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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를 이끌어가는 명품 단과 학
한 국 외 국 어 학 교 통 번 역 학

통번역 학뉴스

어통번역학부ㆍ독일어통번역학과ㆍ스페인어통번역학과ㆍ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ㆍ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ㆍ아랍어통번역학과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ㆍ태국어통번역학과

기획특집 통번역 학 3년을 말한다

해외 인턴십 참가자 인터뷰 - 외 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해외 기행문 - 미지의 땅, 시리아를 찾아서 / 이진주 (아랍어통번역학과 10)

해외 봉사 활동 체험기 - 킬링필드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나라 캄보디아에서 / 류근호 (독일어통번역학과 09)

해외 풍물 소개 - 태국의 결혼풍습 / 손혜림 (태국어통번역학과 10)

교수칼럼 - 알고 쓰자, 일본말 / 박민 교수 (일본어통번역학과)

학생칼럼 - 공존의 나라~ 말레이시아 다인종 다문화 사회 / 임고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7)

학부모칼럼 - 자신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 조귀분

특별기사 - 꿈을 현실로 만들다! 올해 모교 통번역 학원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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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 공존의 나라~ 말레이시아 다인종 다문화 사회 / 임고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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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 번 역 학 뉴 스

04 학장 인사말 김창준(통번역 학장)

06 편집장의 말 전용갑(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기 획 특 집

통번역 학 3년을 말한다!

08 교무처장 인터뷰 명희준(생명공학과 교수)

10 학장 인터뷰 김창준(통번역 학장)

12 어통번역학부 20점 높아진 졸업시험 기준. 학업능력은 물론 학부 위상도 강화

13 독일어통번역학과 어학능력과 지역이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16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올해 모교 통번역 학원에 5명의 합격자를 배출!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 

19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마음껏 이탈리아어로 말하고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누린다.

22 중국어통번역학과 12개의 신설강좌 개설! 개선된 수업환경과 높아진 강의의 질

24 일본어통번역학과 소수정예의 분반편성. 폭 늘어난 원어수업

26 아랍어통번역학과“요즘 후배들은 아랍어를 굉장히 잘 한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심심찮게 들려

28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향상된 어학능력은 지역학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

32 태국어통번역학과 전국 3개 태국어과 중 가장 태국어다운 태국어를 구사하는 학과라고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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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주 제

33 해외 인턴십 참가자 인터뷰 외 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 이지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7)

35 식량안보와농업기술이전을위한KOPIA 사업 - 주 파라과이 농촌진흥청 양세준 소장 인터뷰

36 해외 기행문 미지의 땅, 시리아를 찾아서... - 이진주 (아랍어통번역학과 10)

38 해외 봉사 활동 체험기 킬링필드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나라 캄보디아에서 - 류근호 (독일어통번역학과 09)

41 해외 풍물 소개 태국의 결혼풍습 - 손혜림 (태국어통번역학과 10)

에 세 이 ∙ 칼 럼

43 교수칼럼 알고 쓰자, 일본말 - 박민 교수 (일본어통번역학과)

44 외국인 교수칼럼 외 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며 - Nils Olov Fors 교수 ( 어통번역학부)

45 학생칼럼 공존의 나라~ 말레이시아 다인종 다문화 사회 - 임고운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7)

47 학부모칼럼 자신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 조귀분 (독일어통번역학과 10학번 모수진 학생의 어머니)

특 별 기 사

49 꿈을 현실로 만들다...  올해 모교 통번역 학원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9 좋은 문학은 인간 내면의 원한 진리를 담는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르반테스문학상

작가인 후안 마르세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다. 

53 신간 소개 68 은행나무 소네트

동 상으로 배우는 올레 스페인어회화

54 통번역 학뉴스 다시 보기

55 통번역 학뉴스 원고 모집



2011년 1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긴 혹한을 이겨낸 꽃망울과 신입생들의 반짝이는 눈망울로 로벌

캠퍼스에는 기 와 활력이 넘치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신학기에도 통번역 학 학생, 교수, 직원선생님 등 단과 학 구성

원 모두의 신명나고 활기찬 움직임을 기 해 봅니다.  

통번역 학이 출범한지 올해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 우리는‘국내 유일의 학부과정 통번역 학’의 위상을 발판

으로‘국내 최고의 로벌인재 육성기관’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외 는 물론 국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전공이수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학과마다 통번역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어학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교수 학

생 비율이 부분 1:10~1:20 사이로 현저하게 개선되어 4~50명이 한 강의실에 모여 있던 예전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동시통역을 비롯한 최첨단 시설이 완비된 통번역 학 실습구역인 로벌 코리더(Global Corridor)를 건립하 으

며 학과마다 졸업시험 기준을 크게 강화하 습니다. <통번역을 위한 세계문화세미나>와 <번역과 한국어쓰기> 등 단과 학 공동

전공과목도 개설하 으며 늘어난 전공이수학점을 활용하여 3, 4학년 과정에서는 <순차통역>, <문학번역>, <미디어번역> 등 통

번역 관련과목을 심화, 개설하 습니다. 또한 통번역 학의 목표가 단순한 어학특기자 배출이 아니라 진정한 로벌 인재 육성

에 있는 점을 망기하지 않고 어문학과 지역학 관련 과목도 폭 증설, 심화하 습니다. 이제 통번역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당

전공언어와 지식에 관한 한 국내 최고임을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최초로 단과 학 저널인 통번역 학뉴스를 발행

하기 시작하 고 어언 지령 8호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의 중단 없는 노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통번역 학이 출범한지 몇 해 되지 않았지만 교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벌써 괄목할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

습니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던 서울캠퍼스와의 중복학과 이미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통번역 학 9개 전공은 서울캠

퍼스와는 차별화, 특성화된 커리큘럼으로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번역을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

아, 능숙한 현지 언어를 구사하며 해당 지역에 한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진정한 로벌인재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

다. 통번역 학으로 전환한 뒤 처음 입학한 08학번 학생들이 아직 재학 중이지만 통번역 학의 노력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인

정받기 시작하여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과 통번역 학원 등 상급교육기관 진학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

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단과 학 차원은 물론 학본부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야 할 사안들

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과 학에서는 공동전공과정 커리큘럼을 증설하고, 인접한 언어문화권 전공사이 뿐만 아니라

상경 학, 인문 학 등 타 단과 학과의 통합형 강좌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형 로벌인재는 하나의 개별

언어나 국가, 문화권만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전공에 한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지구적

안목에서 이종학문과의 융합 속에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키워나가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단과 학 차원에서의 특성

화된 국제교류업무시스템 구축, 인턴십 개발은 물론 학생들의 덕성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단과 학과 국내외 공공기관, 비

정부기구가 함께 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통번역 학가족여러분!

4 통 번 역 학 뉴 스

학장인사말



이와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첨단 어학시설이 완비된

단과 학 단독건물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번역 학 단독건물은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며, 외 부속 용인외고, 제

2기숙사, 국제사회교육원 등 인접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로벌캠퍼스를 수도권 어학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시

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내ㆍ외국인 교원을 지속적으로 초빙하여 연구와 교육부분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일 또한 지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국제화를 위해 인바운드 교환학생의 폭적인 수용은

물론 기존의 <7+1 파견학생>과 <코트라 재외무역관 인턴십> 등 교내 국제화 프로그램의 수혜인원을 늘리는 일도 학교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사랑하는 통번역 학 가족여러분!

저는 통번역 학이 진정한 로벌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한 존중과 자부심을 갖고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목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

에 현실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꽃망울이 터질 듯한 사월의 교정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목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재삼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6일

김창준 통번역 학장 |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학 장 인 사 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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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말

2010년 봄 고 생 김예슬 씨가 자보를 통해 밝힌 자퇴의 변은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나는 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에서 김씨는 오늘날의 학이 자본과 기업의‘인간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이

자‘자격증 장사 브로커’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김씨에 의하면 학은 더 이상 정의와 진리의 장이 아니며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는 곳일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없는 학’에서 쓸모 있는 상품으로‘간택’되지 않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학교를 등졌다. 

일 년이 지난 올 봄에는 카이스트 학생 네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사회적 파장을 던졌다. ‘징벌적 등록금제’와‘ 어

강의제도’등 이 학이 시행해 온 실적과 경쟁위주의 학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는 한편,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약한 정신력이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김씨의‘자퇴’와 카이스트 학생들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교육패러다임에 한 저항이 공통

적으로 깔려있다. ‘경쟁이 자유를 준다.’는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원래‘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는 경제학적 개념에서 비

롯된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전 역을 포괄하는 지배담론으

로 등극했다. 신자유주의는‘자유주의’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사실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경쟁원리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반 론자들은 신자유주의가‘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자율적 원칙을 내세우지만 사실

상‘보이는 주먹(visible fist)’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강요된 신자유주의는 소득격차의 확 , 양극화 등 사회적 결속

력과 유 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올바로 기능하려면 개인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경

쟁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약육강식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논리가 더욱 기승을 부

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  

학의 신자유주의는 교수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국내 학은 다른 학들과의 순위 경쟁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 교수들에게 연구업적‘생산’을 독촉한다. 교수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논문을 쓰지 않으면 죽는다(Publish or

Perish)’는 현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이제 교수가 지근거리에서 학생들을 보살피며 사제지간의 정을 쌓는 것은 사실상‘구

조적으로’힘든 세상이 되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와 학가 일부에서 교육과 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

한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학 간 획일적인 경쟁과 서열평가제도가 남아있는 한 기존의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

인다. 계량화가 가능한 교수의 연구업적과는 달리, 학생과의 소통이나 교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

깝기 때문이다. 

김예슬, 카이스트그리고신자유주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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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에 그럴만한 힘이 있는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 여부에

학의 생사가 달려있고, 학생이 학문적 진리를 전수받는‘제자’로서 보다는 취업을 위한‘교육소비자’로 여겨지는 시 에

학이 상아탑의 순수함을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매년 봄이면 벌어지는 학생들의 순교자적 비극을 학은‘예외적

사례’로 치부하며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학이 취해야 할 자세는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덕목과 사회적 유 감이 결여된 고삐 풀린‘무한경쟁’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닐

까. 그리고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경쟁을 경쟁답게 만드는 공정한 사회적 룰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강요되는 획일적

원칙 신 각 개별 주체의 장점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말 그 로의 진정한‘자유주의’가 학이 만들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이번 카이스트 학생들의 비극의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획일적인 언론사 학평가와 서열구조에서 찾는 일각의 목소리를 흘려

듣지 않는다면, 학 스스로 서열화를 거부하고 평가 결과를 상 적 참조점 정도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혹시 내년

봄 또다시 발생할 지도 모를 다음 비극을 방지하는 길이 아닐까.  

2008년 여름 창간호 이후 통번역 학뉴스를 만들었던 내가 이번 8호를 마지막으로 편집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아이디어의 고갈을 느껴 단과 에 자청한 일이었다. 다음 9호부터는 단과 학 교수들이

순번제로 연 2회씩의 발행을 책임지기로 하 다. 요즘 같은 시 에‘연구업적’도 되지 않고‘경제적 보상’도 없는 고단한 일을

기꺼이 맡아주시기로 한 단과 학 교수님들의‘반( ) 신자유주의적’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학생 편집위원

들에 한 고마움을 빼 놓을 수 없다. 기사작성에서 인터뷰, 사진촬 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교정 작업에 이르기까지 통번역

학뉴스를 만들어 온 실질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통번역 학 학생들이다. 열정으로 뭉친 학생들이 있었기에 통번역 학뉴

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행될 것이다. 

전용갑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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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는 명희준 로벌캠퍼스 교무처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교무처장은 학사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으로, 질의

의 초점은 통번역 학에 한 학교 측의 평가와 향후 제도적 지원방향에 맞추어졌다. 인터뷰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에 본관 107호 교

무처장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손혜림(태국어통번역학과 10)과 양나래(일본어통번역학과 06) 학생편집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 다. 

통번역 학뉴스 : 안녕하세요 교무처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통번역 학 출범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

엇인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준 교무처장 : 통번역 학은 외국어교육의 산실인 한국외국어 학교가 내세운 표 브랜드입니다. 국내 타 학의 어문계열 학과와

는 차별화 된 실용적인 통번역 중심의 교육을 기치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에도

그 로 반 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과 전환과 더불어 이전 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용인캠퍼스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입학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으로의 전환은 적지 않은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 되었는지요? 

명희준 교무처장 : 실용성 있는 언어 교육을 위해 설립된 통번역 학은 거시적으로 외 전체의 발전과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출범하 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공수업이 늘어나고 분반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한 학교측의 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희준 교무처장 : 소프트웨어에 한 하드웨어의 부족함이 있다는 점은 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업이 늘어나고 분

반수가 증가하여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최근 우리 학의 상황을 보면 강의실은 물론 교수연구실 등 전반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현재 운동장 부지에 11층 규모의 다목적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완공 예정인 다

목적관은 이문동캠퍼스와 로벌캠퍼스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며, 최첨단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은 물론 강당과 편의시설, 체육

관 등 학생활동과 복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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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 학은 외국어교육의 산실인 한국외국어 학교가 내세운 표 브랜드... 

이미 입시성적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비해 부족한 공간문제는

2013년 3월 11층 규모의 다목적관이 완공되면 크게 해소될 것. 

----------------------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의 위상에 걸맞게 원어강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교내 원어민 교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강의의 평가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점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희준 교무처장 : 원어강의 평가방식에 한 학교측의 의도와 학생들의 이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

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커리큘럼상의 평가와 더불어 원어강의 자체에 한 평가 항목을 개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수어과 원어민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우수 교수를 모시기 위

해서는 현재의 단기적인 계약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계약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 되어 현재 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

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다른 단과 학에 비해 통번역 학의 등록금이 다소 비싼 편인데, 이 등록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처

는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희준 교무처장 : 통번역 학의 등록금은 타 단과 에 비해 약 10%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번역 학은 타 단과 에

비해 약2배 정도 강좌수가 많으며 그 밖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10%이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번역 학뉴스 :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이라는 이름에 비해 외국인 교환학생 수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국제교류팀이나 체계적인 한국어어학강좌 및 교육 시스템을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희준 교무처장 : 로벌캠퍼스가 이문동캠퍼스에 비해 교환 학생수가 상 적으로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바운드 학생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없는 기숙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9월 완공되는‘꿈의 기숙사’신축으로 외국인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 됩

니다. 또한 한국어 어학강좌를 2학기부터 개설할 것을 확정지었고, 이와 더불어 로벌캠퍼스 내 국제교류팀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올해 9월‘꿈의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학생수가 증가할 것... 

2학기부터 한국어 어학강좌 개설을 확정지었으며 로벌캠퍼스 내 국제교류팀 신설도 검토 중.

