1 1 - - 2 - - 1 - 1 - - - - - 11

E 1 - 1 3 - - - - 1 3 - - 1 - - - - 10

C 8 2 5 5 1 - - - 1 3 1 1 - - - 1 1 29

B 1 - - 1 - - 1 - - - - - - - - - - 3

계 39 13 21 27 4 4 6 1 5 20 7 7 1 1 1 2 1 160

구분 연도 사업명 원작자 지원 대상 발행 출판사 비고

D

2010

고산자 박범신 이숙연, 김은희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

다
은희경 강애영

오래된 일기 이승우 박명애, 지쿤

2011

오세암 정채봉 이연 동화

아버지의 땅 임철우 박명애

세한도 가는 길 유안진 주하

2012

히말라야 시편(喜馬拉雅詩

篇)

고은(高

銀)
김학철

중국 후난문예

출판사(湖南藝

術 出 版 社 ) ,

2016 출간

N/N"U"

이별하는 골짜기 임철우 박춘섭, 왕복동

2013

그 여자의 자서전 김인숙 이연

백년 여관 임철우 박춘섭, 왕복동

어떤 작위의 세계 정영문 박정원, 방효

2014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김숨 양설매, 조인혁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김학철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김소영, 장영정, 최

순화, 여걸

2015

아들의 아버지 김원일 안정훈, 왕남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김명순

남한산성 김훈 박춘섭, 왕복동

A 2010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

독 1, 2 (韓國近現代文學

經典解析)

- 김학철

중국 베이징대

학출판사(北京

大 學 出 版 社 )

N

[표6]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2010~2017)

한국문학 세계화 추진 사업 가운데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

원>(2010~2017) 현황을 통계하면 17개의 어종을 지원하였으며 5개의 분

야에서 160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여전히 영어의 지원 건수가 1순

위를 차지했고 중국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그 가운데 중국어로의 번역

작품, 한국학 연구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7]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_중국어>(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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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판

E

2010 심청 황석영 김성욱

2011 몽타주(畫影圖形) 최수철
박명애, 지쿤(季琨),

류촨요우(劉傳友)

중국 구진(求真

出版社), 2014

출

NU/N'/N"U"

2016 시간의 쪽배(時光扁舟)
오 세 영

(吳世榮)
채미자(蔡美子)

China Book

Press (中國書

籍 出 版 社 ) ,

2017 출간

N/N'/N"

C

2016

계속해보겠습니다 황정은 왕염려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김연수 장위

알리바이 연대기 김재엽 조서형

2017
순간의 꽃 고은 김학철

생의 이면 이승우 양설매

B 2014
중국에서 <춘향전>의 번

역과 개작에 대한 연구
- 왕비연

한국 고려대학

교 중국학연구

소

2010년도부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으로 통합된 이

후 번역·출판지원의 성과로 김학철이 편역한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

독 1. 2』(2010), 최수철의 『몽타주』(2011), 고은 시집 『히말라야 시

편』(2012), 오세영의 『시간의 쪽배』(2016) 4편이 전부다.

최수철 작가가 10년 동안 계간지에 발표한 작품들 가운데 9편을

선별해 묶은 소설집 『몽타주』는 2014년 구진출판사를 통해 번역 출판

되었고 박명애가 번역하였다. 의식과 언어의 카오스에 내던져진 존재 확

인 및 입증의 글쓰기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이 책은 진부한

일상, 일반인의 삶에서 각질처럼 떨어져 나온 몸의 불안, 분열, 집착을

소재로 의미 있는 삶을 타진하는 내밀하고도 격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

다. 원작에 수록된 작품을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9편의 소설은 「몽타주

(蒙太奇)」, 「메신저(信使)」, 「확신(信心)」, 「창자 없이 살아가기(無

腸而活)」, 「진부한 일상(陳腐的日常)」, 「채널 부수기(摧毀頻道)」,

「격렬한 삶(激烈的一生)」, 「첫사랑에 관하여(關於初戀)」이다.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독 1. 2』는 중국 베이징대학교 출판

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한국 근현대 문학을 번역, 해석한 연구서이다. 편

역자는 김학철이고 이 연구서는 2010년에 지원을 받아 2011년에 출판되

었다. 이 연구서에는 정지용, 한용운, 김소월, 이상, 박목월, 윤동주, 신석

정 등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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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부분

연번 작가 작품명 연번 작가 작품명

1 김소월金素月 초혼招魂 11 서정주徐廷柱 귀촉도歸蜀途

2 한용운韓龍雲 님의 침묵伊的沈默 12 김수영金洙暎 풀草

3 이상화李相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被掠去的原野還能有春天嗎
13 신경림申庚林 농무農舞

4 정지용鄭芝溶 향수鄉愁 14 고은高銀 문의 마을에 가서在文義村

5 김영랑金永郎 모란이 피기까지는望穿牡丹 15 김지하金芝河 타는 목마름으로燃燒的渴望

6 이상李箱 거울鏡子 16 강은교姜恩喬 우리가 물이 되어我們流成水

7 윤동주尹東柱 별 헤는 밤數星星的夜晚 17 도종환都鐘煥 접시꽃 당신我的蜀葵花

8 박목월樸木月 청록青鹿 18 김광규金光圭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模糊

的舊愛之影

9 신석정辛夕汀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십

니까您可知道那遙遠的國度
19 안도현安度眩 너에게 묻는다壹塊煤磚

10 김동명金東鳴 내마음心語 20 정현종鄭玄宗 이슬露水

산문부분

연번 작가 작품명 연번 작가 작품명

1 나도향羅稻香 그믐달殘月 7 법정法頂 무소유無所有

2 계용묵桂镕默 구두皮鞋 8 피천득皮千得 인연因緣

3 노천명盧天命 설야산책雪夜散步 9 윤오영尹五榮 달밤月夜

4 전혜린田惠麟 먼 곳에의 그리움向往遠方 10 이어령李禦寧 폭포와 분수瀑布和噴泉

5 정비석鄭飛石 산정무한山情無限 11 김훈金薰 가을 바람소리秋天的風聲

6 박경리樸景利 거리의 악사街邊的樂師 12 성석제成碩濟 불개火狗

소설부분

연번 작가 작품명 연번 작가 작품명

1 김동인金東仁 감자土豆 7 윤흥길尹興吉 장마霪雨

2 김동리金東裏 등신불等身佛 8 방현석方賢石 새벽 출정黎明出征

3 하근찬河瑾燦 수난2대受難二代 9 신경숙申京淑
마당에 관한 짧은 얘기關於院

子的小故事

4 김승옥金承玨 서울, 1964년 겨울首爾,1964

年冬
10 김인숙金仁淑 바다와 나비海與蝴蝶

5 이청준李清俊 눈길雪路 11 박문규朴玟奎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是嗎?

我是麒麟

6 황석영黃皙蝧 삼포 가는 길去森浦的路 12 김영하金英夏 오빠가 돌아왔다哥哥回來了

은 한국어 그대로 옮기고 중국어로 해석을 하여 한국문학 전공자뿐만 아

니라 언어와 번역 분야의 공부가 필요한 독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었다.

시가, 산문, 소설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국현대문학의 흐름을 초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표7-1]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독 1. 2』에 수록된 작품

2012년에 지원을 받고 2016년 후난문예출판사에서 출판된 고은

시인의 시집 『히말라야 시편』도 김학철이 번역한 것이다. 약 40일의

일정으로 티베트를 떠돌았던 경험을 담은 시 117편과 기행문 6편을 수록

한 이 시집은 하염없이 비정한 서역의 자연 속에서 생존의 위협과 맞바

꾸어 쓴 이 시집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만난 모든 삶의 형태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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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 거룩한 종교를 이루고 있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2016년에 지원을 받고 2017년에 중국서적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시간의 쪽배』는 채미자가 번역을 했다. 2005년 민음사에서 출판된 오

세영 시인의 열세 번째 시집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의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어로 번

역·출판된 한국문학 관련 도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1994년부터 2009년까

지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이라는 사업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출판

된 도서는 한국문학 연구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어로 번역·출판한 것은 문학 작품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한 편과 문학사 유형의 도서이고 기타는 연구서인데, 저자가 한

국문학 관련 연구를 주제로 집필하면서 중국어로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

여 평론의 성격을 띤다. 이 같은 연구서의 출현은 중국의 한국문학 전공

자에게 초석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 시

기부터 출판된 한국문학 관련 도서에 본격적으로 소설과 시 작품들이 출

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으로 통합

되면서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번역·출판하기 시작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과는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아래에 이와 같은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성

과의 바탕에 놓인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

다.

3.2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지원 사업 내용과 특징

앞에서 언급했던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은 "한국문학

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해왔고 번역을 주축으로 시행한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4개의 외국어에 해당했

다. 또한 대산문학상의 한 부문으로 <번역>이 있지만 중국어는 포함되

지 않는다.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과 <한국문학 번역지원>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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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한국문학의 번역에 동참한 언어는 많이 확대

되었다. 2010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으로 통합된 이 사업

은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 등 서구어권 및 일어·중국어·베트남어·터키

어·우르드어 등 전 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한국문학 작품의 번

역,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관련 서적 출판 등을

지원한다.

매 차례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요강68)에 공통으로 제시

되어 있는 안내문은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문학 세계화"

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규칙사

항에 명시된 지원어권의 범위가 전 세계 어권으로써 특정 지역의 언어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번역이든 연구든 완료한 사업은 출판비를 지

원"하여 최종 마무리 단계를 거친다는 점, "번역결과물은 해당언어권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며 번역자는 현지출판을 위한 출판사를 섭외, 교열(윤

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 "연구결과물은 학술회의에서 발표

또는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연구물을 출판할 경우 연구자는 현지출

판을 위한 출판사 섭외, 교열(윤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 등의

문구에서 명백히 인지된다.

한중 현대문학교류의 제5단계로 가정한 한중 수교이후는 마침 대

산문화재단이 출범하여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던

초창기였다. 1993년에 설립되어 1994년부터 한국문학을 위한 사업을 시

행하면서 한국문학이 중국어로 출판되어 소개된 과정에 나타나는 대산문

화재단의 지원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한다. 지원을 통해 도착어권에서 출

판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도서의 종류, 번(편)역자/심사/독자, 출판 및 출

판사 특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1) 도서 종류별 갈래

68) 대산문화재단이 자세한 지원 요강은 부록에 [별첨2]로 제시한다.

(http://www.daesan.or.kr/business.html?d_code=9870&uid_h=&view=support 참조.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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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 소개된 도서의 경향은 연구

서, 문학사, 작품 순서로 점층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한국문학 연구서의

경우는 초창기 진행했던 사업이고 주로 외국의 한국학 전공자거나 연구

기관의 소속 연구원의 연구물을 지원했다.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은 한 민

족의 정서이자 정신적 뿌리인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고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연구출판을 지원합니다. 우리 문학의 번역지원은 세계화할 가치

가 높은 작품을 선정, 번역(연구)하여 해당 언어권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출판, 보급

시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공모의 첫 머리에 장식된 이 문단

에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보아낼 수 있다. 특히 "세계화할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 번역(연구)"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할 가치"가 기준이 되는 작품이 타 문화권에서

의 한국문학이 어떻게 독자에게 수용되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짚어본 중국어로 편역된 연구서나 문학사를 통해 볼 수 있듯, 한

국에서 국어교재거나 한국현대문학사 총서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소개되

는 경향이 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 때는 지원 대상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의 <한국

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 때부터 지원 대상 작품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었다. 기존에 번역원고의 번역 수준과 번역대상 작품의 문학성이 우

선 고려되었다면 2010년부터는 세계화할 가치,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

할 가능성,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현황에서 2010년부터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번역·출판되어 소개되었던 것도 이

러한 이유에서였다.

(2) 번(편)역자, 심사, 독자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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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편)역자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어 번역물이거나 연구물을 도서로 출판한 역자와 편역자의 약력을 보

면 한국학 전공자로 재한 한국학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중국유학생 혹은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였다. 이들은 자

신의 장점을 살려 중국의 독자들과 한국문학의 간극을 좁히는 데 힘을

썼다. 연구서, 문학사 편역의 경우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나 기타 한

국학 전공 부문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번역가보다 연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전공자가 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은 특히 원본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원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69) 때문이다.

