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1. 11  Vol. 09
통·번역대학 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이끌어가는 
명품 단과대학,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독일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MAJOR REPORT
9개 통·번역학과 커리큘럼 소개 

CAMPUS TRAVEL
통·번역대학 시설 및 신축 기숙사 탐방 

COLUMN & INTERVIEW
교수·외부필자 칼럼 및 인터뷰 

WORLD PIONEER
해외탐방 에세이 및 국제기구 소개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NEWS

발행일 2011년 11월 15일

발행인 김창준 | 통·번역대학장

편집장 임대근 |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rooot@hufs.ac.kr

교수 편집위원

이재원 |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arthurlee@hanmail.net
학생 편집위원 

김예진 | 영어통·번역학부 10 megazord666@nate.com 

모수진 | 독일어통·번역학과 10 mosujin@nate.com
장새아라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8 rusha05@hanmail.net 
이옥경 |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inability@naver.com 

임채선 | 중국어통·번역학과 05 cv4b@nate.com 

박해나 | 일본어통·번역학과 06 sunny6138@naver.com 

박원준 | 아랍어통·번역학과 09 specialocean@hanmail.net 
황봉준 |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09 nayoung9761@naver.com 

황나영 | 태국어통·번역학과 11 orolsay@naver.com

주소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519
디자인 (주)꽃피는청춘 02-3142-7373

04 학장 인사말

CONTENTS

Major Report

06 영어통·번역학부

08 독일어통·번역학과

1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2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4 중국어통·번역학과 

16 일본어통·번역학과

17 아랍어통·번역학과 

18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20 태국어통·번역학과

Campus Travel

22 통·번역대학 시설

 통·번역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들만의 공간

24 신축 기숙사 탐방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제2기숙사

Column & Interview

28 교수 칼럼

 번역수업, 이렇게 수강하라!

 성초림 교수

30 교수 인터뷰

 통·번역수업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라

 신주현 교수 

32 외국인교수 칼럼 1

 시인들의 눈으로 본 글로벌캠퍼스

 Frieder Stappenbeck 교수  

38 외국인교수 칼럼 2

 한국에서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Victor Camprubi Telo 교수 

42 가슴을 펴자, 세상을 읽자 1

 에라스무스 : 유럽을 대표하는 교육정책

 홍종열

44 가슴을 펴자, 세상을 읽자 2

 중국-아세안의 경제협력

 최정석

46 동시통역사의 길

 통역사의 삶과 의미를 생각하다

 신석하

48 전문번역가의 길

 번역은 문학의 ‘아름답고 성실한 시녀’다

 김태성

World Pioneer

52 재학생 에세이 1

 미주 총동문회 초청 연수를 다녀와서 

 김예진

54 재학생 에세이 2

 잊지 못할 상하이 엑스포에서의 6개월

 김유진

56 세계를 품는 외대인

 태국어통·번역학과의 HUFS to the World

58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통·번역대학인의 가능성을 실현할 국제 무대

64 통·번역대학 통·번역대회

66 편집후기

68 공지



사랑하는 통·번역대학 가족 여러분! 

2011년의 시작이 엊그제처럼 느껴집니다만, 교정에는 벌써 붉게 물든 단풍들이 늦가을의 정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

물어가는 시점에 우리 통·번역대학 학생들과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2008년 출범한 통·번역대학은 이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동안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었던 통·번역 관

련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그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설과 설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우

수한 교수님들을 새로 초빙하였으며, 관련 교과과정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대학은 국내외를 막론

하고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번역대학은 학생 모두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과연 ‘해가 지지 않는 대학’의 졸업생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라이제이션(Lo-

calization)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캠퍼스에 있지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념을 통해 

더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가기 바랍니다. 

세계 속의 외대, 세계 속의 통·번역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이번 학기에는 그 동안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제1회 통·번역

대학 통역·번역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제1회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마 이 통·번역대학 뉴스가 발간될 즈음에는 참가 학생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치열한 통역과 번역 실력을 자

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 통·번역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그 자

랑스러운 전통의 첫 발걸음을 떼신 우리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신축 기숙사가 들어서서 학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지방 거주 학생들과 

원거리 통학생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춘하추동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들로 충만한 우리 캠퍼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더욱 학업과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신축 기숙사에 이어 새 본관을 새롭게 건설하기로 뜻을 

모으고 차근차근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본관이 완공되면 학생 여러분의 면학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다시 통·번역대학 뉴스 제9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앞서 말씀 드린 우리 통·번역대학만의 우수한 교과과

정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칼럼과 국제기구 안내, 통역 번역대회 소식, 기숙사 탐방 등 많은 읽을거리를 중심으로 꾸

몄습니다. 우리 통·번역대학 뉴스는 교내 단과대학 소식지 발간을 선도하면서 그 동안 우리 대학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소개해 

왔습니다. 통·번역대학 뉴스는 비단 교내뿐 아니라 교외, 특히 전국의 주요 고등학교들에도 배포되어 대학 홍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를 통해 우리 통·번역대학의 구성원들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맑은 가을,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김창준  통·번역대학장 /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통·번역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로 

높이 날아오르길

04 Message  | 학장 인사말

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학부과정 통·번역대학이 출범한 뒤,

각 학과에서는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통·번역 관련 강의를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매년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의 학과별 주요 강의 특징과 노하우를 알아보자.