----------------------

통번역 학뉴스 : 마지막으로 통번역 학의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준 교무처장 : 통번역 학 학생들은 로벌캠퍼스의 표주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뉴스지를 발간하는 등 학교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로벌 인재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단과 는 물론 외에도 귀감이 될 만한 활동을 계속하여 통번역 학

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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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통번역 학 3년을 말한다 -  학장 인터뷰

통번역 학뉴스는 김창준 통번역 학 학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2010년 1학기 취임이후 단과 학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김창준 학장을 통해 통번역 학 출범 3년의 성과에 한 자체 평가와 앞으로의 단과 학 발전 전략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

난 2월 24일 오전 11시 어문관 통번역 학 학장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하한별(중국어통번역학과 05), 모수진(독일어통번역학과 10), 김예

진( 어통번역학부 10) 편집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통번역 학뉴스 : 국내 유일의 학부과정 통번역 학으로서 실질적인 특성화를 위한 노력과 방안에 해 알고 싶습니다.

김창준 학장 : 2008년 출범이후 우리 통번역 학은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혁을 실시해 왔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된 단과 학 커리큘럼위

원회의 연구는 물론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커리큘럼을 보완,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학점이 타 학교는 물론

교내 다른 단과 학에 비해서도 16학점이나 많은 만큼 어학교육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로벌 인재

가 되기 위해서는 어학뿐만 아니라 지역학적, 문화적 소양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학과는 물론 단과 학 공동전

공과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강좌들을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현재 통번역 학의 장학제도에 해 알고 싶습니다.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커리큘럼개

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장학제도의 확충계획이 있으신지요. 

김창준 학장 : 부분의 장학금은 단과 학 차원이 아닌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 하에서 운 되고 있습니다. 단과 학 차원에서는 우리 통

번역 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을 배정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우선적으로 <7+1 파견학생> 장학생과 <교환학생>

장학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알리고 싶은 장학금 제도는 면학 장학제도입니다. 집안이 어려

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과 학 차원의 장학금 확충계획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동문들 중심

의 장기적인 펀드조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생들이 취업 후 한 달에 한 번씩 소액으로 꾸준히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입니

다. 이는 한 사람이 억 의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해 지속

적인 관심과 애정을 지닐 수 있으며 후배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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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 흔히 통번역 학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통역사나 번역가라는 진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창준 학장 : 통번역 학은 통역사나 번역가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능숙한 외국어실력

을 쌓고, 현지의 역사와 문화에도 정통한 진정한 로벌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많은 학들이 로벌인재 육성

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공 70학점, 심화전공 83학점의 고강도 집중교육에 의해 로벌인재 육성이 막연한 구호에 그치지 않

고 실천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통번역사 이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 언론계, 공공기관 등 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통번역 학 학생들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외로 외무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만간 외무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외교

관 선발방식이 로스쿨과 같은 외교아카데미로 전환됩니다. 외교아카데미 입시에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외국어 실력이며 우리의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번역 학 출신의 외교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 해 봅니다.    

통번역 학뉴스 : 2011년부터 일련의 어학강좌들의 경우, 학생들의 수강시간에 비해 부여되는 학점의 폭은 상 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시간 3학점이던 과목이 3시간 2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창준 학장 : 많은 외국의 명문 학에서는 어학수업을 정규강좌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학코스로 따로 공부하게 합니다. 정규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전공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합니다. 기본적인 어학과목들의 학점에 비해 수강시간을 늘린 이유는 어학

강좌의 실질적인 수강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다양한 전공지역 관련 수업들을 개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범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단과 학 학생들의 어학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률이 높기로 소문난 통번역 학원 진학률도 예전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올해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경우 지원자 6명 가운데 5명이 외 통번역 학원에 최종 합격하 습니

다. 참고로 외 통번역 학원 한서과의 전체 입학생수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정원의 거의 절반을 우리 로벌캠퍼스 스페인어통번역

학과 학생들이 차지한 것이지요.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의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창준 학장 : 오랜 숙원이었던 로벌캠퍼스 제 2기숙사는 9월에 문을 열고 다목적관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11층 규모의

다목적관이 완공되어 교내 공간문제가 해소되면 통번역 학만의 독자건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떨어져있는 학과사무실과 강의

실, 교수연구실이 가까이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로벌 코리더에 4개가

마련된 통번역 전용실습실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번역 학 학생들의 전공을 활용하여 국내 다문화가정 및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독자적인

발전기금 확보, 규모 내외국인 교수충원, 최고의 어학시설구비, 장학제도의 확 와 다양화, 유일하며 독보적인 커리큘럼 마련, 학생들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 지면을 통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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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통번역 학 3년을 말한다

예전에 비해 20점 높아진 졸업시험 기준...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물론 학부 위상도 강화.

어통번역학부는 국내에서 학부과정으로는 최초로 설립된 한국외국

어 학교 통번역 학의 간판 학과로서 현재 어학, 미문학문화, 통

번역심화, 통상통번역의 4개 세부전공을 운 중이다. 간략하게 각 전

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어학전공은 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되는지 등 어 자체에 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

생들은 어학의 기본분야로서 어의 구조, 의미, 소리, 어의 역사

적 변천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응용분야로서 어의 습득, 어 교육,

어의 사회∙심리적 측면, 전산 어학을 공부할 수 있다. 특히 응용

분야 중에서도 어의 습득, 어 교수법과 같은 과목의 비중이 큰

편인데 어에 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어구사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학전공은 통번역 학 전환 이후 지난 3년간

내외국인교수에 의한 원어 강의 확 를 비롯하여 어 교육론, 어

와 문화 과목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 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

의 어실력과 어지도능력, 어에 한 체계적 이해도가 크게 향

상되었다. 

● 미문학문화전공은 문학, 문화연구를 통해 고급 어 습득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문화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전문가로

서의 기본적 소양인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고 어권 국가들의 사회,

문화에 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문학작품과 같은 수준 높은 텍스

트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학과나 미문화학과와의 차

이를 보여주는 독창적인 강좌들도 개설되고 있다. 2009년부터 < 미

문학과 쓰기>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공연, 상예술 및 출판 등

의 문화 미디어를 연구하는 < 미 화이해>, < 상예술 이론과 실습>,

< 미 화와 문화>와 같은 강좌들은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 하 다는

좋은 평을 듣고 있다.

● 미권통상통번역전공은 지난 2008년 기존의 어학부가 어통

번역학부로 전환되면서 미지역학전공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여기

서‘통상’은 국가 간의 교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공은 어통번역학부에서 여전히 지역학적 지식의 습득이라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 국과 유럽연합> 과목의 신설을 통해

미문화권의 국제적 역할에 한 통찰력을 키우고 있으며 <국제통상

어>, <국제금융 어> 강좌를 통번역심화전공과 전공교류 과목으로 인

정하여 전문 어능력 향상의 길을 열었다. 

● 통번역심화전공은 어통번역학부로 전환 이래 가장 많은 신설 과

목을 낳은 세부전공이며 이는 이 전공에 한 학교 측의 기 를 반

하고 있다. <미디어번역1∙2>, <출판번역과 컴퓨터를 이용한 번역> 등

의 과목은 실제 졸업 후 통역∙번역 전공생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세

부분야에 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설되었다. 연관성 있는 전공

과목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개설된 <노트테이킹>과 <기초통역연

습1∙2>, < 한번역기초>, <한 번역기초>, <한 순차통역연습>, < 한

순차통역연습>, <시사텍스트 전문읽기>, <시사 어 집중청취> 등의 과

목들은 통역∙번역 전공생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단계적으로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통번역 학 출범 4년째를 맞아 세부전공을 넘어 학부 차원의 변화도

볼 수 있다. 졸업시험 기준을 예전의 FLEX 701점에서 721점 이상

(1,000점 만점)으로 20점 이상 높 는데, 이는 어통번역학부 학생

들의 학업능력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이다.

어통번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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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부전공 아래 다양한 과목의 수강이 가능... 

학문적 소양과 함께 얻는 실용성은 최 의 매력.

어통번역학부의 변화상을 직접 겪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

다. 통번역 학 출범 첫 해의 신입생인 08학번의 한 학우는 입학 당

시 학제가 개편됨으로 인해 생겨날 시스템상의 혼란이 우려되어 걱정

이 많았다고 한다. 3년이 지나면서 이 학우는 우리 학부의 장점으로

여러 세부전공아래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특히 통

번역지식 뿐만 아니라 어에 한 전반적인 지식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10학번의 한 학우

는 우리 학부의 가장 큰 매력으로 실용성을 꼽았다. 일반적인 어전

공생들이 단순히 어학만을 공부하는데 비해, 우리 학부는 어학은

물론 문학과 통∙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 실질

적인 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세부 분

야별 통∙번역 강의의 비율을 늘려 전문적인 통∙번역을 위한 토 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바란다는 생각을 전했다.

국내 유일의 학부과정 통번역 학으로서 우리 단과 학의 위상은 날

이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학교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학생들 또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비판적인 자세로 수업을 평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우리 통번역 학은 더

큰 미래를 기 할 수 있다. 다음 3년 후에는 더 개선된 우리 통번역

학과 더욱 발전된 학생들의 모습을 기 한다.

하나의 과목으로 일주일에 8시간씩 원어민 교수와 공부할

수 있는 강좌는 전국에서 한국외 로벌캠퍼스 독일어통

번역학과의 <독일어연습>이 유일.

● 새롭게 변하는 2011년의 독일어통번역학과

통번역 학 출범 이후 커리큘럼이 발전하고있다. 올해 독일어통번역

학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학점의 효율적인 운 이다. 강좌시수에

비해 학점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신설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주일에 8시간씩 원어민 교수와 학습하던 <독일어연습>은 시수

에는 변화가 없으나 학점은 기존 6학점에서 4학점으로 변경했고, 일

주일에 4시간 4학점이던 다른 과목들도 시수 변화 없이 2학점으로

바꾸었다. 잉여학점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전공수업을 개설하 고 이

를 통해 독일어통번역과 학생들은 독일어뿐만 아니라 폭넓은 문화,

지역학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 일주일 8시간,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 독일어연습

<독일어연습>은 원어민 교수와 독일어로 수업하는 과목이다. 하나의

과목으로 일주일에 8시간씩 원어민 교수와 공부할 수 있는 강좌는

한국외 로벌캠퍼스 독일어통번역학과의 <독일어연습>이 유일하

다. 타 학 독일어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2시간씩 독일어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독일 현지에

서 공부하는 수준의 실력을 쌓도록 도와준다. <독일어연습>은 1, 2학

년의 2년 과정에 걸쳐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며 소수정원의 분반으로

구성된다. 

통 번 역 학 3 년 을 말 한 다 13

독일어통번역학과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기획특집 통번역 학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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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문법, 어휘를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형 수업이며, 1학년

때부터 원어민과 집중적으로 면함으로써 독일어에 한 친화력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실전적인 수업이다. 

● 언어력, 사고력, 표현력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다!

- 전공교양세미나

독일어통번역학과는 <전공교양세미나>라는 독특한 강좌를 개발했다.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토론형 과목이다. 

독일의 문학작품과 철학, 사회학,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고 서로 불

꽃 튀는 의견을 교환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독일의 문화적, 역사적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매 수업 후마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로 표현하는 능력도 상당히 향상된다. 이러

한 강좌의 장점은 통번역 학 내 다른 학과에도 향을 미쳤다. 2011

년 1학기부터 스페인어통번역학과도 유사한 유형의 전공교양세미나

가 개설되었으며 다른 학과들도 개설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독일어통번역학과의 새로운 패러다임 - 독일어 구사능력없이

독일문화에 한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3, 4학년 커리큘럼이 2011년에 크게 바뀌었다. 통번역 학

출범의 해인 2008년의 커리큘럼은 독일어교육 중심이었지만 올해

부터는 어학실력향상 뿐만 아니라 독일의 문화, 정치, 경제를 다루는

수업들이 눈에 띄게 많이 개설되었다. 또한 <독일어 통번역실습>이 <

독일어 통역실습>, <독일어 번역실습>으로 세분화되어 학생들이 통

역, 번역에 해 좀 더 심도있고 전문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기존에는 3학년 과정에서만 들을 수 있던 통역, 번역 실습

과목을 3, 4학년에 걸쳐 개설함으로써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다.

말만 잘하거나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진정한 로벌 인재라

고 할 수 없어... 어학능력과 지역이해의 두 마리 토끼를 잡

으려는 학과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 

통번역 학 독일어통번역학과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학

과에서는 파격적으로 커리큘럼을 개혁하 고 타 학과 완전히 차별

화된 국내 최고 수준의 강좌를 구비하게 되었다. 진정한 지역 이해는

현지 언어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 

말만 잘하거나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진정한 로벌 인재라고 할 수

없다. 어학능력과 지역이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학과의 노력

은 지금도 계속된다. 

열정적인 교수진과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있는 한 독일어통번역

학과의 미래는 밝다.  

3학년 2007년 1학기 3학년 2011년 1학기

고급독일어읽기

독일어말하기쓰기

Flex독일어연습

독어학특강A

독일작가론

독일어학개론1

독일언어의이해

독일 문학의이해

독일문화연구

독일문학사

독일동화론

독일어번역실습1

독일어통역실습1

시사독일어

독일정치와경제

1945년이후

독일현 사와 정치(원어강의)

독일문화사

4학년 2007년 1학기 4학년 2011년 1학기

독일문예론

독일현 문학

독문학특강C

독어학특강C

독일어의미론
매체와언어

학문방법론입문

독일사회학의이해
독일어번역실습3

독일어통역실습3

독일희곡
중문화와 시

독일경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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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일어통번역학과는 우수한 인재들을 여러 명 배출하 다. 그중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본교 통번역 학원에 합격한 권성하 학생을 만났다.     

통번역 학뉴스 : 처음 독일어통번역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권성하 : 저는 사실 수능성적에 맞는 학과를 찾다가 한국외 로벌캠퍼스 독일어통번역학과

(당시 독일어과)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았던 학과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추가합격으로 오리엔테이션 3일 전에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입학동기에 해서 말

드리자면, 수능성적이라고 솔직하게 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독일어에 상당한

흥미를 느꼈고, 2009년에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흥미를 살려 결국 한

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현재의 커리큘럼을 통번역 학 출범 전의 독일어과 커리큘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점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권성하 :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원어민 전임교수님들의 숫자가 두 배 2명에서 4명으로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8년

통번역학과로 전환하면서 전공이 폭 강화되었고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부터 통번역에 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갖

추어졌습니다. 독일인교수님들의 원어수업은 독일 학교에서 하는 수업방식 그 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혹은 자비유

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학과의 강좌들이 서로 긴 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열심히 하고

자 한다면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번역 학뉴스 : 독일어통번역학과의 재학생과 신입생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합니다. 