나. 심사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지원자는 신청서와 공모할 번역원고를

제출해야 하는데, 번역원고는 A4용지 20~30쪽 정도 일부분을 먼저 제출

한다. 동시에 번역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원작의 내용도 복사하여 제출한

다. 이밖에 대산문화재단은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저작권자 번역·출판 동

의서도 요구한다.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에는 작품선정 경위, 번

역일정, 번역(출판) 의의, 출판예정사, 출판계획, 기대효과가 포함된다. 심

사위원은 해당 언어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균형을

맞추고, 또한 국문학 분과의 심사위원을 두어 해외 출판 시장에 맞는 수

준 높은 한국문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70) <한국문학 번역연구출

판지원> 사업의 공모는 해마다 2월쯤 공지를 하고 5월말 혹은 6월초까

지 신청 접수를 받고 대산문화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8월쯤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통지한

다.

심사기준은 "제출한 번역원고(연구신청서)에 따른 번역자(연구자)

의 번역(연구)능력, 원작의 문학성(주제의 적절성), 번역(연구)계획의 완

69) Roman Alvarez, 『번역, 권력, 전복』, 윤일환 역, 서울: 동인, 2008, p. 17.

70) 대산문화재단, 앞글,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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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출판예정사의 가능성 또는 기대치 등"이다.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번역(연구)착수시 50%, 번역(연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잔액 50%를 지급한다. 출판지원금은 재

단과 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후 출판사에 분할 지급한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정해진 번역 기한을 초과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하

고 장기미처리과제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단 내부 사업기준에 따라 지원

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재단 번역·연구·출판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을

제한한다.

다. 독자 특징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해외 한국(문)학 연구 지원>을 통한

출판은 일반 독자보다 중국 대학의 한국학 관련 전공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 출판

지원보다 한국(문)학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교재로 사용하는데

한정됐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수정 개편된 <한국문학 번역연구출

판지원> 사업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미 출판된 한국문학작품

도서를 중국어로 옮겨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한국학 관

련 전공자 뿐만 아니라 다야한 층위의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판 및 출판사 특징

출판과 관련된 지침에서 번역결과물은 해당언어권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며 현지출판을 위한 출판사 섭외는 번(편)역자가 하고, 교열(윤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했다. 연구결과물의 경우 학술회의에서 발표 혹은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컨대, 출판사를 찾는 일은 번(편)역자의 임

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칙을 따른 결과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도서를

보더라도 중국의 대학교 소속 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것이 다수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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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번역자 가운데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의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출판은 자연스럽게 대학교 소

속의 출판사와 협업이 많은 양상을 보였다.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한국작품과 한국학 관련 연구서를 중국어로 번역·출판한 출판사 가운데

옌볜대학출판사(延边大学出版社), 사회과학문헌출판사(中国社会科学文献

出版社), 중국 와이엔샤(中国外研社), 베이징대학출판사(北京大学出版社)

등 무려 4곳이 대학교 소속 출판사이다. 이밖에 학림출판사(学林出版社),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 길림출판사(吉林出版社), 춘풍문예출판사(春风文

艺出版社), 군중출판사(群众出版社), 중문출판사(中文出版社), 인민문학출

판사(人民文学出版社), 후난문예출판사(湖南文艺出版社), 구진출판사(求真

出版社), China Book Press 등 10곳은 국유기업과 그룹형태의 기업 소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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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

Ⅱ장에서 살펴본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의 성과와

그에 기반한 지원 사업내용으로부터 두 기관이 장기적 안목으로 지금까

지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가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 사업을 확대해나간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의 대표적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중국어권 지원 시스템은 출발

어권에서 구축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일방적 고찰'이었다. 이러한 '일방

적 고찰'은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권 지원 시스템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하지만 도착어권의 출판 환경에 접근하여 두 기관의 지원 시

스템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출판 도서를 수용하

는 입장인 중국의 실정을 살피고 두 기관의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즉 중국측의 실정이 한국문학번역원

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시스템 제도와 맺는 영향관계에 대해 알아볼 것

이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중국의 독자층의 독서 경향 변천과 문예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실정에 해당하는 독자층

의 독서경향 변천과 문예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한국문학 수용양상

과 중국의 출판정책을 포착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실정에 비춰 두 기

관의 지원 시스템이 약간의 보완을 거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제시한 개선과제를 기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실현 가

능한 지원 제도로 나누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다시 말해, Ⅲ장에서 본

고는 중국의 도서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살펴

보고자 한다. 두 기관의 내부에서 "작가와 작품의 선정", "번(편)역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두 기관의 외부(두 기관이 진행하

는 지원 제도 이외)에서는 "출판 유통"과 확대 가능한 "교류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적 개선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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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과 지원 시스템의 관

계

중국 독자층의 독서 경향을 고찰하고 한중 수교 이후부터 지금까

지 중국에서 수용된 한국문학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이 중국에서 한국문학 수용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1.1 중국 독자층의 독서 경향 변천과 한국문학 수용 양상

중국에서 대량의 외서가 유통되기 시작한 분기점은 1978년 개혁

개방이 시작된 때이다. 신중국 창건 이후 중국 사회는 고도로 집중된 정

치체제를 위하여 지배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 내지 문학을 고

수할 것을 제창했다. 하지만 극좌경노선의 폐해가 장기간 침투되어 문화

내지 문학의 대외적인 교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개혁개

방 이후, 국가 문화적 측면의 제고와 개선을 앞장세워 도서의 유통을 확

대하는 데 노력을 가하고 대외와의 접촉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출판제도와 협소한 출판시장, 저작권

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중국에서의 외서 도입은 원할하다고 하기 어려

웠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대외개방 전략을 시행했음에도 말이다. 신중국 창건 이후, 뒤늦게 저작권

무역을 시행했고 1991년에야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

民共和國著作權法)'이 실시되었으며 1992년에 '베른 조약'과 '세계저작권

조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졌고 비교적 느슨했던

저작권 무역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 독자층의 독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기

구분을 하고 그 시기 마다 변천되는 독자층이 선호하여 읽었거나 그 시

대에 유행했던 도서를 조사하면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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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부터 제한적이었던 도서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전국

적으로 독서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개혁개방시기부터 시작된 독서 열

풍을 경향성에 따라 시기 구분을 한다면 ①1978-1992 ②1993-1999 ③

2000년 이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1992년이 하나의 전환점

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 시기에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다. 이 시기에 확립된 시장경제체제와 더불어 문화영역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방을 시도했고 외서도입과 더불어 중국 독자층의

독서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 1998년 말, 1999년 초는 출

판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독서에 대한 새로운 미적 감

각을 불어넣은 시기이기에 역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복잡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문화대혁명

이 종결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동안 독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바쁜

초기이기도 했다. 이때의 독자층은 대부분 지식인으로 구성되었고 그들

은 도서의 장르를 불문하고 책을 읽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문혁이 종결

된 초기여서 이중성격71)의 작품-예로 『톈안먼 초록(天安門詩抄)』-을

많이 읽었다. 혹은 상흔문학(傷痕文學), 반사문학(反思文學), 몽롱시(朦朧

詩) 등을 대표하는 작품 및 인간론과 관련된 학술적인 저작이 인기가 많

거나 서구의 새로운 학문 분과의 영향을 받아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등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93-1999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 독

자층의 주류였던 지식인들이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원래 직업을 그

만두고 사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향하면서 "이상(理想)주의"가 끝나고

공리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독서 경향에도 변화

가 생겼는데 경제소설 혹은 인물 전기가 인기몰이를 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대외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흡수된 다양한

문화 때문에 독자층도 다양하게 구분 됐다. 이 시기의 사회는 다원화 발

전과정 중에 처해있었으며 양극화로 분리된 독자집단은 학습 엘리트 문

71) 문혁시기의 사유 방식과 반(反)"문혁"의 의식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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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대중문화의 영향 하에 형성된 독자층이었다. 초조함에 시달려 있는

독자층에는 사회의 압력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중청년, 퇴직 이후의 대우

가 원만하지 않아 걱정인 노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기업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 사회구성원들의 불안 심리는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독서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장더펀(张德芬)의 치유, 성장

소설 『다그치지 않는 마음(遇見未知的自己)』, 리커(李可)의 직장인의

생활을 배경으로 한 『두라라승진기(杜拉拉升職記)』, 미국 작가 스펜서

존스(Spencer Johnson)의 자기계발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 谁动了我的奶酪？)』,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Toru Kiyosaki), 샤론 레흐트(Sharon L. Lechter)의 재테크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Rich dad poor dad, 富爸爸穷爸爸)』가 인기몰이를 하

였다. 주로 심리와 무관해 보이지 않은 도서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

된다. 이밖에 또 다른 새로운 집단의 독자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바

로 농촌 지역의 독자들이었다. 2007년 『농가서옥공정 실시 의견을 인쇄

발행할 것에 관련된 공지(關於印發<農家書屋工程實施意見>的通知)』를

발표하여 농촌 독자층의 수요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했다.72)

개혁개방이후 중국 독자의 독서 경향의 변천 양상을 시기 구분하

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중국의 저작권 무역이 시행되면서 한국

문학은 중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

은 '세계저작권조약'에 1992년에 가입했으며 또한 이 해는 한국과의 수

교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중국에서의 사상 영역의 해방으로 한국문학

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의 출판사들은 시장의

수요에 영합하여 시선을 주로 대중소설에 돌렸다.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문학 역시 소개되었다. 외국문학을 편역하는 정기간행물-『세계문학

(世界文学)』, 『외국문예(外国文艺)』, 『역림(译林)』, 『외국문학(外国

文学)』 등-을 통해 소개되는가 하면 단행본으로도 출판이 되었다. 한국

의 순문학과 대중문학이 모두 중국어로 번역·출판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72) 林凡凡，「1978-2008年中國大陸圖書閱讀趣味變遷研究」，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

文，2013，pp. 17~25.

73) Jin, Hezhe, 「20세기 한국문학 중역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9,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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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대중문학74)이었다.

앞의 선행연구 검토에 언급한 최면정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 독자

들은 "고독과 성공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작품"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막연하게 작품 주제의 스타일로 독서경향을 판단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작품

이 중국에서 제대로 소개되었는가의 여부를 설명하기도 한다. 최면정은

'문화대혁명 체험'을 기준으로 하여 체험/미체험 세대로 독자층을 구분

하고 전자는 "사고하게 하는 심각한 작품을 선호", 후자는 "가벼우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면정은

중국 내의 베스트셀러 상황을 두고 황샤오양의 『2인자』（《二号首

长》）와 이후 제2탄으로 출간된 『벼슬은 테크닉이다』（《当官是一门

技术活》）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몇 달 뒤 비슷한 내용인 『고수

가 되는 법』（《阳谋高手》）도 1위에 올랐다고 했다. 소설 베스트셀러

를 통해 관료제 사회인 중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보편적 갈망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세대와 관계없는 중국 독자 특유의 독서 경향으로 판단했다.

가벼운 소설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1983년생인 젊은 작가 궈징

밍（郭敬明）의 소설이 꾸준한 베스트셀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면

정의 논문에서 연구된 중국 독자의 독서 경향은 수입된 도서의 베스트셀

러 양상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1992년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조약'을 체결했지만 초창기 중국

의 외서도입 상태는 저조한 편이었다가 1996년부터 도서판매 시장점유율

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6-2006년의 통계에 따르면, 외서도입과 수출

도서 수량의 비례는 7:1로 나타났으며 단행본 발행 총액(碼洋)의 1/5이

수입도서였다. 1995년에 저작권을 도입해 출판된 외서는 1,664종, 2005년

에는 9,382종으로 증가된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3국

의 도서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도서는 2002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다가 2003년에 단행본 발행 총액이 10위였고 2006년에는 4위를 차

74)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에 대한 의논이 분분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한국의 순문학

의 양상을 두 기관에서 채택한 번역 작품으로 간주하고 대중문학은 장르소설로 구분

될 수 있는 SF·무협·판타지·추리·호러·로맨스 등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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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를 보여준 한국도서는 "한류"에

힘입은 대중소설이거나 영화화 되었던 소설이었다. 전형적인 사례가

2004년 중국의 외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한국 도서가

3종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귀여니의 『그 놈은 멋있었다1,

2』, 『늑대의 유혹』이 포함된다.75)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서 베

스트셀러(문학) 순위 분포에 한국의 작가는 여전히 귀여니가 선두를 차

지했다. 이 시기 문학류의 외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댄 브라운(Dan

Brown)의 『다빈치 코드』가 압도적인 1위였고, 오르한 파묵(Orhan

Pamuk)의 『내 이름은 빨강』이 2위, 귀여니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3위, 그 뒤로 잇달아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연을 쫓는

아이』,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4, 5위를 차지했다.76)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독자수용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베스트셀러가 "독자의 수요심리, 가치관에 부합되어야 하

고 독서취향과 생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등의 조건"77)이 전제되어

독자의 수용 가능한 범위의 도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시기 중국의 외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인식 차원에서의 한국문학은 대중문학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에서의 외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등장했던 한국문학은 인터넷소설과 한류

가 성행했던 시기에 중국독자들과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이었다. 한국의

인터넷소설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가 2009년부

터는 자취를 감췄고 현재까지 베스트셀러의 명단에 오른 작품이 없었

다.78)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대중소설로서 중국독자에

75) 朱健樺，「從“開卷數據”看近十年中國引進版圖書市場」，『中國圖書評論』，2006，

pp. 44~47.

