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외무부 문화 협력국 

이탈리아 작품 번역에 수여하는 상금과 지원금 

 

상금:    

이미 번역되고 출판된 작품에 수여하는 상금.  

지원금:  

이탈리아 작품을 번역하여 앞으로 출판하고자 할 때 요청하는 지원금. 지원금의 경우 이미 

출판된 책이나, 지원금 확정이전 (2020 년 7 월 31 일이전)에 출판되는 책은 제외 

신청대상:  

이탈리아 문학, 과학 서적 (e-book 도 가능), 영화 장편 또는 단편 한국어 자막 및 더빙, TV 

시리즈 

지원서 제출기한: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 제출 

상금, 지원금 신청 제한조건:   

- 한 출판사나 번역자가 10 년 동안 3 년이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상금(PREMIO):  2019 년 1 월 1 일 이후에 출판된 책만 신청 가능 

- 지원금 (CONTRIBUTO): 2020 년 8 월 1 일 이후 출판예정도서, 장-단편 한국어 

자막또는 더빙 

- 지원금은 번역 지원금으로, 이탈리아의 외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출판하고자는 책은 접수받지 않는다.  

지원금 취소: 

지원금의 경우, 이탈리아 외무부로부터 지원금 확정을 받고 3 년 이내에 출판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 취소된다.  출판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판포기서를 

문화원으로 제출해야한다. 

 

지원서 제출:  반드시 첨부된 이탈리아외무부의  “MODULO DI DOMANDA (이태리어) 

또는 APPLICATION FORM (영어)” 지원서를 이태리어나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이탈리아어나 영어로 제출하고, 국문인 경우  

이태리어나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첨부된 이탈리아 외무부 신청서 양식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리스트 

지원금:  

1. 이탈리아 외무부 신청서 - 모든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고, 날짜, 직인, 서명이 

있어야한다. 



2. 출판기획안(3000 자내외):  한국어판 도서의 사용용도, 수상내역, 기념출판, 홍보 

채널,  도서전 참여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출판예정시기, 홍보, 배포 일정도 함께 기입한다. 

3. 저작권 구매 계약서 복사본 – 저작권자와 저작권 구매자 서명이 있어야한다. 

4. 이미 이탈리아 외무부의 번역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출판사의 경우, 수령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5. 번역자의 약력  

6. 출판사와 번역자와의 계약서(한국어로 계약했을 경우 반드시 영어나 이탈리아어 

번역 첨부) 

7. 출판에 관련된 예산안 – 특히 번역 비용에 관련해서는 페이지당 번역료 명시 

(원고지말고 도서 원본 1 페이지당 번역료를 계산하여 기입하고 총 번역료를 

기입한다. 단위는 EURO 로 표기).  

- 이탈리아 외무부의 지원금으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한다 – 지원금을 

받게되면 출판될 책에 „이 책은 이탈리아 외무부로부터 번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_"Questo libro e' stato tradotto grazie a un contributo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italiano"라는 문구를 

이태리어와 한국어로 넣고 인쇄가 되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지원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표시. 

- 출판 부수 

- 신청서에도 작성하지만, 서명하여 추가 서류로 제출. 

8. 이탈리아 원서의 표지 앞 뒷면 스캔 파일 

9. 지원금을 신청하는 한국출판사에 대한 소개글 

 

상금:    

2020 년도 대한민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장편-단편 영화,tv 시리즈의 더빙이나 자막 작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앞에 명시된 서류외에도 추가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a. 자막, 더빙,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 DVD 또는 link 

b. 감독, 더빙감독, 더빙가, 주요배우, 번역자, 감수자의 약력 및 소개서 

 

서류 준비를 위한 도움이나 기타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796-0634, Fax. 02/798-2664, e-mail: iicseoul@ester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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