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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부로 통번역 학 신임학장직

을 맡게 된 독일어통번역학과 김창준입니다. 

제법 매서웠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유난히 긴 겨울을 보낸 까닭에 이 봄의 화사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일일이 찾

아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처럼 초봄의 싱그러움을 안고 인

사를 드리게 되니 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학장이 예로운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직책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로

써 출범 삼 년째를 맞이한 우리 통번역 학의 경우 아직도

신생 단과 학으로서 산적한 업무를 안고 있어 제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출범 초기이니만큼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들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도

사실이니 앞으로 모든 통번역 학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통번역 학은 21세기 진정한 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태동했습니다. 능숙한 외국어실력은 물론

해당 지역에 한 인문ㆍ사회과학적 지식을 겸비하고 더 나아가 타 민족과 인종에 한 이해와 소통, 상생의 정신까지 갖춘

참다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일견 모든 학들이 내세우는 당연한 명분처럼 보이

지만, 아직까지 수사학적 미문이나 사문화( )된 강령 차원을 넘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온 사례는 그다지 많

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진리탐구와 학문연마라는 학 본연의 역할과 사명이 왕왕

상아탑적 유약함이라는 질책을 받아왔기 때문이며, 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또한 가시적인 실적이나 외형적인 성과에 얽

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각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학마다 내세우는 로벌교육의 기치 역시 진정성을 상실한 채

힘없이 함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 학마다 경쟁적으로 추구해 온 외형적, 계량적인 국제화 지표들이 인류에

한 따스한 시선과 깊이 있는 세계사적 안목을 소유한 진정한 로벌 인재 육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작은발자국들이수없이겹치고모여
하나의길이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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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은 시 에 무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시류에 합하지도 않는 젊은이들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정도( )를 걸어갈 것입니다. 출범이후 지금까지 통번역 학은 쉽지 않은 좌표를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는 교내에서 가장 많은 최소 70학점에서 최 83학점의 과중한 전공학점이수 시스템을 스스로 자청하 습니

다. 전문적 능력과 폭넓은 세계관을 겸비한 진정한 인재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판

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내에서 가장 엄격한 학사관리와 가장 높은 졸업시험기준을 적용하 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고전적이며 상식적인 사고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전문지식

못지않게 지혜와 인성과 같은 무형의 덕목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진정한 로벌 인재란 실력뿐만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

는 상생과 호혜의 정신을 겸비해야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통번역’의 개념은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타문화와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함

의에 기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통번역 학 가족 여러분! 

출범이후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우리 통번역 학의 외적인 인지도는 단히 높아졌습니다. 신입생들의 입학

성적이 폭 향상되고 플렉스(FLEX)와 같은 객관적인 인증시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전공실력이 전국 최상위권임이 입증되었습

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거둔 더욱 소중한 성과는 구성원들 모두가 과거의 침체를 떨쳐내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

복한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비전에 한 신뢰와 존중, 자존심을 회복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안목은 더욱 건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통번역 학 출범 이후 최 의 성과는 몇몇 가시적인 지표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킨 긍정의 힘과 낙관적 전망과 같은 내적인 가치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겹치고 모여 하나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통번역 학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작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가와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번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참다운 로벌교

육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통번역 학 가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7일

김창준 통번역 학장 |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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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학경쟁력

축구강국들의저력은치열한국내리그에서나와.., 

특히1,2부리그간의업다운제도가지속적인경쟁력유지의구조적요건

축구강국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내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팀들 간의 내부 경쟁이 몹시 치열하다는 것이다. 

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빅리그 국가들에서는 매년 시즌 막바지인 이맘때쯤이면 우승컵의 최종 향배에 전 국민의 관

심이 쏠린다. 상위권 팀들 간에 실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그 해의 승자가 결정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때문

에 손에 땀을 쥐는 몇 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무렵 상위권 팀들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최하위 팀들 간의 생존경쟁이다. 이들

은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부 리그로 강등되면 팬들의 관심을 잃게 됨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막 한 타

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승점 1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자칫 긴장을 늦추면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필자가 스페인에 유학하던 시

절, 현재 세르비아 표팀 감독인 라도미르 안틱(Radomir Antic)이 이끌던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는 1995/96년 시즌에 팀 역사

상 처음으로 스페인 쁘리메라 리그와 국왕컵(Copa del Rey)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까미네로, 시메오네, 빤틱, 키코 등 당

의 스타들을 내세웠던 이 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양분하던 스페인 프로축구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한동안 전성기

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우승의 주역들이 아직 왕성한 현역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는 불과 4년 후인 1999/2000년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치욕을 맛보고야 말았다. 강등이 확정되던 날, 분노에 찬 팬

들의 눈물과 야유 그리고 그들이 집어던진 방석과 쓰레기가 경기장을 수북이 뒤덮었던 장면을 기억한다. 전락의 이유야 여러 가지

가 있겠으나 2관왕을 거둔 이후 빠져들었던 자만이 그 중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이다. 

유럽축구에서는 이처럼 어제의 명성이 오늘의 광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오픈된 경쟁구도 속에서 오로지‘지금’실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특히 1,2부 리그 팀 사이의 승강제도야 말로 이들 국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구

편집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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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실질적으로 2부 리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프로팀들은 굳

이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는다. 올해 성적이 나쁘면 그저 내년을 바라보면 될 뿐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부재한데 열심히

뛸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수준 높은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축구경기장이 팬들의 외면 속에 늘 텅 비어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팀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몰라도 세계무 에서 진정한 진검승부를 겨루기는 힘들다.      

이처럼 치열한 내부 경쟁은 한 집단을 강하게 만들며 발전시키는 가장‘현실적인’요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은 피곤하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최근통번역 학은용인- 서울학생들의연례적인전공실력평가를제의. 

경쟁을통해양캠퍼스의실력향상은물론한차원높은사회적승인을얻게될것. 

나는 우리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축구 이야기를 빌려왔다. 사실 축구팀이 학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학

간의 경쟁도 축구 못지않게 치열한 게 요즘의 현실이다. 프로구단의 순위처럼 매년 학 간 서열이 매겨지며, 그 결과가 나쁠 경우

연고지 팬들의 등살 못지않게 동문과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뒤따른다. 스포츠의 근본취지가 승패에 있지 않다는 이상론을 현실이 수

용하지 못하듯, 학이 아무리 상아탑적인 의미를 역설해도 그 해의 평가에 따라 입시성적과 취업률이 좌우되며 외부 기금의 다과

가 결정된다.     

학 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사회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도 올라가야하고 재정도 튼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요즘은 교수사

회도 예전 같지 않다. “논문을 쓰지 않으면 망한다(Publish or Perish)”는 생각이 일반화된지 오래이다. 우리학교 교수들의 경우

거의 매년 인문사회분야 논문 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다. 나는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해서는 기존의 노력 이외에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일종의 프로축구 업다운 제도와 같은 평가

제도의 시행이다. 우리학교가 전국 최고임을 자부하는 외국어계열이야말로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서울과 용인캠퍼스의 동일한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매년 플렉스(FLEX)와 같은 객관적인 전공평가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최근 우리 용인캠퍼스 통번역 학에서 제기한 바 있는데 앞으로

그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물론‘신성한 상아탑’에서 무슨 중고등학교와 같은 학력평가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아탑의 신

성함이 경쟁의 무풍지 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이 제도가 용인은 물론 서울캠퍼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양 캠퍼스에서 동일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해보도록 하자. 평가는 학생들이 부분의 기본적인 전공과목

을 마치는 3학년쯤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교포학생이나 해당외국어 우수입학자를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들의 우월성이 입증된다면 우리 용인캠퍼스 학과들은 분명 지금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다. 그리고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매년 거친다면 우리 학생들의 전공실력은 비약적으로 향

상되고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최고에 자족하지 않고 로벌무 에서 축구강국들처럼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제안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취지이다.             

전용갑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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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우리는 이미 로벌전문가

통번역 학뉴스 5호는 첫 번째 기획특집으로 <우리는 이미 로벌 전문가 - 외교통상부∙KOTRA 인턴십 체험기>를 준비했습니다. 

KOTRA 인턴십은 우리학교 학생만을 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며,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인턴십은 우리학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 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선발자의 절반을 외 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 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KOTRA와 외교통상부인턴십에 참가한 통번역 학 학생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체험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선발과정에서부터 현지업무, 귀국 후 포부에 이르기까지, 조만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좁은 국내 하늘(sky)아래 연연하지 않습니다. 외 는 바깥세상( )에서 커다란( ) 꿈을 실현할 로벌 인재들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KOTRA 인턴십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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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 도전하는 능력 또한 하나

의 남다른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박성은 어통번역학부 08, 미국 휴스턴 총 사관 1 )

요즘 출국 준비 한다고 정신없겠네요?

네. 8월 중순경 출국할 예정인데 제가 가는 곳은 미국의 휴스

턴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지역의 날씨, 환경, 숙박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히스패닉들이 많은 남부지

역이라 기본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스페인어를 다시 숙지하고,

어 공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정리 하느라 정

신이없네요. 

아마여러분들이이인터뷰를읽을때즈음전휴스턴에있겠

네요.(웃음)

선발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외통부 인턴을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했나

요?

외통부 인턴선발 과정은 크게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나뉘어요. 2차 면접이후에 전화 면접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먼저 1차 서류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외통

부에서 요구하는 어성적이나 기타 그 외의 서류들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차 면접에서는 사회의 이

슈, 구체적인 지원동기, 또는 외통부 각 조직 간의 업무와 관계

등과 같은 예상 질문에 한 답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 들어가

야합니다.

혹시 남다른 외국어 능력이나 경험이 있나요?

전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에는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덕분에 뛰

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기초적인 프랑스어 자격증

을 취득했고, 학에 와서는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

나뛰어난수준은아니죠. 위에서제가말했다시피전제가하고

싶은 일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이 도전하는 능력 또한 하나

의남다른능력이라고말하고싶네요. 그래서인턴도된것이아

닐까요?(웃음)

1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인턴십

1 ) 이 은 외교통상부 인턴에 합격한 08학번 박성은 학생을 인터뷰한 것으로

지난 여름 출국전에 작성한 임을 밝힙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인턴에 임하는 각오나 목표가 있나요?

전이번인턴을통해제가 학생활에서는겪을수없는많은

것을경험할수있게될것이고그것을즐기기위해최 한노력

을할것입니다. 이는곧저의경력에서나 어능력을향상시키

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또한 미국에서 보내는 6개월이

반이나남은컵일수도있고반밖에남지않은컵일수도있지만,

이 짧은 시간을 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인턴의 가장 근본

적인 취지라 생각하는 실무환경에서의 업무능력을 익히는 것이

최 의목표입니다. 

출국을 앞둔 심정은 어떤가요?

재외공관의업무를보고듣고경험할수있다는것은기쁜일

이지만떨리기도합니다. 그저가서새로운문화와업무에잘적

응하고 한국외국어 학교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생각이무엇보다도크네요.(웃음)

아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인턴이 끝난 후의 도전목표

는 뭔가요?

아직은 졸업 후의 거창한 포부는 없습니다. 우선 인턴이 무사

히 끝나고 나면 7+1제도 (총 8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외국 학에

서 공부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 18학점까지 인정 받으면서

수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통해 교환학생을 다녀올 계획입

니다.

한국외 어통번역학부에서 어를 공부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

을까요?