76) 朱健樺，「引進版圖書市場份額知多少--近幾年中國零售市場引進版圖書分析」，『出

版參考』，2007，p. 9.

77) 李楠，「近年來中國大陸引進版文學圖書出版研究」，『北京印刷學院』，碩士學位論

文，p. 25.

78) 鐘敏，「中國圖書市場近三年引進版圖書表現分析」，『出版廣角』，2011

出版人雜誌，「近年來國內引進版圖書市場分析」，『開卷數據』，2016

（https://www.weixin765.com/doc/rzpmeqqf.html） 참조. 2018.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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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국문학으로 인식된 작가와 작품에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목

련꽃 그늘』도 사랑을 받았다. 최근 2016년과 2017년, 중국의 외서 출판

현황에서 한국도서의 점유율은 5~6위 안으로 꼽힌다. 2016년의 단행본

발행 총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35.77%), 영국(22.46%), 일본

(11.43%), 프랑스(8.09%) 다음으로 4.28%를 차지했고 2017년도에는 미국

(35%), 영국(24%), 일본(13%), 프랑스(8%), 독일(4%) 다음으로 3%를 차

지했다.79) 즉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단행본 발행 총액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 일본이고 4위는 프랑스이며 한국은 그 다음이었다.

2005년까지 중국의 외서도입과 수출도서 수의 비례는 7.2:1에서

2010년 2.9:1로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은 외서도입의

비중을 줄이고 본국의 도서를 수출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다. 다시 말

해 중국 도서의 수출산업 규모가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수치의 차이는 외국의 도서를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의 도서를 수출하

는 작업을 중요시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외서도입이 줄어들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중국의 외서도입과 수출도서의 수의 비례의

변화는 외서의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시행, 외서 수용에 제한을

두려는 행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중소설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

르라는 법은 없지만 한국문학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번역·출판된 본격적인 한국문학은 앞의 Ⅱ장에서도 언급했

듯이 전공자들의 관심 속에 존재할 뿐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함의 대상이

었다. 이와 같이 밝혀진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와 수입도서에 대한

태도가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의 요소와 연결했을 때 보이는 반응으로부

터 보완해야 하는 점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은 아래 두 기관의 내부에서 시행하는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79) 北京開卷，「2017上半年國內外圖書零售市場報告分析」，2017. 02. 08

(http://www.sohu.com/a/166754284_292883) 참조. 2018.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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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문학 수용 양상과 지원 시스템의 영향관계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경향은 대체로 순수문학에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현황이 Ⅲ장의 1.1에서

중국의 외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통해 포착한 한국문학 수용 양상과 어긋

난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두 기관의 지원을 받고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그동

안 중국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 수많은 한국문학 작품들 가운데 인터넷

소설만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기인

하여 한국문학 중국으로의 소개가 중국독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

일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작권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

국은 대량의 외서를 도입하여 문화적 측면의 발전을 목적으로 유통시켰

다. 중국도서의 수출 전략이 확립되면서 전체적인 베스트셀러 통계에서

외서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하강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80)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청춘소설의 활약은 점차 약화되고 판매율도 하강하는 추세"81)를 보였는

데 이는 2009년부터 베스트셀러 명단에서 한국의 인터넷소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때와 동일한 시기이다. 중국의 청춘소설 대표 작가였던

궈징밍(郭敬明)과 한한(韓寒)은 각각 2012년, 2009년까지 활발한 작품 활

동을 했다가 점차 감소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문학 외서 가운데 베스트

셀러에서 스테디셀러로 매년 베스트셀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작품에 할

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追风筝的人)』,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解忧杂货店)』,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Gabriel José de la Concordia García Márquez)의 『백년의 고독(百年

孤独)』, 클레어 맥폴(Claire Mcfall)의 『페리맨(擺渡人) 1, 2』 로 나타

났다. 스테디셀러 작품의 특징을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영향과 경전의 힘,

판타지 종류의 소설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 독자들의 판타지에 대한 애

80) 鐘敏, 앞의 글, pp. 30~31.

81) 李楠, 앞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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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은 류츠신(劉慈欣)이 집필한 과학 환상소설 『삼체(三體)』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스테디셀러로 등장한 것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경전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양 필독도서로 지정하기 때문에 많이 읽히고

있는 편이었다. 폭넓은 독자층은 아니지만 최근 아동도서의 판매율과 시

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베이징 개권(開卷82), 국내외 도서 판매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 센터)의 2016년 통계에 따르

면 전기, 교양, 과학기술, 아동, 사회과학, 생활, 문학, 예술, 언어로 구분

했을 때 아동도서의 증장속도가 가장 빨랐고 오프라인 서점의 외서 구성

에서 아동도서의 비율 또한 가장 컸다. 아동도서 가운데서도 특히 아동

문학과 아동 만화가 잘 팔리는 장르였다.83)

중국의 외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든 한국도서가 보이지 않기

시작 한 것이 2009년부터였는데 이는 먼저 중국의 독서 경향의 영향이

컸고 또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이 번역을 지원하는 도서 목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순수문학을 수출하여 세계화 사업 목표에 도

달하고 그 부분에 있어 성과를 이룩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독자

의 독서 경향의 추세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장르가 고르게 소개되지 않았고 단행본 발행 총액과 종

수가 약소한 양상을 보여줬다.

르페브르는 문학과 번역시스템의 위계를 조절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시스템 안에서 특정 분야를 점유하

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 비평가, 교수, 번역가 등과 이들 전문가를 조절하

는 힘을 가진 인자인 '후원자(Patronage)'가 그 요소들"(Lefevere, 1992,

14-5)84)이라고 했다. 이처럼 후원자 역할을 하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

문화재단의 지원 제도를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 양상을 바탕으로 하

82) 北京开卷图书市场研究所是我国第一个图书行业数据调查公司。

83) 北京開卷，2017上半年國內外圖書零售市場報告分析，2017

(http://www.sohu.com/a/166754284_292883) 참조. 2018. 02. 08

出版人雜誌，「近年來國內引進版圖書市場分析」，『開卷數據』，2016

（https://www.weixin765.com/doc/rzpmeqqf.html） 참조. 2018. 02. 08

84) 손나경, 「다시쓰기로서의 번역: Heart of Darkness 번역본 고찰」, 『영미어문학』

제87호, 2008,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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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두 기관의 지원 제도를 중국의 독서환경에

적용했을 때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두 기관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번역 시스템의 지원이라

는 경로를 통해 후원자의 역할을 임해오고 있었는데 Ⅱ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성격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국가

에서 책정기준에 따라 배급하는 지원금으로 번역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

고 대산문화재단은 기업의 자산을 동원하여 지원을 시행한다. 두 기관이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원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운영성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한국문학의 원활한 중국으로의 소개를 위해 본고는 두 기관

의 지원 시스템 제도와 중국의 독서경향 실정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지원 시스템 제도에 근거하여 "작가와 작품의 선

정", "번(편)역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작가와 작품의 선정

가. 한국문학번역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중국어로 번

역·출판된 문학 부류의 단행본의 통계를 봤을 때,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들이 고르게 분포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

상은 중국어로 번역·출판이 필요한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한국

문학번역원의 판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순문학의 가치성을 확립해

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후원

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작가, 작품의 목

록에는 중국의 도서판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린 단행본을 찾

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쉬움을 남겼다. 중국 독자의 도서 구매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30대이다. 즉 이 연령층이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구매하는 편이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뜨거운 교육열로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세계명작 혹은 중국의 경전소설, 학업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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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매에 관심이 집중된다. 40~50대는 관리계층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사회의 중견역량이 되기 위해 분발하는 연령층이다. 이 연령층의

중국의 독자들은 정치와 관련된 도서를 즐겨 읽고 50대 후반 이후부터는

건강백서가 관심의 도서에 해당했다.85) 이러한 통계를 기준하여 볼 때,

주류 독자 집단의 연령층이 20~30대이면서, 아동문학과 학교에서 추천하

는 필독도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중국

으로 도서를 수출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은 한국문학

작품 번역·출판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연구도 포함하여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2009년까지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하는 동안, 문학 작품 번역보다 연구 서적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학술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한국문학 연구"는 대산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타 기관

이 몇몇 존재한다. 이를테면 1991년에 설립된 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

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급,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

진,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86)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하여 국제교류재단은 해

외한국연구지원, 펠로십, 해외유수정책연구소 및 해외교류단체의 한국관

련연구 지원사업,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출판보조비 지원, 출판 저작지원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국제교류재단의 출판보조비사업 경우는 한국관련

우수 저작물의 출판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학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기회

85) 中國出版傳媒商報，2017年4月，第20324、2325期合刊，《噹噹網發佈2016國民圖書閱讀

消費報告》，

(http://www.cnepaper.com/zgtssb/html/2017-04/21/node_1.htm) 참조. 2018. 02. 09

8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전문개정 2009.12.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26&efYd=20150622#0000 20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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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유수 대학출판부와 주요 학술출판사의 한

국관련 출판사업에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87) 국제교류재단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에 포함

된 "한국문학 연구지원"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0년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으로 새로워진 후, 중

국어 번역·출판 영역에서 작품 번역의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17년까지 총 28편의 소설, 시, 희곡, 아동문학, 연구 영역의 번역·출판

지원 가운데 문학상 수상 작품이 5편으로 약 18%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출판 지원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과 "문학상"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도착어권에서의 가독성보다도 수상작에 심혈을 기울이

는 경향이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번역·출판 지원 도서 선정 기준에서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우리 문학작품"이라는

문구에서 한국문학 세계화 추진을 위한 목표를 보아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세계적인 문학상"으로 상징되는 노벨문학상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착어권의 독서 경향성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아야 하는 가능성이 우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 작

품, 작가가 "선택"되는 점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문

학의 세계화 추진 사업이 극찬 받아야 할 것은 맞지만, '세계적인 문학

상'에 먼저 "관심"을 갖는 인식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국제도서전에 주

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벨문학상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는 것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정여울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논하는 글에서 "해마다

10월 한국문단은 '노벨상 홍역'을 치르고 한국문학 세계화의 디딤돌이자

강력한 지표로 인식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노벨상을 겨냥한 번역 기획은 활동경력이 많은 생존 문인들의 작품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전문학이나 최신 텍스트의 번역이 상대적

으로 소외"88)되기 쉬운 현상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서에 대한

87) 이은국·한주리, 「도서와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

연구』 제45호, 2003, p. 231.

