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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통번역 학 학생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통번

역 학 교수님과 직원여러분!

2년 전 저는 그리운 고향을 다시 찾는 심정으로 이문동

생활을 정리하고 통번역 학 초 학장으로 부임하 습니

다. 용인캠퍼스는 제가 1982년 처음으로 교수생활을 시작

하 던 곳으로, 개인적으로는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배인

매우 소중한 추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기억과 고향의 포근함에 안식하기에는 이곳

의 현실이 너무도 차갑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9개 학과가 학제개편을

통해 탄생한 우리 통번역 학은 교내 그 어느 단과 학보

다도 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

니다. 

초기에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다행히 여러 교수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단과

학의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언어나 지역학의 어느 한 쪽에 편중되었던 기존의 국내 외국어∙학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능숙한 현지 언어

구사력은 물론 인문학적인 인식과 해당 지역에 한 전문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진정한 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하

는 교육목표를 설정하 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70학점까지 증 된 전공이수학점을 활용하여 단과 학 차원의 공동교양강

좌를 개설하고 각 학과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 개편을 독려하 습니다. 또한 통번역 학 전용실습구역인 < 로

벌코리더>를 일부 건립하 으며, 독자적인 단과 학 차원의 외홍보를 위해 통번역 학뉴스를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

발행하 습니다. 덕분에 통번역 학 재학생들의 자부심이 향상되고 신입생들의 입시성적이 폭 향상되는 등의 일부 가시적

인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통번역 학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학과의 학문적,

교육적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단과 학 일부에서는‘통번역’의 개념에 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과들을 재편한 우리 단과 학의‘태생적 배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통번역’을 언어 언어의 호환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통번역’을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능숙한

현지 언어실력에 기저한 전문 지식 습득이라는 보다 폭 넓은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통번역’분야가 우리 단

학생, 교수, 직원이한마음한뜻이될때
우리의위상은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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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의 특화된 성장동력임에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컨 , 어 문학과 졸업생이 모두 언어나 문학의 인문학자로

육성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 학은 모든 졸업생을 통번역사로 육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통번역분야를‘성장동력’으

로 삼아 학생들을 진정한 로벌 인재로 배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통번역

학이라고해서 어학, 문학, 지역학 강좌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해당 지역

사이의‘문화적 소통’을 지향하는 통번역 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좌들의 필요성은 예전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단과 학에 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문제입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어 학교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최첨단 어학실습실 및 강의실, 교수연구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통번역 학

단독건물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독건물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닌 효율성의 문제이며, 통번역은 물론 인문학, 지

역학의 학제 간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통번역 학에게 단독건물확보는 매우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번역 학 등록금이 다른 어문계열 단과 학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학생들의 장학생 비율과 교환∙파견학생

등 해외교류프로그램의 선발정원을 상 적으로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더욱 많이 개설할 수 있

도록 전공제한학점 폭을 현재보다 더욱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과 학차원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자본주의 교육시장에서 더 많이 내는 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학장으로서 이와 같은문제를 해결하지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됨을 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장직을맡으실

분께이와같은현안을남겨드리게되어몹시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통번역 학전체구성원이합심하여언젠가는이와같은문

제들을해결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믿으며, 저또한통번역 학의평교수로돌아가적극적으로협조하고지원하겠습니다. 

통번역 학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통번역 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지원은 저절

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과 학 차원의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교수, 학생, 직원의 단합된 마음과 의지가 반

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용인캠퍼스는 오랫동안 제 2캠퍼스의 사회적 편견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인식의 전면에는 소

위‘중복학과’라고 불리던 우리 통번역 학 소속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만이 유일하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제도에 의해 졸업생들의 양

질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성원들의 자부심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 단과 학의 위상은 고조될 것이라

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저를 믿고 협조해주신 학생, 교수,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2월 7일

전태현 통번역 학장 |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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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더이상
인척하지말자

외국, 특히 서양문화권에서 한국사람들은 왕왕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다. 서양인들의 눈으로 볼 때

외관상 동양인의 국적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지 못한 탓일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일지 모르지만,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이왕이면 중국인 보다는 일본

인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한다.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중국에 비해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왠지 일본

인하면 잘 살고 예의 바르며 깔끔하다는 인상을 준다. 반면 오늘날 미국과 양극을 이루는 지구상의 초강 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경우, 아직도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중저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지인을 일식집에 초 하면 고마워하지만 중국식당에

초 하면 그다지 반가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 식당은 수준 있는 고급레스토랑인데 반해 중국식당은 저렴한 중식당이

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일 것이다. 게다가 일부 서양문화권에서‘치노(중국인)’라고 하면 국적을 일컫는 원래의 함의가 아닌,

동양인을 싸잡아 조롱하는 비하의 의미마저 띠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학교에는 밖에서 보기에 구분하기 쉽지 않은 소위 중복학과들이 있다.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전공들이다. 양 캠퍼스에 한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왕왕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풍문들도

들려온다.   

예컨 일부 졸업생들의 경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서울캠퍼스 출신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특

히 괜찮은 직종,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

인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 (동양인)’하면 원래의‘용인(중국인)’보다 이왕이면‘서울(일본인)’졸업생으로 비

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일부 졸업생들만의 사례가 아니다. 아직도 일부 재학생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정서가 은

연중 남아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복수전공제도가 이와 같은 캠퍼스 소속변경의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

고 한다. 물론 복수전공자 중에는 용인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을 서울캠퍼스에서 심화 학습하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의 학

생들이 부분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게 중에는 학문적 이유와는 크게 상관없이 단지 최종학위를 서울캠퍼스에서 취득하

고자 하는 이유만으로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편집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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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 정서가 우리 용인캠퍼스 발전의 최 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통, 지나온

역사를 부정하는 나약한 마음을 청산하지 않는 한, 용인캠퍼스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한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아무리

많은 물적 투자가 이루어진다 한 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지 못하는 한 우리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제 이와 같은 현상에 해 진지하게 이유를 성찰해 보고 합리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용인캠퍼

스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들은 소위 서열화된 학벌 사회의 피해자

일 뿐이며 또한 용인 캠퍼스를 2부 리그로 여기게끔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이 아닌 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위 중복학과라 일컫는 용인캠퍼스 학과들 부분이 1980년 초반에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수

제가 정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천 년 초반의 일이다. 그 전에는 소위 순환근무제라는 이름하에 서울에서 교수들이 잠시 다

녀갔기 때문에 이곳 중복학과 학생들에게 교수들이란 언젠가는 등을 돌려버릴 이방인에 불과했다. 내가 만난 90년 학번 중에

서는 교수님과의 상담은커녕, 4년 내내 차 한잔 마실 기회도 갖기 어려웠다는 원망을 뒤늦게 털어놓는 졸업생도 있었다. 당시의

불가피한 학교 사정이나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분명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외 어느 캠퍼스를 졸업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례들을 길게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용인캠퍼스 졸업으로 인해 입사

나 승진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 나는 학생

들에게 이러한 걱정을 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책 한 자를 더 보면서 실력을 키우라고 권하고 싶다. 용인캠퍼스 저발전의 원인

을 학생입장에서도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여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컨 사법, 외무, 행정, CPA 등 소위 고급 국가고시만 해도 그렇다. 가을이 되면 각종 국가고

시합격을 축하하는 플랭카드가 이문동캠퍼스에 펄럭이는데 데 반해 용인캠퍼스에는 어쩌다 한 두 장 쓸쓸히 나부낄 뿐이다. 그

렇다면 같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1차적으로 지원자의 숫자가 합격자 배출과 큰 상관관계



가 있다고 믿는다. 이문동캠퍼스보다 더 많은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서울 나 연세 , 고려 등을 돌아보라. 량으로

고시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들의 경우, 교수들의 고민은 학생들이 전공보다는 고시공부에 매달리는 데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 용인캠퍼스 교수들의 고민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고위직 국가고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응시하는 인원

이 적은데, 합격자가 많이 나올 리 없지 않은가? 나는 학생들에게 고위직 국가고시 합격자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합격자가 없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다그친다. 일단 도전을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또한 학생들에게

까지 번진 패배주의적 정서의 일단일 것이다.         

