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Hanok Review Translation Services

We o�er translation services for poems written entirely in Korean. Part of our goal in uplifting Korean writers is
to make their work more accessible to a larger community of English-speaking readers. In doing so, our sta� will
work to translate poems written in Korean into English.

We understand how imperative a good translation is for the writer. As such, we will communicate with the
writer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s necessary and enable them to provide any additional insights or
comments before publication. We realize that even the best translations cannot perfectly replicate the original, so
we will publish both the original and translated versions in our digital magazine.

Please follow the steps below to request our poetry translation services:

1. Please write “TRANSLATION REQUEST_full name” in the subject line of your email.
2. In the body of your email, please specify your timezone so we can set up a meeting if necessary.
3. In the body of your email, please copy and paste this note: I give The Hanok Review permission to

translate and publish my poem(s).
4. Please note that once your poem and translation request has been accepted, you cannot withdraw or

make changes to your submission.



한옥번역 서비스

당사에서는 전부 한글로 쓰여진 시를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의 작가를 고양시키자는 당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사에서는 영어권 독자들로
구성된 더 큰 커뮤니티에서 한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자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의 직원들은 한국어로 쓰여진 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작가들에게 좋은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작가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작가들에게는
번역본이 출판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번역가에게 피드백이나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번역가를 쓴다 하여도 원작의 느낌을
완벽하게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털 잡지에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시 번역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번역 요정_성명”이란 제목과 함께 당사에게 이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2. 이메일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표준시간대를 기재해주십시오. 그에 따라
미팅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3. 이메일에 다음의 문장을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십시오:본인은 한옥에게 본인의
시(들)를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여러분의 시 제출 및 번역 요청이 수락될 시, 여러분은 더 이상 본인 작품의 게시를
철회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