88) 정여울, 「해석을 넘어 창조와 횡단을 꿈꾸다: 한국문학의 번역, 그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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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도서 리스트를 통해 본 중국 독자의 독서 경향

성은 "노벨문학상" 수상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 리스트에 따르면 『백년의 고독』만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처럼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인지도 확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문학 작

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야 하는데 중국의 독서 경

향으로부터 볼 때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거나 후보작이 아니어도 잘 읽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 현황에서 중국어의 비중

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인지도가 번역 성과에

비례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번(편)역자

번(편)역자는 두 기관에서 번역 지원을 받아 현지 출판까지 보조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직접 출판사 섭외에 나서서 중국의 독서

경향에 대한 인지와 순수문학의 중국어 번역·출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현지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원활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을 위해서는 번(편)역자가 중국의 독

서 경향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하는 번

(편)역자에 대한 지원 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 한국문학번역원

오랜기간 번역을 하나의 직업으로 활동해온 번역가는 전문분야

지식과 노하우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완성해낼 수 있지만 한국문학 혹은

한국학 전공이라는 특수성 하나로 훌륭한 번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올

바르고 수준 높은 번역, 일반 번역에서의 문학번역에서 지식과 응용 훈

련이 필요한 비전문 번역가에게 적용되는 것이 번역 아카데미이다. 번역

가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이러한 운영시스템은 독보적

『창작과 비평』 138호, 2007,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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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번역 아

카데미 과정과 번역 아틀리에의 심화과정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의뢰한 번역 작업을 담당하는 등 전문번역가로 성장하게 된

다. 이러한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과정이 기관 내부에서만 진행된다는 것

이 아쉬운 점이다. 번역 아카데미와 아틀리에에서 흡수한 전문성을 외부

로 전파하여 그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쉽

다. 이밖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번역가인 경우, 특히 한국인 번역가는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국 현지 출판사 및 에이전시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은 번역에 이어 현지에서의 출판까지 지원을 하지만

도착어권의 출판사는 번역자가 직접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미 많은 경력을 쌓은 번역자에게는 현지 출판사를 섭외하는 일이 어렵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인 번역자에게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출판사 및 에이전시는 중국 거주 번역가들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중국의 한국문학 수용 현황을 통해 두 기관의 개선과제

를 살펴보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우선 작가와 작품의 선정과정에

서 순수문학의 번역·출판을 독려하여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의 입지를 다

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었다. 추가로 중국 독자의 경향이

나, 한국문학의 중국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한다면 훨씬 원활한 유통을 기

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 "번(편)역자"에 대한 지원으로 번역가 양성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양성해낸 전문번역가의 능력이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었다. 즉 전문번역가로 양성된 번

역가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가치를 해외에서, 특히 한국문학 번역교육이

부실한 언어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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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 번역가가 출판과정에서 중국의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

려운 점 역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대산문화재단의 경우에 본 재단에서 시행해온 한국문학 연구 지

원은 타 재단이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온 것과 겹치는 부분이 존

재한다. 또한 번역·출판 지원의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세계

적인 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우리 문학작품과 대산문학

상 수상작을 중심"89)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

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번(편)역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완성된 번역물을 해외에서 출판

하는 단계에서 출판사 섭외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아직까

지 보수적인 출판제도를 엄수해야 하는 중국 출판계를 번(편)역자가 직

접 대면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

국어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의 비례가 균형적이지 못한 점을 과제로 제시

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출판산업 정책과 지원 시스템의 관계

Ⅲ장의 1절에서는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

스템의 진단을 중국 독자의 독서 경향과 기관 내부의 번역 시스템과 결

부하여 고찰을 시도했다.

다음 Ⅲ장의 2절에서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출판 도서를 수

용하는 입장인 중국측에서 시행하는 문예정책과 그에 따르는 출판제도를

살펴보면서 두 기관의 중국어 번역 지원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다시쓰기'라고 번역을 정의하면서 이

는 "일종의 조직행위이며 그 이유는 작품이외의 다른 요소, 즉 예를 들

어 이데올로기의 영향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90)라고 했다.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출발어권의 체제와 다른 양상을 띤 도착어권의

89) 대산문화재단, 앞글, p. 168.

90) 손나경, 앞글,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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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학 수용규범에 접근하여 고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즉 중국 사회

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비롯한 한중 문학교류 제5단계로 가정한 1990년대

의 문예정책, 그 문예정책에 포함된 출판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고찰은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지원 시스템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1 중국의 문예정책과 출판산업 정책의 변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을 한중 문학교류의 다섯 번째 단

계에서 활약하는 기관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한중수교가 시작되었던 1992

년 이후의 이데올로기와 문예정책 및 출판제도를 집중 탐구할 것이다.

신중국 창건 이후부터 중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크게 1978년 개혁개방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데, 관건이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 건설 중심'의 전환91)이 되기 때문

이다. 세부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시기 구분하는 방

식으로 ①1921-1949년 '혁명형 이데올로기', ②1949-1978년 '비판형 이

데올로기', ③1978-1992년 '건설형 이데올로기', ④1992년 이후 '조화형

이데올로기'로 나눌 수도 있다.92) 중국의 국가 지배이데올로기가 전환하

면서 그에 수반하는 문화 산업, 문학 관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

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을 ①1949-1978년 이데올로기 통제 하에서

의 문학출판, ②1978-1992년 이중 맥락93) 하에서의 문학출판, ③1992년

이후 문학 출판 관념의 다원화 세 갈래로 나누는 경향94)이 있다. 중국의

91) 陈明明，「从超越性革命到调试性发展：主流意识形态的演变」，『天津社会科学』，

6:62~72，2011，p. 67.

92) 张梅，「论中国共产党创建以来意识形态的变迁」，『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

39(1)：33~36，2012，p. 33.

93) 胡友峰，郑晓峰，「论中国当代文学出版观念的变迁」，『浙江工商大学学报』，3:5-1

6，2015，pp. 6~14.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1992년 14기 3중전회 직전까지는 개

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문학출판에 일정한 자유가 부여되는 동시에 국가의 통제가

여전했다. 상업성과 사회적 효과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이중 맥

락 하에서의 문학출판'이 이루어졌다.

94) 위의 글, p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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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배이데올로기와 문학 내지 문화 산업의 변천에서 획기적인 대전

환의 면모를 보여준 특정시기를 1978년과 1992년에서 찾을 수 있다.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신중국 수립 이후 당에 의해 정립되었던 '사

상', '노선', '정책', '인사' 등을 전면 개정하였고 특히 문화대혁명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경제개혁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시기 문학예술계에 대한 정부 방침의 변화에서 '문예와 정치의 관계' 문

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예는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

다"고 마오쩌둥이 명시한 중국공산당의 문예방향이 수정을 거쳐 '인민의

문학예술'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1980년 당제11기 5중전에서 덩샤오핑이

'목전의 형세와 임무(目前的形勢和任務)'라는 보고에서 제시한 창작 자

유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문예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는 구호는 없을 것이고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예가 정치

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 문예는 정치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라고 다

짐했다.95) 개혁개방과 함께 기존의 출판제도에 대한 개혁도 추진되었으

며 1982년부터 발행 단계에 대해 '1주 3다 1소(一主三多一少)'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신화서점을 주체로 다양한 경제

속성, 다양한 유통망, 다양한 판매 방식이 공존한 간소화 된 유통 단계"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①집체서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민영 서점

을 적절히 발전시키며 ②출판사에 도서의 발행권, 특히 도매권을 부여하

여 유통망을 다양화하고 ③일괄 구입과 일괄 판매 방식 외에 위탁 판매

(寄賣), 초판도서의 시험 판매, 출판사 자율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개혁 조치가 포함된다.

이어서 1988년에는 출판총서와 중공 중앙선전부가 공동으로 "현

재 도서발행 체제개혁에 관한 일부 의견(關於當前圖書發行體制改革的若

干意見)"이라는 지도성 문건을 발표함으로서 '3방 1련(三放一聯)'이라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3방'이란 경영권, 도매권, 판매방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국영서점에 경영권을 부여하여 스스

95) 김시준, 『중국 당대문학사조사 연구 1949-1993』,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

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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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익을 책임지도록 하고 ②신화서점 도매 외에 출판사 도매, 신화서

점과 출판사 공동 도매 등 다양한 도매경로를 제고하고 일부 집체서점에

도 제한적으로 도매권을 부여하며 ③위탁 판매, 시험 판매, 샘플 발송 이

후 주문, 할인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건에

출판사에 대한 개혁의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출판사를 '생산형'에서 '

생산경영형'으로 전환하여 출판사의 지도체계, 경영체계, 관리체계, 인사

체계 등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96)

또 다른 대전환 시기의 대표적 사례는 1992년 초 덩샤오핑이 남

방 순시에서 경제 개방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경제개혁안이 구체

적으로 거론된 시점이다. 10월 중공 제14차 전인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공포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있던 경제활동이 해제

되고 개인의 경제활동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승인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문화정책에도 변화를 야기

하였다. "과거에는 모든 출판사와 작가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 출판

사에서 발간되는 모든 인쇄물은 당과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출판되고 그

비용 또한 국가에서 출자했으며, 작가들은 국가의 명에 의해 일정한 직

장에서 작가 활동을 하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1993년부터는 이른

바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출판사는 국가의 출자 없이 스스로가 영업을 하

여야 했으며, 작가 또한 어떤 직장에 소속됨이 없이 스스로가 알아서 작

품을 쓰고 그것을 출판사에 보내 원고료를 받도록 했다."97) 1978년부터

시작된 정치, 경제, 사상 방면에서의 개방은 문예계에 다양한 문학양식의

출현을 이끌어갔다. 1992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변하면서 작가에게도

자율화가 주어져 '다원화'와 '개인화'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구조의 변동

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 때문에 출판사는 독자가 많이 찾는

책을 출판하여 자생을 해야 했고, 작가들은 출판사가 요구하거나 또는

독자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대중문학이고 이는 급속도로 독서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96) 정정, 「중국의 한반도 문학 번역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다시쓰기 연구: 1949~2000

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7, pp. 149~150.

97) 김시준, 앞글, 2001,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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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많은 대중문학(중국에서는 '아문학亞文學'이라고도 함.) 작가로

투신하는 경향을 보였고 아울러 문학의 상품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

다.98) 이처럼 문예계에 소비지상주의 문학이 돌풍을 일으켰다면, 출판 산

업 영역에서는 출판사를 국가 사업기관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

여 민간 투자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출판 도서 주제와

관련하여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제선정, 계획제도와 편집 단계에

서 3중으로 심사하는 3심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외국 도서의 수입 심

사는 창작 도서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1997년에 반포한 「출판관리

조례(出版管理條例)」에 따르면 외국의 도서를 번역할 때 저작권을 수입

한 원서를 상급 주관부서에 보내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

다.99)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체제의 새로운 변화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

닐 수 없었다. 개혁과 더불어 찾아온 중국의 출판사 성격에도 변화가 생

기기 시작했고 그 흐름을 기업화, 시장화, 그룹화로 분류100)할 수 있다.

기업화는 초기 중국의 출판사의 전통적 성격으로 집중적으로 공산당의

선전기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탓에 내부에 공산당위원회 직속의

출판사위원회(出版社委員會)를 설치하고 집단책임제로 운영되었던 것이

다. 출판사가 독립자주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간섭을 받

고 진행하는 체제였다. 모든 출판사가 기업화의 대상은 아니었고 성격에

따라 '문화사업단위', '특수 문화기업', '문화기업' 이 세 종류로 나뉜다.

'문화기업'은 즉시 현대적 기업제도를 수립하게 했고 '특수 문화기업'은

경영성 업무를 따로 떼어 현대적 기업제도를 수립하게 했으며 '문화사업

단위'는 비영리적, 공익적 출판단위이므로 전통적인 체제를 계속 유

지101)시켰다.

시장경쟁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현대적 기업제도의

수립은 이미 1990년대 후기에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98) 위의 글, p. 291.

99) 정정, 앞글, p. 151.

100) 김재규, 「중국 출판산업의 변화와 인터넷문학」,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3, p. 16.

101) 위의 글,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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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2003년 6월 '문화체제 개혁 시범업무'(文化體制改革試點工作)

가 시작되어 21곳의 출판유통그룹이 확정될 때 새로운 사업체제와 기업

화의 개혁 조치가 채택되어 강도 높게 실시되었고, 2006년 '전국 문화체

제 개혁 업무회의'(全國文化體制改革工作會議)가 열린 후로는 기업화 개

혁이 가장 크게 진전되어 한꺼번에 23개 출판그룹이 기업화를, 100여 개

출판사가 제도 개혁을 완수하였다.

당의 선전물을 만드는 각 지역의 인민출판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출판사가 기업화로 되었고 또 많은 출판사들이 외부 자금을 조달해

다원화된 주주제 회사로 변신하면서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력을 높

이고 있다. 현대적 기업제도가 수립되었지만 국영기업의 형태이며 공유

제다보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고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

와 규모의 확대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밖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출판

업계 진출을 불허하였고 오로지 국유자본과 국가 사업단위만 허용하여

자본의 결핍을 초래했다.102) 하지만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해

도 출판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던 사유제 민영출판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출판산업은 공식적인 국영출판

사, 비공식적인 민영출판기업 두 가지 형태의 이중구조를 띠었다.103) 통

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출판사의 숫자는 584곳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중앙급 출판사가 219곳(부출판사 13곳 포함), 지방출판사 365곳(부출판사

33곳)이었다.104) 2016년 1월1일 통계에서는 통합을 완료한 출판그룹이

35곳으로 나타났다.105)

민영출판기업의 경우, '출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

었고 국영기업의 성격을 띤 출판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ISBN 사용과

도서 유통인쇄위탁자격을 획득해 실질적인 출판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

102) 위의 글, p. 18.

103) 위의 글, p. 19.