권성하 : 독일어는 어렵습니다. 외고출신이나 독일 체류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독일어는 거의 학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외국

어입니다. 분명 처음 1~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내가 이것밖에 안되나’하

는 자괴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워보는 것이니까요. 독일어는 외울 것도 많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하지

만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연습이 장인

을 만든다.) 부단히 연습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외국어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좌

우됩니다. 후배님들 하기에 달렸습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

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과연 독일어를 해서 과연 뭘 먹고 사나’라고 생각하는 후배님들도 있을 것 입니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분야이든지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길은 열려있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길을 개척

해간다면 훨씬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 권 성 하(독일어통번역학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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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의 엄청난 학습량과 일상적으로

치루는 시험회수는 교내에서도 악명이 높아...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해병 나 특

전사와 비견되기도.

통번역 학은 2008년 설립되어 만 3년을 보내고 2011년 4년차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서유럽 학 스페인어과는 통번역 학 스페인어

통번역학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명칭뿐만이 아

니다. 학과의 커리큘럼이 폭 강화되었고, 학생들의 정신력과 의식

이 바뀌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의 엄청난 학습량과 일상적으로 치루는

시험회수는 교내에서도 악명이 높다. 그래서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해병 나 특전사와 비견된다. 학과의 커리큘

럼은 이미 통번역 학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

활에 한 의견과 만족도 그리고 교수님의 견해를 알아보고, 지난 3

년에 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어통

번역학과, 그리고 통번역 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09학번 학생들과 이수열 교수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 4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을 돌아보

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학과는 국내 최고 스페인어과

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바뀌고나서입학한학생들이이학과에진학한이유를듣고싶습니다.

이유진(09) : 솔직히 저는 고3 시절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

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외 통번역 학에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통번역’이라는 타이틀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

이에요. 그리고 입학 전에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던 저에게 스페인어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약 20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여서 실용성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고, 스페인어의 발음이며 억양이 예뻐서 스

페인어통번역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태리(09) : 저는 스페인어라는 언어 그 자체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스페인어는 정열의 나라로 흔히 알려진 머나먼 남유럽의 스페인어

모국어이자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발전 가능성이 무

궁한 중남미 륙의 언어라는 사실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

히 스페인어통번역학과라는 학과의 특성상 다른 학교들의 스페인어

과와 달리 스페인어를 심도 있게 배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경제, 무역, 정치 등에서 쓰이는 고급스페인어 또한

통번역과 관련이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고 생각하 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학교 입학 후 학과 생활은 어땠나요? 08학년도부

터 전공필수과목이 네 개에서 여섯 개로 늘어나서 스페인어를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불평도 없진 않았거든요.  

이유진 :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학교 새내기가 되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매주 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전공필수과목도 여섯 개로

타과에 비해 많은데다가‘구술평가’라는 엄청난 시련(?)이 몰아쳤습

니다. 하지만 많은 시험을 보면서 서서히 스페인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고, 힘들긴 했지만 노력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처

음엔 우리 과에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매주 치르는 시

험도 익숙해지고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사진설명 : 좌측 09학번 이유진, 우측 09학번 김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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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 학과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학과 생활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태리 :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커리큘럼 중에서 타 학교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과목은 <스페인어 구술평가> (이번학기부터 <스페인어스

피치>로 변경) 그리고, <스페인어 시사토론>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

여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술평가는 한 주에 한 텍스트를 외워서 녹음하여 원어민과 화할

때의 유창성과 악센트 등을 평가 받는 과목인데, 학생들의 읽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어 시사토론>은 매주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페

인어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그저 교실에 앉아서 무조건 지식을 집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생각하며 서로의 의견을 스페인

어로 나누는 매우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과 여러 훌륭하

신 교수님들 덕분에 학과에 한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후배들끼리 서로 끈끈

하게 이어진 학생들 사이에 정이 학과 생활에서의 가장 커다란 장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 1학년 과목 중에 <시청각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0학번부터 신설된 과목인데요. 비디오를 본 후에 간단하게 스페인

어로 그 상황에 해 말하는 것도 스페인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학과

수업방식에 만족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많이 외우고 쓰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

을 뿐더러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말

하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에

와있는데요, 우리학교 학생들은 체적으로 문법을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학생들보다 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현지에 와 보니

2년 동안 공부한 것에 비하면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문법체계와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저는 저희 과에 9점을 주고 싶습

니다. 1점의 아쉬움은 3, 4학년을 위한 통번역선택과목의 수가 적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목이 좀 더 많이 개설되어서, 3, 4

학년 때에 통역이든 번역이든 전공 선택과목 중에서 고를 수 있는 폭

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2011학년도 외 통번역 학원 한서

과의 합격자 중 50%를 차지... 선배들이 이룬 성취를 학과

의 전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해야할 것.

통번역 학뉴스 : 통번역 학의 출범으로 학과의 커리큘럼이 강화됨

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목표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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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열 교수 : 스페인어과에서 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바뀐 이후 학생

들은 전문적인 학문 즉, 어학, 문학과 같은 이론적 스페인어만이 아

닌 실용적인 스페인어 습득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 2학년을 상으로 하는 <스페인어 스피치>, <시청각 스페인어>

등의 과목을 통해 스페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

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통번역 학부라는 사실에 학생들이 많이

고무되었으며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학문 탐구가 있었지만, 또한 과목별 통합관리(한

과목이 여러 분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커리큘럼과 성적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학과 교수님들이 일치단결하여 학생들의 실

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 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 발전하

기 위해서 학과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안되어야 할 사항들에 한 말

부탁드립니다.

이수열 교수 : 1, 2학년을 상으로 하는 전공커리큘럼은 스페인어를

말하고, 듣고, 쓰기 위한 교육을 집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공에 관련한 교양적인 부분에 해서 학생들의 지식이 부

족하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1학년에는 <전공독서토론>이라는 과목을, 2학년에는 <전공독서세미나>

라는 과목을 신설하 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인과 중남미의 문학, 역사, 예술, 철학,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해서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수업은 어학 공부에 지칠 수 있는 1, 2

학년 학생들에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

을 기울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

을줄것이라고예상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언

어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

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

되는 수업은 전공에 관련하여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고양된 의욕을 한층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학과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페인어에 좀

더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 방안으

로 매주 스페인어 화 시사회를 갖는다든가, 외국인 교수와의 만남

의 시간을 정기화시킨다든가. 혹은 스페인, 중남미 문화 관련 강좌를

신설하는 등 스페인어를 한국어처럼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이처럼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 관련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과 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전공과목의 추가 개설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을 상으로 한 과목들뿐만이 아니라 3,4학년을 위한 전공

선택과목의 추가 개설로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통번역학과는 2011학년도 외 통번역 학원 한서과의 합

격자 중 50%를 차지하 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룬 성취를 우리 과의

전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

께 노력하여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여 우리 학과가 국내 최고의 스페

인어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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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 때는 이탈리아어공부를 양껏 할 수 있고, 고학년

때는 이탈리아어로 된 텍스트들을 실컷 누린다.

‘인테리어요?’아니다, ‘이탈리아어’말이다. 이탈리아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이 물음은 곧장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아~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세요? 왜요?’이

탈리아어통번역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상 가 제 로 알아들었다면

다들 어쩐지 반가운 표정을 짓는다. 몇 년 전 다녀온 이탈리아 여행,

며칠 전 다녀온 이탈리안 레스토랑 혹은 즐겨듣는 가곡이나 오페라를

떠올리며 이 사람은 어쩌다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것일까 호기심이

이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탈리아 포도

품종만큼이나 다양하고 제각각이다. 이탈리아어가 개성이 있으니 공

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어로 된 텍스트, 화, 오

페라, 소설 등에 반해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와 파스타를 매일 같이 맛보며 사는 이탈리아인의 사고방

식이나 생활상에 해 제 로 알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

게 각각의 이유로 우리는 함께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에

게 마음껏 호감을 드러내도 좋다. 먼저 경험한 황홀했던 이탈리아 문

화를 전도하려는 우리들이니까. 당신이 언젠가 경험할 이탈리아를 위

해 이탈리아어통번역 학과생들은 2011년 봄, 이렇게 이탈리아어통번

역을 공부하고 있다.

1, 2학년 때는 이탈리아어공부를 정말 양껏 할 수 있고, 고학년 때는

이탈리아어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탈리아어로 된 텍

스트들을 실컷 누린다. 이렇게 이탈리아라는 넓고도 원형적인 세계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돌아다니며‘난 이게 참 재미있더라’소개하길 꿈꾼다. 우리의 즐거

움을 언제나 고스란히 전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 잘 전해진다면 우

린 슬며시 웃으며 말하겠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나왔어요.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는 2008년에 출범한 통번역 학 소속으로 이

탈리아어를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 튼튼한 언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

워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전공과목의 세분화와 전공필수 과목의 확

로,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의 1, 2학년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문

법,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종합적으로 배우며 빈틈없이 실력을

다지게 된다. 따라서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의 11학번 새내기들은 전

공 공부에 가장 집중이 필요한 학년으로 전공필수 학점이 20학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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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탈리아 작품론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목들이 개설된다.

학년을 막론하고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과정에서는 매학기 이탈리아

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초를 다지는 1, 2학년 과정

에는 물론, 3학년이 되어도 퍼블릭 스피킹 과목은 여전히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탈리아 시 연구 강의는 이탈리아어로 진행

된다. 4학년 과목에서도 고급 회화 과목 등 이탈리아어 능력을 가다듬

을 수 있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과목은 언제나 개설되어 있다. 

전공과목의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소수의 수업인원으로 집중력을 높

이는 수업,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어민 교수님 강의 개설 등을 특

징으로 삼아 통번역 학 출범 3년 사이에 변화를 거듭해온 이탈리아

어통번역학과에는 새롭고 유익한 강의가 꾸준히 개설되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 가 된다.

● 통번역 학 전후의 커리큘럼 변화

2학년의 경우에도 중급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수업은 모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밖에도 2학년 과정부터는 이탈

리아어 번역입문과 통역입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두 과목은 전문적인 이탈리아어 번역가와 통역가를 꿈꾸는 학생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업으로 입학 때부터 수강을 희망하는 학

생이 많은 인기 강좌다. 

기초적인 어학실력을 갈고 닦은 뒤인 3, 4학년 과정은 언어능력 배양

을 넘어서서 주로 언어학, 문학, 사회학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

징이다. 

따라서 3학년 과정에는 고급 회화, 번역 연습, 시사 이탈리아어, 이탈

리아 소설 연구, 이탈리아 시 연구, 이탈리아 역사, 이탈리아 정치 사

회 연구, 20세기 문학, 문학세미나, 지역 연구 등의 강의가 개설 되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이탈리아 문학사, 이탈리아 언어학 개론,

퍼블릭 스피킹 과목이 있다. 

4학년이 되면 전공 필수 과목은 없지만 DANTE연구, FLEX이탈리아

어, 회화 연습, 이탈리아어 발달사, 이탈리아어 주제별 토론 연습, 이

탈리아 작가론, 이탈리아 근 문학, 프레젠테이션, 이탈리아 희곡연
이탈리아문학 1 2

초급시청각이탈리아어 1 2

초급이탈리아어강독연습 1 2

초급이탈리아어문법 1 3 전공필수

이탈리아어산문강독 1 2

중급시청각이탈리아어 2 2

중급이탈리아어강독연습 2 2 전공필수

중급이탈리아어언어실습 2 2

중급이탈리아어작문 2 2

※ (구) 이탈리아어과 1~2학년 과정

교과목 학년 학점 비고

이탈리아어초급문법의이해 1 3 전공필수

전공교양세미나 1 2 전공필수

초급이탈리아어듣기 1 2 전공필수

초급이탈리아어읽기 1 2 전공필수

초급이탈리아어쓰기 1 2 전공필수

초급이탈리아어말하기 1 2 전공필수

이탈리아어번역입문 2 2

이탈리아어중급문법의이해 2 2 전공필수

중급이탈리아어듣기 2 2 전공필수

중급이탈리아어읽기 2 2 전공필수

중급이탈리아어쓰기 2 2 전공필수

중급이탈리아어말하기 2 2 전공필수

※ (신)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2학년 과정

교과목 학년 학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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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통번역학과로 전환하면서 강좌 수가 기존의 20개에

서 27개로 증설되었으며 하나의 강좌를 여러개의 분반으로

운 하는 수업도 기존의 3개에서 13개로 크게 늘어났다.

표에서 보듯 예전 이탈리아어과 시절에는 일단 강좌의 숫자가 많지 않

았다. 이탈리아통번역학과로 전환하면서 강좌 수가 기존의 20개에서

27개로 증설되었으며 하나의 강좌를 여러개의 분반으로 운 하는 수

업도 기존의 3개에서 13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강좌

가 증설되었으며, 교수 학생 수와 같은 교육환경이 현저하게 개선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수 입장에서는 강의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강의에 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의 인원으로 운 되는 분반은 학에 입학하여 처음 이탈

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부분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

다. 지근거리에서 담당교수와 많은 접촉을 할 수 있으며 수업 중 개

인 지도 수준의 배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통번역학과는 통번역 학으로 전환하면서 소수정예의 원칙

을 고수하고 있다. 입학 정원을 매년 40명에서 30명으로 줄 음에도

강좌숫자나 분반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확실한 이탈리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와 학교 측의 의지를 보여준다.  

고급이탈리아어작문 3 2

고급이탈리아어회화 3 3

이탈리아문학사 3 2 전공필수

이탈리아소설연구 3 2

이탈리아시연구 3 2

이탈리아역사 3 2

이탈리아정치사회연구 3 2

Dante 연구 4 2

이탈리아어회화연습 4 2

이탈리아작가론 4 2

※ (구)이탈리아어과 3~4학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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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이탈리아어회화 3 2

번역연습 1 3 2

시사이탈리아어 1 3 2

이탈리아문학사 3 2

이탈리아소설연구 3 2 전공필수

이탈리아시연구 3 2

이탈리아언어학개론 3 2 전공필수

이탈리아역사 3 2

이탈리아정치사회연구 3 2

퍼블릭스피킹 1 3 2 전공필수

Dante 연구 4 2

FLEX 이탈리아어 4 2

이탈리아어발달사 4 2

이탈리아어주제별토론연습 4 2

이탈리아작가론 4 2

※ (신)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3~4학년 과정

교과목 학년 학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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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른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고, 특히 중국어통번역학과에서는 타 학의 중국어

과나 중어중문학과에 비해 좀 더 깊이 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 소 희(중국어통번역학과 08)

통번역 학뉴스 : 이소희 학생은 2008년 통번역 학이 출범한 후 들

어온 첫 입학생인데요, 지난 3년간 통번역 학의 어떠한 부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소희 : 수업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8년도에

는 그렇게 큰 변화를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어통번역학과로 바

뀌고 나서 등록금도 올랐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번

역수업이 개설된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2009년에 통번역수업이

개설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더욱 많은 통번역관련 강좌가 개설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어통번역학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통번역 학이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다.

중국어통번역학과 역시 지난 3년 동안 통번역 학 소속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발전 과정상에 놓여있다. 중국어통

번역학과에서는 재학생,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학과

변화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통번역 학 출범 이후 총 12개의 강좌가 신설... 