어통번역학부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어의 연장선

이 아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어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문학 및 어학을 포함하여 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회,

역사, 정치 및 외교를 배움으로서 국제화에 한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고 우리나라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지

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공부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어통번역학부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이저에게학부에 한자부심및사회진출에 한자신감을심

어주었고, 타인과의 화나 인턴 면접에서도 타과와 차별되는

나만의장점을보여줄수있게하 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간단한 조언 부탁 할게요!

네간단하게말하면, 인턴의분명한목표와진로를정할것, 면

접 준비를 철저히 할 것, 토익을 비롯한 몇몇 자격을 갖출 것, 사

회의이슈를잘알고있을것정도가되겠네요. 하지만무엇보다

도중요한것은미리겁부터먹지말고저처럼하고싶은것은도

전하는용기를가지는것이아닐까요?

8 통 번 역 학 뉴 스

기획특집 1 우리는 이미 로벌전문가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해 세계적 이슈

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 한국을 위해

큰일을해보자는꿈을품게되었습니다.

이은 독일어통번역학과 04, 주 오스트리아 한국 사관

외교통상부 인턴을 지원하계 된 계기를 말 해주세요

4학년이될무렵, 학교를다니면서무엇을이뤄냈는가스스로

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무것도 이뤄 낸 것도 없었고, 학교를 다

니면서의즐거움이나추억도없었다는것을깨달았습니다. 마지

막으로 뜻있는 일을 해보자라고생각을 했을 무렵에‘코트라 인

턴십’과‘재외공관 인턴십’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고 처음에 코

트라 인턴을 지원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권이 가고 싶

어서 뉴질랜드를 지원했지만,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탈락을 하

게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재외공관 인턴십에 다시 한 번 도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는전공을살려서독일어권에지원해보

자라는 생각을 갖고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오스트리아 사관에서는 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인턴 선발과정에서부터 출국까지의 과정을 알려주세요.

서류전형에서는 어, 독일어, 한국어자기소개서와성적증명

서를 제출했고, 제출자에 한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지원했던공관의경쟁률이생각보다높아서조금은놀라웠

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저는 독일어권에 체

류한경험도없고교환학생의경험도전혀없었기때문이었습니

다. 하지만 면접 시에‘자신감 있게 아는 것만이라도 이야기 하

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교수과 일 일 면접에 응했습니다. 당

시, 면접때질문으로는자기소개서에관련된 어응답이었습니

다. 또한 독일어로도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턴

으로 선발 된 뒤, 외교통상부로부터 관용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 하루 동안 외교부에 가서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참여하 습니다. 주오스트리아 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턴

에게출국전에미리연락을취해숙소관련정보를얻고, 출국날

짜를 조정하고, 정해진 출국일정과 본인의 연락처에 관해 주오

스트리아 사관에서 인턴을 담당하시는 서기관님께 연락을 했

습니다. 일단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정도 사관

근처의한인민박을예약한뒤, 현지에가서직접집을구하 습

니다. 또한오스트리아는쉥겐조약국가이기때문에비자없이 3

개월간체류가가능한나라이기에외교통상부에서준레터와여

권사진의여분을가지고일단출국하 습니다. 오스트리아에입

국뒤, 사관에서비서를맡고있는분에게여권과사진을주고

6개월동안체류할수있는새로운신분증을발급받아인턴활동

을하 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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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는 어떤 업무, 경험을 하셨나요?

우선 근무시간은 오전 9시-12시, 2시-5시까지 습니다. 저는

총무과 소속으로서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로 총무과의

업무 보조를 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방문 국빈행사 보조, 해

외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사들이 모여 개최하는 공관장 회의

의 보조, 호텔예약 및 확인, 각종 워드문서 작성, 선물장부 관리,

기회가 닿으면 OSCE라는 군축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고 관련

서류와메일정리를했습니다. 또한독일어관련번역업무를맡

을때도있었습니다.

매년겨울마다열리는한국과오스트리아와의문화교류사업인

한-오 필하모닉 콘서트의 업무를 위해서 문화과 업무 보조를 맡

았으며, 사과, 정무팀등의 사관의 전반적일을두루경험하

습니다. 이 모든 업무들은 독일어 실력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업무처리능력을요구했으며, 이런업무경험등을통해

서 앞으로 진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배우고 생각

할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특히한국에서경험해볼수없었

던국제회의장에직접참석해세계적이슈가되고있는문제들이

어떻게다뤄지고해결되는지를실제눈앞에서보면서감회가새

로웠습니다. 또한 외교관이 한국을 위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

며, 사관의역할에 해서도새롭게배운것들이많았습니다.

인턴 이후 선배님의 앞으로의 포부에 해 듣고 싶어요~

인턴십 활동을 마무리하고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쉬운

감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스스로의 능력 또한 기 만큼 키우지 못한 탓이었습니

다. 그러나가기전에저는졸업을앞두고진로에 해서뚜렷하

게 계획 된 것이 없었지만, 이번 인턴십 활동을 통해 6개월이라

는짧은시간동안, 진로에 해생각하고많은것을느끼고경험

하고 깨닫게 했던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즉, 한국을 위

해큰일을해보자는꿈을갖게되었고, 전공을살려앞으로국제

학원에진학해서유럽지역학분야혹은국제통상분야에 해

서 좀 더 공부하고 선진국의 제도들에 해서도 많이 연구하여

한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거나, 외교통상부에 지역 전문가

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한국외 독일어통번역학과

출신으로서자랑스러운선배가되고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가

장 중요한 것은 의욕과 성실함, 지금

당장은 이탈리아어에 자신이 없더라

도 기죽지 말고 기회가 있다면 일단 부딪쳐보

세요.

김효진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96 학번, 

주 라노 한민국 총 사관 근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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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은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요. 또 인턴쉽 준비와 선

발과정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선배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

요.

현재있는곳은이탈리아주 라노 한민국총 사관으로, 2

년 전 참가했던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인턴십을 거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1기 때에는 없었다가 2기 때 추가

된 나라 기 때문에 제가 첫 인턴십 참가자 고요. 당시 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었고 또 인턴십이 끝난 후에는 서둘러 논문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래 이탈리아에 있게 되리라고

는생각도못했습니다. 그런데인턴십이끝날무렵 라노총

사관이 개관을 했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져 지금

의일을하고있죠.

벌써 5기들이출국준비를한다고하고, 또이번에는 라노총

사관에도 한 명이 올 예정이라하니 기 가 큽니다. 첫 지원자

던 데다가 또 참가자 선발에 한 소식조차 늦게 교수을 통해

알았기때문에지금준비하는학생들처럼특별한준비과정이있

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관별로 간단한 언어 테스

트가 있다고 하니, 현지어로 미리 자기소개서를 준비해보거나

평소에 간단한 전화인터뷰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현

지에서의 적응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일

뿐, 학생들에게 무리한 언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

나치게걱정할필요는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욕과

성실함일것입니다. 현지에가면외국인이니만큼초기에는언어

능력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록언어외적인요소들역시큰 향을발휘한다는것을몸소체

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탈리아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환경상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기회가 있다면 일단

부딪쳐보세요. (한살이라도어릴때... ̂ )̂ 선발이되면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준비과정에서 언제나 얻는 것이 있고, 그 당시의

경험이분명다른곳에서유용하게쓰일겁니다. 

현지에서의 업무는 어떠셨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첫기수로와서그런지특별히정해진일이있었던것은아닙

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듯이 일손이 모자라

는 곳에 바로바로 투입되어 일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 우체국에

가는일부터시작해각종예약, 물품구입, 서류정리, 팩스/메일보

내기, 국경일 행사, 크고 작은 통번역일 등 이탈리아어를 사용한

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관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얼마간은 내 말을 잘 이해 못한 상 방의“Come,

scusi? (뭐라고요?)”라는말에머릿속이멍해지거나, 전화한통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Buongiorno, chiamo dall’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안녕하세요, 한민국 사관입니다.)”를 열

두번도더발음해봐야수화기를들자신이생기기도했습니다.

(그다음부분에서바로말문이막히더라도말이죠) 하지만공관

분위기도좋았고, 사님을비롯해다른서기관님들로부터격려

도많이받았고, 또무엇보다이탈리아어는함께일했던또래직

원들의도움으로한단계더발전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껴온 자부심이나 보람 있었던 일을 말

해주세요!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나며 담당하는 업무의 종

류도조금씩바뀌었습니다. 초기비자업무를맡았을때에는 (무

지하기도 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문화교류는 물론 기업 간

의왕래나거래분야가생각보다다양하고많아적잖이놀랐습니

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 그런지 기업은 물론 이름이 생소

한 중소기업들 중에도 한국과 거래가 오가는 업체들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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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또 경제나 경 학과로 학 간 학점교류가 맺어져 한국으로

향하는이탈리아교환학생들도상당히많은데, 프로그램을마치

고 온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예절이라든지 어른에 한

공경, 친절함, 싸고 맛있는 음식 등 긍정적인 평이 부분이었습

니다. 

그중 학로밤문화에열광하던 Bocconi 학MBA과정의한

학생은지금 라노 LG전자에서인턴쉽을하고있다죠. (얼마전

제노바에서한국문화알리기의일환으로열렸던한국음식시식

행사에서도음식은물론 낮부터막걸리가동이났다는반가운

(?) 소식이있어한국음식문화의숨은저력을다시한번확인할

수있었습니다.)   

처음 비자업무를 하며 ( 사과 창구 앞이라 그랬을지도 모르

지만) 한국에 한 좋은 기억들을 풀어놓는 이탈리아 기업인들,

예술가들이나학생들을만나며한국에 한자부심을느꼈다면,

현재하고있는업무는재외국민들과여행을온한국인들을위한

일이 부분을차지합니다. 이탈리아는관광국가라여행객도많

고, 1년 내내 분실이나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담당 사

님은 한국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볼게아니라, 공항출구앞에서소매치기범들의악랄한수

법이 적힌 안내문을 일일이 여행객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까지

할 정도니 이해가 가죠? 옷이나 돈은 차치하더라도, 비행시간을

앞두고 여권을 잃어버리면 출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사관을 찾아 단수여권이나 여행자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난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특히 여름과 겨울 휴가시

즌에는 몇 배로 더 많이 일어나, 주말, 밤 할 것이 비상전화가 울

릴 때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공항으로 달려간 적도 있고, 가끔씩

황당한 요청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도

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참 뿌듯하게 합니다. (어쨌든 해외 여

행할때가방조심또조심합시다!) 

※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탈리아 소매치기 수법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ita-milano.mofat.go.kr / milano@mofat.go.kr

앞으로 계획과 포부는 어떤가요?

현재로서는이탈리아어를멋드러지게하는그날까지열심히

달리는 게 매일 매일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나라

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 보수적인 땅에 한국을 알리는

데한역할을하는것이앞으로의꿈입니다. 작년겨울이순신장

군의 매력에 빠져들어 그 생애를 문만화로 제작해 세계에 알

리고자한다는프로젝트그룹의한이탈리아멤버가 사관으로

작업 초안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탈리아어 버전도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삼성이나 LG같은 유명 기업들의 광

고판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를 이탈

리아곳곳에서찾아볼수있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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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극복하고 IT 로드쇼의 사회

와 동시통역을 담당, 스페인어통번역

학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희정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4, 페루 리마 KBC 2 )

8월에학교홈페이지를통해인턴모집공고를본후, 과연졸

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취업 준비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원을

하는 게 옳을 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졸업

전에 많은 경험이 알찬 학 생활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 제

출과함께관련언어권의외국인교수면접을보게되는데, 인턴

지원 동기와 포부를 밝혀야

했기에 평소에 품어왔던 생

각들을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정리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밤 12시, 페

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에 도착하면서 7

개월간의 파란만장한 페루

인턴 생활이 시작됩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새로 밝

아오는해의기 와함께수도리마전체가폭죽과함성들로가

득했습니다. 