104) 「2017年中国图书行业发展现状分析及未来发展趋势预测」，中国产业信息，2017年08

月09日， (http://www.chyxx.com/industry/201708/548812.html) 참조. 2018. 02. 09

105) 「2016年中国图书行业发展现状分析及未来发展趋势预测」，中国产业信息，2017年01

月16日， (http://www.chyxx.com/industry/201701/487394.html) 참조. 2018.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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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런 활동은 공식적인 실체가 없었는데, 이를테면 민영출판기업이

기획출판한 도서의 표지와 판권부에는 ISBN을 제공한 출판사의 명칭만

기재되는가 하면 매년 열리는 "전국도서교역박람회(全國圖書交易博覽

會)"의 참가 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3년 신문출판총서의 "

출판물시장관리규정(出版物市場管理規定)"이 발표된 후로 민간출판기업

의 규모 확대와 자본 투자가 원활해졌는데, 민간 도서유통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아 연쇄점 경영이 가능해졌고 총 유통권 획득 경쟁까지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는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체제 개혁의 진일보한 추진

에 대한 지도 의견을 시점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이 문건에서 신문출판산

업 전 영역의 "비공유 자본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책이 허가하는 영역

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106)고 밝혔다. 그 후 여러 출판사

들이 민간자본을 대량으로 유입하여 상장회사까지 탄생시켰다.107) 즉, 중

국의 출판사 산업의 시장화 양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도입은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었다. 2003년 신문출판

총서와 상무부(商務部)는 외상투자 도서신문잡지 판매기업에 대한 관리

방법(外商投資圖書、報紙、期刊分銷企業管理辦法)을 발표, 실시해 정식으

로 외국자본의 중국 출판시장 진입을 허용했지만 국영출판사가 출판권을

독점하고 허용해주지 않은 것과 중국의 인터넷 서점이 경쟁력 확대로 외

자기업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08)

계획경제 체제가 남긴 출판산업의 '균형 발전'의 구조는 개혁개

방 이후에도 여전했고 이는 출판사의 발전을 막는 장애 요소였다. 전국

의 행정구역에 따라 출판사들이 분산 배치되고 자원도 균등하게 배분되

면서 경쟁의 필요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출판산업은 그룹화 추진으로 대형 출

판그룹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출판그룹화는 출판산업 구

106) 關於印發《關於進一步推進新聞出版體制改革的指導意見》的通知第14條，新聞資訊，

2009,

(http://www.gapp.gov.cn/news/1663/103132.shtml) 참조. 2018. 02. 09

107) 김재규, 앞글, p. 20.

108) 위의 글,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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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비효율적 배치를 개선하고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109)였다. 중국 출판산업의 그룹화는

2001년 8월 공산당 중앙 사무청(辦公廳)을 통해 발표된 중앙선전부국가

광전총국(國家廣電總局)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방송영상산업 개혁 심

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深化新聞出版廣播影視業改革的若干意見)'이

었다. 이 문건에서 "신문출판총서는 그룹화를 기업화·시장화와 함께 21

세기 중국 출판산업 발전의 3대 전략으로 잡고 매체의 그룹화와, 매체의

업계 및 지역적 한계의 초월, 그리고 경영성 자산의 상장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제안했다. 2001년 의견의 반포 이후 새롭게 그룹화 시험 대상이

되었거나 이미 그룹을 이루고 있던 출판사들은 기존의 행정관리 조직을

개혁해 현대적 기업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독립적 자산 경영을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6월 '문화체제개혁 시범업무(文化體制改革試點工作)'

가 시작되어 21곳의 출판유통그룹이 최종 확정되었고 2004년 4월 초, 중

국출판그룹(中國出版集團)이 중국출판그룹공사(中國出版集團公司)로 개

명하고 기업으로 체제 전환을 한 것이 앞선 그룹화 개혁 과정의 최초의

완성 사례가 되었다.110)

엄밀한 출판산업의 관리체제와 출판물에 대한 감수로 외국도서의

유통 과정은 비교적 어려운 것이었다. 이상 살펴본 중국의 출판산업 정

책을 통해 아래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출판 환경이 두 기관의 지원 시스

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볼 것이다.

2.2 중국의 출판산업 정책과 지원 시스템의 영향관계

Ⅲ장의 2.2에서는 상술한 중국의 출판산업 정책이 한국문학번역

원과 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과 맺는

영향관계를 짚어보는 방법으로 두 기관의 제도가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

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Ⅱ장에서 소개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

109) 위의 글, p. 22.

110) 위의 글,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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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지원을 받고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현황을 통해 두 기관

의 지원 시스템의 성과와 특징들을 이미 고찰했다. 이 두 기관의 특징을

중국의 출판실정에 비춰보는 방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

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제를 두 기관이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출판 유통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기관의 외부에서 시행해온

번역과 연계된 지원 제도와 연결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의 현지"출판"과 관련

된 지원 제도에서 현지의 출판사가 개입되는 것은 물론, 에이전시의 소

개를 통해 출판이 성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간접 지

원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이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을 지원하면서

외부의 요소와 접촉되는 간접 지원 제도의 개선과제를 짚어볼 것이다.

중국의 출판계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출판 단가를 줄이려고 애쓰

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순수문학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양자의 간

극이 점점 멀어져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고 한국문학을 중국에서 출판할 때, 에이전트가 중국의 출판사를 연결

해주거나 한국문학 저작권을 수입하여 출판을 준비하려는 의향을 중국의

출판사가 먼저 밝히는 경우가 있다. 중국 출판사 측에서 먼저 지원금 액

수를 묻고 출간에 관련하여 한국문학번역원과 일치한 의견이 이루어지면

순조롭게 지원이 성사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문학번역원이

보통 5천부를 출간하는데, 출판사 측에서는 중국의 인지도 있는 작가들

도 3천부 밖에 안 찍는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서에 대한 제한을 두려는 중국의 출판정책을 설명한다.

2010년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으로 재정비된 대산문화재

단의 사업에서 중국어 번역의 단행본 수는 적지 않은 편인데 중국의 출

판사를 통해 출판된 연구서와 작품집의 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현지에서 출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대산문화재단

의 중국어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의 통계수치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번역자가 직접 출판사를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과 번역자가 기한 내에 번

역물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대산문화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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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도서 출판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 것은

까다롭고 엄격한 중국의 출판제도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의

출판사는 검열업무를 맡은 부서가 따로 있으며 이 부서는 또한 중국으로

수입된 외서가 출판을 앞두고 넘기 어려운 가장 높은 문턱이다.

작가와 작품 선정, 번(편)역자에 대한 지원이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출판의 직접 지원이라면 간접 지원은 이를 받쳐주는 보조역할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출판 지원 이외에 <세

계번역가대회>와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학계와 업계의 관련인사들이

정보교류를 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대산문화재단은 <서울국제문학

포럼>, <동아시아문학포럼>, <한중문학인대회> 등의 국제문학교류를

통해 세계적 문인과 국내 작가, 해외 독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즉 두 기관의 주관 하에 문학교류와 번역가, 작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형

국이다. 이와 같은 국제문학교류는 문인과 독자의 만남을 성사시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고 두 기관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

제문학교류에 출판 유통을 주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의 학술 교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번역가대회>는 2007년에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개최된

이 대회는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번역가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권

에서 초청받은 20~30명의 번역가들의 발제와 토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

리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해외번역가들의 경험담이

오가는 자리였다. <한국 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2002년부터 매

년 개최되어온 행사다. 번역과 출판에 관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중

심으로 하는 이 행사는 외국에서 3~4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해당 분야

의 생생한 정보를 공유한다. 주제는 한국 문학의 해외 보급 방안, 해외

출판과 저작권, 문학 번역의 방법론, 문학 번역 평가, 문화 번역, 아동문

학, 희곡과 연극 등으로 다양하다. 이 주제들은 단순히 행사를 위해 준비

된 것이 아니라 번역과 출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로서, 현장의 목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했다. 2006년의 제5회 워크숍에서 '번역,

그 소통의 미학, 출판의 기준에서 본 번역 평가'라는 주제로 프랑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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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독일, 한국의 출판사 편집장들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2007년도에 진

행되었던 워크숍의 주제도 번역과 출판에 관련된 것으로, "번역서의 출

판과 문화 교류"였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세계적인 문호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학과 세계화, 평화와 미래 등을 주제로 서로의

사유와 사상을 자유로이 교류하는 국제 문학축제다. 이 포럼은 국가와

언어, 인종과 성별이 다른 세계 각국이 작가들이 모여 문학의 위상과 작

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며 공유하는 자리이다. 5년을 단위로

정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문화올림픽'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2006년 5월에 한일 양국의 지성인 김우창 평론가와 오에 겐자부

로 작가의 공개 대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문학의 역

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은 이 대담을 통해 한·일·중

3국의 문인과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의 필요성을 느껴 2007년에

한·중 작가교류 행사인 <한중문학인대회>를 개최했다. 오랜 세월 밀접

한 영향관계를 맺어온 한·일·중 3국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공동가치를 탐색하고 평화 기조를 정착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1회 한일중 동아시아문학포럼>(2008년)을 서울

에서 개최하였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3국 조직위

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한국·일본·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와 지식

인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포럼, 공동기자회견, 공개대담, 작가교류의

밤, 선상 낭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소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대사회와

문학의 운명-동아시아와 외부세계’를 주제로 서울과 춘천에서 일주일 동

안 열린 이 포럼은 세 나라의 주요 문인들이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추구

할 공동의 가치와 미래비전 구축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문학 및 문화 교

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그 가교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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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의 진행

방식도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3국이 각각 조직위원회를

구성, 주요 사안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상호 평등원칙에 따라 업무와

비용의 분담 및 순회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국제교류 사업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국제교류 사업에서 문학교류, 문인 간의 교류, 번역가 간의 교류

가 활발한 반면 출판과 저작권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은 부족했다는 점

이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문학을 세계로 유통시키는 과정에 원저자와 원

작, 번역자와 번역서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도

착어권에서 이루어지는 출판 관련 정보지식들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

다. 비록 최근에는 저작권 에이전시를 활용하여 출판사를 섭외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하지만 사전에 도착어권의 저작권 수입제도, 출판산업의 동태

등을 인지하고 번역·출판을 지원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해

결방안을 미리 고안해낼 수 있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도서의 수출 과정은 복잡하지 않은 편이며 한국에서 새로운

도서가 서점에서 판매되려면 문화관광부에 납본이라는 신고절차를 밟아

야 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서는 대부분 납본 절차를 거친 것이다.

때문에 도서를 해외로 수출할 때 별도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출

이 가능하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판금도서나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

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자유로운 도서 수출이 가능하다.111) 반면,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입국의 입장인 중국은 국가가 관여하는 보수적인

출판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의 도서든 외국의 도서든 모두 검

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중국에서 ISBN 사용과 도서 유통인쇄위

탁자격은 국영기업의 성격을 띤 출판사에게 부여되고 민영출판사는 국영

기업 출판사의 명의를 빌어 도서 출판을 해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민영

출판사는 2003년에 유통권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111) 이은국·한주리, 앞글, 2003, 227쪽 재인용. 손재완(1998), 「도서 수출입의 절차와 과

정」, 『출판문화』 9월호,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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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현실이 뒤따랐다. 국영기업 출판사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여전

하며 경쟁으로 얻은 유통권으로 도서를 출판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출판

기업의 출판 도서 선정 작업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판 유통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중국의 출판계와

순문학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 사이의 영향관계였다. 그리고 중국

출판사 측이 단가를 낮추려 하고 인쇄 부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과제가

도착어권의 실정으로 엄연히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에 저해되는 요

소로 작동된다. 그리고 현지 출판정책과 접촉되는 간접지원 이외에 두

기관이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학술회, 포럼 등 다양한 외부 지원 시스

템도 보완이 필요했다. 아래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방향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3. 지원 제도의 개선방향

벤야민이 번역 활동을 번역가의 모국어를 통해 원전을 이해하는

해결책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제'로 제시112)했듯이 번역의 행위는 책임감

이 부여되는 것이다. 동일한 자연 언어권 내에서조차도 같은 사물, 같은

대상, 결국 같은 사태를 두고서 인간은 오랫동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말해 왔다. 그 사태라는 것이 현실적이거나 실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

라, 상상적인 것, 가능적인 것, 유토피아적인 것까지도 포괄한다면 번역

은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아니라 바로 해석의 영역으로 그 위치가 옮겨지

는 것이다.113) 책임감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번역가, 충실한 번역을 감별

하는 심사위원과 협력하면서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은 중국에서

의 한국문학 출판을 지원해왔지만 각종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두 기관이 봉착했던 어려움과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제한적인

실상, 근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실제적인 번역·출판 행위에 대한 본고

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효율적인 한국문학 중국으로의 번

112) 폴 리쾨르, 『번역론』, 윤성우/이향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p. 43.