나는 이제 용인캠퍼스가 그동안의 패배주의적 정서를 극복하고 힘찬 도약의 몸짓을 시작할 때가 도래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 통번역 학이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섰다고 믿는다. 출범 2년 만에 교내는 물론 전국 최고의 전공이수학점, 다양하고 특

성화된 커리큘럼, 엄격한 학사관리 및 졸업시험제도 등을 갖추었으며 이미 일부 전공의 경우,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이나 재학생

들의 실력이 서울캠퍼스 유사학과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젊고 의욕 있는 전임교수진이 상시적으로 캠퍼스에

거 상주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언제든지 지근거리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당국 측에서도 제2기

숙사와 멀티플렉스 신본관, 제 2도서관과 같은 용인캠퍼스 전체 차원의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통번역 학을 외 를 표하는

‘명품 단과 학’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제 재학생들도 자신들의 목표의

식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좋은 교육시스템에 의해 졸업 후 양질의 사회 진출을 이루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통번역 학은 물론 전체 용인캠퍼스의 위상은 한껏 고조될 것이다.  

까짓것, 일단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유야 어쨌든 우리에겐 그동안 주로 이문동캠퍼스가 쌓아 놓은 외 의‘명

성’에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간혹 일본인인 척하고 싶은 때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외 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외 의 전통이 되자. 우리도 우리의 독자적인‘명성’을 쌓아 나가자. 하지

만 잊지 말자. ‘명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고 쓰디 쓴 노력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이제 더 이상 일본인인 척하지 말자. 신,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당당히 우리의 국적을 밝히자.

전용갑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6 통 번 역 학 뉴 스

편집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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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통번역 학

언론에 비친 통번역 학
세상이 아무리 넓다지만 역시 입소문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2009년은 통번역 학에 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한 해 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학이‘ 한민국 최초의 학부과정 통번역 학’을 표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중적인 몰입식 전공교육, 

엄격한 학사관리, 특성화된 커리큘럼 등 내실 있고 실질적인 변화상이 학생과 학부모, 입시관계자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조선, 동아, 한국 등 국내 유수의 일간지에서 조명한 통번역 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동아일보 2009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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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통번역 학

한국일보 2009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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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9년 9월 3일자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언론에 비친 통번역 학

동아일보 2009년 8월 10일자

10 통 번 역 학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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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에서는 기획특집으로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마련했습니다. 

꿈과 열정, 도전정신으로 가득했던 학창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로벌무 에서 맹렬하게 활약하고 계신 우리의 선배님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만큼은 아름다운 용인캠퍼스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후배들을 위한 변함없는 애정과 후원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입니다. 

후배들에게 후생각고(“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는 의미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훨씬 뛰어남을 이르는 말)를 바라는

선배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의 메시지를 모아보았습니다.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토론 면접시

상 방에 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김태연 동문 어통번역학부 02, 

금호아시아나항공

2009년 어 통번역학부를 졸업하고 금호아

시아나에 입사 해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Westwind School of Aeronautics에서 기

장교육을 받고 있는 02학번 김태연 학우를 인

터뷰 한 내용입니다.

Q1 태연이형! 잘 지냈어요? 요새 어때요?

A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훈련 받느라 정신이 없

어요! 특히나 요즘은 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든 훈련이 이

어지고 있어서 사실 힘도 조금 들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지

요. 그래도훈련을마치고나면보람있고, 교육을마치고한

국으로돌아가면생길일들이기 되기도합니다.

Q2 후배들에게 당부할 점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A 취업이라는 단어에 이미 후배님들이 진절머리가 나 있겠지

만, 한 번 겪어본 인생선배로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문, 배려심, 문이력서, 방학,

경력개발센터, 교환학생을들수있습니다.

신문은 매일 읽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이슈에 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은 어떠한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토론면접에큰도움이됩니다. 그리고토론면접시가장중

요한 것은 상 방에 한 배려심입니다. 그 어떤 회사도 옳

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상사를 이길 것 같은 사람은 뽑고 싶

어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문이력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오길비(미국최고광고회사)나 스투트가르트(포르쉐

한국수입법인), 3M 등은 자사의 홈페이지에도 따로 공식적

인 구인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정보를 얻

어지원을하거나혹은이메일로이력서를보내십시오.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이력서인데다 이런

정보는많지않기에경쟁률이현저히낮습니다.

방학땐 어학원보다는해외봉사활동이나많은것을느낄

수 있게 해 줄만한 해외여행, 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아르바

이트를적어도한번씩은 4학년이되기전에해보십시오. 그

리고저는못해본것이지만, 할수있다면교환학생을‘반드

시’할것을추천합니다.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12 통 번 역 학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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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지막으로 학교 및 학과 발전에 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

요? 

A 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

과에서 무언가를 자신들에게 던져주길 기 하기 보다는 스

스로 학교생활에 동참하고 이끌어나가려 한다면 자신과 학

교에무엇이더필요한지보일것이고그것을어떻게메워나

가야하는지알수있을것입니다.

신입생 때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기를 확실히 닦아야

이 도 동문 독일어통번역학과 81, 아가방앤컴퍼니2본부본부장

Q1 선배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A 1984년 학 4학년 때 아가방앤컴퍼니에 입사해서 업, 기

획, 상품개발, 수출입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후, 현재는

‘에뜨와(ettoi)’  ‘엘르(ELLE)’  ‘리틀오르세(little Orse)’ 등국내

최고경쟁력을갖춘 3개의유아복∙유아용품브랜드를이끌

어가는백화점총괄본부장으로일하고있습니다.

백화점 업무를 하게 된 동기는 15년 전 ‘파올로구찌’ 브랜드

를맡은이래지난 3년간 10여개의해외 로벌브랜드를직

수입하면서전세계경쟁력을갖춘제품을국내소비자에게

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한경험이있기때문입니다. 특히롯

데백화점과 윈윈(win-win)전략의 일환으로 유아용품 전문

샵 ‘리틀오르세’ 브랜드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상품개발 총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2000

년부터출산율감소로백화점 업환경이변화되어올 4월부

터국내백화점유통파트전체를맡아서일하고있습니다.

Q2 학과에서 느끼는 자부심에 한 선배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

니다.

A 학 1학년 독일어 첫 수업에서 이인웅 교수님으로부터 ‘자

기진로를먼저선택하라’는말을들었습니다. 외 의교육취

지에맞게해외무 에서활동할수있도록준비하라는교수

님 말 에 향을 받아 부전공으로 무역학을 선택하 답니

다. 하지만 졸업 후 처음 10여 년간은 독일어라는 전공과 무

관한 직무를 하다가 이후 회사 내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독

일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독일어를 사용

할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언젠가는자기전공을쓰게되는기회가온다는사실을알고

학과공부를열심히하길바랍니다. 

저는매년유럽전역을비롯한전세계를출장차다니고있

으며그때마다학창시절배운독일어를비롯한 로벌학문

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학과에 한 인연이 이

어져현재에도학과행사인 '옥토버페스트' 축제에여러용품

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후배님들이 준비하는

'옥토버페스트' 축제가점차자리를잡아가고있는모습을보

면서 선배로서조금이나마자부심을느끼곤합니다.