도착 5일후, 새로운만남에 한설렘과기 로첫출근을했

습니다. 코트라 페루 리마 무역관은 본사 파견으로 나오신 센터

장님과 차장님 두 분이 근무 중이시며 과장님을 비롯하여 지사

화 사업을 담당하는 현지 직원 등이 각자 맡은 파트를 담당합니

다. 업무시작은매일코트라사무실로배달되는신문과각종경

제 신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입니다. 코트

라 내에서 운 하는 투자 카페에 기사를 올리면, 페루나 중남미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기업이 접속하여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있도록합니다. 페루는특히광물자원이풍부하므로많은선

진국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반면 아직은 개발도

상국이기 때문에 선진 기술이나 정보에 한 수요가 아주 급증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경제 신문을 읽으며 실제로 페루

라는나라의경제및정치적상황등을두루익힐수있는시간이

었으며,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초기 업무에 해당했던 번역 업무

를하면서스페인어통번역학과라고하지만그동안부족했던번

역으로서의 번역이 아닌 기사화를 하는 스킬을 기를 수 있었습

니다. 인턴 업무를 코치 해주시던 차장님이 계셨는데, 항상 머리

를싸매고끙끙 던문제들을가져가면단한방에해결해주시던

실력파이셨기에, 나도 저 분만큼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

다. 주제는 페루의 정부 조달 시장, 플랜트 시장, IT 시장 등 매우

다양하게주어졌으며, 페루의관련산업조사및정보수집을토

1

KOTRA 

인턴십

2 ) Korea Business Center의 약자로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된 코트라 무역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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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우리는 이미 로벌전문가

로 한 보고서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 접근 방법

및방향성제시등을했습니다. 남들이쓴보고서는읽기매우쉬

웠는데 정보 창출의 의미에서 보고서 작성이 얼마나 힘든 것인

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또한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참막막했지만, 생소한분야에 해서공부할수있다는것

이참흥미롭기도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3월 중순에 있을 IT 로드쇼를 준비하게 시작

했습니다. IT 로드쇼는 한국의 지식경제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전자부품연구원, 삼성, SK브로드밴드 등 IT 사절단이 페루를 방

문해서한국의 IT기술을소개하고관련기업의수출상담회가열

리는 행사입니다. 어느 날은 센터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행사

의 사회와 동시통역을 해 볼 생각 없냐고 제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기회라고생각되었지만외국어로진행해야하는것에 한

두려움에 자신이 없어서 결정하기 참 힘들었는데, 어디서 나온

용기 는지 모르지만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때부터 한

국에서 오는 모든 자료와 현지 자료를 통합하여 보고서를 만드

는동시에, 한국기업의발표때쓰일통역자료를준비하는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은 시간도 매우 촉박하

여 밤늦게 까지 일을 하며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결과로모든행사를무사히마침으로써되돌아보니그동안의힘

겹던 시간이 참 의미 있었고 보람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

습니다. 

가보지 않은 세계에 한 기 와 두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누구보다 많았지만, 코트라

해외인턴을하며살아있는공부를하며그곳을더알아갈수있

던것이가장큰수확이아닐까생각합니다. 

무엇보다중남미지역은 부분이스페인어권이기때문에, 학부

때 배웠던 지식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스페인어통번역

학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는 이

제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어쩌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못사는 미개국들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엄청난 자원

을 가진 륙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는 것이 인

턴을하면서더와닿았습니다. 앞으로후배들에게도더많은기

회가 확 되어서 젊음이 넘치는 학생 시절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꿈을키우는시간이었으면좋겠습니다. 

14 통 번 역 학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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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턴십은 학교가 제공하는 최

고의 프로그램, 코트라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사회에 나

가기전에미리공부할수있었습니다.

김다이 아랍어통번역학과 04, 이집트 카이로 KBC

코트라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아랍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

을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 역량이 어떠한지, 장

차난어떻게, 어떤모습으로내가사회에서필요로하는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국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서는 학시절에무엇을해야할까하는여러가지생각들이있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트라 인턴십은 내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든, 학원진학을하든, 이런선택의기로에서정말꼭필요했

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프로그

램이라고생각됩니다. 

코트라 인턴십 선발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선발과정은4 부문으로이루어져있는데평가를받은후에선발되

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4 부문은성적, 작문, 번역, 회화로구성

되어있는데각각25%씩반 됩니다. 그밖에인터뷰가있습니다.

인턴십 기간에 어떠한 업무들을 하셨나요?

주로 했던 일은 아랍어를 토 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본

적인번역과, 한달에한번꼴로정기적인보고서를제출하는일

또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수집, 인터뷰 등을 진행했었습니

다. 보고서들은 주로 코트라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

자면‘이슬람 여성의 구매력 확 관련 보고서, 이집트 명품시장

조사, 다미에타 지역 환경문제, 2009년 이집트 유망 시장’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정기적인 시장개척단일과 관련한 일을 거

의 도맡아 했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이집트에서 한국관 전시

회가단독으로있었는데, 그때전시회관련일때문에무척바빴

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자료 수집과 복사, 한국 바이어분

들께 이메일 보내기, 자료 전송하기, 간담회 때 브리핑할 자료들

수집하기, 편집하기등의일도했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집트 생활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집트 생활은 사실 별로 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했고, 이집트사람들때문에도고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예

전에어학연수를했던곳이시리아 기때문에이집트방언이익

숙지 않았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트

라업무에서큰만족을느꼈기때문에생활상의일부불편함은견

딜만 했습니다. 어쨌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집트의 더

위 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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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을 통해 얻은 점 또한 느낀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얻은것이정말많습니다. 코트라관장님, 부관장님등모두잘

해주셨기에, 일을정말즐겁게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무엇보

다도부관장님이매일아침마다한국과이집트의주요뉴스헤드

라인을 가지고 토론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경제뉴스도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셨

고, 꼭한국에가서관련공부를해볼것을권고하셨습니다. 코트

라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사회에 나가기 전

에미리공부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향후코트라인턴십에도전할후배들에게해주고싶은말 이있다면? 

인턴십은 그야말로 잠시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한 것 같습니

다. 내가 경험한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어느곳, 어느방면의도전이든용기를가지고부딪쳐보

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제공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트라 인턴십

은 부전공으로 경 이나, 경제를 선택한 사람에게 더 용이한 제

도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경제, 경 과 관련 없는 분야의 부전공

인 다가,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언어만이 무기 습니다. 하지

만언어만으로는부족하다는것을알고컴퓨터문서작업과경제,

경 분야의 지식을 겸비해서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길 바

랍니다. 무엇보다도 뭘 할까 고민하는 후배님들. 고민하는 시간

에 도전해보길 희망합니다.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고민 중에 기

회를놓치지않길바랍니다.

KOTRA 인턴십은 나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과 인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발판삼아, 내

년KOTRA 입사에도전해볼생각입니다.

심 찬 태국어통번역학과 03, 태국 방콕 KBC

선발과정~ 해당 무역관과의 사전 연락내용

태국어를전공하는어문학도로서, 학교에서배우는내용이아

닌, 실무에서 쓰는 비즈니스 태국어를 직접 겪으면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무역과 투자 등을 담당하는 KOTRA 인턴십이

현지언어및비즈니스언어와실무를동시에배울수있는기회

라 생각되어 지원하 습니다. 출국 전, 방콕KBC의 박 선 과장

님과 이메일을 이용한 사전 연락을 통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

무 및 근무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해 미리 알 수 있었습

니다. 또, 2기 인턴인 정혜경 학우가 사전준비 및 기타 문의사항

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어, 현지에 쉽게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자 취득, 항공권 구입 등 기타 사전준비 내용

태국은 한국인에 한하여, 3개월(90일) 무비자(관광비자) 입국

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자와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한 사항은 없

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날짜 및 비자 만료일을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체류일이 90일이 지나면, 하루당 500바트

가 Overstay에 관련된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나중에 부득이하게

벌금을지불하는일을피하려면, 본인의입국날짜및비자만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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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확실하게인지할필요가있습니다. 태국에서는주변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다녀오는 Visa-Clean 패키지가 여럿 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다녀올

수있는캄보디아패키지를추천하며, 가격은약 2,000~2,200바트

정도입니다. 

항공권은 1년 왕복 티켓(타이항공)으로 구입했으며, 가격은 약

113만원이었습니다. 당시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해 항공료가 많

이인상된상태 으며, 겨울방학및여행성수기등으로인해항

공료가비쌌던것이라고생각합니다.  

현지에서의 담당업무와 경험

방콕KBC 인턴의임무는과장님을도와, 태국내한국상품시

장조사가 주를 이룹니다. 주로 태국 신문(태국어 및 자신문),

리서치 센터, 태국 상무부, 투자청, 은행 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 로 시장 조사 및 향후 분석, 안 등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부분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

고정확한정보가요구됩니다. 이외에도 2월에개최되었던방콕

세계일류한국상품전 행사 준비에 참여하여 통역원 섭외 및 관

리, 해외 바이어 및 인솔자 관리, 국내 참가업체 관리, 통역 등을

담당했었고, 방콕 KBC의 Q&A 업무,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질의응답 서비스, 무역사절단 참가 국내업체 관리 및 통역

원 섭외, 관리, 통역 등을 담당했고, 1분기 국가정보 업데이트 및

현지어웹사이트업데이트등을역시담당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며 느낀 점

전공언어와 어를 실무를 통해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어느 기회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KOTRA 인턴십의 강점입니

다. 그동안배웠던외국어실력을활용할수있는장소를KOTRA

와 학교에서 제공을 해줬고, KOTRA 인턴은 그 무 의 주인공입

니다. 전공언어와 어, 특히 실무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

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이나 투자, 통관 등 관련

실무지식도같이배울수있는점등이너무좋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한 적이 없었던 무역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잘

모르는 무역용어 및 관련 내용이 나올 때 당황했던 적이 많았습

니다. 앞으로올후배들이무역관련지식을익히고온다면, 인턴

생활을하는데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로벌 시 에 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인재라 칭하면 기본적으로 어를 능통하게 사용하고,

제2외국어구사능력과관련실무지식을쌓는자를말합니다. 후

배들에게 외 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데 많은 투자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유

가 된다면 인턴 전에 무역이나 경제 관련 지식을 익혀두고 가면

인턴 생활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감입니다.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못할 것이라고 생

각하십시오. 역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하는데 본인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항

상좋은결과는뒤따르기마련이라고충고해주고싶습니다.  