113) 위의 글,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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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소개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Ⅲ장의 3절에서는 한국문학 중국으로의 원활한 소개를 위해 앞에

서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고안해내고자 한다. 두 기관의

내부에서 "작가와 작품의 선정", "번(편)역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제도

의 방향을 논하고 외부에서는 "출판 유통"과 확대 가능한 "교류 플랫폼"

을 둘러싼 지원 제도의 개선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즉 "기관 내부"에서

중국 독자의 독서경향을 고려하여 직접적 지원의 개선방향을 찾고 "기관

외부"에서 중국의 출판실정을 고려하여 간접적 지원의 개선방향을 찾을

것이다.

3.1 기관 내부의 지원 제도

(1) 작가/작품 선정에 대한 지원 제도

두 기관이 지원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사업 현황에서 두

기관은 한국에서 중요하게 읽히는 순수문학을 소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중국어 번역출판 작품 목록에 보면 2000년대

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50위 안에 속했던 작품들이 눈에 띄게 여러 차

례 등장했다. 이를테면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은희경의 『마이너리그』, 신경숙의 『바이올렛』, 공지영의 『봉

순이 언니』, 황석영의 『손님』,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김훈의

『남한산성』, 정유정의 『7년의 밤』 등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베

스트셀러 50위 안에 든 작품들이며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중국

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와 작품"을 선

정하여 소개하여 널리 알린다는 것은 한국문학 세계화의 성과를 말해주

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중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잘 읽히느냐가 중요하다. 본고의 Ⅲ장의 1절에서도 밝혔듯이 한

국에서의 베스트셀러였던 한국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중국에 유통했을

때, 그 결과는 중국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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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고 중국에서의 진정한 한국문학이 효율

적으로 소개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류의 영향을 받아 소개되는

대중문학을 무조건 기피하지만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순문학 자체는 한

나라, 민족의 역사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외국 독자에게

내밀었을 때 자칫하면 무료하고 난해한 독서물이 될 우려도 있다. 학습

에서 레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제고시키듯이 다른 집단의 문화

를 수용하는 데도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들이 처음

부터 높은 레벨을 접촉하면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흥미도 따라서 잃게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대중문학부터 전파하는 것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독자들이 한류

를 통해 소개된 대중문학이 한국문학을 대변한다고 인식해버리는 것에

굉장한 우려를 표시했다.

앞에서 고찰했던 선행연구에서도 최은정에 의하면 "문학성을 갖

춘 작가 작품"을 강조하여 이에 "지속적인 발굴과 꾸준히 소개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본문학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가 국

가가 도서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체계적으로 일찍이 지원 사업

을 시행한 것도 있지만 일본문화는 만화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점

차 문학작품으로 전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무라카미 하루

키 같이 노벨문학상 후보 명단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가의 영향력도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 지원

에서 순문학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중소설을 출판하

는 출판사는 이미 충분하므로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국 시장 개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다. 한류에 힘입어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산업이 세계로 많이 확산되었고 잇따라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외부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관심

에서 시작하여 한국 독서물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독자들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잘 읽히는 것은 대중문학이 보

편적인 장르였다. 그렇다고 한류는 순수문학이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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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주인공이 읽었던 소설, 낙서를 한

그림책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이 역시 문학을 홍

보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다.114) 때문에 순수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류의 영향을 기회로 전환시켜 중국 독자

의 독서 경향성도 고려하면서 대중문학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밖에 최근 중국에서의 아동도서의 구매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

세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아동문학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 아동출판 시장은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아이 정책의 유

연화로 인해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에서의 아동도서의 수요가 날로 증장한다는 사실은 중국 아동출판 시장

의 성장세와 수익이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 아동출판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2000년대 이후인데, 2002년 1만여 권 출간했던 아동출판

물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4만권을 넘게 출간했다. 2013년에는 4만 7

천여 종을 출간했으며, 전체 출판물의 20.9%를 차지할 정도로 위세가 대

단하다. 2013년 기준, 581개 출판사 가운데 515개 출판사가 아동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47,258종을 출간했다. 특히 이 중에서 31개 출판사가 시

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20%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115)

작품 선정에 있어서 한국문단에서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분산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소설의 장르적 특징에 주목하여 중국으로 유통했을

때 인지도 상승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이다. 중국의 독서

경향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문

학 수용의 대중성과 다양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문학 수용에 대한 방향에서 대중성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다

양성으로 발전시켜 순문학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114) 좡샤오(壮潇,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틀리에 번역가), 「중국에서의 한국 순수문학」,

2013년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2013, p. 138.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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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자에 대한 지원 제도

두 기관은 외부와 소통을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편이었으며,

"번역", "문학", "작가"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회, 포럼을 열어 세계 각국

의 문인들이 함께 문학번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는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의 연계 제도로써 "번역을 하는

일"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번역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문학번역가에

게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두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문학교

류는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역시 두 기관의 한국문학

세계화 노력을 보아낼 수 있다. 기존의 국제문학교류의 주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로 현지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필요하다고 본

다. 출판과 저작권에 대한 법령과 시행규칙을 전달하는 것, 무릇 출판과

관련된 출판계의 소식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정보

를 알 수 있지만 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번역가와 후원자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이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판 관계자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다.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참고가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중국어 번

역·출판 지원 도서에 선정된 작품이 중국에서 출판을 앞두고 검열을 받

으면서 직면했던 한계점을 기록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계번역가대회에서 각 언어권의

번역가들이 세미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듯, 한국문학 작품을 중국에서

번역·출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이 공유되어야 한

다고 본다. 책 속에 동북공정(東北工程), 티베트 등과 관련된 내용처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보았는지, 기존의 사례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제작함으로써 경력이 풍부하지 않은 신인 번역가 혹은 중국어

권 번역·출판을 권장하는 한국문학 작품 목록을 갱신할 때 도움이 될 것

이다.

현역 번역가들이 번역본을 출간할 때마다 후기를 쓰거나,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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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협력하여 한국문학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이나, 권장하고 싶은 번역의 방법을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특정 어휘와 특정 문장구조에서 권장하고 싶은 번역의 방법을 '한

국문학 중국어 번역 핵심정리'라는 주제로 하여 단행본으로 엮을 수 있

을 것이다. 문학 번역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예비 번역가, 문학 번역의

첫 걸음을 나선 신진 번역가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출판사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 에이전시를 통해 출판사를 추천받

는 것이 추세이며 에이전시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에이전시가 현

지 출판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문학의 저작권을 해외로 수

출할 때, 작가 작품과 현지 출판사가 권익을 수호받을 수 있도록 '증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에이전트의 보호를 받는 작가, 작품과 출판사뿐만 아니라 번역가

도 권익을 수호 받을 수 있는 정규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번역가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속이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실제 현지 출판과정 단계에 진입하면 번역가도

원작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혹은 중개인 역할을 하는 에이전

시의 보호망에 귀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성립되는 출판사, 에이전시와

번역가의 관계는 '갑과 을'의 체계로 단기적 계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관계보다 출판사, 에이전시와 번역가가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

너 관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출판을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현지의 번역가를 섭외하는 것이 훨

씬 편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번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파트너 관

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이 번역가가 현지 출판

사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체가 필요

하다. 작품에 대한 번역이 완성되었지만 출판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그

번역물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번역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

고 보호가 가능한 매니지먼트 부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두

기관은 번역가 매니지먼트 부서를 설립하여 번역가 관리를 지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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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2 기관 외부의 지원 제도

(1) 출판과 유통에 대한 전략

본고의 Ⅲ장 2절에서 살펴본 출판 유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가 전쟁과 출판 인쇄 부수가 제약되는 부분이었다. 중국 출판정책 고

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가 관여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보수성을 유

지하고 있어 출판 유통과정에서 겪는 난제는 쉽게 타파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러한 국면에 맞춰 기관 외부의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유연성이 필

요하다고 본다. 기관 외부의 지원 제도에서 출판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과 중국 출판사의 인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두 기관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의 유통현황을 밝혀 원활하게 한국문학을 중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출판콘텐츠(出版 contents)는 출판(publishing)과 콘텐츠(contents)

의 합성어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따위를 통하여 제공되는 여러 서적이나 회화 따위의 정보"라고 되

어 있다.116)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출판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종이책, 전자

책, CD-ROM, POD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민속설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를 초월한 융합 현상을 일으키며, 영화, 드라마, 연극, 방

송, 음악, 뮤지컬, 만화, 캐릭터 상품, 광고, 인터넷 등으로 재가공되는 "

원천 콘텐츠"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판콘텐츠는 "원저작자의 사

상이나 감정 등이 표현된 저작물을 종이책과 전자책이라고 하는 기존 방

식을 아우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공익적 목적과 이윤

추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원천 콘텐츠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116) 박찬수, 「출판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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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판콘텐츠의 개념에 따라 세분화하면 출판물로서의 출판콘텐츠, 글

로컬 시대의 출판콘텐츠, 문화 가치로서의 출판콘텐츠, 문화원형으로서의

출판콘텐츠, 사회 자산으로서의 출판콘텐츠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본고의

발전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판물로서의 출판콘텐츠"와 "글로컬 시

대의 출판콘텐츠"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출판물로서의 출판콘텐츠"는 디지털출판 등 새로운 기술발

전의 영향으로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만들어냈다. 디지털출판의 등장은

출판콘텐츠 생산 패러다임까지 변경하고 있고 작가의 창작 방식, 출판사

의 편집과 마케팅디자인, 독자의 독서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는 독자가 정보를 습득

하고 책을 읽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 제

작의 변화를 참고하여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의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

"글로컬 시대의 출판콘텐츠"는 인쇄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고 접목시켜 독자가 원하는 책이면 무엇이

든 만들어내고,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출판콘텐츠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기존에 종이책 생산과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출판산업'이라고 불렀다면, 미래에는 정보기술이 중

심이 되는 읽기와 쓰기, 독자와 저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출판

콘텐츠가 범람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117)

"출판물로서의 출판콘텐츠"와 "글로컬 시대의 출판콘텐츠"가 포용

하는 개념 속에 문학작품의 번역·출판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독자들

가운데 도서구매율을 좌우하는 연령층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문학 작품

이라는 출판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찍 정보화

를 접촉했고 문화생활에 대한 추구가 강렬한 20~30대의 연령층에 해당하

는 중국 독자들에게 디지털출판물이 훨씬 익숙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은 온라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

큼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다. 시간 절약과 동시에 휴대폰 하나로 많은 것

117) 위의 글,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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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다.

출판물을 책임지는 서점의 경우, 중국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증

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내림세였으나, 중국정부

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오프라인 서점 지원책에 힘입어 2014년과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서점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온라인서점의 강세와 종이책 독서 인구의

감소로 밝혀졌다. 반면에 중국 디지털출판은 투자 열풍을 일으켜 실력

있고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이 디지털출판 분야에 대거 진출했다.

디지털출판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텐센트문학(騰訊文

學)(2013년 9월 업계에 진출하였으며 2014년 4월 정식으로 텐센트의 자

회사로써 독립 운영), 성대문학(盛大文學)(2008년 7월에 설립된 중국 최

대 규모의 인터넷문학 회사로써 성대그룹 산하의 문학관련 업무를 총괄

하고 있는 자회사), 바이두문학(百度文學)[2013년 1억 9천만 위안에 <종

횡중문왕縱橫中文網>을 인수한 후 <바이두다고(百度多看)>와 <91판다

독서(91熊貓看書)>를 합쳐 바이두문학이라는 자회사를 설립], 중문온라

인(中文在線)[2006년에 생긴 <17K소설>, <애독서왕(愛讀書網)>, <사월

천독서왕(四月天讀書網)> 등을 중심으로 운영] 같은 인터넷문학 플랫폼

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텐센트문학은 인터넷문학 시장의 60~70%를 장

악하고 있는 성대문학을 합병하고, 열문그룹(閱文集團，China Reading

Limited)을 정식으로 창립했다. 현재 열문그룹이 보유한 문학작품 수는

300여만 개에 달해 중국 인터넷문학 시장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연간 수익은 20억 위안에 달하고 국가급 작가 200여 명이 소속되

어 있다.118) 중국의 디지털출판이 보급되면서 전자책 독서의 붐은 또 한

번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출판사의 어플을 이용

하여 도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책이 갓 보급되었을 때와 다른 시스템

이었다.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젊은 층은 대다수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

는 추세이다. 텐센트그룹의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SNS '위챗

118)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콘텐츠산업동향』이슈 제8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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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信We chat)'도 독서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다. 이름은 '위챗 독서(微

信读书)'이고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있는 도서들로 분포되었으며 위챗

친구들이 추천하거나, 실시간으로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

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마다 독서 시간을 측정해주고 위챗 친구

들 사이에서 순위가 매겨진다. 독서 시간을 측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재

미를 덧붙이긴 했지만 독서하는 습관을 독려하는 취지가 강하다. 이밖에

'히말라야 FM(喜马拉雅FM)'이라는 독서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은 개인

이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책을 소개하거나, 직접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

다.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거나 직접 책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독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편리해지

면서 특히나 전자 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어플이고

최선의 독서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추세를 겨냥하여 한국문학번역원

과 대산문화재단은 번역 출간한 도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방법을 취

해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을 지배한지 오래된 중국에서 통계에 따

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인터넷 활용자 수는 6억 6769만 명에 달하며,

모바일 활용자 수는 5억 9357만 명에 달했다.119)

두 기관에서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

특히 출판 지원 제도에서 종이 출판 인쇄뿐만 아니라 디지털출판 방식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의 순문학이 중국에서 활발

하게 보급되고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

다. 이와 같이 중국 독자의 독서 방법에서 한국문학의 유통 전략을 고안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유념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여태까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한국문학을 중국에 유통시켰던 중국의 출판사 통계120), 출판사 시장 점

119) 郑汉星，「第36次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2015

年7月23 (http://www.ce.cn/xwzx/gnsz/gdxw/201507/23/t20150723_6022843_3.shtml,

2018. 4. 10.)