Q3 학교 및 학과 발전에 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

A 얼마 전, 모교방문을 통해 그동안 학교가 많은 발전을 이루

었으며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한국외 가세계속의 학으로거듭나기위해서, 그

리고 그 중에서도 독일어통번역학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해서는아직도제고해볼일들이많다고판단됩니다. 신입생

때부터국제사회의일원이되기위한기초훈련과기본기를

확실히 닦고 전공과목에 주력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복수전공과 같은 제도를 통해 사회활

동에 필요한 학문을 겸비함으로써 타 학에 비해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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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할수있는 학이되었으면합니다.

Q4 후배들에게 당부말 을 해주세요.

A 후배님들의 사회진출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독일어전공을살려학생들을가르치는교수

가 되거나 독일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과, 전공과

관계없이입사나사업을원하는사람들이있을것입니다. 

부분 학교 3학년이되면서사회진출준비를하게됩니다.

하지만막상어떤준비를해야할지몰라시간을낭비하거나

방황하는 후배님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 4학년이

되면긴장감과초조함으로서두르게되지만어떻게사회진

출의준비를할지몰라암담해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

다. 저는후배님들에게3가지만당부를하고싶습니다.

첫째, 자기자신의강점과약점을상세하게파악하라.

내가무엇을잘하는지, 그리고무엇을못하는지책상에앉아

기재해보시기바랍니다. 나의강점을가지고 학졸업후사

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약점

을어떻게하면보강하여강점으로전환시킬수있는지몰두

하다보면자신의개성화를확실히이룰수있을것입니다.

둘째, 언어의커뮤니케이션(소통)을잘하라

학생과학생간, 교수님과학생간, 선배와후배간소통의경

험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래서 학창시절 중 학회나 과회장 등 여러 가지 리더역할을

경험해보시기바랍니다. 

셋째, 초심-열심-뒷심을가져라

입학당시 열심히 공부하려는 초심을 갖지만 점차 작심삼일

로이어지곤하지요. 그러나끝까지열심과뒷심을발휘하는

분들에게만 사회는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경쟁력을 갖춘

후배님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

면합니다.

첫 직장에 너무 많은 것을

기 하지 말고 우선 과감하게

노동전선에 뛰어들어야

손준호 동문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85, 중소기업 이업종 중앙회

Q1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A 저는 현재 (사)중소기업 이업종 중앙회 사무처 과장으로 근

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 자간의 이업종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경제단체입니다. 이업종교류란 사업상의 경쟁상

가 아닌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각 회사의 경

정보 및 기술자원 등을 교류하는 자발적인 학습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제조하는 업체와 디지털카메라 제조

업체가 만나 디지털∙카메라폰을 만드는 기술융합화활동,

즉하이브리드또는컨버전스에해당하는일입니다. 

제가입사할때만해도사무실에여직원한명과상근임원한

분이전부 으나지금은모두여섯명으로늘었고올해안에

4명의직원을더충원할예정입니다. 제가맡고있는분야는

주로 국제중소기업 이업종교류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기획

이며, 현재6년째근무중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사업체수 비중 99.8% (300만개), 근

로자수 87% (1,048만명)를 차지하는 경제의 절 다수 주체

이자 근간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훌륭하신 경 자

들과만나서교류하며국가경제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는 점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올림픽공

원 펜싱경기장에서 건국 이래 최 규모인 4천여 명의 중소

기업 CEO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전경련과 ∙중소기업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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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개최하여참으로뜻깊은성과를거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정부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시행중이며 앞으로는 이업종

교류를 통한 지식∙기술융합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도 추진

할계획입니다.

미래 산업사회는 동일한 업종의 수직적 계열화, 전문화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한 한계점이 있다고 보이며. 다른 업

종과의수평적교류와협력을통한지식융합화활동이서로

의가치를더욱높여줄수있다고확신합니다.

Q2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작금의캠퍼스를생각하면무엇보다도취업이가장큰이슈

인듯합니다. 그런데사회적으로취업문제가심각한것을가

만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

들은 취업할 곳이 없는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

론 취업희망자들의 눈높이에 한 우려도 많지만 그들에게

기업보다 알찬 중소기업을 제 로 알리고 홍보하지 못하

는시스템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 

요즘구인광고를한명정도만내도 3~4일에보통 1백통의이

력서가접수되곤합니다. 그런데경력자를필요로하는경우

가 많아 쓸 만한 사람을 고르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실에도 첫 직장에 너무 많은 것을

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1~2년씩 허비하

기보다는우선과감하게노동전선에뛰어들것을권하고싶

습니다. 백만명의청년실업자가있다는데캠퍼스주변은아

직도술자리모임등으로북적된다는것이부모님들의너무

많은고통을간과하고있는듯보입니다. 

Q3 우리 학과에 한 애정과 남다른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표현

해 주세요!

A 우리과는선후배간의돈독한우정은물론가족과같은분위

기가너무좋았습니다. 특히커플들이많고교수님들도모두

선배들이어서 화목한 유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

었다고봅니다. 이러한경험을후배들이더욱발전시켜졸업

한동문들에게잊지않고학보라도보내주는전통으로발전

시켜주셨으면합니다. 특히동문회를통해선후배들이서로

교류를 이어가고 사회진출을 위한 올바른 멘토링으로 자리

하면좋겠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학교 및 학과 발전에 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A 최근의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취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것은 학만의 문제가 아닌 한민국 모두가 함께 풀

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학교는 총동문회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동

문들의 사회진출에 한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작업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도 앞서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고 조사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선배들의 소식을 빠짐없이 업데이트해서 유

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회조직의 활

성화를기본으로하고있고동문회와의유기적인결합이있

어야합니다. 동문회가부족하면부족한부분을보조하고학

생회가 부족하면 동문회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인기

에연연한학생회활동보다는뭔가보람이있는일을남기려

는마음가짐이있어야하겠습니다. 그러한리더의자세가우

월한사회활동의밑거름이될것입니다.

동 문 선 배 들 의 단 소 리 ,  쓴 소 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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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를 스페인어로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준곤 동문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0, LG전자 BS 사업부

Q1 자신에 해 조금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2월에 졸업한 00학번 이준곤 입니

다. 현재 LG전자에서 해외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가 졸업했을 당시에는 학과 명칭이 스페인어과 었는데 요

즘은‘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바뀌었다고하더군요. 

Q2 LG 전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요?

A 스페인어를 주전공으로, 경 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기 때

문에 스페인과 중남미지역의 해외 업에 관심이 많았습니

다. 처음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는 우 일렉트로닉스 습니

다. 2007년 11월에입사해서스페인과중남미지역의법인을

상으로 IT제품의 해외 업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2009

년 2월까지일을하고개인사정으로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년반정도의짧은기간이었지만훌륭한선배님들덕에직무

에 한 기본기를 탄탄히 닦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퇴

사후, LG 전자의구직공고를보고경력직으로지원하게되

었는데, 자격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스페인어 우 와 짧은 동

종 업계에서의 경력이 LG전자 입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같습니다. 

면접때, 받았던질문중에‘사면초가’를 어와스페인어로

설명해 보라던 질문에‘No hay salida…………’로 시작하

며떨면서 답했던기억이제일남습니다. 

Q3 LG 전자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요.

A 2009년에 새롭게 신설된 BS(Business Solution)사업부의

Commercial Display Marketing 팀에서 해외마케팅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2B 거래선을 상 로 Hotel TV, 형

모니터 등의 제품을 LG브랜드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미

국 호텔 TV 시장 M/S 1위 등 부분의 지역에서 좋은 실적

을거두고있습니다. 거래선관리, 물동및가격관리, 지역전

시회및로드쇼개최등이주요한업무입니다.

Q4 현재 업무에서 전공인 스페인어 사용 빈도는 어떠한지요. 