향후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

KOTRA 인턴십은나에게다양한업무경험과인맥을경험하게

해준좋은기회 습니다. 이기회를발판삼아, 내년 KOTRA 입사

에도전해볼생각입니다. 세계일류한국상품전과무역사절단, 각

종 비즈니스 출장 통역 등 관련 업무를 통해 무역관련실무에 관

심을가지게되었고, 무슨업무든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되

었습니다. KOTRA 입사에 도움이 될 무역 어와 국제무역사 자

격증공부를할예정이고, 현재는KOTRA 입사를위해필요한스

펙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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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턴은 외 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 의 특권... 외 생이라는 자

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으로 남과는 다른 경쟁

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정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2,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KBC

출국 전 준비사항

2007년 마인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서일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전공공부에 한미련이계속남

아 2008년 3월, 국제지역 학원동남남아시아학과에진학하 습

니다. 학원에서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공 국가뿐만 아

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심도있는마인어수업을받으며지역학연구자로서의기초를쌓

았지만, 언제나 현지 감각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현지근무와경제분야의전문적인활동이가능한코트라

인턴에지원하게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입국 시 관광비자로 3개월 간 체류가 가능합니

다. 취업비자를받기위해서는절차와조건이매우까다롭기때

문에 코트라 인턴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비자 상태로 근

무하게됩니다. 비자만료전에가까운싱가폴이나태국여행후

재입국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별다른 질문 없

이 무난하게 3개월 관광비자를 재발급 받지만, 실수로라도 일하

고있다는것을말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인턴 정보

�콸라룸푸르 KBC 소개

KBC는 Korea Business Center의 준말로‘무역관’이라는 이

전 이름보다 부르기 쉽고 친근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콸라룸푸르 KBC는 화에

도 많이 등장했던 유명한 쌍둥이 타워(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콸라룸푸르 최 번화가인 부낏 빈땅

지역과인접해있습니다. 한국본사파견직원 5명, 현지채용정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파트타이머가

평균3~8명정도있어해외KBC로는규모가큰편입니다.

�인턴 담당업무

이 곳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늦게 까지 야근할 정도로 업무가

몰리기도 합니다. 바이어 발굴 조사, 시장 동향성 조사, 지사화

행, 수출 상담회 바이어 발굴, 무역사절단 상담회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무역 투자를 돕는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콸라룸푸르 KBC의 경우 두 명의 인턴이 파견되는데 한 명은 수

출상담회바이어발굴업무를주로담당하고, 한명은무역사절

단 상담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맡은 무역사절단 상담회

업무는 해외에 수출을 늘리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

소기업의비즈니스를돕기위한것으로한달에한두차례개최

되었습니다. 한무역사절단은도시별혹은품목별로참가하는데

평균 10~12개 기업이 사전 시장성 평가를 거쳐 선발됩니다. 그

후 현지 직원들이 각 한국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을 수입할 의향

이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

션을 담당하는 것이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한국 본사와 KBC 사

이, KBC와 참여 한국 기업 사이, KBC와 한국에서 무역사절단을

조직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시청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고 무

역사절단이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담회는

호텔컨벤션홀에서진행되는데당일상담회장에서상담회보조

업무도진행했습니다. 무역사절단상담회에는참가한국기업의

표와 수많은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비즈니

스 미팅이기 때문에 코트라의 직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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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교통 수단

말레이시아의 중교통은 모노레일,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있습니다. 모노레일과지하철은노선이많지않아갈수있는지

역이 한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서 몇 씩 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도 노선 정보를 잘 알 수 없어

이용이 불편한 편이며, 결국 주로 이용한 것은 택시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3링깃으로 약 1천원 정도이지만, 미터기를 잘 켜지

않고 부분 흥정하여 가격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말레이어를

구사하면태도가매우우호적으로바뀌며미터기를바로키거나

흥정할경우가격을많이깎을수있었습니다. 

�날씨

1월부터 4월까지는 늦은 오후 하루에 한 차례씩 스콜성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이 항상 퇴근 시간인 5시 반 경이어

서늦게까지퇴근하지못하고사무실에서비가그치기를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저녁에는 약간 선선하지만, 한낮

은매우덥고햇살도강한편입니다. 

�거주

사무실에서도보로출퇴근이가능한거리의집은렌트비가매

우높아추천하지않습니다. 또한아파트를 6개월계약하려면조

건이 까다롭고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거나 렌트비를 올리는

등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혼자 체류한다면 아파트의 방 하나를

사용하는 룸 쉐어를 구하거나 한국인 민박을 이용하는 것이 편

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비해 치안이 불안하니 안

전한 지역을 선택하고, 수도 시설이 취약하므로 정수기를 필수

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렌트 정보는

www.iproperty.com.my 사이트에많은편입니다. 

소감

말레이시아 코트라 현지 인턴경험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

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의다양한경험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공부를

하는것과일하는것은큰차이가있다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

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한

국기업을 표해일하는책임이있었으며, 내적으로는인턴이

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주셨지만, 외적으로 일할 때는 코트

라에 속한 코트라의 직원 중 한명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이기회를통해신입사원으로갖추어야할

덕목을 남보다 먼저 배울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해외에서 근무할

때필요한팁을알수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일하는 것 자체로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의 주요 업무가 현지 직원과 한국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분

위기가달라지는모습을볼수있었고, 쉬운 어로어떻게더정

확히표현할까를고민해야했기때문에실무적인 어를습득할

수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전공으로공부했던말레이시아를조금더가까이

에서보고느낄수있는매우좋은기회 고, 한국과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 거래의 장 한 가운데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가장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한국에서는한번도생각해보

지않았던새로운분야인전시, 컨벤션분야에관심을갖는계기

가 되었습니다. 코트라 인턴은 외 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 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 생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으로 남과는 다른 경쟁력

을쌓을수있을것입니다.

우 리 는 이 미 로 벌 전 문 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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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되는 학평가에서 한국외국어 학교의 국제화지수가 전국 1위라는 사실은 큰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 의 국제화 지수가 1

위가 아니라면 화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위임을‘당연시하는’진정한 이유는 원어강의나 교환학생, 원어민 교수 비율 등 평가의 정량적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 학의‘국제화의 질’에서 나오며 그 배경에는 원어민 교수님들의 뛰어난 실력과 학생들에 한 헌신적

인 사랑과 봉사가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6호의 두 번째 기획기사로 통번역 학에 재직하고 있는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 로

벌 인재,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학과 당 한 분의 외국인 교수님을 해당 학생편집위원이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인터뷰하고 직

접 번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속 학과뿐만 아니라 전체 통번역 학생에게 들려주는 원어민 교수님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로벌 인재,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기획특집 2 통번역 학 원어민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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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한국과 한국인에 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A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으며, 한국 사람들을 좋

아합니다.

Q4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나 문화가 있습니까?

A 전통한식을좋아하지만차가운국수를좋아하지않아서

냉면은즐기지않습니다.

Q5 한국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

까?

A 저는모든나라들이장단점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특별히 곤란하거나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만약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한

국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 여타의 국가에서도 외국인으

로살면서겪을수있는문제라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이번인터뷰가도움이되었으면좋겠고, 보람

찬학기보내길바랍니다.

어통번역학부

Christopher N Payne 교수

“마음가짐이 외국어 습득의 성패를 좌우. 

해당언어에 한 흥미와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Q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최근에 바쁜 관계로 이메일을 자주 체크 하지 못해

답장이 늦어져서 미안해요. 어쨌든 짧은 답변이지만, 도

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캐나다의 가장 동쪽 지방

출신으로, 지금은 동아시아학 박사학위를 거의 마친 상

태이며 7월에 있을 논문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에서는 5년정도의시간을보냈으며, 한국뿐만아니라

만, 중국, 국등세계각지에서지난십년정도의시간을

보냈습니다.

Q2 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학생 자신이 왜 외국어를 배우는지에 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학생의 마

음가짐이외국어를습득하는데있어서성패를가르는요

인이 되며, 해당언어와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 한 진심

어린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필

요’에의해서언어를배우는것또한옳지않은태도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1. Your brief introduction and the time you’ve stayed here in Korea.
I come from Canada, the most easterly part of the country. Presently I am
completing my doctoral studies in East Asian Studies, planning to defend
my dissertation in July. I have spent a little over 5 years in total living in
Korea, but not consecutively. I have also lived in Taiwan, China, the UK,
and, of course, Canada over the last 10 years or so.

2. Comments that you would like to suggest to students learning English. 
My only suggestion would be that a student needs to be sure why they are
studying a foreign language, whether English, Chinese, French, German, or
what have you. A student’s frame of mi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y
will be successful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Having a genuine interest
in the language and its socio-cultural context is of greatest importance.
Learning a language simply because you “need”too is not the attitude to
have.

3. Feeling about Korea and Korean.
I enjoy living here. I enjoy the people. 

4. Your favorite Korean food and culture.
Traditional han-sik. But no naeng-myun--I do not like cold noodles.

5. Negative things of Korea. (ex. the way to treat foreigner..)
I think every countr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 have never

had an especially difficult time living in Korea. When troublesome things
have happened, they are not out of the ordinary and happen just as readily
in other foreign countries.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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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친근해지지않는다면학생과교수사이에의존하는일도

없겠죠. 

“누군가숲속에서외친다면다시메아리가받아친다.”라

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학생들은 절 항상

매우 친근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해왔습니다. 따라

서 저도 학생들에게 똑같이 우해줘야 할 의무감도 있

겠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에 오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큰 변화를 겪

게 되므로 더욱이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학

생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자주적일 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노력한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래로 생겨난 독일어통번역학과의 커리

큘럼변화로학생들이결과물을이루어내기위해많은노

력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

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

수님들께서도 모두 이것과 관련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관련 없이,

다른 교수님들과 저는 독일어와 독일과 관련된 프로젝트

에 함께 임할 때 다양한 활동을 쉽고 동등한 방법으로 학

생들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Q3 독일어통번역학과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하는 수업이나

여러 활동들에 해 알려주세요!

A 2008년 이래로“DER SPIEGEL”이란 강의를 하고 있습

니다. “DER SPIEGEL”은 조사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저널리즘지입니다. 강의에서는학생들과함께현

독일사회의정치, 사회, 교육및문화에관한기사들을읽

고토의하며나아가한국사회와의비교점을다루기도합

니다. 2010년 2월에는두번째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

기서는학생들의언어실력향상뿐만아니라한국학생들

과 독일 현지인 간의 문화 교류를 연결하는데 주력했습

니다. 따라서“Deutsche Abteilung fur Dolmetschen

und Ubersetzen (HUFS)”이란 이름을 가진 페이스 북

을만들었고이는다음웹사이트주소에서확인할수있

습니다.  www.facebook.com/group.php?gid=244753212772

이를 통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있는 학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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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통번역학과

Heiko Ital 교수

“학생들이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때 큰 자부심 느껴. 

교수님들께 다가가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Q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을 인터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신 것은 언제이고,

독일어통번역학과 학생들과 처음 수업을 하셨을 때의 기

분은 어떠셨나요?

A 독일국회와베를린의한고등학교에서일한후, 2005년에

연세 학교에서한국어를공부하기위해한국에처음왔

습니다. 2008년 3월 독일어통번역학과를 강의하기 시작

했는데, 처음에는 교육환경에 해, 특히 한국외 학생

들의 실력과 사고방식 및 태도에 한 많은 호기심이 있

었습니다.

한국외 에서 강의를시작하기 전, 한국외 의 종합적인

언어교육에 해 익히 들어왔었고, 강의를 시작하는 초

창기부터 학생들의 의욕적이며 독일어를 완벽히 마스터

하기 위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강의

를 하면서 독일어에 해 진정 흥미를 느끼며 강의실 내

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예의 바른 많은 학생들을 봐왔는

데, 이학생들은제게가르치는기쁨을느낄수있게해주

었지요.

