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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영어번역학과에서는 번역학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최근 인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지평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번역학에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앞으로 번역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세계 번역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현황

 남원준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번역교육
 성승은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아동문학번역
 이상빈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번역평가, 담화분석과 번역
 정호정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통역번역이론 및 번역학연구방법론
 조성은 문학박사(한국외대), 문화번역 및 영상번역
 최은아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
 최희경         통번역학박사(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코퍼스 번역학

강의 교과목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국문) 교과목명(영어) 교과목 소개

G63101 번역학입문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번역 이론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틀과 기본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번역의 문제를 파악, 분석,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체계적으로 

강구

G63102 문화번역 Cultural translation
문화의 개념을 번역학과 연관시켜 문화번역의 다양한 이론을 학습

한다.

G63103 번역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Translation Studies

번역 분야 논문 작성에 필요한 개념과 분석틀을 소개하고 자료 수

집, 분석, 해석 방법을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연구를 설계 기획할 수 

있는 토대 제공

G63104 번역교육입문
Introduction to Translator 

Education

학부에서의 번역교육을 위한 기본 이론 및 제반 주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G63105 아동문학번역
Translations of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이론, 방법론의 연구 및 분

석

G63106 문학번역 Literary translation 문학텍스트 번역에서 발생하는 현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연구

G63107 영상번역 Audiovisual Translation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의 번역을 분석하고 영상번

역과 관련된 제반 번역이론을 고찰한다.

G63108 번역평가 Translation criticism 문학번역, 기술번역의 번역 평가와 관련된 기본 이론 및 주제 분석

G63109 비교문학과 번역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and translation

한국문학과 영미문학을 비교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번역의 역할 

연구

G63110 코퍼스 기반 번역학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번역학연구의 간주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번역과정 연구에 코퍼스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소개. 기본개념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한 실질적 툴을 갖추도록 함.

G63111  언어와 번역학
Language and translation 

studies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별로 언어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 이

론틀이 번역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를 함께 살펴본

다.

G63112 문화와 번역학
Culture and translation 

studies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의 제반 쟁점들을 검토하여 이와 

연관된 번역학 이론을 고찰한다. 

G63143101
젠더담화 분석과 

번역

Gender Discourse and 

Translation

번역학에서 논의되어 온 젠더이론을 배경으로, 다양한 텍스트에 포

함되어 있는 페미니즘, 퀴어 등의 흔적을 찾아 논의하고, 그러한 이

데올로기가 번역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학습한다.

G63150101 통번역과 사회문화
Sociocultural Aspects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커뮤니티 통역의 두 축을 이루는 의료통역과 법정통역의 연구동향

을 살펴보고, 통번역사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윤리문제, 사회문화

적 중개자로서의 통번역 행위 및 통번역사 등의 소주제를 집중적으

로 다룬다. 

G63155101 전문번역주제연구
Topics in Specialized 

Translation

본 수업에서는 비문학/전문분야 텍스트의 번역을 연구하기 위한 이

론적, 방법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비문학/전문번역 텍스트에 적용 

가능한 인접 학문 분야의 이론(LSP 등)과 연구방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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