A 담당지역이바뀌면서지난직장에서담당했던스페인과중

남미 지역에 비해 스페인어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

다만, 해외 업/마케팅 직무에 있어서 해당 시장의 언어를

쓸수있다는것은정말큰장점인것같습니다. 로벌비즈

니스의 기본 언어는 어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

언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의 시장 자료 및 업계 동향

등의소식을직접확보하여마케팅활동에사용하도록가공

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며 바이어와의 만남에 있어서도 관

계를부드럽게만드는데에큰도움이되곤합니다.

Q5 학창시절의 스페인어와 어 공부 비법을 알려주세요.

A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스페인어회화, 문화사, 발달사 같은

소수의 수업만 원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는 물론

스페인어와 같은 제 2외국어는 직접 부딪혀야 많이 배운다

는 생각에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학원보다는 일상

생활에서친구들과의 화를통해더많이배웠던것같습니

다. 학교를 1년 휴학하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해 중고 자동차 한 를 구입해서 6개월 가량을 농장생활과

여행을 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

호텔과 카페에서 일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정규

학원은한번도다니지않았지만이러한경험들덕분에생활

어를많이배울수있었습니다. 그리고스페인어는학교에

서 학점인정교류가 되는 스페인‘살라망카 학’의 계절학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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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참가하면서배웠습니다. 3개월이라는짧은기간이었지

만스페인어와스페인문화에 한관심을부쩍키워준고마

운 시간이었습니다. 어학원을 통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학교 등록과 숙소 등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배낭

하나만 들고 가 현지에서 직접 준비했습니다. 동네 마트 게

시판을 통해 연락처를 잔뜩 적어 한 군데씩 전화를 걸어 방

을 구하고 어학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과정이 무척이나 고생스러웠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기억에

남는부분이더많았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바뀌면서 많은 수업이 원어

로진행되고있다고하던데, 계속스페인어를사용하다보면

어학연수부럽지않을실력을갖추게될것이라생각합니다. 

전공언어를배우는데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스페인어에

한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원어 서적도 읽어보고 화도

원어로감상해보고학교에서주관하는행사-예를들어번역

회같은- 에참가하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무조

건 이것저것 많이 참여하고 직접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가

장 즐겁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

각합니다. 파이팅!

Q6 학교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점

A 저는학교다니면서‘Compa~neros’라는스페인어스터디학

회 하나만 활동했었습니다. 다른 동아리나 공모전에 참가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뜻 맞는 친구 혹은 선후배들과 몇

시간이고머리를맞 고작업하는모습을보면지금도많이

부럽고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입사 후 Project 단

위로일할때도움도많이되실테니 학생때좋은기회많

이잡으시기바랍니다.

Q7 학과 발전을 위한 조언

A 졸업즈음부터원어수업의비중이늘어나기시작했는데, 수

업준비하는부분이힘들기는하지만실제로스페인어활용

에 능숙해지는 좋은 기회이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

업참가자들이다같이참여하는수업으로구성하는부분이

필요할것같네요. 후배님들힘들어지라고하는말은아닙니

다. 원어 수업을 통해 자꾸 스페인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학

연수부럽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Q8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A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

하지마시고연애도많이하시고즐거운 학생활을보내셨

으면합니다. 사회에서만나는정말멋진외 선후배님들이

많아 제가 후배님들께 뭐라 말 드리기 뭐하지만 졸업 후

자신의모습하나씩은그려놓고하루에조금씩이루어나가

길바라겠습니다. 

선배는 롤 모델이 아니라

후배들이 앞질러 가야할 징검다리

박한진동문 중국어통번역학과82, KOTRA 베이징코리아비즈니스센터

Q1 우리 과는... 

A “무한한 가능성의 토양”- 재학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한-중

경제교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것.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은 단연 KOTRA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직장에

서일할수있게된것은전적으로우리과의뛰어난교육시

스템과 교수님들의 탁월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의 경우,

신입생 시절“중국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끊임없이 스크

랩(scrapping)을 하라”는 조회환 선생님의 가르침이 등 가

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정보를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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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어통번역학과는 시 가 원하고 공

간이 원하는 인력을 안성맞춤으로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공

급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란 선배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 출신들은 더 많은

가능성과무한한경쟁력을갖게될것입니다. 

Q2 후배들에게... 

A “선배를 본받지 맙시다!”- “요즘 중국에 무슨 물건 팔아야

잘 팔려요?”KOTRA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우리 업

계의질문입니다. ‘남들이뭘잘팔고있으니나도그걸팔아

야지.’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남들이 안파는 걸 팔아야지

요. 지금 후배들은 과거 선배보다 능력 있고 또 활기찹니다.

중국을 접할 기회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을

놓을수없네요. 모두똑같은공부, 똑같은경험을하고있어

요. 다른 학교, 다른 나라의 여러분들 경쟁자들과도 똑같은

무늬, 똑같은 색깔로만 보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무한한 기

회를제공해주겠지만남들과똑같아선절 기회를잡을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부 드립니다. 선배를 본받지 마세

요. 선배는 롤 모델의 상이 아닙니다. 후배가 앞질러 가야

할징검다리입니다. 차별화하세요, 철저하게. 그러기위해서

는그늘진곳보다는빛을보려는밝고긍정적인마인드가필

수적입니다.

Q3 학과 발전을 위해...

A “현실과의 연결고리 강화를” - 오늘날중국을말하지않는기

업이 없듯이 중국 전문 인재를 키우지 않는 학도 없습니

다. 학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학습과 현실

의 접목이 긴요합니다. HSK 11급, TOEIC 만점을 받아도 실

무에뒤지는사람이허다합니다. 언어는도구입니다. 다양한

사회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장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교육의질향상노력과함께 외적으로는현실과

의연결고리를강화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선선배들의조언

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탄탄한 선후배 네트워킹이 정착되

어야합니다. 

[약력]

중국어통번역학과와 모교 학원 아주지역연구학과를 졸업하고 푸

단( ) 학에서 기업관리 박사과정을 마쳤다. 모교 자신문

The Argus 편집장을 담당했고,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중국어 교관

(1989~1992)을 역임했다.

현재 KOTRA 베이징KBC(무역관)에서 중국정보조사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중국 거시경제 동향, 다국적기업 전략 관

리, 위앤화 환율동향 등이며 500여 편의 보고서와 700회 이상의

강연 경험이 있다. 재정경제부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충청남도 중

국전문 국제자문역을 역임했고 한중 사회과학학회 이사, (디자인코

리아 국회포럼 국가디자인경쟁력연구분과 소속)한국디자인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있다. KBS R "성기 의 경제투데이"와 "박경철의 경

제포커스“의 중국경제 고정 해설자로 활동하며 중앙일보“이코노

미스트”에 고정 기명칼럼(박한진의 차이나포커스), 프레시안“중국

탐구”등 여러 언론에 정기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보문고 경제경 베스트셀러 및 중국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는 <10년 후, 중국(2005)>과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해설서> 등 11권이 있다. <10년 후, 중국>은 중국

어판으로도 출간돼 홍콩 유력지 < 刊>에 소개됐고 중국 문화

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한중 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인 <화폐전쟁> 한국어판

(2008)을 감수했다.

일본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이상, 

일본어에 있어서만큼은

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

이지원 동문 일본어통번역학과 02, 음반 공연 기획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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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어과02학번이지원입니다.

저는현재음반, 공연기획분야에서일하고있습니다.

재학시절, 과내‘코다마’라는 학회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 일에

한 꿈을 키워왔는데요,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서 구

직기간동안많은고민을했던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지금회

사가 일본쪽 음반 레이블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일본어 계약서

작성, 이메일 서신, 일본인 담당자들 한국 방문 시 전담 등 전공

인일본어를항시사용하고있습니다. 결국전공도살리고, 전부

터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이뤄나가고 있

습니다.