가장 큰 변화는 수업환경이 개선되고 강의의 질이 매우 높아

졌다는 점을 들 수 있어.

● 김 선 중(중국어통번역학과 10)

통번역 학뉴스 : 김선중군은 작년에 입학했

는데 중국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

유가 있나요?

김선중 : 제가 중국어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은 고3때 습니다. 사실 딱히 중국어에 관

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TV나 신문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

중국어통번역학과

2009년

통역 중국어 회화

중국어 통번역 기초

번역 중국어

중국 시사문학과 스토리텔링

중국 중예술 비평 세미나

2010년

중국어 순차 통역연습

시사 토론 중국어

중국 현 문학 비평 세미나

중국지역 축제와 문화

중국산 문학

2011년(1학기)

미디어 중국어

중국 정치경제 주제 토론

통번역 학뉴스는 지난 3년간 중국어통번역학과에 신설된 과목을 조사해 보았다.  

통번역과목이 본격적으로 개설된 것은 2009년부터이다. 그해 <통역중국어회화>, <중국어통번역기초

>, <번역중국어과목>이 개설되었고 2010년에는 <중국어순차통역연습>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통번역

관련 수업이외에도 문학, 경제, 시사, 정치, 미디어, 부분에서도 다양한 강좌가 신설되어 총 12개의

전공수업이 새로 생겨났다. 그리고 통번역관련 수업의 경우, 담당교수진 구성에서도 모두 7명의 통

번역 학원 출신 교수님들에 의한 전문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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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새로이 개설된 수업에 해 어떻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 양 수 정(09)

통번역 학뉴스 : 양수정양은 2009년에 입

학해서 2년 동안 강의를 들어 보았는데, 강의

에 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양수정 : 전체적으로 만족한 편입니다. 우선

다양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

에 듭니다. 통번역학과라서 말하기 중심의 강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시사, 경제, 정치, 고전 등 여러 강의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꼭 통번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통번역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중국문화컨텐츠인데, 통번역수업 병행을 통해 얻어지는 중국

어능력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호(05)

통번역 학뉴스 : 김 호군은 2005년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의 학과의 변화상에 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호 : 저는 2005년 중국어과로 입학했는

데 2006년 입 를 하고 2008년 복학하니 중

국어통번역학과로 바뀌었습니다. 복학 후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수업환

경이 개선되고 강의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05, 06년도만

해도 20명 미만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

어실습과 같은 말하기 수업도 30, 40명씩 들었고, 고문 수업 같은 경

우는 60명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기 수업은 15명 내외, 다

른 수업도 30명 내외로 확실히 수업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여건이 개선된 만큼 학생들의 능력도 향상

되었는지 통역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소 교수를 통해 알

아보았다. 

● 조 소 교수

통번역 학뉴스 : 교수님께서는 통번역수업이 개설된 2009년부터 1학

년 과목인 <통역중국어회화>, 2학년 수업인 <중국어통번역기초> 강좌

를 지난 2년간 강의해오셨는데요, 지난 2년간 학생들의 통역능력에 변

화가 있었는지요?

조소 교수 : 답변에 앞서서 잠깐 통번역 학의 취지에 해 말 드

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학부생을 위한 통번역교육은 통번역 학원

과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역번 학원은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지만 우리 통번역 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맡아온 1, 2학년은 더욱 그렇구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실력 향상, 통번역에 한 기초 다지기’를 학습목표로 삼고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 중국어도 제 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

생이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 향상과 통번역에 한 테크닉

을 동시에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번역 능력이 향상됐

다고는 확실하게 답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과 학

기말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중국어 실력이 향상됐고 통번역에

한 자신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 중국어

통번역학과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중국어통번역학과 학

과장인 임 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과의 변화상에 한 견해

와 향후 발전 계획에 해 들어보았다. 

학부에서 통번역을 통한 고강도 언어 훈련과정을 거칠 경우

그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 

다양하게 개설된 전문분야의 강좌를 통해 장차 중국전문가

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통번역 학뉴스 : 지난 2009년부터 중국어통번역학과 학과장을 맡

고 계시는데, 중국어통번역학과 출범이후의 변화상에 해 간단히 평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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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근 교수 : 우리 학과는 중국어통번역학과로 전환한 뒤 이전보다

더욱 우수한 중국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꾸준히 개

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통번역관련 과목의 신설입

니다. 각 학년별로 <통역중국어회화>, <중국어통번역기초>, <중국어순

차통역연습>, <중국어통번역세미나>, <중국어번역연습> 등의 과목이

신설되어 통번역 교육을 강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학기부터는 기존의 1, 2학년 언어과목의 시수를 유지하면서도 학점

을 반으로 줄여 어학교육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잉여학점을 3, 4학

년에 배정하여 전문분야 교육을 크게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과과정상에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개설되지 않았거나 유사,

중복 과목들은 과감히 폐지하 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언어 훈련

에 집중하면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중국역사와 사

상>, <중국문학과 언어>, <중국정치와 경제>, <중국사회와 문화> 과목

을 수강하게 됩니다. 또한 3, 4학년이 되어서는 중국 통번역학, 언어

학, 문학, 정치∙경제학, 문화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개설

된 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앞으로 중국어통번역학과의 발전방안에 해 교수

님의 의견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근 교수 : 사실 중국어의 경우, 전문적인 통번역에 한 국내수요는

그렇게크다고할수없습니다. 그러나학부에서통번역을통한고강도언

어훈련과정을거칠경우그발전잠재력은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통번

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설된 전문분야의 강좌를 통해 장차 우리 학생

들이중국전문가를필요로하는사회각계에서두각을나타낼수있을것

입니다. 우리 학과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국내 최고의 중국전문가 양

성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재학생들이졸업

이후 양질의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30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동문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주력할것입니다. 재학생들은졸업

후동시통역사가되기위한전문 학원진학, 학계진출을위한 학원진

학, 중국어교사등교육자, 외교관, 문화예술분야진출등우리사회가필

요로하는중국관련다양한분야에서활약할수있게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어통번역학과 출범 후 커리큘럼과 수업환경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도 있다. 특히 통역시

설이 갖춰진 강의실이 아직 몇 군데 없고, 전공수업이 본관과 어문관으

로나누어져있어학생들이불편함을느끼고있다. 통번역 학학생들을

위해서는 통번역 학 단독건물 확보, 최첨단 통역시설이 갖추어진 강의

실의추가증설등이필요하다고보인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수 개설하여 일본전문가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주고 있어... 

소수 정예의 분반편성으로 심층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원어

수업 역시 크게 늘어. 

●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본어통번역학과

21세기 사회 전 역에서 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 역시 더

이상 단아한 상아탑의 지위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성

의 산실로서 학 본연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시 적 흐

름에 역행하지 않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일본어통번역학과는 우리만의 특수한 그 무엇을 지향한다. 우선 1학

년과정에서부터 통번역관련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실질적인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언어능력향상이 최종적인 목표는 물

론 아니다. 

일본어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전국의 일본어 관련학과들이 어학기반이 형성되

지 않은 저학년 과정을 문화관련 수업으로 채우고 고학년 과정에 실

용언어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분명 차별화된 방

법론이라 할 수 있다. 통번역 학으로 전환되기 전의 일본어과(일본

어통번역학과의 전신)는 여타 학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의 교과편성

으로 특색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일본어통번역학과

천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의 외서클활동 - ‘기모노키츠케 회’참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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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일본어통번역입문>, <순차통역연습> 등 우리만의 차

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수 개설하여 전문 통번역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물론 장차 일본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주고 있다. 통번역 학으로 전환이후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

는 수업 여건의 개선이다. 통번역관련 수업은 부분 소수정예로 분

반을 편성하여 심층적인 지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어수업 역시

크게 늘어 학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통번역관련 강좌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문

화와 정치, 경제 관련 강좌들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문화와 지역학적 과목들은 통번역 강좌들과 상호 연동되어 학생들에

게 어학실력과 관련지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 주

었다. 7+1 파견학생과 교환학생제도, 동경하계연수, 이시카와 동계연

수제도와 같은 학교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학년 학우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공실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1년부터 쿄토의 도시샤 학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 현지 학생 서포트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생생한 일본

생활을 경험.

● 도시샤 학 연수프로그램 신설 - 현지 학생의 서포트 제도

2011년부터 일본어통번역학과는 쿄토의 도시샤 학 현지 연수프로그

램을 새롭게 신설하 다. 이 제도는 동경하계연수와 마찬가지로 본교

에서 3학점이 인정되며 하계방학 중 2주간 도시샤 학에서 일본어와

일본의 생활문화를 배우게 된다. 

모든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며 7~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클래

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세한 지도수업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수와 다른 특이한 점은 도시샤 학 내 현지 학생 서포트제

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의 과외활동이

나 일상생활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도시샤 학 학생들이 돕게 되는

데, 이를 통해 양국 학생 간의 우정을 쌓고 더욱 생생한 일본의 생활

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비용은 18만 엔 정도이며, 주말에는 자유행동이 가능하여 교토의

유명관광지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

된 새로운 연수제도를 통해 고즈넉한 교토의 정취를 느끼며 일본 전

문가에 한 꿈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샤 학 내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

다도 체험 시간

1875년 교토에 설립된 도시샤 학의 전경 - 윤동주시인의 모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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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통번역학과

기존의 커리큘럼과 달리 1학년 과정에서부터 전공언어에

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

“요즘 후배들은 아랍어를 굉장히 잘 한다”라는 선배들의 말

이 심심찮게 들려.

지난 2008년 3월 한국외국어 학교에 국내 최초의 학부 과정 통번

역 학이 출범하 다. 일반적으로 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통번

역교육이 학부과정에 신설되면서 기 와 우려가 교차했던 것이 사실

이다. 학에 입학하자마자 통번역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능숙

한 언어구사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 인문, 사회 등 지역

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외 가 지향하는 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 와 동시에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학부과정 통

번역 학의 커리큘럼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통번

역 학이 만 3년이 지난 2011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랍어통번

역학과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 저학년과정부터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어학교육

통번역 학 전환 이전 1학년 수업(2007년 1학기)

통번역 학 전환 이후 현재 1학년 수업(2011년 1학기)

통번역 학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커리큘럼에서 찾을

수 있다. 통번역 학은 능숙한 현지 언어 구사력과 해당 지역에 한

인문, 사회과학적 지식, 소통과 상생의 인식 함양이라는 3 교육목적

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완벽한 현지 언어 구사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커리큘럼과 달리 통번역 학은 1학년과정에서부

터 전공언어에 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아랍어통번역학과의

경우 기본적인 알파벳 교육부터 시작하여 CD, 음성파일과 같은 미디

어자료를 활용한 듣기와 회화 수업까지 모두 1학년 때부터 포괄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랍어 이해능력이 조기에 당겨지면서 <아랍학

입문>과 같이 본래 고학년 위주로 이루어지던 지역학 전공 수업도 신

입생들을 상 로 조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띠는 변화이다.  

1학년 전공 수업 중 특이한 점은 단연 원어민 교수와의 수업이다. 아

랍어의 경우, 아직 전 언어를 제 로 습득하지 못한 1학년에게 원어

민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서적 학

습과는 달리 비록 서툰 부분이 있어도 신입생부터 이루어지는 적극

적인 원어민과의 수업은 전공언어에 한 자신감과 애착을 불러일으

킨다. 무엇보다 아랍어 특유의 발음과 뉘앙스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도부터 적극적인 원어민 교수 초빙이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극 화되

었다. “요즘 후배들은 아랍어를 굉장히 잘 한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도 통번역 학 전환 이후 3년간 이루어진 커리

큘럼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급아랍어 1 3 3

초급아랍어2 2 2

초급아랍어언어실습 2 2

초급아랍어회화 2 3

합계 9 10

과 목 학점 주당시수

초급아랍어문법 4 4

초급아랍어회화 1 2 3

아랍학입문 2 2

아랍어듣기와발음연습 1 2 2

아랍어문장분석 1 2 2

합계 12 13

과 목 학점 주당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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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 체제로의 커리큘럼 변화와 효과

통번역 학 전환 이전 3~4학년 수업(2007년 1학기)

통번역 학 전환 이후 3~4학년 수업(2011년 1학기)

예전의 전공 수업은 주로 외교사, 경제론, 역사 등 아랍권의 지역학

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번역 학으로의 전환 이후 커

리큘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수업이

‘아랍어통번역학과’라는 이름답게 실질적인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커리큘럼상 서울캠퍼스와 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 캠퍼스가 각자의 특성을 확립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통번역 학 전환이후 아랍어통번역학과

는 통번역을 성장 동력으로 삼게 됨으로써 우리만의 특성화가 가능

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화는 우리 학생들의 월등한 실력 향상과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통번역 학 출범 3년 만에 아랍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의 아랍어 구사능력은 국내 5개 아랍어전공학과 중 최고임을

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언어실력 향상은 자연스레 아랍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학적 이해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수업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 

원어 수업이 증 되고 분반 수가 늘어나 교수 학생 비율

이 줄어들어 심도 깊은 수업 가능해져.

● 수업 여건의 개선 - 원어수업 증 와 소수정예의 분반 운

통번역 학으로 전환 이후 아랍어통번역학과는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외국인 교원

초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원어민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활발해지면서 원어 수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분

반수가 늘어나고 교수 학생 비율이 줄어들어 심도 깊은 수업이 가

능해졌다. 

● 엄격한 학사 관리와 졸업시험제 및 전용 실습실 운

아랍어통번역학과의 졸업학점은 150점(전공은 70에서 83학점)으로

전국 아랍어과 중에서 가장 높다. 졸업하기까지의 과정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예를 들어 FLEX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졸업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전공에 한 피나는 노력과 열정 없이는 이제 졸업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동시통역기능과 실시간 상촬 장비가 구비된 통번역 학

의 전공 실습실을 활용한 소그룹별 수업으로 재학생들의 아랍어 실

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아랍문학사 2 2

중동외교사 2 2

중동경제론 2 2

아랍정치∙사회연구 2 2

이슬람역사 2 2

과 목 학점 주당시수

중급아랍어문학번역 2 2

중급정치아랍어통번역 2 2

고급경제아랍어번역 2 2

고급사회∙문화아랍어통번역 2 2

아랍어순차통역 2 2

과 목 학점 주당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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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세분화된 집중교육을

제공... 향상된 언어능력은 자연스럽게 문학 및 정치∙사회∙

경제 등 지역학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 

로벌캠퍼스는 2008년 3월 외국어 계열 9개 학과를 통번역 학으

로 전환시켰다. 그 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

어학과 또한 초 통번역 학장을 역임한 전태현 교수의 지도 아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커리큘럼과 수

업여건의 개선에 주력해 왔다.

통번역학과로 전환되기 전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강좌의 특성화가

부족하고 학년별 교육목표 또한 다소 확실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로 2002년도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강의계획서와 2011년

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강의계획서를 비교해보도록 하

겠다. 