Q2 교수님께서는 늘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시며, 친근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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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 우리 과 학생들이 독

일과스위스에있는KOTRA에서인턴으로일하게되었는

데요, 이는 학생들의 미래직업을 위한 중요한 단계일 뿐

만 아니라 우리 과가 학생들에게 그들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에필요한능력을키울수있도록할수있다

는것을보여준예로써뿌듯함을느끼게해주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

세요!

A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교환학생제도

를 통해 자신들만의 스터디플랜을 계획하려고 노력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종종 학생들이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 또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학과의 모든교수님들은한국과독일에

관련된 교육 문제들의 내면을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국제적인 경험을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서 학생들

은교수님을찾아가서교수님들의많은경험을바탕으로

조언을 듣고 원하는 바를 얻어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있겠죠. 

학생여러분, 교수님들께 다가가길 두려워마세요! 교수님

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길 원한답

니다! 

어과들과 접촉한 결과, 학생들 모두 흥미를 보 으며 몇

주사이에 80명의학생들이이그룹에참여하게되었습니

다. (50% native speakers of German, 50%의한국외

학생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알아갈 수 있

었고, 한국학생들은 이메일이나 화상채팅을 통해서 독일

에 한지식을향상시켜나갈수있었습니다. 바로 1:1언

어 교환의 장이 된 것이죠. 서로 간의 우정이 독일어통번

역학과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신의 꿈

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그룹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학과 함께 1:1교환학

생제도의기본바탕을이룰수도있습니다. 

위의 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들에게“1945년

이후 독일 현 사와 정치”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전문번역사나통역사가되기위해독일에관한충

분한 배경지식을 습득해야하는 여러분을 위한 강의이며

모든강의는 100% 독일어로진행되며다양한주제에관한

토의수업도포함됩니다. 

Q4 교수님께서 학교 이외의 활동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궁

금합니다.

A 저는 한국문화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재단이

개설한 한국 문화 수업에 적극 참가를 하 으며 외국인

들이 한국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해 가르치는‘네이버후드’라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독일어를 할 수

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강의는한국어로진행되었으며

이는저에게큰도전이기도하 지만너무나재미있었습

니다. 

그리고또한저는유럽통합과보안법을조사하는데관심

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은 동아시아의 보안법에 해 특

별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한, 중, 일의 동아

시아 보안법에 한 조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Q5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외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로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우리학생들과졸업생들이직업적목표를달성할때자부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1. Hello Professor, I’m so glad to have a chance to interview with you!
When was the first time you came to Korea, and how did you feel when
you had a first class with the students of Germ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epartment?

After working at the German National Assembly and a German High
School in Berlin, I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2005 to study Korean
at Yonsei University.

In March 2008 I started teaching at the Department of German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the beginning I was very curious about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especially about the skills and attitudes of the HUFS
students.

Before starting at HUFS I had already hearda lot about the comprehensive
language education there. Right from the beginning I recognized that our
students are motivated and willing to master the challenge of learning
German. In the last 2 years I have taught so many students who were really
interested in Germanyand through their politeness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made my teaching a real d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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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과 같아. 

한국 학생들은 학업에 매우 충실.”

Q1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려요 사라 교수님! 이번에 정식

으로 박사과정(문학/언어학)을 마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

신가요?

A 고마워요! 2월 10일에박사학위를받았고, 사실매우행복

하고만족스럽답니다.

Q2 교수님과 교수님의 나라에 하여 간략하게 말 해 주시

겠어요?

A 기꺼이요. 이미알고있듯이, 내이름은사라또레스세르

빈(Sara Torres Servin)이고, 매우더운나라인파라과이의

아순시온(Asuncion)에서 왔어요. 나는 언어학 교수고 언

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한국에는 2000년

도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의 파견예정 봉사단원들

에게 스페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처음 왔었어

요. 그 후2001년과 2002년에 다시 돌아와 KOICA에서 일

했고, 2002년에는 한국의 한 학에서 스페인어 회화 수

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왔죠. 2007년도부터는 이곳 HUFS

에있어요. 

파라과이는 한국에 비하여 크지만, 인구수는 매우 적어

요.(약 6백만이에요!). 그곳의 삶은매우 조용하며, 한국처

럼 항상 분주하지는 않아요. 공식언어로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가 있는데, 과라니어는한국어와 많은공통점이

있는 아주 매혹적이고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토착어에요.

많은한국인들이파라과이에살고있으며그들은파라과

이를 매우 좋아해요. 내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더위

에요. 나는한국의추위가정말좋답니다!

Q3 파라과이에서는 한국에 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한국과 한국인에 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교수

님의 의견 간에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의 관점에

서 한국인은 어떤가요?

A 일반적으로파라과이에서한국의위상은잘알려지지않

은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곳의 한인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그들

의 잠재능력이나 재능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이

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똑똑하고, 면 하고, 질서있

고, 합리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어

요. 이곳의 매우 주도면 한 여성들의 모습에도 반했고

요. 정말좋은것같아요. 보기에아주좋고요! 

외국인으로써 내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뭉치길 좋아하고

또 집단으로 움직이는듯해요. 매우 흥미로운 점이죠. 이

곳에선집단문화가일반적이에요. 한국인들은매우질서

가있죠. 이곳에서찾을수있는미학, 질서와아름다움에

한 개념은 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내

가 보기엔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하여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처음엔 몇몇 풍습들(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라던가)에 익숙치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것

들에이미적응했고오히려즐기고있어요!

Q4 한국 문화를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어떠신가요?

A 한국 문화에는 내가 매우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는 굉장히 좋다

고 봐요. 파라과이 문화에는 한국과 매우 다른 점들이 있

지만, 나는이러한차이들을존중해요.

한국 음식에 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맛있고 정갈하다

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삼계탕이고, 그

다음으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을 좋아해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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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한국의 모든 국 종류를 좋아

해요. 정말맛있어요!

Q5 끝으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

부의 말 이 있으신가요?

A 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해주고싶은조언이

있어요. 회화선생의 경험을 통해 매년 학생들의 스페인

어실력이어떻게늘어나가는지잘알고있어요.

이점이나에게무척힘을주며인내와사명감을갖고계

속 가르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외국어를 배운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배경지식이나 사고

의 체계를 습득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

이에요.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로 남들과 말하고,

표현하고, 화한다는것은매혹적이며도전할만한 일이

죠. 어떠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

과도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에 매우

충실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힘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노력의과실을얻게될것입니다!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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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Sara Lis Ventura 교수

한국은 매우 친절한 나라.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Q1 교수님에 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내 이름은 사라 리스 벤투라입니다. 나는 이탈리아 사람

이고 나이는 서른 한 살입니다.  나는 이탈리아의 부스토

아르시지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곳은그곳이지만 내

가 자란 곳은 로마 근해의 오스티아에요. 나는 베네치아

(카포스카리)의 학을다녔어요.

나는 한국에 온지 3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 인상을 말하기가 어렵네요.  여기 온지 정말

며칠 안됐거든요.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친절

한 곳이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에게

는웃으면서도와주는모습을볼수있을거예요.

Q2 한국에서 있었던 좋았던 경험이나 즐거웠던 일이 있으신

가요?

A 저는 이탈리아에서 며칠 전에야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컴퓨터 전기코드가 한국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변압기를찾아야했었습니다. 전기상점을어디서

찾아야 할지 난감했었죠. 무작정 집을 나서서 걷기만 하

다가 정보를 얻으러 동사무소에 들 습니다. 한 남자 분

이 무서워 할 것 없다고 손짓으로 알려주시면서 저와 차

기획특집 2 통번역 학 원어민 교수 인터뷰

로동행해주셨어요. 그분은 어도좀할줄아셨는데그

분의자녀분이서울인근의명문학교에서 어를가르치

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를 전기상점으로 잘 데

려다 주셨고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매우 친절하셨다

는걸굳이말하지않아도아시겠죠?

Q3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는지요?

A 아직 한국의 음식을 많이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불고기

를좋아해요. 

Q4 수업시간에 해서 이야기해주세요.

A 내 수업시간에는 단지 이탈리아어만을 배울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문화도 배울 수 있어요. 노래나 화의 일부

분혹은광고등다양한방법을통해수업을해요.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이탈리아의 문화를 소개하기

도해요. 

Q5 혹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있다면 어떤 것

이 있을까요? 

A 이번학기에나의수업을따라주는모든학생들에게고맙

게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생각이 깊고,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죠. 그리고 모든 학생

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더 용기를 내서라도

수업이 너무 쉬운지 또는 너무 어려운지에 해 말해줬

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

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설명에 해 질문을 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을기억해주세요.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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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통번역학과

光 왕광밍 교수

“매화향은 추운겨울에서 오고

보검의 날은 단련함에서 나온다.”

오늘 갈고 닦은 것은 내일의 수확이 될 것입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한국거주기간포함)

A 안녕하세요. 저는 왕광밍( 光 )입니다. 97년도 중국 흑

룡강 학교에서한국어를배우기시작했고 01년서울

학교 학원에서공부를하 으며 04년도에중국북경외

에서한국어과주임교수를 맡았었습니다. 교환교수신

분으로한국외 중국어통번역과에서 09년도 9월부터학

생들을가르치기시작했습니다.  

Q2 한국학생과 중국학생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한국학생들은 중국학생들에 비해 공부에 한 스트레스

가적어서활동도많고게다가한국학생들은활동능력을

비교적중요시하는것같습니다. 

Q4 우리중국어통번역과의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A 기본적인중국어를배우는것을넘어서그것을활용하는

구체적인방안을제시해주어서훨씬실용적이고고급중

국어를배울수있는것같습니다.

Q5 중국어통번역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은 무엇입

니까?

A 오늘갈은밭이내일의수확이된다. 중국에이런말이있

습니다.  “매화향은추운겨울에서오고보검의날은단련

함에서 나온다.”오늘날 갈고 닦은 것은 내일의 수확이

될것입니다. 당신의시절을귀중히여기세요.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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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통번역학과

쓰쓰이 아키히로 교수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이나 민족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계.  

꿈을 위해 노력하되 자신의 행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앞으로의 관계에 기여하게 된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Q1 한국에 오게 된 계기

A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입니다. 2005년 5

월에 결혼을 했고 그 무렵 일본에서 근무해 오던 학교

를그만두고한국으로와서살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깔려있는 이유는 한국에 한 저의 관심

이었습니다. 한국에 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

었는데, 한국어에 한흥미로부터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은 문법이나 어휘에 관해 일본어와 흡사한 점이나 다른

점에재미를붙여한국어독학을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한 저의 관심은 언어뿐만 아니라 한

일관계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시 때 한국에

서일본어학습이나사용을강요당했다는것을생각했을

때 일본어 교사라는 내 자신을 다른 시점에서 보게 되었

습니다. 언어란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

니라, 개인이나 민족의 정체성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이고, 그러한 언어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저는 자

기의 일에 한 진지한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 1년 동안은 날마다 한

국에 한 생각만 하는 상태 습니다. 막 한류붐이 일본

에서최고조에달했던시기 으므로주변사람들이제가

한류붐에빠졌다고생각했을지모릅니다. 

저의 아내 외조부께서는 전쟁 때 선교사로서 일본에 건

너가셔서 고난 속에 있는 일본인들을 많이 도와 주셨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또한 존경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딸이신저의장모님께서도어린시절을일본에서지내셨

답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세살인 저의 딸은 저를‘오토

상’이나‘파파’가 아닌‘아빠’라 부릅니다. 한국과 저의

인연을강하게느끼는말입니다. 