120) Ⅱ장의 2.2의 "(3)출판과 출판사 특징", 3.2의 "(3)출판과 출판사 특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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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 데이터 통계121), 출판사 브랜드 신용 지수122), 출판사 순위123)에 따

121) "중국전매상보"의 최근의 출판사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문학분야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출판사에 인민문학 출판사, 역림출판사, 중신출판사이다. 이밖에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한국문학을 중국에 유통시켰던

출판사에 인민문학출판사, 후난문예출판사, 역림출판사로 정리할 수 있었다.

2017년 1월 10일(第2299, 2300期合刊) "중국출판전매상보"는 2016년 11월의 출판사 시

장 점유율 통계를 제시했고 그 가운데 문학분야의 '도서 출판 발행액'을 기준으로 10

위 안에 든 출판사는 다음과 같았다. 1.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学出版社 2. 후난문예

출판사/湖南文艺出版社 3. 남해출판사/南海出版社 4. 베이징연합출판사/北京联合出版

社 5. 장강문예출판사/长江文艺出版社 6. 십월문예출판사/十月文艺出版社 7. 장쑤문예

출판사/江苏文艺出版社 8. 역림출판사/译林出版社 9. 백화주출판사/百花洲出版社 10.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中国图书商报》是中国出版发行管理部门、出版机构、发行机

构、营销机构、作者、读者、评论者之间的桥梁和纽带。《中国图书商报》是展示当代中

国书业的平台，是中国书业界信息量最大的商务传媒。《中国图书商报》于2013年6月21

日，经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批准正式更名为《中国出版传媒商报》，《中国出版传媒商

报》由中国出版集团主管主办。（出处：百度搜索 www.baidu.com 2018. 06. 10） "중

국도서상보"는 중국 출판 발행 관리 부문, 출판 기구, 발행 기구, 마케팅 기구, 작가,

독자, 평론가 사이에서 교량과 유대의 역할을 한다. "중국도서상보"는 당대 중국의 도

서 사업을 보여주는 플랫폼이며 중국 도서 산업계에서 정보량이 가장 큰 매스미디어

이다. "중국도서상보"는 2013년 6월 21일 국가 신문출판 광전총국의 승인으로 "중국

출판전매상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중국출판전매상보"는 중국출판그룹이 주관과

주최를 책임진다. (출처: 바이두)]

122) 십대 브랜드 [十大品牌网, 2018出版社十大品牌排行榜，是CNPP数据研究，十大品牌

网china-10.com，买购网联合重磅推出的中国十大出版社品牌排行榜，出版社十大品牌排

名。2018년 10대 브랜드 출판사 순위는 "CNPP 데이터 연구", "10대 브랜드넷

china-10.com", "구매넷"에서 연합하여 선발한 중국의 10대 브랜드 출판사 순위이다.

(http://www.china-10.com/best/19133.html 2018. 06. 10)] 데이터연구원에 통계에 따

른 중국의 10대 브랜드 출판사에 1.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2. 인민문학출판

사(人民文学出版社) 3. 상무인서관(商务印书馆) 4. 삼련서점(三联书店) 5. 기계공업출

판사(机械工业出版社) 6. 고등교육출판사(高等教育出版社) 7. 중화서국(中华书局) 8.

상하이역문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 9. 과학출판사(科学出版社) 10. 중신출판사(中信出

版社)로 나타났다.

123) 남방재부넷(南方财富网,

http://www.southmoney.com/shuju/lsysj/201802/2042368.html 2018年2月28日 14:09 阳

光网, 2018. 06. 15)의 "국내의 가장 우월한 출판사는 어디인가? 2018년 국내 출판사

순위 (国内出版社哪家强？最新国内出版社排名2018)"라는 기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출판

사(科学技术类出版社), 종합적인 사회과학분야 출판사(综合社科类出版社), 경제분야

출판사(经济类出版社), 법률분야 출판사(法律类出版社), 학술과 교육교재분야 출판사

(学术、教育教材类出版), 출판사 홈페이지(出版社网站)의 순위를 정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순위는 다음과 같았고

이와 같은 순위는 철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문학, 예술, 역사학 등을 포함하는 사회

과학 분야의 도서를 발행하는 종류의 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1. 상무인서관(商务印书馆) 2383종 2.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2197종 3. 인민문학출판

사(人民文学出版社) 897종 4.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 520종 5. 역림출판사(译林出版

社) 483종 6. 중화서국(中华书局) 465종 7.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科文献出版社) 465종

8. 생활·독서·신지 삼련서점(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395종 9. 중앙편역출판사(中央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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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통계를 살펴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출판사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출판사들로는 상무인서관, 인민출판사, 인민문학출판사. 작가

출판사, 역림출판사, 중화서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기계공업출판사, 상

하이역문출판사, 중신출판사, 후난문예출판사로 총 11곳으로 나타났

다.124) 이와 같은 출판사들은 중국에서 평판이 높고 인지도가 있는 출판

사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판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유통과 관련하여 중국의 3대 온라인 서점-당당왕(噹噹

译出版社) 237종 10. 국가도서관출판사(国家藏书楼出版社) 167종

이상의 순위에 오른 출판사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중국

현지에서 출판이 이루어진 사례에 보편적으로 등장했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24) 상무인서관-1897년에 설립되었고 신화자전의 공식 출판사이다. 중국어와 외국어 백

과사전류의 책, 학술저서 역작, 대중 과학교육문화도서와 경영관리 유형의 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대형의 현대출판 전매 기업이다. /인민출판사-1950년에 설립되었다. 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이론서적 출판사이며 유명한 철학사회과학 종합 출판사이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인민출판사는 국가 수준을 대표하는 철학사회과학 등 분야의 도

서를 출판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2만여 종의 도서를 출판하고, 30여 억권의 정

기간행물을 발간하였다. /인민문학출판사-1951년에 설립되었고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규모가 큰 문학 전문 출판 기구이며 중국 출판 전매 계

열사의 문학 출판 기구, 인민문학출판사 유한회사이다. /작가출판사-1953년에 설립되

었고 국내외의 문학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국내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여 국내외의

문학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역림출판사-1988년에 설립되었고 전신은 장쑤인민출판사

의 『역림』 편집부이다. 주로 해외의 외서, 외국어 사전, 외국어 학습 교재, 외국 문

학작품 및 외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저작, 외국문학과 언어 연구논저 등을 출판하고

있다. 영어, 불어, 독일어, 노어, 일어 등의 외국어에 숙련된 편집 역량과 수준 높은

번역 팀을 갖추고 있다. /중화서국-1912년에 설립되었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재를 출

판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고서적, 각종 과학서적, 문예서적과 백과서적 등을 발행하고

편집, 인쇄, 출판, 발행이 일체화된 출판 기구이다. /사회과학문헌출판사-1985년에 설

립되었고 중국사회과학원의 인문사회과학 전공의 학술 출판 기구이다. 중국사회과학

원의 풍부한 학술 출판과 전문가 자원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기계공업출판사-1950

년에 설립되었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에

소속되었으며 기존의 과학기술출판사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중국의 비교

적 이른 시기에 설립된 과학기술 도서 출판 기구이며 기계 공업 정보연구원이 주최단

위이다. /상하이역문출판사-1978년에 설립되었고 중국 대형의 종합성적인 번역 출판

사이다. 외국문학 작품과 사회과학 학술저서를 번역, 편찬, 출판한다. /중신출판사

-1988년에 설립되었고 고품질 창신형의 출판기구이다.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종합문

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다. /후난문예출판사-1985년에 설립되었고 문학과 예

술분야의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한다. 연평균 400종의 새로운 도서를 출판하며 종합

적인 출판 능력이 문예분야에서 3위를 차지한다. 2009년 8월에 신문출판총서에서 "전

국 일급 출판사(全国一级出版社)"로 평가받았고 "전국 백가도서 출판 단위(全国百佳

图书出版社)"라는 칭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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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 아마존(亞馬遜), 경동상성(京東商城)-에서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

판된 도서의 입수 가능여부를 알아본 결과 [표3], [표5], [표7]에 표기125)

해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고조차 없는 도서가 발견되었다. 한국문학

번역원의 경우에 3종126)의 책으로, 대산문화재단의 경우에 11종127)의 책

이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도서는 새책이나 혹은 중고

서적의 형태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구매 성공률이 높은 온라인 서점에서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두 기관에서 한국문학을 중국으로 소개할 때 이러한 실정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교류 플랫폼을 확대하는 전략

Ⅲ장의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왔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번역가, 작가, 비평가가 문학을 축으로 한 인접학문을 교류하는

공간으로써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간접적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두 기관의 노력이 담긴 성과가 진일

보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5) 온라인 서점 당당왕(噹噹網)에서 입수 가능한 새책과 중고책을 N과 U로 표시, 아마

존(亞馬遜)에서 입수 가능한 새책과 중고책을 N'와 U'로 표시, 경동상성(京東商城)에

서 입수 가능한 새책과 중고책을 N"과 U"로 표시했다.

126) ① 2005/『정지용시선(향수)』/乡愁/정지용/허세욱/百花文艺出版社 ② 2005/『한국

희곡사』/韩国演剧史/이두헌/자형, 한영희/中国戏剧出版社 ③ 2006/『시인』/诗人/이문

열/한매/人民文学出版社

127) ①1998/『한국고소설사』/韩国古小说史稿/김관웅/옌볜대학출판사 ②1999/『광복전

중조연극사 비교연구』/光复前中朝演剧史比较研究/김해룡/중국뚱베이조선민족교육출

판사 ③2008/『한국 词문학』/韩国词文学/이승매, 김시업/중국 민족출판사 ④1995/

『한국소설명저감상』/韩国小说名著鉴赏/최웅권/옌볜대학출판사 ⑤1998/『한국문학

사』/韩国文学史/조윤제(저)/장롄궤이(역)/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⑥1998/『사람의

아들』/人的儿子/이문열(저)/고종문(역)/중국 학림출판사 ⑦2006/『분신들』/分身人/최

수철(저)/박명애(역)/중국 춘풍문예출판사 ⑧2007/『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模糊的

旧爱之影/김광규(저)/김학철(역)/중국 군중출판사 ⑨2010/『김수영 전집』/金洙英诗集/

김수영(저)/유중하, 리리치우(역)/중국 외연사 ⑩2001/『중한문화연구』/中韩文化研究/

중국 난징대 중한문화연구소/중국 중문출판사 ⑪2010/문예지 월간 『작가(作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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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출판실정 정보에 대한 교류의 장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

해 기존의 문학교류를 축으로 이루어진 번역가, 작가 비평가 사이의 교

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현지의 출판실정에 이해가 깊은 전문가와도 교섭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보수적인 성격

을 지닌 중국의 출판정책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 관계로 현지 실정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즉 번역가, 작

가, 비평가, 현지 출판실정 전문가가 어우러져 협동하는 공간에서 한국문

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 관련 연구에서 상시적으로 언급되

었던 것이 양산되는 번역물이 질적인 면에서 오는 타격이었다. 임춘성이

"중국문학, 동아시아문학, 세계문학과의 교류는 양적으로 증가했을지 몰

라도 그 질적인 성과를 운위하기에는 시기상조(时期尚早)"라고 했듯이

말이다.128) 이러한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나선 곳이 한국문학번역

원이며, 번역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번역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번역가 양성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

의 노력을 보아낼 수 있다. 앞으로 발전된 모습의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

역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한국어에 능숙한 중국인과 중국어에 능숙한 한국

인 번역가가 문학 번역을 가르치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대안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번역 교육의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

학 번역가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다. 활발하면서도 원활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이 올바르게 현지에서 유통되려면 번역가의 능력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현역번역가는 전문번역가와 중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학을

중국어로 번역·출판하는 번역가들의 구성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는 양상

128) 임춘성, 앞글, p. 231.