2002년의 경우 <초급 마인어>, <초급 마인어 회화 및 작문>, <초급

마인어 문법> 등으로 분류되어 강좌별로 어떠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

는지 분명치 않았다. 또한 한 강의 당 수강제한인원이 35명에서 42

명 사이 으며 심지어 수강제한이 없는 강의도 존재하 다. 학년별로

학기 당 개설된 강의가 평균 6개에 그쳐 심도 깊은 언어교육이 이루

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다. 원어강의 또한 학년 당 2개에 수업

을 통해 원어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말레이∙인

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로 전환한지 만 3년이 지난 2011년 강의 계획

서를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커리큘럼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 2학년 학생들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탄탄한 기본기를 쌓

을 수 있도록 <초∙중급 마인어 듣기와 말하기>, <초∙중급 마인어

읽기와 쓰기>, <초급 마인어의 이해>, <초급 멀티미디어 마인어> 등

체계적으로 세분화된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3, 4학년으로 진학

하 을 때에는 저학년과정에서의 기본실력을 심화,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번역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향상된 언어능력은 자연

스럽게 문학 및 정치∙사회∙경제 등 지역학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수강제한인원을 17명으로 제한하여 보다 효

율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 학기당 개설되는 강의가

2002년의 2배가 넘는 15개에 이르 다. 1학년의 경우에도 개설 강좌

의 절반 이상이 원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어로 진행

하는 마인어 수업도 개설되었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쳤을까? 다

음에 살펴보는 10학번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 2002년도와 2011년도의 1학년 과목 강의계획서 비교

※ 숫자는 수강제한인원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역사와문화 42

초급마인어 42

초급마인어문법 42

초급마인어회화와작문 (A) 35

초급마인어회화와작문 (B) 35

2002년 1학기

초급마인어듣기와말하기 (A) 17

초급마인어듣기와말하기 (B) 17

초급마인어의이해 (A) 17

초급마인어의이해 (B) 17

초급마인어의이해 (C) 17

초급마인어읽기와쓰기 (A) 17

초급마인어읽기와쓰기 (B) 17

초급마인어텍스트연습 (A) 17

초급마인어텍스트연습 (B) 17

초급마인어텍스트연습 (C) 17

초급멀티미디어마인어 (A) 17

초급멀티미디어마인어 (B) 17

2011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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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 한국외 로벌캠퍼스 마인어통번역학과에 지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우정 : 사실 학 지원 당시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말

고도 다른 단과 학의 여러 학과를 마음에 둔 채 고심하고 있었습

니다. 하지만 통번역 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통번역 학이 제

공하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문계열 커리

큘럼과는 달리 다방면의 실용적인 수업들과 신입생부터 체계적으

로 언어를 습득해 나갈 수 있게 짜여진 탄탄한 커리큘럼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마인어과가 마인어통번역학과로 변화된 후의 커

리큘럼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김우정 : 비록 08학번 이전의 마인어과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진 못

하 지만 저는 마인어통번역학과의 현재 커리큘럼에 하여 매우

만족하고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인어통번역학

과는 기타 다른 학의 어문계열 학과와 차별화되어 언어의 집중교

육 및 통번역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 지금껏 수강하 던 강의들만 살펴보아도 <초급 마인어 말하기∙

듣기>, <초급 마인어 쓰기∙읽기>, <마인어 멀티미디어>, <마인어 텍

스트연습> 등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실용적으로 잘 짜여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번역 의 커리큘럼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학생들에

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성실하게 강의에 참여한다면 누

구나 쉽고 흥미롭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하며 제

가 그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장차 학에 진학할 학생들에게 한국외 의 통번

역 학 커리큘럼을 적극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김우정 : 만약,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지 않고도 외국어를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 학생에게 적극적

으로 통번역 학 진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어에 흥미가

있고 외국어를 전공으로서 삼고 싶으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해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시절 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과목에서 가장 어려움

을 느꼈었습니다. 외국어 과목에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이

해가 잘 가지 않을 때 마다 아마 나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에

한 두려움이 크고 외국어에 관련된 소질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

각하며 포기하기 일쑤 습니다. 그러나 마인어통번역학과에 진학하

면서 한국어와 다른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해 진정한 흥미

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외국어에 관한 흥미를 되찾아준 일

등공신은 마인어통번역학과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마인어통번역학과의 커리큘럼은 마인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

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강의에 임한다면 누구든 마인

어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식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학에서 오신 원어민

교수님들께서 생생한 마인어 수업을 진행하시기에 다른 어느 학

보다 마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김 우 정(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0)

학생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말레이시

아와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는 희소식에 학과분위기는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지면상, 인터뷰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실었지만 해당 인터뷰 결과,

마인어과가 마인어통번역학과로 전환되면서 학과 이미지 및 인지도

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번역 학이 통번

역이라는 특화된 성장동력을 통해 한국의 표적인 외국어 교육기관

으로서 더욱 위상을 강화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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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 장 겸 학과장(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 통번역학과 전환의 취지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동일 학교내의 중복학과 및 동일 커리큘럼에서 탈피해 캠퍼스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통번역학과의 특성에 맞는 유창한 어학

실력 뿐만 아니라 전공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한

인문학과 지역학적 지식, 그리고 타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상생과 소통의 열린 마음까지 고루 갖춘 진정한 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적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

전으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거리의 장벽이 소멸되는 지구

촌 시 에 언어습득이 전제되지 않은 지역전문가나 로벌 인재

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과는 폭 강화된 전공어 교육을

바탕으로 고학년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공 학

문 습득을 한층 유기적이며 심층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2. 통번역학과 전환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능력향상에 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상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는 학 4년을 마쳐도 전공언어에 미숙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언어능력을 갖출 경우 역으로 지역사정에 무지한 경우가 많

았습니다. 

이는 전공언어와 전공지역학이 사실상 유리되거나 혹은 이 두 분

야가 서로 불안정하게 결합된 채 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

에서는 전공이수 학점을 최소 70학점에서 최 83학점으로 폭

강화하여 전공 언어와 지역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기 위한 고강도의 전공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어통번역학과의 지난 3년간 행보가 순풍에 돛 단 듯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2008년 3월, 갑작스럽다면 갑작스

럽게 변화된 학과명칭과 커리큘럼의 변화 속에서 2007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학과 명칭과 커리큘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07

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마인어통번역학과의 1기생인 08학번들과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없었고 담당교수님들까지 달랐기 때문에 긴 전통을

이어온 마인어과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재학생들과 졸업생

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07학번 이전의 학생들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

운 강의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불만이었다. 

물론 07학번 이전 학생들과 08년도 이후 신입생들의 등록금에 큰

차이가 있긴 했으나 만약 위와 같은 차이를 두지 않았더라면 변화의

과정이 보다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또한 3년간 많은 커리

큘럼 상의 발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통번역에 관련된 과목이 다

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마인어통번역학과를 향한 기

와 관심에 보다 부응하기 위해서는 통번역관련 과목들을 더욱 보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인어 통번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별 세미나 혹은 강연회를 가진다면 통번역에 관한 학생

들의 관심을 보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마인어통번역학과로 전환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학생들의 기량이 나

날이 발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기

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학과 내 분위기를 보다 활

기차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 마인어통번역학과의 행

보에 해 더욱 큰 기 가 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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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 , 언어와 지역학 관련 다양한 커리큘럼개발과 연계성 강화,

소수 수강인원 제한을 통한 집중력 강화 및 교수와 학생간의 소

통 원할, 다양한 해외연수를 통한 전공지역에 한 호기심과 애

착심 고취, FLEX 마인어 졸업인증을 통한 지속적인 전공언어 학

습과 관심, 그리고 취업률 상승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에

한 열정과 아울러 수업능력을 향상시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통번역학과 전환 이전 입학한 학생들이 통번역학과 출범 이후

의 새로운 커리큘럼 혜택을 보지 못한 점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3월 학기부터 우리 학과의 명칭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로 바뀌었으니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과정과 관련규정 및 절차가 수정되거나 변경되어 일부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과 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전환 4년이 지난 현재에는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전공이수학점

및 원어강의 폭 증가, 졸업인증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FLEX 마인어 시험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더욱이 우리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벅학과는 전공수업의

원어강의 뿐만 아니라 어원강을 강화함으로써 학과 전환 이전

에 들어온 학생들도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4. 통번역학과 전환 이후 학생들의 해외 마인어 연수 비율이 떨

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학과에 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말레이∙인도네시아

어통번역학로 전환된 이후에 오히려 해외 연수의 횟수와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컨 , 7+1연수는 2008년도 4명, 2010년도 6명, 2011년도에

8명으로 인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비유학의 인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연수지역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아의 전 지역으로 확 되고 있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 단기 해

외연수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해외연수의

특징은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원 증가뿐만 아니라 1학

년 학생들의 조기연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과는 이번 교내 장학금수혜자가 타과에 비해 1~2명 적은

데 이는 다양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재학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통번역학과 전환 후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에 해 말 해 주

십시오. 교수님 수업의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저희 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뀌기 이전과 이후에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과 명

칭이 바뀌기 이전에는 우선 커리큘럼이 다양화되지 못했고, 수강

인원도 제한되지 않아서 4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기 때문

에 전공언어 집중교육과 다양한 지역학 과목을 교육시킬만한 여

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어강의는 원어민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이 전부 으며,

원어민교수가 이문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어민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과 만남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로 전환 된 이후, 학과 명칭에 걸

맞는 다양한 전공언어와 지역학 관련 커리큘럼들이 개설되었고,

학생들에게 수강과목에 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시설이 확충되어 교육적 환경이 폭 개선되었

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례를 굳이 든다면, 소수 수강인원으로 인해 수강자들의

학업성취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강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으며, 그리고 교수와 수강자들의 상호 수업집중도가 높

아졌으며, 무엇보다도 교수와 수강자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친

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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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통번역학과

전공교육을 폭 강화하고 통번역학과의 장점을 살린 독자

적인 커리큘럼 개발에 주력...

전국 3개의 태국어과 중에서 가장 태국어다운 태국어를 구

사할 수 있는 학과라고 자부.

태국어통번역학과는 2008년 통번역 학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능숙한 현지언어실력을 강조하

며 또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태국의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방

향으로 학과의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을 설정하 다.     

학생들에게 태국어통번역학과로 진학한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부

분 현재 전국에 있는 세 개의 태국어 관련학과 중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의 특성을 그 이유로 꼽는다.

태국어통번역학과는 통번역 학으로 전환하면서 전공교육을 폭 강

화하 으며 통번역학과의 장점을 살린 독자적인 커리큘럼 개발에 주

력해왔다. 신입생 전공교과가 4과목에서 5과목으로 증가하 으며 기

존의 <초급 태국어문법강독>이 문법과 작문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태국사회문화번역실습>이라는 3학년 과정을 개설하여 어학 실력이

사회 문화적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 강좌는 태국어

통번역 능력과 고급 수준의 태국어를 통해 태국을 심도 깊게 이해하

기 위해 개설되었다.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태국어>, <태국어번역연

습>, <태국어통역연습> 등 타 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태국어통

번역학과만의 특화된 과목들이 있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강좌와 회화

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소수어’인 태국어를 국내에서도 원

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북돋아주고 있다.    

태국어통번역학과는 통번역사 양성뿐만 아니라, 통번역 실력에 기반

하여 태국의 사회와 문화에 해 한 층 더 심도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3개의 태국어과 중에서도 가장 태국어다

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실력은 7+1 파견학생제도나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더욱 정교한 기량을 쌓게 된다. 이 밖에도 부분의 태국어

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는 매 학기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한 한 달간

의 현지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주로 3학년으로 진학할 무렵 태국 씰

라빠껀 학교(Silpakron University)나 부라파 학교(Burapa

University) 학 중 한 곳으로 현지 연수를 떠난다. 이들은 한달 간

의 일정으로 태국어와 태국문법, 문학을 배우며 음식과 춤 등 현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태국 학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그들과 같은 교복을 입는다. 그리고 태국 현지인과 일명

‘버디’라는 친구관계를 맺는다. 연수일정에는 버디와 함께 떠나는 수

학여행도 포함되어 있다. 태국어 실력은 물론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태국인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국이며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접한 관

계를 갖고 있다. 아직은 국내에서 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

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는 역으로 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력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상 적으로 넓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래를 선점

하기 위한 태국어통번역학과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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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 파라과이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지혜 : KOPIA 파라과이센터에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KOPIA가 맡고 있는 다섯 개의 작물(감자, 양파, 벼, 참깨, 스테

비아) 표자들과 소장님간의 통역을 담당하며 8명의 농업인턴들과 현지

인들 간의 통역도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이외에 한 달에 2번 있는

세미나 통역과, 소장님의 TV 인터뷰, 외교통상부나 농수산부에서 방문하

시는 분들의 통역과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OPIA의 모든 계

약서류와, 작물보고서, 농업 자료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현지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지혜 : 2월 현재 4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서 지내고 있지

만 그래도 한 잔의 Terere(떼레레)를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며 즐겁게 지

내고 있습니다. 때레레는 파라과이의 전통차로 여러 가지 약초 잎을 컵에

외 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인턴 참가 이지혜 학생 인터뷰

이지혜 학생(스페인어통번역학과 07)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파라과이에서 통역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가 재학 중 통역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와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이지혜 학생이 일하고 있는

KOPIA의 양세준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KOPIA가 파라과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역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

는지를 알아보았다.

--------------------

처음 한 달간은 스페인어 농업용어집을 잠을 설쳐가

며 숙지... 현지의 또 다른 공용어인 과라니어도 배

우고 있어.

--------------------

통번역 학뉴스 : KOPIA 인턴으로 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혜 : 제가 이 인턴쉽에 지원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

다. 먼저 저는 멕시코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는데요. 교환학

생으로 있는 동안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이 광활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

한다면 중남미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남미의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KOPIA의 봉사 프로그램에 주

목하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통번역 학원의 진학

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지에서 통역 경험을 쌓게 된다면 일거양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OPIA 인턴 선발 과정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는 서류전형

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우선

1차에서 합격한 국가별 지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 번역 능력을 겨

루게 됩니다. 

시험문제는 농업 관련 내용을 한∙ , ∙한으로 번역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언어 담당 외국인 면접관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원 동기

와 장래희망을 간단히 말한 후에 스페인어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소리 내

어 읽고 그 내용을 스페인어와 어로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

다. 마지막으로 3차 시험에서는 해당 국가 담당 박사급 전문가들과의 개

인 면담이 실시됩니다. 