Q2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에 한 생각

A 한일 양국의 과거 역사, 지금도 있는 양국간의 감정의 응

어리, 또 일제에 의한 점령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입었

던 마음의 상처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외국어 학교에

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것에 해 각별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본인으로 기쁘

기도하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     

Q3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먼저 자기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행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든지한일양국의앞으로의관계에기여하게된

다는자부심을가지면좋겠습니다.

저도부족하지만그런마음가짐을가지고앞으로도더욱

노력해야겠다고생각합니다.  

Q4 한국에 와서 인상 깊었던 일

A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다니는데, 한국그리스도들의 신

앙이 두터운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크리스

천들의 신앙심이 물론 타 종교인들에 해서는 잘 모르

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순진함이나 뜨거움에

압도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교회에 가 본 적은 있

지만그런경험은한번도해보지못했습니다. 한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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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천들의 뜨거움은 저에게는 아직도 궁금한 일 중의 하

나입니다.
아랍어통번역학과

Ahmed Mohammed 
Ahmed Balboula 교수

“아랍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커아랍어를배우는것은커다란기회를눈앞에두고있는것”

Q1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A 제이름은아흐마드발불라입니다. 저는 1997년카이로

학교 문과 학(아랍어, 아랍문학, 이슬람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곳은 아

랍어와아랍문학을전문으로하는중동에서가장훌륭한

학입니다. 저는 아랍문학 전공으로 아주 훌륭한 성적

으로 석사를 마쳤으며, 같은 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박

사학위를우수한성적으로취득하 습니다. 

저는현재 2살짜리의딸아이를둔아버지이며, 제부인은

보석 세공을 전문으로 하는 조형예술가입니다. 저는 이

집트 동북쪽의 다미에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저에게는 3명의남자형제와 3명의여자형제로총 6명의

형제가있습니다. 어머니는가정주부이시고 아버지는돌

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농부이셨습니다.

저는 카이로 학교의 문과 학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저는많은상을받은시인이며세개의출판된시집이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시인

회에 참가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 학교 용

인캠퍼스의아랍어통번역학과조교수입니다.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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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랍어에 해 설명해 주세요.

A 아랍어는세계의가장중요한언어이며, UN이승인한언

어중 하나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수와 세계의 표

적인 10 언어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아랍어를 사용

하는 사람의 수는 174,950,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방언을 사용하는 아랍 국가 들은 제

외한 수치입니다. 만약 전 아랍국가의 아랍어 사용 인구

를 조사한다면 그것은 323,824,430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세계 언어들 중 아랍어의 순위는 첫 번째 통계에 따르면

25위이며, 두번째통계에따르면3위입니다. 

아랍어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순위에 오며, 그 순서는 다

음과같습니다.

∙중국어 : 885,000,000

∙스페인어 : 332,000,000

∙아랍어 : 323,825,430

∙ 어 : 322,000,000

꾸란의언어로써아랍어를사용하는인구는나날이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랍

어를 배우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슬람국가들은아랍어를배우는것을장려하며그들의

아이들이 아랍어를 배우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아랍 국

가들은지금많은외국상품들이진출할수있는가장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아닌 다른 외국

국가들도요즘아랍어를배우는것이추세입니다. 아이들

이아랍어를배우도록아랍어교육을장려하고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 중에는) 9.11테러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일본, 중국, 한국과같은극동국가들이있습니다.  

Q3 아랍어통번역학과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주세요

A 한국외국어 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학과장 이 태 교

수님을비롯해아랍인과한국인교수들로구성된교수진

은 아랍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증가할 수 있

도록아랍어교육확 에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업 들의 아랍어 전공자들의 채용을 넓히고 있

습니다.

Q4 아랍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

신지요?

A 한국외국어 학교의 아랍어통번역학과 학생 여러분, 여

러분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위 한 언어이

며 가장 넓은 문화의 하나인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랍문학은세계문학중에서가장위 한것중하나로

여겨지며, 고 , 현 에서 부분의 세계의 언어로 번역

된 시인과 작가의 작품들로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작가들은 존중됩니다. 1988년에 마지막으

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집트의 작가인 나지브 마흐

프즈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아랍어는 신앙자의 수의

면에서가장큰종교언어중하나이고이종교는이슬람

입니다. 

아랍어를공부하는학생여러분저는말로형언할수없

을 정도로 기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랍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 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

하고 싶습니다. 아랍어로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만날 때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저는 제 가족과 친

구들과저의나라에서살고있는것같이느낍니다.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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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rmoko 교수

“인도네시아는 세계 강 국의 열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  

문화와 전통을 학습하고, 인도네시아를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소재들을 찾아보기를”

Q1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외 학생

들에게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A 제 이름은 수다르모꼬(Sudarmoko)입니다. 일반적으로 줄

여서꼬꼬(Koko)라고합니다. 저는인도네시아의중부자

와 욕야까르따(Yogyakarta)에서 35년 전에 출생한 후, 인

도네시아의 중부 수마트라의 빠당(Padang)에 있는 안달

라스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외국어 학교 용인캠퍼스의 말

레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

고있습니다. 한국에온지는1년반정도되었습니다.

Q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과 한국 사람은?

A 한국은 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매우 주

목 받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 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전

자산업분야에서일궈낸성과는전세계에잘알려져있

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한국은 아시아 관광의 중심지

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 문화와 음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입니다. 드라마, 화, 음악, 김치, 불고기등은이미전세

계사람들에게널리알려져있습니다. 

한국인들은마치다양한변화에준비되어있는것처럼보

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인과 한국말을 유

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입니다. 이것은 가끔 제가 경험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관련정보를 얻고자 할 때 많은 의사소통의 어려

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해서 많은 한국 사람

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나 인도

네시아어와 같은 외국어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BB와같은외국인을 위한 언어통역서비

스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BBB와 같은 통번역 서비스가 교통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식당 관련 분야로까지

확산될것이라기 해봅니다.

Q3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은 무엇입니까?

A 한국 음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해산물 요리와 찌개

류 입니다. 신선하고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김치도 제가 아주 좋아하

는데 김치의 매운 맛이 인도네시아의 양념(Sambal)과 매

우비슷하기때문입니다.

* Sambal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과스리랑카지

역에서 즐겨먹는 향신료로, 고추장과 비슷하게 다양한

고추와 후추, 양파, 마늘 등을 넣고 만들어 매운 맛이 나

며다양한음식에양념과소스로내어놓는다.

Q4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겪었던 황당하고 재미있는 에피

소드가 있나요? 

A 네, 물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겪은 황당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

면 아직 많은 것들이 새롭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예컨 ,

어떤곳에가려고할때보통제친구들은제가지하철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 길이 아

마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도시에 지하철 역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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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일이잘일어나지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곳의 음식은 제가 바로 먹기에는 너무 뜨

겁습니다. 그래서보통제가국같은음식을먹을때면조

금 기다려야 하는데, 뜨거운 걸 잘 참고 먹는 이 곳 한국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뜨거운 음식

은낯설기때문에바로먹게되면혀가쉽게데일수가있

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면 저는

조금천천히먹기시작해서가장늦게식사를마칩니다.

Q5 마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전공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있으십니까?

A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에 한 정치, 사회, 경제

등과 같은 분야를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단지 지식 전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도네시아는 세계 강

국의 열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족에 한 흥미로운 연

구와 학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아직 동남아국가들 가

운데 많은 나라들이 멀라유(Melayu)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한다는 것은전세계와 브루

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가될것입니다.

언어를공부한다는것은문화를공부하는것과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화와 전통

을학습하고, 인도네시아를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소재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인

도네시아어학습에 해몰두하고흥미를느끼면서특히

책, 화, 소설과같은자료들을통해우리가필요로하는

정보를좀더심층적으로학습할수있게되기를바라마

지않습니다.

태국어통번역학과

Sirisawasdi Jearanai 교수

“원어민교수에게틀릴까봐입을열지않는것은안타까운일. 

한국학생들은 열정적. 열심히 노력한다면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Q1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태국에 있는 탐마사아트 학교에서 재직하다가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외국어 학교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용인캠퍼스

와 이문동캠퍼스 두 곳에서 모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태국에서 다른 40명의 동료교수들과 함께 학

생들에게 태국어 연설하기와 태국소설을 강의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태국어회화, 태국어 쓰기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이한국에있더라도마치

태국에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

니다.

Q2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을 들

려주십시오.

A 제가 있었던 학교와 한국에서의 수업에 차이가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태국학생들은 태국어가 모국어인데반

해 외 학생들은 전공으로 태국어를 공부합니다. 따라

서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태국어통번역

학과학생들이좀더열심히하고자신감있게태국선생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Pertanyaan untuk Wawancara
1) Pertama-tama, saya mengucapkan terima kasih atas mengikuti
wawancara ini. Bisakah bapak memperkenalkan diri Anda sendiri kepada
para mahasiswa HUFS?
Nama saya Sudarmoko. Biasanya saya dipanggil Koko. Saya lahir di sebuah
kota di Indonesia, Yogyakarta, sekitar 35 tahun yang lalu. Saat ini saya
menjadi dosen di jurusan Sastra Indonesia Fakultas Sastra Unand, di
Padang. Selain itu, saya juga sedang menjadi dosen tamu dan mengajar di
jurusan penafsiran dan penerjemahan Melayu-Indonesia HUFS kampus
Yongin. Saya sudah satu setengah tahun tinggal 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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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이야기하면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이말하는

태국어를듣거나원어민에게태국어를말하는것은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어민은 태국어가 모

국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자세한 질문과 답을 해

줄수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태국어로 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법이 틀릴까봐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국어 실력이 부족하더

라도열린마음으로태국어를 하라고말하고싶습니다.

또한 태국인 교수님과 화를 통해 태국인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용법도 익힐 수 있고 의문점들도 당장

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Q3 한국인에 한 인상은?

A 한국인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아직 설정하지 못

한 채 그다지 학업에 집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학

생에게 오랜 시간 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체적으로 한국학생들은 열정적입니다. 만

약 목표를 세우지 않은 학생들이 합당한 목표를 세워 열

심히 노력한다면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습니다.

Q4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는?

A 한식은 야채가 많아서 좋습니다. 한식은 사람을 위한 음

식입니다. 이는 태국음식과 비슷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한국문화는 어른과 함께 하는 술자리 문화입니다. 나

이가어린사람이다른쪽을향해술을마시는장면을보

면서 한국인들이 연장자들을 매우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아시아의

아름다운 문화 하나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

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런 한국의

문화는저에게큰감동을주었습니다. 

Interview 인터뷰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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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의 힘은 커리큘럼에서 나옵니다. 외 17개 단과 학 중 최 의 전공학점이수시스템(이중전공 선택시 70학점, 전공심화과정 선택시 83학점 이

수)을 바탕으로 통번역 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명품 전공강좌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그동안 창간호의 <1학년 신설강좌소개

>, 2호의 <우리 과의 자랑할만한 전공과목>, 그리고 5호의 <명품 학 명품강좌 - 통번역 학의 2학년 신설강좌를 소개합니다> 등 단과 학 커리큘럼 변화

상을 지속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6호에서는 통번역 학 1기생(08학번)들이 3학년으로 승급함에 따라 이들을 위해 학과마다 새롭게 신설 혹은

개편한 강좌들을 소개합니다.   

명품 학, 명품강좌

통번역 학의3학년
신설강좌를소개합니다.  