- 110 -

을 띠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번역가들을 발굴하고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인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확하게 한국문학의 정

수를 전달하고 매끄러운 번역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번역가를 양성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의 현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어학 교육에

크게 집중하는 체계로 되어있다는 점과 중국 각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들

에서 한국어통번역 교육, 통번역석사(MTI=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번역 교육이 몇 가

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전문적인 통번역대학원 교육을 받은 교수가 부족하다. 둘

째, 번역교재에 한국문학번역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실

제 교육에서는 한국문학번역이 생략 또는 축소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셋

째, 학생들이 한국어 어학지식 공부에 비해 한국문학과 번역 공부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

넷째, 한국문학번역에 관한 전문적인 교재가 아직 없으며 한국문학번역

이라는 교과목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129) 이밖에 중국의 한국어학

과 학부 과정에서 한국문학교육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현황이다.

대학 3학년이 되어야 겨우 문학사 수업과 작품 감상 같은 수업을 주 1회

2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한중번역'과목은 실용 텍스트 번역이

위주며, 이 역시 정보전달을 기준으로 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수업

이다. 문학텍스트의 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목표로 하는 문학번역 수업에

대한 훈련이 거의 없다는 것은 미래 문학번역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130) 때문에 중국 대학 내의 한국문학 번역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문학 번역 교사를 파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번역 아카데미에서 아틀리에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를 중국 대학의 문학번역 학과에 파견하거나 혹

129) 최유학(중앙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문학의 중국어번역에 대한 단상」, 2013

년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p. 112.

130) 범위리(제남대학교 한국어학과), 「한중 문학번역에 대한 몇 가지 의견」, 2013년

제7회 세계번역가대회,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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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대학의 교수가 단기 연수로 아카데미에서 한국문학 번역 교육방

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밖에 번역·출판물이 중국에서 학술 성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번역 업무에 적극 나서는 학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기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의 전망을 위해 Ⅲ장의 1절

과 2절에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고찰하고 3절에서 그에 대응하는 방향

을 고안해보았다. 즉 본고의 Ⅲ장의 3절에서 도출해낸 개선방향은 한국

문학의 중국어 번역·출판 동향과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인지도 상승에 대

한 전망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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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

국어 번역·출판 지원 시스템과 중국 실정의 부합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 기관의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1992년 한중 수교

관계가 구축되기 이전부터 진행해온 한중 문학교류를 검토해보는 것을

통해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문학교류의 단계를 구별해보았고 두 기관

의 지원이 개입된 시점을 제5단계로 설정했다.

해방 이후,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은 오늘날까지 40여년의 시간을

걸쳐 노력을 해왔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이 사업의 일환이었다. 즉 이 40

여년은 국가와 사회가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

하기 시작하고 발전시켜 걸어온 시간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한국문학

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 이전에는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삼았던 '국제문화협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역할을 했

다. 추후 '국제문화협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 흡수되었고 '한국문화예

술진흥원'은 한국문학금고와 사업을 통합하여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성장

해왔다. 정부 기관과 민간재단의 지원을 통한 정규적인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본고는 향후 한국문

학이 중국에서 균형있게 소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했다.

먼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

판의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와 사업내용을 고찰했다. 기존의 연구 자료

에 의하면 근대 이후, 한국 문학이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장혁주,

이북명의 작품이 시초였고 처음에 '남조선소설'이라는 수식어로 번역 소

개 되다가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기 시작했

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부터 본격적인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에 설립된 대산문화재단은 기관 설립 이듬해부터 시작했

다. 개관된 시간으로부터 볼 때 대산문화재단이 먼저 한국 문학 해외 소

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듯이 보이지만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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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 지원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1979년부

터는 당시 문화공보부의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

다가 1980년대부터 문예진흥원과 문화공보부가 해외 출판으로 방향을 전

환하면서 질적, 양적인 규모를 함께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

반까지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이 사업의 주체였다가 1996년 5월에 재단법

인 한국문학 번역금고가 발족하고 1990년대 후반기 사업을 주관했다가

2001년 3월 한국문학번역금고는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

국문학금고와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받

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전신으로부터 보면, 대산문화재단보다 일찍 시작

된 셈이었다.

두 기관의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 중국어로 번역 출간

된 도서들의 현황을 정리해보았는데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출간 지원에

서 번역 지원의 경우 2016년까지 37종의 언어가 1,382건으로 나타났고

출간 지원에 32종의 언어가 948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번역이 219건,

출간이 130건으로 통계되었다. 한국 문학 작품의 시기별로 핵심적인 작

가들의 작품이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번역이 되었고 대산문화재단은 2009

년까지 고전, 근현대문학, 문학사 등을 골고루 번역·출간했다가 2010년부

터는 최근의 70년대 이후 한국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중국어 번역·출간 사업에서

선정된 작품도 시기적으로 오래된 작품보다 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이 훨씬 많았다.

대산문화재단의 경우, 현재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

이 있기 전에 <한국문학 번역지원>(1993~2009)과 <해외 한국(문)학 연

구지원>(1994~2009)으로 구분하였고 2010년부터 통합하여 <한국문학 번

역연구출판지원>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이후로 변함이 없이 일관적으

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사업에서 번역된 언어는 20개의 어종이었고 총 165건이 번역

된 가운데 중국어가 27건이었다. 2010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

원>(2010~2017)으로 통합된 사업은 지금까지 17개의 어종을 지원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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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60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중국어로 번역된 건수는

27건이었다. 출판 지원으로 이어진 작품은 2010년 이전에 16건, 이후 3건

으로 나타났다. 출판 지원 건수는 번역 지원 건수에 비해 저조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기관의 중국어 번역·출간 지원 현황을 통

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단한 노력과 성과를 보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

역·출판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가능한 과제를 고찰했다.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두고 중국 독자의 독서경향과 출판정

책을 고찰했다. 시기별로 중국 독자의 독서경향이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

고 있지만 한중 수교 이후부터 경제소설, 인물전기 혹은 훨씬 다양한 양

상으로 분포되는 면모를 보였다. 다층적인 독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수용은 "한류"에 힘입은 대중소설이 각광을 받았다. 이

러한 대중소설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외서 베스트셀러 10위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한국소설이 외서 베스트셀

러 목록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시기 중국 독자의 독서경향으로 간주되

었던 세계적 베스트셀러, 경전, 판타지 종류의 소설과 구독율이 높은 아

동도서와 상충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 지원에서 선정하는 작가와 작품의 경우 순문학,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과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이밖에 두 기관에서 한국문학 중

국어 번역·출판 사업에서 번(편)역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번역가로 양성된 번역가들이 자신

들의 능력과 가치를 해외에서, 특히 한국문학 번역교육이 부실한 언어권

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대산문화재단은 번(편)역자가

도맡아야 하는 출판사 섭외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출판정책으로부터 살펴본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간접적 지원 제도에 있었다. 중국의 엄밀한 검열제

도와 외서 출판 부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이러한 현지의 상황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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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할 때, 도착어권의 저작권 수입제도와

출판산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까다로운 검열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현지의 상황과 유관

지식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출판 지원 현황과 제도에서 개선과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소개가 효과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한 것으로 작품 선정 기준에서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아동문학에 대한 제언인데, 한국문학번역원은 현

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아동문학 출판시장의 규모로부터 볼 때 확

대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번(편)역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교류의 장을 통해 현지

출판관계자들의 조언을 흡수하고 중국에서 출판을 제한받았거나 어려움

을 겪었던 한국문학 작품의 사례분석과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의 참고 자

료집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에서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독서 방법이 추세인만큼 디지털출판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밖에 한국문학 중국에서의 출판 유통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평판

이 높고 인지도가 있는 출판사를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출판 지원을 시

행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밖에도 유통과 관련하여 중국의 3대

온라인 서점-당당왕(噹噹網), 아마존(亞馬遜), 경동상성(京東商城)-에서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도서의 입수 가능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두 기관의 지원을 받고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들 가운데 구하기 어

려운 책이 몇 권 있었다. 한국문학 작품을 구입하기 어렵지 않게 온라인

유통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번역가에 대한 지원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번역

가 양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냈다. 본고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확장하여 전문적인 문학번역 교육가 양성 사업을 고안해보았고 두 기관

은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사의 문학번역 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한국문학 중국어 번(편)역자 발굴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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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가 번역을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

역 소개 작업과 성과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면서 현지 실정에 부

합되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통해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두

기관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지원했고 이와 같은 지원은 출발어권의 측면에서 고려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 독자의 독서 경향성과 출판실

정에 대한 세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핵심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두 기관의 지원 시스템이 한국문학을 중

국어로 번역·출판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조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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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关于韩国文学中文翻译·出版支援体系的研究

本文以韩国文学如何在中国接受为核心，探讨了国家及机构的政策，翻

译家，读者之间的关系。根据此关系结构，关注了实施韩国文学中文翻译·出

版支援的代表机构-韩国文学翻译院和大山文化财团-的体系。

第二章考察了韩国文学翻译院和大山文化财团建立之前所展开过的韩国

文学译介工作及两大机构的韩国文学中文翻译·出版成就和支援体系的运营状

况。自1970年代开始，以韩国文化艺术振兴院建立为开头，正式由国家单位

实施了以文化为中心的进军海外事业。韩国文化艺术振兴院建立之前，韩国

文学是通过国际笔会韩国本部、联合国教科文组织韩国委员会及个人参译介

到全球。与此相同，韩国文学译介展现出了逐渐以正规的方式获得支援而顺

利进行的趋势。在这种环境下韩国文学翻译院和大山文化财团开始实施了韩

国文学中文翻译·出版支援工作。

韩国文学翻译院建立在2001年，前身为韩国文化艺术振兴院。韩国文学

翻译院主要运营翻译支援、出版支援工作，此外，举办翻译学院及实施韩国

文学翻译奖和韩国文学翻译新人奖制度。大山文化财团建立在1992年，第二

年开始正式实施了韩国文学翻译支援。大山文化财团从1993年到2009年实施

了《韩国文学翻译支援》工作，支援的语言是英语、法语、德语、西班牙语

共4种。从1994年到2009年实施了《海外韩国（文）学研究支援》工作，是

对包括中文的20种语言的韩国文学研究支援。《韩国文学翻译研究出版支

援》工作是从2010年开始的，是《韩国文学翻译支援》与《海外韩国（文）

学研究支援》合并而实施到现在。

通过韩国文学翻译院支援介绍到中国的韩国作家大多是1970年代到2000

年步入文坛的作家。通过大山文化财团支援翻译·出版为中文的有关韩国文学

图书相比作品，更多为研究书籍、文学史书等。获得两大机构支援的翻译家

为持有各种身份及精通韩国语与中文的人员。评委是国内外文学及有关翻译·

出版行业的专家。而且获得两大机构支援翻译·出版为中文的韩国文学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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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书、文学史里，出现了相比一般读者而言韩国文学专业人士易接近的图

书占比更大的现象。

借助韩国文学翻译院和大山文化财团的韩国文学中文翻译·出版支援制度

的成就，第三章考察了中国实情及提出了以它接轨的可改善任务和方向。从

而根据中国读者接受韩国文学及出版政策出示了两大机构的韩国文学翻译·出

版支援工作的任务。中国读者接受韩国文学情况，与经历了从严肃文学转换

为多样类型的大众读物的中国读者读书倾向趋势密切相关。随之韩国大众小

说入围畅销书排行榜及被介绍的比重也增加。改革开放之后中国政府对文艺

的干涉比过去减弱不少，从而作家和出版社自律履行职责，但严格的出版审

查制度依然存在，并且在中国出版图书因受限制无自由是事实。如同着眼于

中国的读书·出版环境所带来的任务，从两大机构支援体系的“选定作家与作

品”、“翻（编）译家”，“出版流通”、“交流平台”领域寻求了改善方向。提出

了不仅纯文学，大众文学等领域也能获取读者的制度，引进管理翻译家体系

制度，支援与具有知名度的出版社长期合作制度，有助于增进关于出版产业

政策的国际交流制度等方案。

本文根据考察韩国文学翻译院和大山文化财团中文翻译·出版支援案例，

探讨了目前未受瞩目的关于韩国文学作品中文翻译·出版支援体系。望本研究

对韩国文学中文翻译·出版支援工作引起正面效果。

关键词：韩国文学，中国语圈，翻译，出版，支援体系，制度，韩国文

学翻译院， 大山文化财团

学 号：2015-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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