현재는일본관련업무가전혀없거나, 그양이적을지라도기타

여러 나라에 비해 가깝다는 점, 사람들의 비슷한 성향 등 여러 가

지특수성때문에일본과함께일을진행하게될기회가주위에많

이잠재되어있는것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사용하게될지는모르지만그런순간이찾

아왔을 때, 일본어통번역학과 학생이라면 그것을 기회로 맞이할

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주위를둘러보면, 어느정도의일본어를구사할줄아는사람들

이많이있습니다.

하지만그사람들과우리일본어통번역학과출신자들사이에는

명확한차이점이있습니다.

저도 졸업한 선배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의 깊

게새겨듣지는않았었는데요,

구사할수있는어휘수준, 일본어작문능력, 그리고자연스러운

억양, 발음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리고실제로일본측사람들도종종놀랄때가있습

니다.

졸업하고 사회 어떤 분야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우리 외 일본

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신 이상, 일본어에 있어서 만큼은 절 자

부심을가지셔도될듯!!

각자자신이그리고있는미래가있을텐데요,

일본어통번역학과후배님들모두자신의꿈을이루셨으면좋겠

습니다^ㅡ  ̂ 화이팅~!!

꿈이나 목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법...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오늘’하는 것이 중요

손정완 동문 태국어통번역학과 01, 주태국 한국 사관 리서처

안녕하십니까? 태국어통.번역학과 01학번손정완입니다. 졸업

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인지 이런 을 쓰게 되는 것이 부담

스럽기도 합니다. 왕산은 여전히 푸르고 활기찬 곳이겠지요. 한국

외국어 학교는지난 8년동안그래왔듯이앞으로의제인생에서

도많은부분을차지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만큼아끼고사랑

하는곳이니만큼후배들에게몇가지당부를해드리고싶습니다. 

학교 1, 2학년을거치면서, 태국어를배우면서과연내가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며 나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곤 했습니다. 지금 후배님들에게도 가장

큰 이슈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답은“모른다”입니다. 인생에서 장

기적인계획은중요합니다. 예를들면어느곳에취직할것이며, 취

직한 후 몇 살쯤에 이 정도 연봉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난

어떻게할것이다등입니다. 하지만이것보다더중요한것이있습

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오늘 하는 것’

입니다.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다면

결국남의탓만하는자신을보게될것입니다. 존경하는태국어통

번역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 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제가 진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 해 주



20 통 번 역 학 뉴 스

셨습니다. ‘그선택이옳거나혹은잘못되었다는것은지금판단할

수 없다. 본인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간 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다면그것은좋은선택이될것이고, 그렇지않다면후회되는선택

을 한 것이다.’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선택 혹은

나쁜선택을논하기엔너무성급한시점인것같습니다. 오늘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어떤 선택

을해도그것은좋은선택이라는뜻이겠지요. 

여느 꿈이나 목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산 오늘이 그 꿈과 목적을 위해

가장중요한날이라는것은느끼기힘든것같습니다.

자신의위치를불안해하지말것을부탁드립니다. 결과가나지

않은자신의선택을후회하지말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그선

택을좋은결과로만들수있는능력을보여주시길바랍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광활한 토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껴

김장겸 동문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82, 한국외 교수

Q1 한국외 재학생 여러분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께요.

A 우선모교의신임교수가되어매우큰 광으로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학부를졸업하고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학

원에 입학하여 인도네시아 문학(현 시)을 전공하 습니다.

1988년 인도네시아 유학길에 올라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

다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현 문학(소설)을 전공하여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모교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국학종합연구센

터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정보 및 연수팀장을 맡아 정보지발

간과위탁외국어연수를담당하 습니다.

Q2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야를 택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

으신가요?

A 현재인도네시아문학을전공하고강의를하고있지만사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만해도 문학을 전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들어가서 인도네시

아의문학작품과작가를접하게되면서제가생각했던것보

다훨씬문학적토양이비옥하고다양하다는사실에탐구의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80년 한국의 정치∙사회

적인격변기를생생하게목격한저로서는비슷한정치사회

적운명에처해있던인도네시아문학세계의기저에도도히

흐르는 저항의식과 휴머니즘을 발견하고 그것에 해 동질

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문학에 나의

젊음을투자하게된동기가되었습니다.   

Q3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저희 학과에 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부심을 표현해 주세요

A 저는 항상 동남아지도에 표시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의광활한 토를바라보고있을때마다다른어떤지역에서

도 느끼지 못했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언

젠가 다가올 동남아시 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가를

탐구하고 가르친다는 자긍심 때문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의 관문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 세계 4위 인구 국, 다양한 종족과 문화, 그리고 지구

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광활한 열 림 등은 우리 학과가

추구해야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기획특집 후생각고( 角高)를 바라는 동문 선배들의 단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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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학교와 학과를 위해하고 싶으신 조언

이 있으십니까?

A 국제화시 에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학과에서미래의비전을발견하는일입니다. 미

래의비전을구체화하기위한틀은우리 학이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 ,

7+1과 해외공관 인턴십 제도를 통해 현지어는 물론이고 정

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다양한지식을축적하는것입니다.

또한 우리학과에서 지난 학기에 실시한 마인어 집중과정과

FLEX마인어 모의시험 등을 통해 현지어의 실력을 극 화하

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서는 방학 중 해외연수 프로

그램과학기중야간통번역반을활성화하여학생들이자발

적으로전공어와전공지역에 한스킨십을자주가질수있

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A 우리 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통해설정하고그에적합한맞춤식공부를해나가기

를 바랍니다. 이는 10년 후 자신의 미래상에 한 스케치를

위해 매우 중합니다. 따라서 1-2학년 때에 인도네시아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이를 바탕으로 3-4학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으로 학습 역을 확장해 지역전문가로

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꿈을꾸십시오. 그꿈은반드시이루집니다.

[약력]

전공 : 인도네시아 현 문학

주요논문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의 한국인들의 이문화

갈등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해소방안」(2007)

「목타르 루비스의 소설“자카르타 황혼”에 반 된 사회

상 연구」(2007)

「Kajian Semiotik dalam Novel-Novel Mochtar

Lubis」(2008)

「목타르 루비스의 혁명과 리더십, 그리고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2008)

「Penelitian Sastra Daearah Bagi Ilmu Sastra

Indonesia」(2009)

주요저역서 : 인도네시아 문학과 사회(2006)

비즈니스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문화코드(2006)

인도네시아 소설의 이해(2008)

학력 : 한국외국어 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및

학원 졸업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다 학교(Universitas Gadjah

Mada)에서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연구분야 : 인도네시아 현 문학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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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속 학과들의 커리큘럼 개편과정을 소개해왔습니다. 

통번역 학으로 전환한 뒤 입학한 08학번들부터는 선배들과 달리 최소 70학점에서 최 83학점을 전공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각 학과마다 08, 09학번들을 상으로 한 커리큘럼 확 , 개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과에 따라서는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고학번들을 상으로 한 교과과정 또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통번역 학뉴스 학생편집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통해 각 학과의 2학년 과정에 신설된 표적인 강좌들을 안내합니다.     

명품 학, 명품강좌

통번역 학의 2학년
신설강좌를소개합니다.  

우리 어 통번역학부가 기존의 4개 전공에서 통번역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미권 통상통번

역학, 미문학문화통번역, 통번역심화 및 어학과로 새롭게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더불

어 실무현장에서의 어구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과목들이 신설되기도 하 는데, 특히나 이러한 과목

들은 1학년 때 기초를 다진 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2학년 과목에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로 <시사 어>, <과학기술 어>, <비즈니스 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중 몇 몇 과목은 어우수자를

위한 클래스를 따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

의 체적인 반응은 원어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버거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강의 내용을 따라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다보니 어휘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쓰게 될 다양

한 표현을 배워서 유익했다는 평이 체적이었습니다.