국제통상 어, 국제회의 어, 법률 어

<국제통상 어>는 국제 비즈니스 화에 초점을 맞춘 과목으로, 비

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표현을 배워 학생들이

치열한 비즈니스 사회에 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

니다. <국제회의 어>는 국제회의나 어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주요

어표현을 숙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설문, 신문, 잡지, 뉴스 등

을 바탕으로 배경지식 및 어 커뮤니케이션, 통역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어>는 국제사회의 현안, 법조

문서 등을 중심으로 법률 용어를 학습하고 법률문제에 해 토론함으

로 이 분야의 통번역 업무에 필요한 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어통번역학부 일본어통번역학과

한일번역연습(1)(2)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각종 온ㆍ오프라인 콘텐츠, 주요 신문 및 간행

물, 실제 번역 수요가 있었던 텍스트(연설문, 기술문서 등)들을 직접

번역해봄으로써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문에 한 정확한 이해력을 키우고, 올

바른 문법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번역문 생산기법을 함양한다. 또한 해

당 분야에 한 관련지식 및 어휘력(전문용어), 문장구성능력을 배양

하고 인터넷 활용법 및 검색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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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스피킹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는 이번 2010학년도 1학기에 퍼블리 스피킹

과목이 신설되었다. 본 수업은 이번 학기 새로 부임하게 된 외국인 전

임 강사 Sara Lis Ventura (사라 리스 벤투라)가 진행을 맡게 되었

다. 이 과목은 원어로 진행되며, 수업을 통해 퍼블릭 스피킹 실전 연

습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탈리

아어로 말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듣는 실전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고, 더 나아가 전공인으로서의 전문적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시사 이탈리아어

시사 이탈리아어 과목은 이탈리아의 시사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최

근 이탈리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탈리아의 분

위기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신문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

의 을 통해 현재 이탈리아의 동향을 공부한다. 기본 수업은 부산 외

허유회 교수가 쓴‘시사 이탈리아어’라는 책으로 진행된다. 또 학

생들이 직접 기사나 잡지 등을 통해 이탈리아의 시사를 수업 중에 발

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접근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 강의는 강순

행 교수가 담당하게 되었다.

번역연습

이번에 신설된 3학년의 번역 연습과목은 2009학년도 1학기 신설

과목이었던 번역입문과목의 심화 과정이다. 번역가로서의 도약을 위

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본 과목은 이번 학기 장지연 교수가 수업

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기본으로 다양한 번역 연습

을 통해 번역 실력 향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장지연 교수는 이번학

기 학생들과 희곡 들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설

명했다. 수업시간에 즉각 번역을 하고, 수업 후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을 다듬고, 퇴고하는 식의 수업 진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번역연습

과목은 통번역학과 학생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독일어통번역학과

독일어통번역연습

이 수업은 독일어통번역학과의 학생으로서 통, 번역의 기초를 다지

고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다. 통역과 번역을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실

전에 임하는 기술을 익힌다. 따라서 주요 통역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

며, 다양한 독일어와 한국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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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로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1, 2

기존의 <중남미문화사 1, 2>를 개편한 것으로 <중남미문화사 1, 2>

에서 스페인어권 아메리카(히스패닉 아메리카)만을 상으로 하 다면

새로 개편된 <이베로 아메리카 역사와 문화 1, 2>에서는 브라질을 새

롭게 학습 상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완벽한 중남미 이해를 도모하고

자 하 다. 수업 진행 또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님이 어문 학의

포르투갈어과 소속 교수님과 함께 팀티칭으로 진행한다. 

스페인어문학번역,  스페인어순차통역1, 2

기존의 <스페인어번역연습 1,2>가 올해부터 1학기의 <스페인어 문

학번역>, 2학기의 <스페인어 상번역>으로 분화되어 운 된다. 또한

기존의 <스페인어통역연습 1,2>가 <스페인어 순차통역 1,2>로 전문화

된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에서는 이번학기 3학년 1학기과정의 커리큘럼

을 적으로 개편하 다. 우선 올해 1학기에 처음 신설된 과목으로

<고급스페인어문법세미나>와 <스페인어문장구역>, <무역실무스페인어>

가 있으며 기존 과목을 개편한 강좌로는 <이베로아메리카 역사와 사

회 1>, <스페인어문학번역>, <스페인어순차통역 1>이 있다.  

고급 스페인어 문법 세미나

초, 중급 문법시간에 배웠던 문법들을 토 로 스페인어 문법을 더

욱 심화시키고 체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특히 기

존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과 함께 스페인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별로 정리하여 예외적인 부분까지 섭렵하는 고급 수준의

문법을 공부할 예정이다. 

스페인어 문장구역

문어 텍스트를 눈으로 읽고 번역하여 구어로 통역하는 문장구역을

연습하는 수업으로써, 이미 문법, 작문, 강독을 통해 텍스트의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학생들이 선별 기억 능력과 표현 능력을 신장

시켜 텍스트를 듣고 통역하는 통번역 입문 수업이다.

마인 금융시장분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금융제도 및 정책, 증권시장,

그리고 외국 투자기관 및 투자자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국제금융의 위기과정에서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환율정책, 금융시장, 그리고 통

화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시킨다.

마인역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선사시 부터 략 18세기

중반(1750)까지의 역사발전과정을 다루며, 특히 주안점을

둘 부분은 고전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른 말레이시

아와 인도네시아의 발전기제로서, 18세기 중반 이후 유럽

열강이 이 지역 무역을 교란시킴으로써 식민화 과정을 거치

게 되기 전 단계까지의 역사를 이해시킨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사회

지역학의 주요 요소인 종교와 사회문화를 심층적으로 이

해시킨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다종족 사회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화 간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고, 종교문화의 역할을

이해시킨다.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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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순차통역연습(1)/(2)

이 수업은 중국어통번역학과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신설된 과목으

로 통역의 한 가지 형태인 순차통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한국어/중국어 텍스트를 순차통역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노트테이킹

(Notetaking)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비슷한 내용의 텍스트

를 노트테이킹하고 순차통역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한/중 통역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내용에 한 순차통역 연습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 실무를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전문

적인 통역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업이 될 것이다.

시사토론중국어(1)/(2)

시사성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체육, 오락 등 각종 문장을 독해

함으로써 중국 제반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해 토론하는 것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고급시사중국어강독을 개편한 과목으로,

중국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고, 상 방

과의 토론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중국통( 國 )으로써의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다. 

중국어번역연습(1)

기존의 번역중국어를 개편한 교과목으로, 3학년 2학기에 개설되며,

통역중국어를 개편한 중국어번역연습(2)를 4학년 1학기에 개설하여 연

계 학습한다. 다양한 내용에 한 번역연습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무를 위한 번역 능

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어번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여, 전문 중국어 번역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

중국지역문화와축제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많

은 국가이다. 중국의 넓은 국토는 23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족

을 비롯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다. 각 성과 민족들은 독특

과 삶의 방식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과목은 이러한 중국의 지

역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의 문화와 축제에 해 학

습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중국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하게 되고, 중국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키울 수 있다. 

중국사곡선

중국은 오랜 역사와 유수한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특히 중국문학은

경제∙정치적인 외교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중국문학 중에서도 중국의 사( )와 곡(曲)은 매우 특

징적인 장르들로 중국문학의 독특한 면모를 잘 드러내 준다. 따라서 사

와 곡의 선독을 통해 중국 고전문학의 감상능력과 문학사에 한 안목

을 높인다. 또한 이러한 학습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에 해 이해하고

중국 전문가로써 중국에 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중국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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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기고

번역가는단순히
내용을번역하는사람이아닙니다

2001년 이탈리아어과(현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두 개의 갈림길 중간에

서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외 학원과 이탈리아 시에나 학 중 하나를 선택해

야만했습니다. 물론이탈리아 학의길을선택하며저의학업과정은더욱길어질수밖

에 없었습니다. 양 학간에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이탈리아

학생들과 동등하게 다시 학 과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어과에서 4

년을 공부했지만 본국에서 학 수업을 듣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있어 더욱 힘들었던 건 모든 시험이 교수와의 일 일 면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시험에익숙하지않은한국학생들에겐또하나의어렵게넘어야할관문인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 번역 학사 과정을 마치고 제 목표 던 학원 석사 과정에

통과 되었습니다. 제 학 졸업 논문은 <한국 문학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기> 습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웅>과 류시화의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의 두 작

품을이탈리아어로번역하며생기는문제점에 해연구했습니다.

정임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96, 

현 이탈리아 시에나 학‘외국인 상 이탈리아어 교육’박사과정 재학 중)



동 문 기 고 39

이 논문의 작업을 마치자 마자 제게 좋은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라노에 동양 문학

작품을전문으로출판하는출판사가있다는걸알게되었고저는기다릴것없이제이력

서와 졸업 논문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기 하지 않았는데 제게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

기회가생기게된것입니다. 아직도그전화를받았을때길에서뛰며좋아했던제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번역지원을받은김동리의 <을화>를번역하는일이었

습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갈등이 테마가 되는 이 작품의 번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번역공부를하시는후배님들도잘아시겠지만문학작품의번역은여느번역보다어

렵습니다.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가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깨닫게된기회 습니다.

두달내내집에서꼼짝않고일했습니다. ‘몽달귀신’, ‘태주’, ‘오구굿’, ‘명주’, ‘제석

신’등이탈리아어로는번역할수없는샤머니즘전문용어들이많았습니다. 번역가는이

때 Fidelity (충실함) vs Fluency (유창함)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원천 언어 (source

language)에 충실할건지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에 초점을 맞출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번역가는주석을달아용어를설명하는길을택하고자하나이또한많은제약을받

게됩니다. 출판사마다차이는있지만주석을너무많이달게되면독자들의입장에서읽

는데 불편하다고 간주하여 주석을 과감히 자르고 비슷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교체 단어

를찾아번역을시도하게합니다. 예를들어 <을화> 작품에‘온돌’이라는단어가자주등

장합니다. 프랑스어, 어로는‘데워진 바닥’정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이탈리

아 출판사 쪽에서는‘온돌’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남기고 아래 주석을 달아 한국 온돌 문

화를설명하는방법을택했습니다. 어느쪽이더좋은방법인지는말할수없겠지만주석

을달아한국사람이아니면이해할수없는문화지식을이탈리아독자들은얻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원 작품이 내용이

번역공부를하시는후배님들도 잘아시겠지만문학작품의번역은여느번역보다어렵습니다. 

번역하기위해서는우선번역가스스로가작가가되어야한다는사실을다시한번깨닫게된기회 습니다.

Translator as a linguistic 
and cultural mediator!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40 통 번 역 학 뉴 스

고스란히전달이되는지아니면번역되는언어의독자의정서에맞춰번역되는지결정이

됩니다. 이러한문제는문화의차이가큰나라일수록더욱크게나타나는것같습니다.