IPTA(Institute of Paraguay Technology Agriculture)와의 계약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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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찬물을 부어 빨 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처음에는 한 컵에 같은 빨

로 나누어 마시는 점이 조금 꺼림칙해 싫었지만, 이제는 먼저 타서 다

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떼레레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기억에 남는 일 중 한 가지는 지난 해 12월 1일 KOPIA 1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열었던‘한식세계화 축제’ 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잡

채, 불고기, 김밥, 전, 김치, 시루떡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접하면서 한

국을 알리는 행사 습니다. 사실 파라과이의 전통음식은 비교적 다양성

이 부족합니다. 매일 비슷한 맛의 음식과 빵으로 사는 현지인들에게 각기

다른 맛과 모양의 한국음식을 보여주면서 한국도 알리고, 그들의 식문화

에 변화를 기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습니다. 

--------------------

해외 인턴십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특히 외 생이라면

자신이 공부한 언어를 구사하고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통번역 학뉴스 : 현지에서 통역을 하는 것은 즐겁지만은 않을 텐데요.

업무를 맡으면서 혹시 어렵다고 느꼈던 점이 있나요? 그리고 통역을 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실전에서 통역을 하기 위하여 학과 공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지혜 : 한국의 학과에서, 그리고 멕시코 꼴리마 학(La Colima

Universidad)에서 수학하는 동안 제가 주로 사용했던 어휘는 경제나 정

치, 문학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들어도 생소한 농업

분야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지 처음 한 달간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스페인어

농업용어집을 잠을 설쳐가며 전력을 다해 숙지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중

남미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과라니(Guarani)어라고

하는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고위층들과 이야기할 때는 스페

인어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농민이나 일꾼들과 이야기 할 때는 스페인

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라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단어

중에‘Ipora(이뽀:라)=예쁘다, 좋다, Koape(꼬:아뻬)=바로 앞에’처럼 가

끔 한국어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 신기해하며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통역을 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역사는 다른 이의

입과 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

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통역 내용에 한 충분한 내용 이

해와 단어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실전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과 공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

히 기본적으로 배웠던 문법적 지식이라든지 고급 작문 시간에 배웠던 구

문과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과 공부를 바탕으로

항상 스페인어의 감을 잃지 않도록 원서 책도 많이 읽고 현지인과 많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통번역 학뉴스 : 해외에서 인턴쉽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

탁드립니다.

이지혜 : 해외 인턴십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사회생활을 경험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 생이라면 자신이

공부한 언어를 구사하고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때문에 인턴십에 한 자료를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서 자

주 확인해서 자신의 이력과 커리어에 적합한 인턴십을 찾아 지원해 보셨

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십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

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중남미 국장님 방문 통역 주 파라과이 한국 사님 IAN(파라과이 국립농업연구소) 방문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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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학뉴스 : 농촌진흥청이 파라과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

가요? 파라과이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농촌진흥청이 활동하고 있나요?

양세준 소장 : 파라과이는 콜롬비아와 함께 우리 한민국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남미의 개발도상국입니다. 빵을 한 손으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기술을 두 손으로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시작한 이 사업은 국제

적인 곡물 부족에 비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을 공동으로 개

발하며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해외농

업기술개발(KOPIA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이라

고 부르는 이 사업을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0개국에서 농촌

진흥청의 농업 기술자들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뉴스 : ‘민간외교관’으로서 파라과이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

은 무엇인가요?

양세준 소장 : 우리는 예전부터 좁은 땅에서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식량작물, 원예 작물 뿐 아니라 축산 기술에서도 개발도상

국에서 응용 가능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 적용이 가능하

고, 현지 농민이 인정하는 농업기술로 개발하여, 농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번역 학뉴스 : 파견되어 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업무능력과 요구되

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세준 소장 : 먼저 파견되기 전 단기간이지만 현지 언어를 익히는 게 중

요하겠죠. 특히 한국외국어 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요 언어 외에 우리나

라의 사투리처럼 마이너 언어인 현지어를 이해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

니다.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먹거리

를 확보하기 위한 식물, 동식물에 한 이해, 토양 그리고 기후에 한

교양 지식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세계인이 되어야... 좁은 땅에

서 벗어나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만들

어 가야할 것.

--------------------

통번역 학뉴스 : 국제사회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양세준 소장 :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

운 한국인이 되어 세계를 무 로 사업을 벌여서 우리나라와 상 방 나라

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세 가 악

착같이 일을 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웅 한 물결 속

에서, 여러분은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피부색, 종교, 출생지, 학벌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좁은 땅

에서 벗어나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자구요!

양세준 소장님과 사무실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기술 이전을 위한 KOPIA 사업
- 주 파라과이 농촌진흥청 양세준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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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땅, 시리아를 찾아서...

시리아는 일찍이 이라크와 더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으며 아랍지역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을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했던

곳이기도 하다. 아랍어의 표준어라 할 수 있는 푸스하가 통용되어 아랍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서아시아의 중심국가이다. 그

러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른 아랍국가들과는 달리 시리아는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이며 우리나라와의 교류

가 상 적으로 적어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통번역 학뉴스에서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 시리아를 다녀온

학생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

늦은 밤 히잡을 쓰고서 운동을 하러 나가자 정말 신

기하게도 어떤 아랍인 남자도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

고, 기분 나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내가 동양인

임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는데 왜냐하면

히잡을 착용한 순간부터 나는 존중받고 보호해야하

는 여성 이슬람교도로보 기때문이다. 

--------------------

● 이 진 주(아랍어통번역학과 10)

1학년 1학기에 이미 아랍어에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된 나는 아랍어와 그

언어를 쓰는 아랍세계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방학이 되자마자 곧바로

시리아행 비행기로 올랐다. 아랍어의 정식 표준어라 할 수 있는‘푸스하’

가 통용되는 시리아로 가는 동안 나는 새로운 세계에 한 동경과 설렘

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도착했을 때 시리아는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진행

중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이슬

람교도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담배 한 가치도 피워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여기저기서 아랍어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리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낮

시간에는 가게들도 부분 업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도가 아닌 나는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사러가야 할 때마다 해 떨어지

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가 떠있는 낮 시간 동안에도 공

공장소에서 물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더운 중동의 여름 속에서도 시리아 사람들은 이슬람에 한 종

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물 한잔 마시지 않고 모두 금식의 고통을 견뎌

냈다. 힘든 낮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질 무렵이면 거리에 상점들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고 낮 시간 동안 고통을 참고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쏟

아져 나왔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라마단 기간에 연수를 갔던 나는 이

슬람권 사회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밤풍경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인

내심을 가지고 견뎌냈던 낮 시간에 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거리

와 상점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로 북적 으며 평소에는 밖

에 나가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여성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연수기간 동안 나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의 관심의 상이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동에는 동양 사람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나 같은 동양 여성

은 시리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희귀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가 밖에 있을 때마다 시리아 사람들은 차를 세우면서까지 뚫어져라 쳐다

보려고 하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걸고 장난도 치며 심지어는 만지

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이 처음 보는 동양 사람에 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

지만 나 같은 동양여자가 밤늦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연수 생

활이 계속되면서 나는 이러한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운동을 하고 싶어

졌는데 밤에도 혼자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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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히잡을 쓰고서 밤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과연 이 방법이 통할지 의문이었지만 늦은 밤 히잡을 쓰고서 운동

을 하러 나가자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아랍인 남자도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고, 기분 나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내가 동양인임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는데 왜냐하면 히잡을 착

용한 순간부터 나는 존중받고 보호해야하는 여성 이슬람교도로 보 기

때문이다. 또 긴 줄을 서야 할 때에도 여성일 경우 부분 남성들이 먼저

양보를 하고 버스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도 여성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양보하고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이슬람

에서 여성은 억압받는 상이 아니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

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

연수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나는 이전에 내가

지녔던 이슬람에 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

다.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가 아닌 여성들이 존중받

고 보호받는 사회,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질서있고

절도있게움직이는사회임을알 수 있었다.  

--------------------

흔히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비이슬람권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며 보수적, 폐

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시리아에 가서

이슬람권 여성들을 만나보고 나 역시 히잡을 착용하며 생활해본 결과 많

은 사람들이 지닌 이슬람에 한 부정적인 시선은 편견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여성들에게 히잡을 착용하게 하고 집안 생활에 충실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 생각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히잡을 착용한다는 것은 곧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권

리를 표명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었다.

유학 생활 중 아랍여자친구의 생일파티에 초 되어 여자들만 모여서 파

티를 한 적이 있었다.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히잡을 착용하고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고 왔다. 처음에는 사적인 모임에서까지 이러한 복장을 입

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들 방으로 들어가더니 시리아보다 개방적

인 한국인이 보았을 때에도 많이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들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때 파티에 갔던 한국여자친구들과 나는 정말 큰 문화충격을 받

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도 할

만큼 전신을 가리고 다니는데, 여자들만의 공간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하

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역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

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다.

나는 이런 즐거운 파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이슬람교도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

고 하여 할 수 없이 아직 히잡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아이들의 모

습밖에 찍을 수 없었다.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점에 해서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연수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나는 이전에 내가 지녔던 이슬람에

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가 아닌 여성

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있는 내내 금식의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회,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질서있고 절도있게 움직이는 사회,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시

리아에 다녀와서 느낀 이슬람 사회 고 앞으로 아랍어와 이슬람에 한

관심과 열의를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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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링필드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나라 캄보디아에서

--------------------

즐겁기만 했던 여행의 마지막 날 방문한 그곳에서 저

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습

니다.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을 어떻게 전할 수 있

을까요? 흐드러지게 눈부신 호수의 아름다움과는 너

무나 조적인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 앞에 가슴이 먹

먹해졌습니다.

--------------------

● 류 근 호(독일어통번역학과 09)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저의 많은 것을 바꾼 일을 여러

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모시고 캄보디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랜 시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

야만하 기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여행이었죠. 

아무튼 그곳의 이국적인 문화와 앙코르와트의 장 한 모습을 보면서 경

탄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캄보디아와

그곳사람들에 한 이야기를 듣기

는 했지만 한정된 시간동안 여행

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여행객으

로서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보기란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캄보디아에는 톤레사프라는 거

한 호수가 있습니다. 어획량이 상

당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

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죠. 즐

겁기만 했던 여행의 마지막 날 방

문한 그곳에서 저는 그들이 살아

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

었습니다.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흐드러지게 눈부신 호수의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조적인 사람들의 비참

한 모습 앞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 음에

도 킬링필드와 내전이 남긴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잘

려나갔거나 얼굴여기저기가 함몰되어있는 이들을 목격하는 일은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약한 위생체계와 전무한 의료시설, 게다가 열악한 경제상황 탓에 이들

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

죠. 캄보디아의 위정자들에게는 이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도와줄 마

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보

통은 멀지않은 곳에 법이죠.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결코 정의로운 사람도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도 이

타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 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저에게조차 안타까움이 려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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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NGO에 한 정보를 찾았고 그곳에서 운

하는 고아원과 학교 그리고 의료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 습니다. 새벽

에 일어나 아이들이 먹을 밥을 준비하고 배식을 하 죠. 학교 갈 준비가

끝나면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 고 빠진 아이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선 교

문 앞까지 줄을 맞춰 데려다주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오면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

라 장을 자주 보러갔었죠. 유난히 더운 캄보디아에서 매일같이 무거운 짐

을 드는 일은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빨래와 청소를 하다보면 어느

새 아이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 마중을 갔고 함께 점심을 먹고선

축구를 하 습니다. 어찌나 아이들이 잘 뛰는지 같이 놀다보면 탈진하는

일도 있었죠. 저녁에는 모두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고는 하네요.

--------------------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

선 입학허가까지 받아놓은 미국행을 포기 습니다.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달라

진 것이죠. 그 후 NGO에 몸담게 되었고 지난 방학

두 차례에 걸쳐 UN에서 경험을 쌓는 등 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료봉사를 나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료혜택을 누리

기 힘든 그들에게 왕진은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습니

다. 캄보디아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다시 한국의사에게 통역

을 하 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용어들뿐이라 부족한 어실력을 가진 제

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도 몰랐었던 것 같네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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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수가 확보되지 않은 마을을 방문해서는 우물 파는 일을 했습니

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파기 시작한 우물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타들어가

는 저의 목을 축이기 위한 우물파기가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팔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내전 때 묻어두었던 지뢰를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던 사람이 밟는 일이 가끔 있는데 고아원 근처에서 폭사한 시

신을 거둬야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잔상을 남기는 충격

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네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진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입학허가까지 받아놓은 미국행을 포기 습니다.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그 후

NGO에 몸담게 되었고 지난 방학 두 차례에 걸쳐 UN에서 경험을 쌓는

등 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틈틈이 작게나마 기부활동을 하고 시간이 허락할 때면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생각과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은 다양한 양식으로 다가옵

니다. 엄청난 크기의 충격을 주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

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다지 수롭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

다. 놀라운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무언가를 느끼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쩌면

단조롭고 협소할 수도 있는 일상과 시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

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경험을 디딤돌삼아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 변

화를 가져다주고 싶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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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결혼풍습

--------------------

태국의 결혼풍습은 옛날부터 주로 데릴사위제도

으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데릴사위제도를‘위와하몽콘’이라고 하며 신부가 신

랑 집으로 가는 것을‘아와하몽콘’이라고한다.

--------------------

● 손 혜 림(태국어통번역학과 10)

결혼의식은 이른 아침에 불교 승려에 의한 축복의식 후 오후에는 브라만

교에 따른 의식이 이뤄진다. 결혼식은 3가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구혼, 약혼, 결혼식 순서이다. 부모는 혼기가 가득 찬 자식에게‘매쓰’또

는‘퍼쓰’라는 중매인을 내세워 배필을 정해준다. ‘매쓰’와‘퍼쓰’는 상

측에 결혼의사를 타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남자 측에서‘타오깨’라고 하는 중개자를 정하여 여

자 측 부모에게 정식 청혼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는데 이 때 당사자가 직

접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은 법도와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한

다. ‘타오깨’는‘매쓰’, ‘퍼쓰’와 다르게 평소 친분이 있는 분이며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게 좋고, 여의치 않을 땐 문중 어른

중 가장 덕망 있는 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또한 남자 측에서 여자 측 부모에게 보내는 혼수 예물의 액수를 정하는

일, 약혼 및 결혼식의 택일, 혼수예물을 담은‘칸막만’을 가지고 가는 일

등을 한다. 택일은 약혼식일 경우 연중 어느 때라도 상관없지만 결혼식

날짜는 반드시 짝수의 달을 택하는데 짝수 달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한 삭발의식인‘꼰죽’의 달 2월과 우안거가 시작되는

8월은 피하며 홀수 달 중에 9월은 허용된다. 이는 태국 숫자 9의 발음

‘까오’와 발전의 의미를 가진‘까오나’의 앞 음절이 동음어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태국의 약혼은 남자 측‘타오깨’가 혼수예물을 전달하고, 문중 어른 한

분, 남자 측 친구가‘칸막만’이라는 은제용기 두 개에 홍색계통의 보자기

를 씌워 여자 집으로 가져간다. ‘칸막만’일행이 여자 집에 도착하면 예

쁘게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던 여자아이가 손님 접용으로 쟁반에 담아

놓은 얇게 저민 막(태국인이 담배 신 껌처럼 즐겨 씹는)과 플루를 타오

깨에게 권하고 타오깨는 답례로 아이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아이의 안내

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간다. 여자 집에선 일행에게 술과 음식을 접하고

이 후부터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태국의 결혼 의식은 4단계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참석자도 구분된다. 