어통번역학부

시사 어, 과학기술 어, 비즈니스 어 | 실무적인 어구사력을 높인다.

신설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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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과정에 새로이 신설된 <독일어 번역 연습>은 1학년에서 습득한 독일어 기초문법지식과 어휘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접해볼 수 있는 수업이다. 번역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단계의 수업으로

서 텍스트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수업에서는 텍스트 내의 주제

와 전체 맥락 파악하기, 내용 요약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이 수업을 듣는 2학년 학생들은 이전에

습득한 문법을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자연히 문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학

생들은 여러 분야에 관련된 시사성 있는 텍스트를 접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내용이해 중심의 독해를

함으로써, 단순 독해위주 수업에 비해 수월함을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는 2009학년도 1학기에 <이탈리아어 번역입문>과목을 신설했다. 이 과목은 기존의

<이탈리아어 읽기>과목의 심화 과정으로 번역가로서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강의이다. 특히 지난해‘이탈리

아 국가 번역상’을 수상한 이현경 교수가 이 과목을 맡아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이 과목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당초 계획된 하나의 반에서 두 개의 반으로 분반되어 진행되

었다. 학생들은 이탈리아의 문학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역하고, 타 학생의 번역문과 자신의 번역문을

비교하며 미래의 번역가로서의 틀을 다졌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에 해 처음으로 이탈리아어 번역을 시작하

는 좋은 강의 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어통번역학과

독일어 번역 연습 | 번역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단계의 수업

신설강좌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 번역입문 | 미래 번역가로서의 틀을 다진다.

신설강좌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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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전환 이후 전공이수학점이 70학점으로 증가한 08년도 이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학년 과정에 <중급 스페인어 구술평가>와 <스페인어 시사토론>의 두 가지 과목이 신규 개설되

었다. <중급 스페인어 구술평가>는 1학년의 <초급 스페인어 구술평가>의 연장 수업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페인어 주요 구문과 문장을 암기하고 이를 매주 녹음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수업이다. 다양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암송함으로써 스페인어 사용의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의 수업에 해 08학번 학생들은 매주 한 장 분량의 스페인어 문장들을 외워서 녹음하는 수업이 심적으로

부담은 크지만 그 덕에 스페인어 표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며 수업의 효과를 톡톡

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학년 과정에는 스페인어‘시’가 추가 되어 문학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어 좋

았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시도한 <스페인어 시사토론>은 매주 다른 주제를 택해서 조를 나누고 화와 토론

을 이어나가는 수업이다. 1학기에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캠퍼스 생활, 요리, 여행 등)와 화를 보고 화

에 한 토론을 나누었다.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와 같은 스페인 화를 접하고 스페인의

정서와 문화에 해 토론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학생들은 답했다. 또한, 매주 A4한 장 분량의 일기를 써서 제

출하면 교수님께서 첨삭 지도를 해주셔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고 한다. 2학기에는 전문

시사 내용을 자료로 스페인어 토론을 실시한다. <스페인어 시사토론>은 한편으로 3학년부터 실시될 원어 수

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틀려도 자신감을 갖고 큰소리로 스

페인어를 말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스페인어에 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스페인어를 배우며 재미를 느끼고 스페인어통번역학과가 국내 최고의

스페인어 전문가 양성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학년 과정에 새로 생긴 두 과목을 소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어 문형연습>입니다. 

이 과목은 일본어 표현의 용법 즉,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의 쓰임새나 표현의 미묘한 뉘앙스를 알기 쉽게 가

르쳐 주는 과목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용법들은 원래는 일본현지나 일본인 친구 등을 통해

직접 익혀야 하는 것이지만 정규 교과목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

다. 또한 단문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익힐 수 있어서 많은 학우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수업

입니다. <일본어 문형연습>은 처음 생긴 수업이지만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수강신청시 많은 학우여러분들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중급스페인어구술평가, 스페인어시사토론 | 자신도모르게스페인어가입에서튀어나온다.

신설강좌

일본어통번역학과

일본어 문형연습, 일본어 통번역입문 | 

현지에서 익힐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정규과정에서 소화

신설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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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목은 <일본어 통번역입문> 수업입니다. 

이 과목은 주로 원문텍스트 번역을 통한 발표수업입니다. 원문을 스스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

도가 있는 수업으로, 학우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통번역에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과가 통번역 학이 신설됨으로 아랍어통번역학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커리큘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기존에 있던 과목들이 아랍어의 통번역을 위한 실질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학습을 위해서

과목명, 학점이 변경되면서 강의 내용도 실질적인 통번역을 위한 내용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08년도 신

입생들에서부터 적용 되었고 09년 현재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도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아랍어

통번역의 실질적 학습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아랍어 통번역입문

이 과목은 학생들이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기초문법과 어휘, 강독, 청해, 작문 능력에 맞추어 번역 및 통역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통번역에 필요한 기초어휘, 문법에서부터 아랍어-한국어 통번역, 한국어-아랍

어 통번역을 실습하는 훈련도 하게 된다. 이 과목의 교수님들은 실제로 아랍어 통번역사로 국내외에서 명성

을 떨치고 계시는 분들로 아랍어 통번역에 관한 학습은 물론 학생들에게 통번역 경험에서 나온 스킬이나 에

피소드 까지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셔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아랍어 듣기와 이해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아랍어 청취력을 향상시키고 들은 내용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강의는 1학년에서 배운 아랍어기초를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청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녹음테이프,

CD-ROM 등을 활용해서 표준 발음과 억양을 반복해서 들려주며, 낱말에 한 정확한 발음을 유도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토 로 한다면 아랍어를 사용하는 원어민과의 화에서도 내용을 이

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랍어통번역학과

아랍어 통번역입문, 아랍어 듣기와 이해 | 

전문 통번역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살아 있는 아랍어를 익힌다.

신설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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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부 어문계열 과목들이 통번역 과로 바뀌면서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단 예로 들수 있

는 것이 새롭게 추가된 과목인데, 태국어통번역학과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목 중 표적인 과목은 2학년 과

정에 개설된 <커뮤니케이션>이다. 기존의 과목들이 회화, 작문, 문법 등으로 세분화 시켜 어학공부의 한 가지

부분만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커뮤니케이션 계열의 과목들은 말 그 로 '효과적인 의사소

통 기술'을 계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

를 들어 강독과목이 말 그 로 독해능력의 향상만을 위해 장문의 을 독해하고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신문기사 등을 읽고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주제에 맞게 본

을 꾸며 역할분담도 해보고 그와 관련된 속담 등을 공부해서 작문을 해보기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속담

등의 관용어는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닌 이상 제 로 된 용법이나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음

교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현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과목이 어렵지만 전반적인 '언

어의 사용' 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2008년 한국외국어 학교 용인캠퍼스 통번역

학의 출범 이래 2년이 흘 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통번역 학은 국내 최고의 단과 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고 있다. 이미 본지의 창간호에

서는 용인캠퍼스 통번역 학의 출범과 새내기들의

커리큘럼에 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전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통번역 학 말레

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의 2학년 커리큘럼의

변화상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개편 전 교과목명 원어 개편 후 교과목명 원어

마∙인문학과사회 마∙인현 문학의이해 ●

마∙인어발달사 마∙인어문화사입문 ●

1학기 마∙인어원서강독(1) 마∙인어언어학입문(1) ●

말레이시아종교와사회 중급마∙인어읽기와쓰기(1)

중급마∙인어회화작문(1) ● 중급마∙인어듣기와말하기(1) ●

중급멀티미디어마∙인어(1)

