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비즈니스 통번역기초과정 모집요강

한국외대의 명품강의, 통번역기초과정이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2014년 영어반 12명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총 160여 명이 수강해온 통번역기초과정이 ‘비즈니스 통번역기초과정’으로 새롭게 출범

합니다. 그간 진행되어온 기초 통번역과정에 비즈니스 분야 실무를 강화한 이번 5기 강좌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회에 걸친 통번역기초과정을 수강한 분들은 강의의 품질과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주위에 추천하고 계십니다. 본 과정의 

일부를 맞춤식으로 수강한 모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 강좌를 진작 알았으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격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외대의 통번역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외대 통번역 교육의 전통과 노하우를 흉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명품강좌의 성숙에 비즈니스 실무를 강화해 아무도 넘

볼 수 없는 아성을 구축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통번역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통역과 번역은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어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면 외국어 구사

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6년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외대는 통번역에 필수적인 기초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

생과 기업인,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비결을 전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 통번역사 고용에 앞서 소속 직원들에게 통번역 

역량을 부여하기 원하는 기업체나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의 맞춤 식 위탁교육도 환영합니다.

언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 성인

•통번역대학원 진학과 상관없이 통번역 기초수련을 원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에서 통번역 능력과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력이 필요한 직장인

•임직원 맞춤식 통번역 위탁교육을 원하는 기업체

•강사진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전임 교수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전문 통번역사

•교과목 소개

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Business Presentation)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회화를 시작으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더 수준 높은 말하기 구사 능력을 훈련한다. 특히 정해진 주제

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읽은 후 토론을 통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각자 주제

를 정해 발표자료를 준비한 후 수강생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여 발표력을 향상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력, 논리력, 절제된 언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 비즈니스 작문 (Business Writing)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 및 목적 별 작문 연습을 통해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잘 쓴 글을 

많이 읽어야 하므로 글쓰기를 염두에 둔 분석적 텍스트 읽기와 작문 연습을 병행한다. 한국어와 외국어 간 논리 전개 및 표현 

방식의 차이점 및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력ㆍ문장력ㆍ어휘력ㆍ표현력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끌어올림으

로써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고 세련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한다.

3. 기초통역 (Basic Interpreting)

통역에 대한 개요 강의를 통해 통역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표현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한 후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연습한다. 통역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과 주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통역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초반에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연습

을 하고 좀 더 익숙해지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통역하는 훈련을 병행한다. 또한 동료 수강생들의 통역을 듣고 크리틱(critique)하

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강사로부터의 학습뿐만 아니라 서로의 통역에 기여하는 협력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4. 기초번역 (Basic Translation)

번역에 대한 실용적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번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춰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운다. 번역이 필요한 비즈니스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텍스트로 실습하며 원문에 담긴 의도와 뉘앙스를 잘 살

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모색하고 번역에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수강생들간에 번역을 공유하고, 비평과 토론을 통

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번역 전략 및 대안을 찾는 협력적 학습을 추구한다.

•총장 명의 수료증서(Certificate) 수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전임교수진 참여(곽중철 통번역센터장 특강 포함)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출신 전문 통번역사 강사진

•강사진의 맞춤식 피드백 및 관리

•체계적인 커리큘럼

•현장 실무 중심 강의

구   분 주중야간 주말

강의목적
                                         ·비즈니스 통번역 전문가 양성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 유용한 기술 습득

주임교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전임 교수진

강의기간 2016년 7월 9일 ~ 11월 25일(총 20주)

강의시간
주2일(월수/화목), 90분X2강좌

19:00 - 22:00(총 120시간)
주1일(토), 90분X4강좌

10:00 - 17:00(총 120시간)

과정구분 중/상급 분반 운영

강 의 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정     원 반 별 10명 내외

수료기준 교과목 평가 및 출석 환산 점수 80점 이상 충족 시

비     용 전형료 : 3만원(서류전형 탈락 시 환불), 입학금 : 50만원, 수강료 : 247만원

날   짜 일   정 비   고

16. 5. 9. ~ 6. 10. 지원서 접수

16. 6. 13. ~ 6. 16. 서류심사 총 정원의 3배수 이내

16. 6. 17. 서류 합격자 발표

16. 6. 20. 진단 TEST 개인별 통지

16. 6. 24. 진단 TEST 결과 발표

16. 6. 27. ~ 7. 1. 수강생 등록

16. 7. 9. ~ 11. 25. 강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각 언어 당 10명 이상 충원 시 개강)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과 정 개 요

* 세부 교육 계획서는 최종 등록 수강생에게 제공됩니다.

과/정/취/지01

특/장/점02

교/육/대/상/언/어03

과/정/개/요04

지/원/자/격05

과/정/안/내06

수강생선발 PROCESS 및 일정07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접수 완료 메일과 설명회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마감일보다 일찍 접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이 필요한 기업체의 위탁교육 별도 문의도 환영합니다.

이메일 : edulife@hufs.ac.kr / 전화 : 02)2173-2515, 3518  

홈페이지 : http://edulife.hufs.ac.kr

주  소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비즈니스 통번역기초과정 교육설명회

일         시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장         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통번역대학원

참 가 신 청     이 메 일 :  edulife@hufs.ac.kr

신 청 마 감     설명회 개최 전일

문   의   처
    전         화 : 02-2173-2515

    홈페이지 : http://edulife.hufs.ac.kr  (Q&A 게시판 이용)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6
통번역기초과정비즈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