먼저 오전 10시경에 신부측의 친인척만 모신 가운데 스님을 초빙하여 10

분 내외로 독경을 외고 법수를 뿌리고 불교의식을 행한다. 이때 승려는

짝수로 초빙한다. 승려가 축원하고 독경하는 동안 신랑과 신부, 신부측

친인척들은 앉아 합장을 하고 독경을 경청한다. 독경 후엔 상좌 승려가

법수를 뿌리고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주걱을 함께 잡고 밥을 떠서 보시

한다. 이 의식은 결혼식을 하기 전 승려에게 공양하는 것이 목적이며 결

혼식의 일부를 이루진 않는다.

종교의식이 끝난 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파와이(신랑 집에서 신부

부모에게 보내는 옷감)과 칸막땡(혼례품)을 보낸다. 그 후엔 결혼식 중 하

이라이트인 롯남쌍 의식을 하는데 오후 4~5시경에 시작한다. 신랑측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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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과 일반 하객들은 이때부터 참여한다. 신랑신부가 나란히 앉아 엎드

린 자세를 취하고 앞에 놓인 받침 에 손을 합장하여 얹어 놓으면 법사

를 꼰 흰색 끈을 신랑신부의 머리에 씌워서 두 사람을 연결시킨다. 결혼

식 아침에 승려가 만든 남쌍(성스러운 물)을 형 소라껍질로 금박을 씌

워 장식한 용기에 넣어 합장한 신랑신부의 손에 부어주며 덕담과 축하의

말을 한다. 그 후에 저녁에 신랑신부를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갈 하객 중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이 부어주고 양가 부모와 일반 하객 순으로 부어준

다. 신랑 신부보다 연하인 사람은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엔 뿌티넌 의식이 치러진다. 뿌티넌

은 잠자리를 편다는 의미로 양가의 타오깨가 협의해 하객 중에서 가장

덕망 있고, 부유하고,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고, 해로하면서 다복한

생활을 하는 부부를 주례로 모셔서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신방에 들어간

다. 주례부부는 베개를 침구 위에 놓아주고 주례부부가 잠자리에 잠시 누

웠다가 일어난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덕담을 들려준다.

태국에서의 신혼여행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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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쓰자, 일본말
박 민 교수(일본어통번역학과)

우리말 순화 운동과 관련하여 늘 언급되는 것이 왜색문화 근절, 일본말 사용하지 않기

캠페인이다. 꾸준한 캠페인 덕분에 최근에는‘쓰메키리(손톱깍기), 바케쓰(양동이), 덴뿌라

(튀김), 다꽝(단무지), 요지(이쑤시개), 가이당(계단), 네지(나사), 기지(옷감), 소데나시(민소

매), 기스(홈), 곤조(근성), 만땅(가득채움), 방까이(만회), 나가리(취소, 무효)’같은 단어들은

많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말은 이것뿐 만이 아니다. 일본말은

한자어에도 어식 단어에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시절 조회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우리 모두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라고

말 하신 적이 있는데‘왜 십분만 발휘할까?’궁금해 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십분’이 일

본어의‘충분히’라는 뜻을 가진‘ ’이라는 것을 안 것은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이다.

‘한자, 한자어’라고 하면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말에 쓰이는 한자어 중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일

제 한자어( )’도 적지 않다.

‘일제 한자어( )’는 에도( )시 말, 메이지( ) 시 에 이르러 서양의 문물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수 만들어졌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한자어는 그 이전 시 의 한자어와 구별하여 특히‘신칸고( )’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칸고(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 「科 」, 「 」, 「 球」등과 같이 한자를 조합해서 완전히 없던 단어

를 새롭게 만든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 「 」, 「 」과 같이 예전부터 있었던 한자어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여 재생시킨 경우

이다. 예를 들어「 」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용어로서‘ に る(스스로에 의함)’이라는 뜻의 무아나 자기 책임의 개념으로 사용되던 단

어 다. 이것을 일본에서 어의‘liberty’의 번역어로서 재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일제 한자어( )’는 특히 근 이후 중국이나 한국으로 역수출된 것이 적지 않다. 일본의 륙침공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근 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의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로 유입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유입

된 한자어로는「 」, 「 」, 「 」, 「階級」, 「 」, 「共 」, 「經 」, 「 」, 「共 」, 「 」, 「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어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일제 어( )’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일제 어( )’란 어의 단어를 조합하

여 만들어진 일본식 어로서 실제로 어 네이티브에게는 통하지 않는 단어들을 말한다. 

표적인 것으로「스킨쉽(Phycal Contact)」, 「애프터서비스(Customer Service, User-Support, After-Care)」, 「오토바이

(Motorcycle)」「콘센트(Outlet, Socket)」, 「싸인펜(Marker)」, 「샐러리맨(Business Man)」, 「비닐하우스(Plastic Greenhouse)」, 「프리사이즈

(One-Size-Fits-All」,「모닝콜(Wake-Up-Call)」, 「와이샤츠(Dress Shirt)」등이다. 이러한‘일제 한자어( )’나‘일제 어(

)’차용에 하여 일반인들은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하여 거의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최근에도「택배( )」, 「원조교제( 交

)」, 「재테크( テ ク)」, 「십팔번( )」, 「돈가스( カ ツ)」, 「잔업( )」과 같이 일본어 단어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한자어 뿐 아니라

외래어 수용에 해서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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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며
Nils Olov Fors 교수( 어통번역학부)

My first semester at HUFS has been both challenging and rewarding. I’ve taught undergraduate courses in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epartment in Yongin and graduate course in the TESOL graduate school in Imundong. As a new

teacher, I have had a lot to learn and have no doubt made a few mistakes. However, my students and

colleagues have been supportive and understanding and I’ve enjoyed the semester. I haven’t been

here long enough to form anything beyond a first impression of Korea and Korean students, but that

first impression has been very good.

What I like best about HUFS?besides my students, of course?is that so many different language are

taught here. It is inspiring to teach in a university that offers courses in languages from Arabic to Zulu.

I love languages and enjoy teaching alongside colleagues and students who share my passion. The

students in my classes have been welcoming, friendly, and patient, and have offered me helpful advice

and suggestions. My undergraduate students here at HUFS are in some ways similar to the

undergraduate students I have taught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y are intelligent, curious, and

have a good sense of humor. I’m equally fond of the graduate students I teach in the TESOL graduate

program. The graduate students bring academic excellence and professional experience to the

classroom and are devoted to teaching and to their students.

Before coming to HUFS, I worked as a teacher, teacher trainer, and textbook writer in the U.S., Sweden (1993-1994, 1995-1996), and China (1998-

2005, 2008-2010). Living and working in different countries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and I feel very fortunate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and work with so many great students and colleagues. In the last few years, especially after finishing the course work for my Ph.D., I’ve also become

increasingly involved in teacher development and education research projects. When I arrived at HUFS last August, I had just finished a teacher

development project in Jiangxi and a textbook series with People’s Education Press in Beijing.

What makes HUFS students a little different is that they tend to have a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language. I think that this awareness is a unique

strength tha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our programs and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level of our students.

Languages?English very much included?are being used, studied, and taught in new ways, and for new purposes, that go far beyond our current

conventional language use and proficiency models. The way many of us learned and use our languages, and the way many of use think of and understand

language, is different from many currently existing and emerging language use practices. This is an exciting time to teach and learn languages, but it’s also

very challenging. As teachers, researchers, and students of language, we have to consider not only the new ways in which language is being used but also

the shifting role different languages play in emerging literacies and in the development of our communities. 

I’m looking forward to my second semester at HUFS. I think that the new semester will be productive and a lot of fun. In addition to teaching courses

in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I’ve also started a Graduate Student Research Forum aimed a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Last semester, we initiated collaborative projects with graduate students in China, Singapore, and Malaysia. While the Graduate

Student Research Forum is still new and small, I’m proud to report that two groups of HUFS TESOL graduate students have had their research papers

admit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will travel abroad to present their papers this month (February). This spring, I hope that we can continue

developing the collaborative projects and the Graduate Student Research Forum so that more HUFS students will get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work and

experiences with their pe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inally,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my colleagues and students for making me feel welcome. I hope that all of you had a wonderful

vacation and that the new year will be even better than last year.

Olaf

한국외국어 학교에서의 제 첫 학기는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통번역학부 학생들을, 이문동에서 TESOL 학원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교수

로 부임해온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해해주며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제 학생들과 동료 교수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한 학기

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곳 학생들에 한 제 생각을 말 드리기엔 제가 이

곳에서 보랜 시간이 아직은 짧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만큼은 아주 좋았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제가 우리 한국외 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우리학교가 다양

한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 학에서 아랍어부터 줄루어에 이르는 수많은 언어의 강

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언어를 사랑하며, 제 열정을 함께

나눌 동료, 학생들과 함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즐깁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은 모두

저를 반겨주었으며, 다정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조언과 제안도 아끼지 않

았답니다. 외 에서 만난 학부생들은 제가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서 가르친 학생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과 이 곳 학생들 모두

똑똑하고 호기심이 왕성한데다 유머까지 겸비한 학생들이죠.

한국외 에 오기 전 저는 선생님, 어강사 교육자 그리고 교과서의 저자로서 미국과 스웨덴(1993~1994, 1995~1996), 중국(1998~2005,

2008~2010)에서 일했습니다. 타국에서 살면서 일을 한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생들과 동료를 만나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가

진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뒤부터 저는 지난 몇 년 간 교원개발과 교육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중국 장시성에서 교육개발 프로젝트를,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 작업을 마친 직후 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외 생들이 가진 특징은 언어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학문적, 전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꼭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를 포

함한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배우고 가르치는데, 이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구시

적인 언어 사용과 능숙함의 척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방식은 근래에 새롭게 부

상하는 언어 사용 관습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은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기에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때이지요. 언어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물론 문맹 퇴치와 우리 사회 발전에서 언어가 맡는 새로운 역할 또한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외 에서의 다음학기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다음학기가 생산적이며 많은 즐거움이 있으리라 기 합니다. 저는 학부생과 학원생

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연구와 국제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학원생 연구포럼을 시작하 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우리

는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학원생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 포럼이 아직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작은 규

모이지만, 저는 두 팀의 한국외 TESOL과정 학원생들이 국제회의에 논문을 제출하여 이번 달(2월)에 논문 발표를 위해 출국하게 되었다

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봄에, 우리 학생들이 이 포럼과 공조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여 더 많은 한국외 의 학생들이

한국과 외국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일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의 동료들과 학생 여러분께 저를 환 해주신 것에 하여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방학을 보내시길

바라며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번역 : 어통번역학부 10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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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길거리에서는 걸음을 띨 때 마다 마주치는 행인들의 생김새가 달라진다. 머리

카락 한 올 보이지 않게 질밥(Muslim Women’s Headscarf)으로 머리를 감싼 말레이계 여

성, 형형색색의 사리를 갖춰 입고 이마에 빨간 빈디를 찍은 인도계 여성, 그들 사이에서 유난

히 두드러지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보다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한 중국계 여성, 이 세 인종이

말레이시아를 이루는 3 주류 인종이다. 

길 중간에 멈추어서 사방으로부터 쏟아지는 세 인종의 물결에 파묻히다 보면 내가 지금 어

느 나라에 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 또한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한 골목 안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과 울긋불긋한 제단이 위치한 중국계 사당, 그리고 화려한 외관을 지닌 힌두사원

을 바라다 볼 때면 이곳이 바로 다인종 다문화 공존의 현장임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나라 간의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 시 에 어느 나라를 방문하던 그 나라

에 상주하고 있는 각기 다른 생김새의 다양한 인종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곳 말레이시아

에서의 타 인종의 비율은 그들과 비교하 을 때 월등히 높고 그들처럼 초보적인 상주 외국인 개념이 아니므로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다른 나

라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곳 말레이시아에서는 2,500만 명의 인구 중 절반이상의 말레이계 인구와 700만 명 정도의 중국계, 300만 명 정도의 인도계, 그와 비

슷한 비율의 말레이시아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가 한 국가를 공유하며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 곳곳을 소개하는 어느 여행 가이드

북을 펼쳐보던 우리는 차이나타운과 인디아타운이라는 두 장소를 소개하는 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 1, 2위의 인구 국이라 손꼽히는 중국인과 인도인의 세력은 전 세계 곳곳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으며 그들 부분은 무역

혹은 교역과 같은 상업적인 이유에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상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인도인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얻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는 호칭은 오랜 식민지 시절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는 유럽이 16세기에 들

어서면서 아시아 식민경 을 시작한 시 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땅에서 국 국기를 내리고 말레이시아 국기

를 게양할 수 있기 전까지 말레이시아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국의 식민지배를 차례로 거쳤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유구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지닌 나라라기보다는 빈번하게 외세의 향 아래에 놓여 있었던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식민지배자

던 국이 이 지역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주석과 구리를 채굴하기 위하여, 또한 고무와 팜 오일과 같은 상업작물 재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

도와 중국으로부터 량의 노동력을 강제 투입시킨 결과, 말레이시아는 국의 철수 후 오갈 곳 없는 중국인, 인도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그

로 신생독립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주류 문화는 무엇이다 라고 꼽기 힘들만큼 이 세 인종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종교 속에서 말레이시아 토지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학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왼편에서는 말레이시아 공식 국어인 바하사 멀라유(Bahasa Melayu)가 들려오고

내 오른편에서는 중국어가 들려오며 저 먼 뒤편에서는 인도어로 추정되는 보다 낯선 언어가 들려온다. 하지만 가끔은 그 소리들이 조화로운

공존의나라~ 말레이시아 다인종다문화사회
임 고 운(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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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소리가 아닌 과열되어 넘치기 직전의 냄비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한 나라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문화와 언어, 종교는 공유하지 않

는 그들이 하나로 뭉치기에는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조그마한 한 마을

안에 각기 다른 성격의 세 주가 각자의 철옹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

한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언제 세 주 중 하나가 마을 내 세력 우위를 점하기 위하

여 분쟁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처럼 나에게 비춰진다. 각 세 인종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맡고 있는 경제적 역할의 차이만 살펴보아도 그러하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자, 일명 화이트칼라의 부분이 말레이인이

며 매일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상점, 서점과 같은 소매업 또는 어느 정도의 규모

가 있는 중소유통업을 운 하고 있는 사람의 부분은 중국인이다. 마지막으로 인

구 비율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인도계는 아주 극소수만이 고급기술자,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청소부, 경비원과 같은 저소득, 3D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역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세 인종 간의 격차는 언뜻 보기에도 인종 분쟁이 일어나기에 아주 적합한 이유인

데 어떻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금껏 그들을 인종 간 분쟁 없이 이끌 수 있었는지

그들의 정치력에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1969년 위와 같은 경제적, 문화적 격

차의 이유로 말레이인과 중국인 간의 인종분쟁이 발생해 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이들은 한 질서 속에서 공존하며 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세 인종의 평화 공존, 다인종 다문화 공존의 나라 말레이시아. 하지만 이곳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

는 나로서는 그들의 평화로운 공존이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않는 것은 왜일까‘2020년에는 선진국으로’라는 국가적 모토를 향해 동남아

시아의 경제 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과연 앞으로도 이 개성 강한 세 인종을 어떻게 아우르며 미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을지 큰 기 가 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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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저는 태백산에 다녀왔습니다. 소복히 쌓인 눈 때문에 태백산의 경치는 정말 아름

다웠습니다. 이런 경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

는 동안에는 이 시간이 길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직은 날카로운 겨울의 찬바

람 때문에 볼은 점점 아려오고 산길은 너무 미끄럽고 가파른지라 온몸이 피곤에 절기 시작하

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다보면, ‘아.. 이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내

려갈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심정을 다 이해할겁니다. 여러분들은 등산

처럼 힘든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최근 들어 TV와 신문에서 취업난에 해 보도하는 것이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은‘스펙’도 단하고 온갖 종류의 자격증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십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이태백’이란 말도 있으니 얼마나 힘들지

이해합니다. 저도 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는 아이를 둔 엄마로서 걱정이 됩니다. 몇 십 년을 더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리고 엄마로서 내 딸에게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매우 당차고 똑똑합니다. 우리세 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외국어 실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이라는 배움터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갖는 직업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선택은 신중해야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왜 그 일을 하고 싶나

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답할 수 있나요?