마∙인문학사 마∙인고전문학의이해 ●

실용마인어 ● 마∙인어퍼블릭스피치 ●

2학기 마∙인어원서강독(2) 마∙인어언어학입문(2) ●

인도네시아종교와사회 중급마∙인어읽기와쓰기(2)

중급마∙인어회화작문(2) ● 중급마∙인어듣기와말하기(2) ●

중급멀티미디어마∙인어(2)

태국어통번역학과

커뮤니케이션 | 어학의 한 가지 부분만이 아닌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신설강좌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중급마인어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멀티미디어 마∙인어 | 

세분화,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심도 깊은 학습능력 배양

신설강좌

기준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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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원제 도입과 원어수업의 강화

통번역 학으로 개편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소수정원제와 원어수업의 강화이다. 이전에는

한 수업에서 최 30명까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으나, 다수의 인원에 따른 수업환경의 열악함이 제기되었

었다. 따라서 새로 개편된 커리큘럼에서는 기본적으로 최 20명의 학생들만이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소

수정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원어수업의 폭 강화이다. 위의 표를 통해 한 눈에 변화를 가늠할 정도로 원어강의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원어강의의 강화는 내외국인 교수진의 보강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 각 분야

의 내외국인 담당교수진들이 학생들에게 원어강의를 제공함으로서 이는 학생들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전공언어를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어의 첫걸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 4요소를 강화한 커리큘럼

1학년의 커리큘럼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언어적인 기초를 다루었다면, 2학년 커리큘럼은 그러한 기초적

인 실력을 바탕으로 언어적 보충과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에는 <중급 마인어회화작문>이

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던 내용을 지금은 <중급마인어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멀티미디어 마인어>라

는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중요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심도있는 학습을 추구

하고 있다.

� 언어의 기초를 다진다 - 언어학 과목의 개설

1학년 커리큘럼 과정을 통해 다져놓은 마인어 기초 언어실력을 바탕으로 언어학 입문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그리고 화용론 등 각 분야를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언

어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언어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다.

이는 이전에는 부족하 던 마인어 언어구조의 숙달과 완성을 위한 체제 확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외국어능력을 기반으로 한 외국학 교육의 강화

기존에는 학 4년을 마쳐도 현지어에 서투르거나 혹은 현지어에 능통한 경우에는 역으로 지역사정에 어

두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외국어와 외국학 교육의 불안정한 결합으로 인한 모순적인 현상을 우려하여 우

리 학 교수진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이제 학생들은 앞서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개편된 어학 커

리큘럼을 통해 마인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그러한 언어습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해

당 언어국가의 관련학문 습득을 위한 외국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언어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학능력을 기반으로 제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은 기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리큘럼 내 외국학 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경제 등의 관련 학문을 습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 전공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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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5호에서는 여한종 동문과의 특별 인터뷰를 수록합니다. 

여한종 동문께서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4학번으로 오랜 외교관 생활과 주 파푸아 뉴기니 사를 역임하신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며, 정년퇴임 후에는 우리 용인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학창시절과 외교관 생활, 그리고 은퇴 후의 왕성한 사회 활동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비단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체 외 생이 새겨들어야 할

선배의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동문에게 듣는다

외 는이시 를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주체가되어야

안녕하세요! 한국외 재학생 여러분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구 마인어과) 64학번 여

한종입니다. 저는 1964년 한국외국어 학교 본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곧바로 인도네

시아로건너가 30여년간인간이최초로범접하는정 도누비고, 인도네시아 Jakarta에있는

우리나라 사관에서 사무관 3등 서기관부터 시작하여 2급 공사를 마지막으로 주 파푸아뉴

기니 사로 4년의임기를마쳤습니다. 그후에한국에돌아와외교부산하외교안보연구원

에서연구관으로잠시지내다가 60세정년으로퇴임하 습니다. 그후에도쉬지않고우리학

교 인재양성을 위하여 4년여 간 한국외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서 후배들에게 강의도

하고, 동시통∙번역 학원에서인도네시아∙말레이어를강의하기도했습니다. 그이외에도

2년간(1966-1968) 인도네시아 UNAS(Universitas Nasional)에서 초빙교수로 한국어를 강

의하 으며, 2008년에는인도네시아독립 63주년기념식참석을계기로 8월 12일부터 21일까

지 20일동안열렸던 “Presidential Friends of Indonesia” 행사에인도네시아정부초청으로

참석하여 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등 주요인사들을 예방하고, 쓰나미로 고통받고 있던

Aceh지방에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외빈 접관으로 위촉받는 등

지금까지도 내외적으로다양한활동을지속하고있습니다. 너무많은경력을나열한것같

지만 이것은 내 이력을 통해서나마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의 삶에 한 긍지와 보람을 간접적

으로표현함으로서후배들에게감히한점부끄러움

없는선배로남기위함입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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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야를 택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언제 가장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훗날 한민국 외교관을 꿈꾸는

후배들이 꼭 갖추어야할 능력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학과에 한 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주세요.

“외 를나온사람이라면한번쯤

생각해보는것이외교관이라는직업”

외 를나온사람이라면직업선택에있어서한번쯤생각해보는것중하나가바로외교관

이라는 직업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외교관은 화려하고 멋진, 직업 중의 최고 직업이었

지요. 특수외국어를공부한사람으로서법조, 금융, 기업사원등시험을쳐서들어갈수있

는 범위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 습니다. 현실

적인 이유에서는 가난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돈 아니면 조그마한 화려함이라도 있어야 되

겠기에외교관을택하 다고도말 드릴수있겠습니다. 이유야어찌되었던저는그때의선

택에매우만족해왔고앞으로도그럴것입니다.

특명전권 사로임명되고그나라의의장 사열, 애국가연주, 총독예방, 총리주최만찬등

의예우를받을때 “아! 나의 한민국이여”를외쳤지요.

“투철한 애국심, 뛰어난 외국어 능

력,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 물질적

이고금전적인것에 한욕심을버

리는것이외교관의자질”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투철한 애국심, 뛰어난 외국어 능력, 몸을 사

리지 않고 뛰어드는 일에 한 열정,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에 한 욕심을 버리는 것을 특

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외 인으로서 조금 모자란것

같은어설픈”실력으로는외교관에도전하지마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마인어를 잘하는 2세가 성장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

리과 또한 시 적 상황에 부응하여 개편되어야 할 때 입니다. 마인어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 는 지났습니다. 교수와 학교가 변화해야합니다. 적어도 말레이-인도네시아 원어민교수

와한국인교수를 9:1 비율로조정하고, 그나라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전문가를

양성하여그나라의인재들과맞서게해야합니다. 이는다른과도모두해당되는우리 학이

당면한시 적위기입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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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없다면 우리 학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 는 외 다운 학과들로 다시 창립되어야합니다. 커리큘럼에서부터 교

수진에이르기까지끊임없는연구와개편, 그리고새로운도약이있어야할것입니다. 외 는

이 시 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구시 적 학문을 추구할 수

는없을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민국의외교관으로당당하게살아왔고30여년간의절 화려하지만은않은

해외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남들과 소통하면서 소비보다 생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도 각종 특강에도 나가고 앞서 언급하 던 인천세

계도시축전에도적극참여하여기여하고자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준비된 외 생

으로서당당히교문을나서야할것”

학생이라는 직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학업에는 소홀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총장실

을점거하고학교벽돌을던지는학생은더이상학생이라고할수없습니다. 나라일은성인

들에게맡기고학생때는공부만해야합니다. 학생은‘데모, 시국선언, 재단이사진배척, 총장

선거 참여 등"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학생이아니라국회출입문을해머로깨는3류정치인에불과한것입니다. 