우여곡절끝에책이출판되었고서점에서제가번역한책을발견한기쁨은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을 때 번역가‘정임숙’이라는 을 읽었고 금방이라도 눈물

이나올것만같았습니다. 아마첫문학번역경험이었기에게다가모국어가아닌이탈리

아어로번역을했다는자부심에더욱기뻤던것같습니다. 그후로문학작품의기회가계

속 있었고 최근에는 김 하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번역에 이어

한국 만화의 번역의 기회도 생겨 약 100편 정도의 만화를 번역했습니다. 처음 <을화>를

번역했을때의긴장감은물론사라졌지만번역이란번역가의책임을요하는중요한일이

기에늘떨림이있는것같습니다. 번역가로많은만족감을얻었지만제공부의욕심은끝

이 없었나 봅니다. 외국인 상 이탈리아어 교육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도전해 무사히

통과했고현재는제논문연구와번역일을병행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어 번역 입문>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통, 번역 학 뉴

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번역가가 되고자 하는 후배님들에게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

고 번역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학의 길을 선택하

며시간은많이뺏겼지만번역가로서도전할수있었기에제선택에후회는없습니다. 사

랑하는후배님들, 취업문제에여러가지고민이많겠지만자신이하고자하는목표를두

고 최선을 다하며 학생활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세월이 흘 지만 아직도

가끔 명수당에서 친구들과 가졌던 시간들이 기억나고 그립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오고자

하는후배님들, 제가꼭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동문기고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ranslator as a linguistic 
and cultural mediator!

우여곡절끝에책이출판되었고서점에서제가번역한책을발견한기쁨은이루말할수없었습니다.

아마첫문학번역경험이었기에게다가모국어가아닌이탈리아어로번역을했다는

자부심에더욱기뻤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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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통번역학부 통번역심화전공

최은아 교수

학력사항

현재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박사과정

2003년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석사

2001년 이화여자 학교 특수교육과 학사

경력사항

2008-2009년 한동 학교 통역번역 학원 한 통역번역학과 주임교수

2007년-현재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강사

(한 순차통역, 한 전문순차통역)

2006-2007년 한동 학교 통번역 학원 강사

(한 ㆍ 한 순차 및 동시통역)

2003년-현재 국제회의통역사/번역사

역서

『똘레랑스 (On Cloud Nine)』서울: 성림출판사(2010)

『그럼에도 주님곁에 머물다?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서울: 스텝스톤(2010)

일본어통번역학과

장혜선 교수

학력사항

�일본어통번역학 전공

�한국외국어 학교 일본어과(학사)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통역학∙번역학전공(박사과정수료)

Aoki Yuko 교수

학력사항

�일본어교육 전공

�와세다 학교 법학부 졸업

�와세다 학교 학원 석사과정 졸업(일본어교육학 석사)

Koga Makiko 교수

학력사항

�일본어교육 전공

�와세다 학교 교육학부 졸업

�와세다 학교 학원 석사과정 졸업(일본어교육학 석사)

단과 학 신임교수 소개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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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교수 장혜선 교수 Aoki Yuko 교수 Koga Makiko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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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력사항

�마드리드 꼼뿔루뗀세 학교(Univ. Complutense de Madrid) 

인문학 학∙석사(1985-1993)

�스페인 중등 교원 자격시험 합격

�마드리드 소재 엘 에스꼬리알(El Escorial) 고등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Nurhayati Rahman 교수

학력사항

�하사누딘 학교 인도네시아 문학 전공학사

�빠자자란 학교 인도네시아 문학전공 석사

�국립 인도네시아 학교 인도네시아 문학박사

경력사항

�하사누딘 학교 교수

Kor Whei Teng 교수

학력사항

�말라야 학교 동아시아학 학사

�경희 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 전공석사

독일어통번역학과

이재원 교수

학력사항

�한국외국어 학교 독일어교육과 졸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독일어과 졸

�독일 뮌스터 학교 일반언어학과 졸

저역서

�페터 슈밋터의 언어기호론 (한국외국어 학 출판부, 2003) 

�광고언어연구 (한성문화, 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4)

�광고로 읽는 언어학 (공감in 2009) 외 다수

논문

�Textkoharenztypolgie

�플라톤의“크라틸로스”해설

�텍스트언어학과 수사학

�고전수사학과 현 광고 I 외 다수

Nurhayati Rahman 교수 Kor Whei Teng 교수 이재원 교수



번역 신간 소개

사만 SAMAN 

아유 우타미 지음, 전태현 역/ 청년사

『사만』은 인도네시아 '꽃띠문학(Chick-lit)'의 효시( )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명성에 걸맞게 이 소설은 중학교 동창

생인 30 초반의 젊은 여성 네 명-라일라, 야스민, 샤쿤

탈라, 촉-과 천주교 신부인 사만 사이에 얽힌 사랑 이야기

다. 시민운동가가 되기 위해 성직을 떠나야만 했던 사만의

종교적 갈등과 고뇌,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성에 한 개

방적인 태도와 묘사를 통해 이 소설은 인도네시아의 보수

적인 종교계에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

역학과 전태현 교수가 2년여의 번역 작업을 거쳐 지난 해

말 국내 초역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번역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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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독후감

소설사만을읽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기도 하고, 처음 읽어보는 인도네시아 책이라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었다. 사만은 아유 우타미라는 여성작가의 처녀작이

다. 작가가 수하르토 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만의 주인공들도 수하르토 정권이라는 배경 아

래에서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한다. 책 소개에 꽃띠문학이라고 소개되어서

꽃띠문학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소설이라고 나와

있기에 단순한 사랑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처음 이 소설을 읽었

을 때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는다고 배워서 종교

의 향으로 정말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만에서는 성이 자유롭게

묘사되고, 주인공들의 행동이 정말 솔직하고 거침없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들의 내레이션, 시간에 따라 소설의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읽다가 헷갈려서

다시 앞부분을 반복하며 집중해서 읽어야 했다.

사만의 주인공은 라일라, 야스민, 샤쿤탈라, 촉, 사만 이렇게 5명이다. 책

의 처음에는 사랑을 위해 미국으로 온 라일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시하르라

는 유부남을 좋아하는 라일라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추구하는 순수한 숫처

녀로서, 전통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하지만 라일라의 친구인

야스민, 샤쿤탈라, 촉은 성에 관해서 정말 솔직하고 개방적이다. 처음에는

여성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가

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여성 본연의 자유를 갈망하는 샤쿤탈라의 모습

은 우리나라 역시 성차별적인 관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록 이해할 수 있었다. 책에서 샤쿤탈라의 아버지가 샤쿤탈라에게 결혼과

사랑에 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장면은 남성위주의 삶의 한 단면이다. 샤쿤

탈라가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남성중심의 사회에 한 저

항일 것이다. 거인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책에서 나오는 거인은 서양인이

다. 거인이 동양의 성을 저속하다고 했을 때 나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성이 더 자유롭지 않나?’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동양인들의 성이 원래는 폐쇄적이 아니었다는 것과, 서양인들에

의해 굴절된 가치관을 답습하는 기성세 들을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게 되었다. 

사만은 천주교 신자 다. 프라부물리라는 지역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안

고 교구사제로 파견된 사만은 우삐라는 소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정신

이 이상한 우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의 집을 지어주면서 그녀의 가

족들의 낙후된 삶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고무액을 팔기 위해 고무나무 등을

키우고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만과 마을 사람들은 야자나무를 심으려는

회사와 충돌한다. 고문을 받고 나온 사만은 몇 년 후 성직을 떠나고 시민운

동가가 되어 노동자, 농민을 위해 힘쓴다. 그는 종교적 갈등을 하게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드리기보다는 낙후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뛰기도 한 것이다.

사만에서는 기업이나 권력의 폭력이 많이 나온다. 석유채굴을 위해 잃은

직원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로사노나, 루부크란타우 마을의 고무

농장을 야자수로 만들기 위해 촉력과 압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그 예이다.

사만의 주인공들은 언론이나 시민단테 노동 집약적인 생산방식과, 루부크란

타우 마을의 울창한 림같은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화, 생활 방식을 알게

된다. 초등학교 때 발리에 여행간 적이 있는데 더운 날씨와 두리안, 숲에서

원숭이를 많이 봤었던 경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소한 이야기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었다. 

또, 작가의 서술방식이 정말 독특하고 신선하다고 느꼈다. 투명한 병 속에

거꾸로 집어넣은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녀의 얼굴...... 한 조각의 튀김과자가

뜨거운 수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등등.... 표현이 독특하고 재미있어

서 책에 더욱 빠져들었던 것 같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에도 뭔가 부족하

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이 책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하는 책이다. 아직

도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 책인 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읽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

이다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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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다시 보기

통번역 학뉴스는캠퍼스에나도는수많은홍보물과는다르다. 

홍보전문가들이아닌학생과교수, 직원등교내구성원들이중심이되어기획에서기사작성, 

편집등 부분의과정을전담하고있다. 

또한우리는창간호에서밝혔듯진정한홍보의개념은

언제나진정성과문제의식을담보해야한다고생각한다. 

따라서통번역 학의장점과자랑거리뿐만아니라우리가안고있는

고민과문제점을스스로발굴하여이슈화해내고있다. 

외부의질책과비판또한기꺼이달게받으며우리의현안에 한해결책을모색해나갈것이다. 

통번역 학뉴스는2008년8월창간호를필두로이제까지총6차례발행되었다. 

창간호와4호(2009년2월), 5호(2009년12월)  그리고이번에발행되는6호는인쇄물과전자잡지의두가지형식으로발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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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열람할수있다. 많은분들의꾸준한관심을바란다. 

통번역 학뉴스다시보기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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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편집위원 한 마디

김욱진 어통번역학부 03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뜻깊은 일을 하게 되어 사회에서도 즐거운 추억

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집하느라 힘쓰시는 전용갑

교수님께 감사의 말 드리고 싶습니다.   akawooks@naver.com

신솔아 독일어통번역학과 08

이번 호를 창간하기 위해 애쓰신 전용갑 교수님과 학생편집위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통번역 학뉴스를 만들기 위해 앞

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통번역 학뉴스를 통해 통번역 학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ssoollaa@naver.com

손 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7

처음에 이 일을 처음 맡고 막막해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많은 분

들의 도움으로 이렇게“제6호 통번역 학뉴스”가 완성되었네요, 모두들 수

고하셨습니다!   chaos2eun@hotmail.com

이옥경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봄에 통번역 학뉴스 6호가 나온걸 축하드립니

다. 이번호는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인터뷰가 실려서 더욱 재

밌고 알찬 내용일것 같고 저도 그만큼 보람있었습니다. 또한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전용갑 교수님 감사드려요~^̂    inability@naver.com

이민규 중국어통번역학과 04

인수인계를 너무 급하게 받아서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많

이 아쉽지만 통번역 학뉴스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일을 진행

하면서 우리과와 통번역 학에 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를 보는 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중국어통번역학과와 통번역 학에 관

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a1320@nate.com

오지성 일본어통번역학과 04

이번 통번역 학뉴스를 통해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나 또한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츠츠이교수님과 도움을 준 선, 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수

고 하셨어요.

jimas@nate.com

한재택 아랍어통번역학과 04

통번역 학뉴스에 실릴 기사를 직접 취재하면서 우리 학과와 단과 학에

해 좀 더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더 보

안해가면서 더욱 좋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jt0324@hanmail.net

황수정 태국어통번역학과 08

드디어 통번역 학뉴스 6호가 나왔네요. 어느 때보다 알찬 지면으로 가

득한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hsj90357@hanmail.net

김미강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학과 07

먼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마인어통번역학과 Koko 교수님과 02학

번 이인정 선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와! 드디어 5호에 이어 6호

가 곧 발간이 됩니다. 늘 그렇듯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

에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전용갑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들 모

두 수고 많이 하셨구요, 더욱 알찬 소식으로 가득한 7호, 많이 기 해 주

세요!

kim89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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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원고 모집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 및 단과

학관련소식을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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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30-4518

각 학과의 관련 행사, 미담, 학생 및 교수 동정 등 기사 작성

에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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