답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마땅히 없거나‘그냥 지금 선택한 학과가 그런 거니까’라고 답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적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겁니다. 여러분이 선

택할 직업은 여러분들이‘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좋아서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기 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이 즐겁지 않을 것이

고,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이 고역일 것이고, 매사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좋은 성과는 기 하기 힘들 겁

니다.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일을 해야 했어’라고 불평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직업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면,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란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목표로 삼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자신의장래를구체적으로설계하라!

그리고행동하라!
조 귀 분(독일어통번역학과 10학번 모수진 학생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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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시각이 오직 물질적인 것으로만 물들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금전적인 가치만을 따지게 되어 뼈가 되고

살이 될 경험들을 그르칠까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20 의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돈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김형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목표로 농사를 짓는 농부와 농사짓는 일을 정말 좋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건강

한 쌀을 수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농부 중에 이익을 얻는 농부는 결국 후자의 농부이다. 처음엔 전자의 농부의 수입이 더 많을

지 몰라도 그 노력은 입소문을 타게 되고 사람들은 후자의 농부의 노력을 알게 된다. 돈은 돈을 쫓으려는 자에게 들어오지 않는

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돈이 알아서 들어오도록 되어있다.’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고 돈도 자연히 들

어올 겁니다. 

취업난 해소에 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취업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도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엔 고생도 약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훗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한번 자신

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힐러리 클린턴은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인생설계도를 만들었다합니다. 자

신의 장래를 계속해서 생각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녀처럼 자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뼈 를 갖추고 살을 붙여나갈수록 성공은 눈앞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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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들다...

- 올해 모교 통번역 학원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

합격자들은 모두 스페인어통번역학과에 입학하여

처음 스페인어를처음 배운 순수 국내파학생들... 

통번역 학 전환 이후 최근 통번역 학원 합격자 수

가 비약적으로늘고 있어.

--------------------

로벌캠퍼스 통번역 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원 한서과에 6명이 응시하여 5명이 최종합격하 다.

이는 올해 한서과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로, 실로‘기염을

토했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놀라운 성과이다. 한국외 통번역

학원 한서과는 전국에서 스페인어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실력파 인

재들이 모이는 곳이며 경쟁률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스

페인어통번역학과 출신 합격자들은 모두가 학에 입학하여 처음 스페인

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순수 국내파 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오

랜 해외체류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학과의 체계적인 수업과 개인의 노

력에 따라‘최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통번역 학 전환 이전 구 스페인어과 시절에는 통번역 학원 합격

자가 고작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정도 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서는 통번역 학원 합격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2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5명이 합격한 데

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과장인 김준한 교수는“작년과 올해 합격한

학생들이 통번역 학 전환 이전에 입학한 08학번 이전의 학생들이지만,

아무래도 통번역 학 출범 이후 최근 3년 간 폭 강화된 학과의 면학분

위기와 체계적인 학습지원시스템에 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한 교수는“우리학과는 이미 스페인어에 관한 한 전국 최고라는 평

을 듣고 있다.”고 말하며‘앞으로도 통번역 학원 응시생에 해 전폭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통번역 학뉴스는 5명의 합격자 중 개인사정으로 빠진 서정윤(04)을 제외

한 김윤정(05), 노 신(06), 이지선(04), 이은성(05) 학생을 만나 통번역

학원 진학 동기와 합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통번역 학원, 한국외 통번역

학원을 처음 접하다. 

김윤정 : 학부 1, 2학년 때는 통번역 학원에 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한 고민이 커

져갔고,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일이 제게 맞을지에 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통번역사’라는 직업

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통번역사는 점점 더 로벌화 되어가

는 21세기에서 최고의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가 언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

각에 무작정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통번역 학원에 입

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다행히 학과에서 함께 스터디를 하며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한국외 통번역 학원에 가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

이지선 : 저는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3월부터 통 입시준비에 들어갔어요.

혼자 공부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면‘내일 해야지.’하고 해이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관 해질 수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친구들과의 약속

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부하러 나가게 되거든요. 날마다 신문을 읽고,

숫자연습도 많이 했어요. 작은 숫자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억, 조 단위

로 넘어가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는 하루라도 사용 안 하면 감을

잃어버리거든요. 통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었으면 하네요.

이은성 : 솔직히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번역

학원입시 스터디를 했던 다른 학생들과 끝까지 계속 같이 공부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아마 혼자서 준비를 했으면 중간에 그만

뒀을 수도 있고, 시험을 봤더라도 떨어졌을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은

개 다른 학생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스페인어로 된 연설문이나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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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하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이나

통역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김윤정 :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실력에 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제 실력

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죠. 통번역 학원은 천재들

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요. 특히 공부 시작하고 처음에는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적응이 되

질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2, 3개월 정도 꾹 참고 하다 보니 서서

히 적응이 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꾸준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것이 지금의 성과를 얻게 해 준 가장 큰 요소 던

것 같습니다. 

● 통번역 학원 입학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은..

노 신 : 통번역 학원 입학시험은 2개 언어과정, 혹은 3개 언어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한국어와

B언어(전공외국어)의 총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필답시험입니

다. 2차 시험은 번역(A� B, B� A), 에세이(A, B언어)와 B언어(전공외국

어)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 학원 입학시험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자

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 전 열리는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의 경우 7월 초 입시설명회가 열렸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

에는 각 학과별 설명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교수님과 선배님들을 직

접 뵙고 입시경험담을 비롯하여 입학과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여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통번역 학원에서의 수업들

노 신 : 한서과 1학년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교과과정은 크게

통번역입문과 같이 전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과목과 일반번역,

순차통역과 같은 전공별 교과과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번역과 통역과

목은 각각 한서, 서한으로 나누어지고 서어숙달과 서어주제발표와 같은

스페인어과목도 있습니다. 스페인어 과목의 경우는 모두 원어수업이며

부분의 수업은 최신 연설문의 통역, 번역연습과 매주 정해진 분야의 주

제에 관한 학생들의 발표로 구성됩니다. 

● 졸업 후의 진로, 확실하진 않지만 전공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은성 : 솔직히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학원을 진학한 것은 아니었습니

다.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통 입시준비를 시작

한 거여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통번역 학원을 졸업

하면 통번역사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외교통상부나 국가정보원, KOTRA

와 같은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나 언론사, 국내외 기업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중남미에서 법학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법학전문 번역가가 됐으면 합니다. 

통번역 학원에 진학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졸업생들(아랫줄 왼쪽부터 서정윤, 이은성, 노 신, 윗줄 왼쪽부터 김윤정,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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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도 세르반테

스문학상 수상자인 후안 마르세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학과에

서는 로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 작가의 메시지를 담은 기념비를 세웠

다. 후안 마르세의 메시지는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김광희 교수의 노력에

의해 전해졌다. 김광희 교수는 스페인 유학 시절 후안 마르세를 전공했으

며 개인적 친분 또한 두터운 사이이다. 다음은 김광희 교수와의 담을

정리한 것이다.  

● 세르반테스 문학상은 스페인어권의 노벨 문학상

‘세르반테스 문학상(El Premio Miguel de Cervantes)’은『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1547~1616)를 기념하여 만든 문학상으로,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사용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만든 문학상이다. 스페인어는 스페

인을 비롯하여 중남미의 약 20여 개 나라에서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상은 스페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수상

후보가 될 수 있다.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1975년에 제정된 이후로 1976년부터 매 년 한

명의 수상자를 배출한다. 현재 스페인어권 문학을 표하는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문학상으로 평가받으며‘스페인어권의 노벨문학상'으로 불릴

만큼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 후안 마르세, 현 스페인 사회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가

전후작가인 후안 마르세의 표작으로는『내가 전사했다고 하거든(Si te

dicen que caí)(1973)』과『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 Últimas tardes

con Teresa(1966)』가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에서『여 생과 좀도둑』이

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다. 

1956년의 바르셀로나가 작품의 배경이다. 마르세 씨는『테레사와의 마지

막 오후』에서 이들 50년 작가 군이 창출해 놓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화

된 작품 구성의 전형성의 문제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진보주의 지식인들

의 위선을 거침없이 공격한다. 

평론가 콘살로 소베하노(Gonzalo Sobejano)는 이 작품을 가리켜‘사회

소설의 작고 쓰디 쓴 키호테’라고 평했다. 마치『돈키호테』가 최고의 기

사 소설인 것처럼『테레사와의 마지막 오후』는 훌륭한 사회 소설이지만,

더 이상 우익도 객관성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간접적

이며, 신랄하고 무섭기까지 한, 사회소설의 최후를 알리는 작품이라고 평

했다. 이 소설을 계기로 마르세 씨의 작품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작가에게 아주 소중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

은 90년 초까지 스페인 중고등 과정의 필독 도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 논문을 준비하며 맺어진 후안 마르세와의 인연

김광희 교수는 스페인 유학 시절 마르세 씨의 작품으로 석, 박사 논문을

집필하면서 마르세 씨를 만나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가서 자주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마르세 씨는 자신의 고향인 바르셀로나를 무척 사랑한 작가 기에, 김교

수는 작품의 공간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며 소설 연구를 했다. 

좋은 문학은 인간 내면의 원한 진리를 담는다.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르반테스문학상 작가인

후안 마르세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창립 30주년 기념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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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까딸란 사람들이(바르셀로나 인근 지역) 구두쇠로 유명하고

외부인에 해서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가도, 그 부인

도 늘 친절하게 맞아주셨다고 한다. 그 때의 인연으로 마르세 씨로부터

학과 3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 Felicidades ! La buena literatura guarda las eternas

verdades del corazón !

한국외국어 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좋은 문학은 인간 내면의 원한 진리를 담는다.)

처음 작가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창립 30주년 축하 메시지는 기꺼이 전

해 주시겠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그 자리에서 선뜻 을

보내 주지는 못했지만, 며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한 주쯤

후에 간결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아름다운 을 보내주셨다. 작가는 한국

에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무척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

념비에서 자신의 을 읽을 때마다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광희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 기

사를 끝맺고자 한다. 

‘기념비가 우리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에게 스페인어는 단지 시험보

고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 좋겠

어요. 스페인어를 통해서 폭넓은 사고를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세

씨가 말한 것처럼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랑했으면 합니다. 

Mucho Ánimo!’

학생회관 앞에 세워진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창립 30주년 기념비



신 간 소 개 53

신간 소개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68 은행나무소네트
A. Samad Said, 전태현 역, Malaysian National Institute of Translation, 2011

지난 2007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제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계관시인 사

맛 사잇(Samad Said)은 소네트 형식을 빌어 한국에 한 서정을 노래했다.  

그의 시집 <68 은행나무 소네트>는 제1장 한국 땅에 첫걸음(10편), 제2장 이슬비 속 은행잎은

떨고(8편), 제3장 아시아 아프리카의 바람과 이슬비(11편), 제4장 방안에 사랑은 고동치고(11편),

제5장 동료작가들을 경애하며(12편), 제6장 은행나무 밑의 고독(8편), 제7장 객(客)의 귀향(8편)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맛 사잇은 1935년 4월 9일 일믈라카주 두리안 퉁갈 블림빙 달람에서 태

어나 말레이 문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학투쟁가상(1976), 동남아시아작가상

(1979), 국가문학상(1985)을 수상한바 있다.

<68 은행나무 소네트>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설립한 국립번역기관(ITNM)의 요청으로 한국외국

어 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전태현교수가 1년여의 번역작업을 거쳐 출판되었다. 

신간소개

동 상으로배우는 올레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교재편찬위원회, 한국외국어 학교 출판부, 2011

국내 최초로 동 상을 통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올레 스페인어회화>가 출판되었다. 한국

외국어 학교 통번역 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전용갑, 김준한, 유은정, Carlos Alfonso

Macías 교수가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올레 스페인어회화>는 2년간의 기획과 준비작업을

거쳐 2010년 멕시코 현지 100% 동시녹음촬 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상을 생생하게 재구성

하 다. 학습자는 한국어자막, 스페인어자막과 무자막의 3가지 버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어 수준별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어휘와 문법 설명, 지문해석이 있어 강의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통번역 학뉴스 다시 보기

통번역 학뉴스는 캠퍼스에나도는 수많은 홍보물과는다르다. 

홍보전문가들이아닌 학생과교수, 직원 등 교내구성원들이중심이 되어

기획에서 기사작성, 편집 등 부분의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간호에서밝혔듯 진정한홍보의 개념은 언제나진정성과 문제의식을담보해야한다고생각한다. 

따라서 통번역 학의장점과자랑거리뿐만 아니라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하여 이슈화해 내고 있다. 

외부의 질책과비판 또한 기꺼이 달게 받으며 우리의현안에 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통번역 학뉴스는 2008년 8월 창간호를필두로 이제까지 총 8차례 발행되었다. 

2호와 3호는 전자잡지로만발행되었으며창간호와 4호(2009. 2), 5호(2009. 12), 6호(2010. 4), 7호(2010. 10)

그리고 이번에나오게 된 8호는 인쇄물과 전자잡지의두 가지 형식으로발간되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통번역 학뉴스는 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의 통번역 학소개란에서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바란다. 

통번역 학뉴스다시보기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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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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30-4518

각 학과의 관련 행사, 미담, 학생 및 교수 동정 등 기사 작성

에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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