학생시절공부만해도사회에나와서도그에따른배움의부족함이있어힘든경우가많습

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국가에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큰소리 내는 사람들은

부분이학생때공부를못해지식결핍증에걸려날뛰는사람들이 부분입니다. 그들은자

신의 실력만으로는 남에게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별짓을 다해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절 성공할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참민주주의는실력에서우러나오고, 실

력있는사람들에의해맑고밝게통치되어야지한강다리하나놓고, 해외근로현장을누비고

출처도 모르는 돈을 몇 백 억씩 가지고 거드름 피워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이되어서는안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외 후배여러분, 부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

적으로 마시고, 열정적으로 낭만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한국외 생으로서 당당하게

교문을나서십시오. 우리사회가반겨줄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학교와 학과를 위해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원로 동문에게 듣는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09년 11월 9일 본관 301호에서는‘독일 화의 밤’행사가 진행되었다. 

독일 화의 밤은 매년 독일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어통번역학과 행사이다. 

문화체험의 기회로 거듭나고 있는 이 행사를 담당하고 계신 Frieder Stappenbeck교수님

그리고 Rainer Rippe교수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Frieder Stappenbeck교수, 
Rainer Rippe교수와의인터뷰

Q1 What is the title of the movie we saw in the "Movie

Night"? Please describe the movie briefly.

A The movie is called “Die wunderbaren Jahre“ which

means “the wonderful years“ or “the lovely years”. 

We showed this movie from 1979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Germ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ve created

Korean subtitles especially for this event. 

In the movie the author and director Reiner Kunze

portrays the lifes of young students and workers in East

Germany in the late 1970s and the pressures they are

under. The years of adolescence should be “wonderful

years”but in East Germany they aren’t ? at least not for

those who are unwilling or even just appear to be

unwilling to adapt in the eyes of the state. 

Q2 By giving a chance to see this movie, what message

did you want to give to the students?

A There may have been not too many movie nights in the

past but we think they are a good chance to learn more

about a foreign country and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it. Learning should be fun, so we hope students enjoy the

movie nights.

Q3 Lastly, please feel free to say things that you want to

talk to the Newsletter reader.

A This movie night was special because our students over the

course of several months translated the movie into Korean

and created subtitles. It was a chance for them to gain their

first practical translation experience. The main challenges

were to translate terms and words that were only used in

East Germany but not in West Germany and to translate

them into short sentences that fit into the limited form of

subtitles. In a movie there is not enough time to explain

everything in great detail which is why the art of translating

into subtitles lies in boiling down complex sentences into

the essence.

독일 화의 밤

화의 밤 행사 당일 모습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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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편집위원 한 마디

김욱진 어통번역학부 03

통번역 학뉴스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정호정 학부장님과 제작하는데 많은 도

움주신전용갑교수님및여러선후배들

감사합니다! 학생여러분! 궁금한 점 있

으면언제든메일주세요! 

akawooks@naver.com~

박노을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5

통번역 학뉴스 취재를 핑계로 오랜만

에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연락도 취할

수있었습니다. 새로운만남과잊고살았

던 소중한 분들과 만남을 이끌어준 통번

역 학뉴스! 감사합니다. 나날이 발전하

는뉴스기 할게요~^ *̂

noeul_03@hanmail.net

신솔아 독일어통번역학과 08

전용갑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편집위원님

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원고를 쓸

수있도록도움주신이 도선배님과조교

선배님들감사합니다. 그리고갑작스런인

터뷰에도 정성껏 답해주신 Stappenbeck교

수님과 Rippe교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통번역 학뉴스를 준비하면서 통번역

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그 위상이 높

아지고있음에큰자부심을느낍니다. 그리고작게나마그에한몫

을할수있다는것을행운이라고생각합니다. ̂ o^

ssoollaa@naver.com

이옥경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처음 해본 일이라 어렵고 사정이 생겨 촉

박했지만보람있는일이었습니다.

inability@naver.com

학생편집위원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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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중국어통번역학과 04

안녕하세요. 중국어통번역학과 04학번

김재민입니다. KOTRA에 계신 선배님을

취재하면서 저희 동문 중에서도 참 훌륭

한분이계신것을알게되어자랑스러웠

습니다.

baenat@naver.com

이세환 아랍어통번역학과 08

아랍어통번역학과에는 편집부라는 학회

가있습니다. 우리편집부는학과내의편

집활동과 또 통번역 학뉴스, 학과신문

등에서의 취재, 기사작성활동을 통해 우

리 아랍어통번역학과의 자랑스러운 이

름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번호에서는저와 함께 09학번 김슬기, 소

지현, 박가혜 학우가 기사를 작성했습니

다. 사랑하는 아랍어통번역학과! 그리고

편집부! 파이팅 !  

sanbook4@hanmail.net

김동원 일본어통번역학과 07

갑작스레 학생편집위원직을 넘겨받게 되

어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기사를 작성

해 가면서 여러 선배님들의 말 을 듣는

일들이 좋았고, 평소에 무심하게 넘겼던

수업 정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즐거웠습

니다. 

황수정 태국어통번역학과 08

우선 편집장이신 전용갑교수님과 통번역

다른과편집위원님들정말수고많으셨

습니다. 제시간에 딱딱 맞춰서 못보내드

려서 죄송하다 말 드리고 싶고 , 바쁘신

와중에도시간내셔서인터뷰에응해주신

우리과선배님들정말감사합니다. ̂  ̂

앞으로도 통번역 와 통번역 학뉴스가

더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태국어 통

번역학과화이팅! 

hsj90357@hanmail.net

김미강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7

편집위원으로활동하면서통번역학과에 한애정과자부심이더욱커진것같아제스스로가뿌듯합니다.

이번5호기사를마감하고나니늘그렇듯최선을다했음에도그뒤에는아쉬움이남는것같네요.

앞으로 ‘최초’의그리고 ‘최고’의한국외 통번역 로성장하기를기원합니다.

kim891213@naver.com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학 생 편 집 위 원 한 마 디 33



통번역 학뉴스 다시 보기

통번역 학뉴스는캠퍼스에나도는수많은홍보물과는다르다. 

홍보전문가들이아닌학생과교수, 

직원등교내구성원들이중심이되어기획에서기사작성, 

편집등 부분의과정을전담하고있다. 

또한우리는창간호에서밝혔듯진정한홍보의개념은

언제나진정성과문제의식을담보해야한다고생각한다. 

따라서통번역 학의장점과자랑거리뿐만아니라우리가안고있는

고민과문제점을스스로발굴하여이슈화해내고있다. 

외부의질책과비판또한기꺼이달게받으며우리의현안에 한해결책을모색해나갈것이다. 

통번역 학뉴스는2008년8월창간호를필두로이제까지총5차례발행되었다. 

창간호와4호(2009년2월),  그리고이번에발행되는5호는인쇄물과전자잡지의두가지형식으로발행되었으며,  

2호(2008년12월)와3호(2009년1월)는전자잡지로만발행되어학교홈페이지(www.hufs.ac.kr)의통번역 학소개란에서

언제든지열람할수있다. 많은분들의꾸준한관심을바란다. 

34 통 번 역 학 뉴 스

통번역 학뉴스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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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원고 모집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 및 단과

학 관련 소식을 모집합니다.

투 고 자 격

교내투고자 통번역 학 재학생 및 졸업생, 본교 교수 및 직원

교외투고자 통번역 학 학부모,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및 입

시관련업무 담당자, 언론사, 기업체 관계자

원 고 내 용

제한 없음 (특히 통번역 학 발전과 관련된 각종 의견 및 제

안을 환 함)

원 고 제 출

morel@hufs.ac.kr 혹은 각 학과별 편집위원 메일 (메일주소

는 표지 뒷면 편집위원 명단 참조)

문 의 031-330-4210

각 학과의 관련 행사, 미담, 학생 및 교수 동정 등 기사 작성

에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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