통·번역 수업, 

이렇게

이루어진다!

Major Report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전과 교육의

경계를 허뭅니다 

○ 김한결(10) 

●  수업 중 이루어지는 실전 같은 연습은 우리 수업

의 강점입니다. 처음 접하는 영상을 보고 실전처럼 

통역을 하기 때문에 통역사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

인 상황대처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 

앞에서 통역하는 순간에 오는 긴장감도 크지만 덕

분에 긴장감을 다스리는 법 또한 배우게 되었어요.

○ 현가희(10) 

●  자신의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서 수업에 계속 집중할 수 있어, 수업 방식에 있어

서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학기에 비해 수

강 인원이 대폭 늘어난 점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interview영어통·번역학부

영미문학문화통·번역전공

영어통·번역심화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어학전공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선택의 폭 확대 

-

2008년 출범한 단과대학 통·번역대학의 영어통·번역학부는 

4개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통·번역학부의 학부생

들은 영어학전공, 영미문학문화통·번역전공, 영미권통상통·

번역전공, 그리고 영어통·번역심화전공 중 자신의 흥미에 따

라 한 가지 세부전공을 택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중 영어통·번

역심화전공 아래 개설된 <노트테이킹과 기초통역연습(2)> 과

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완벽한 통역을 위한 필수코스,

<노트테이킹과 기초통역연습>

-

영어통·번역학부 내의 몇몇 과목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의 범위나 깊이에 따라 그 내용을 두 학기에 걸쳐 개설하는 경

우가 다수 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지난 1학기에는 <노트

테이킹과 기초통역연습(1)>이, 이번 2011년 2학기에는 <노트테

이킹과 기초통역연습(2)>가 개설되었다. 이 과목은 순차통역 

연습을 하기 전의 통역 준비 과목으로, 학기 전반에는 원문의 

청취 및 이해와 분석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한국

어 및 영어 텍스트를 요약하는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

해 이해력과 분석력을 높인다. 학기 중반에는 1~2분 내외의 

짧은 시사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한 통역을 연습하게 되고, 순

차통역의 중요한 보조기술인 노트테이킹에 대해 배운다. 2학

기에는 1학기에 이어 마찬가지로 순차통역을 준비하게 되는

데, 이 때에는 이미 (1) 과목을 통해 노트테이킹의 기본을 익히

고, 순차통역의 기본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2학기 수업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영-한 방향을 기본

으로 이루어지나, 1학기에 비해 길고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로 

통역 연습이 진행된다. 통역 현장에서 통역사가 통역해야 하

는 정보를 오류 없이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통역사는 연사의 연설을 집중해서 듣는 동시에 이해한 내용을 

통역 중 효과적으로 기억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내

용을 적게 되는데, 이를 ‘노트(Note)’라고 하며 노트를 기록하

는 일을 ‘노트테이킹(Note-taking)’이라고 부른다. 실제 통역 

과정에서 노트테이킹의 중요성은 집중해서 듣기나 실제 통역

을 위해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낮지만, 우수한 통

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와 같은 수업으로

실전능력을 키우다

-

우리 영어통·번역학부는 영어통·번역심화전공 내의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 실제 통역에 가까운 실습 형태의 수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영어학전공, 영미문학문화통·번역전

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내에 개설된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영어와 관련된 소질과 소양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개설될 다양한 과목들

을 수강하게 될 학생으로서, 그 강의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

금처럼 열정적인 교수진과 학구열로 가득 찬 학생이 함께 한

다면 앞으로 더 나은 강의로 많은 것을 배워갈 것이다.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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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성 강화

-

국내 최고의 통·번역대학답게 독일어통·번역학과에서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우수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

다. 독일어통·번역학과의 ‘간판 강의’는 일주일에 8시간 원어

민과 함께 공부하는 <독일어연습>과 실질적인 통역, 번역을 공

부하는 <통역실습>과 <번역실습>이다. 2010년 1학기부터 시작

된 <통·번역실습> 수업은 2011년 올해부터 <통역실습>과 <번

역실습>으로 세분화되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통역과 번역을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통역실

습>과 <번역실습> 수업은 각각 2년 과정으로 3학년부터 수강

할 수 있다. 독일어통·번역학과의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 과

정의 여러 수업을 통해 독일어를 수월히 구사할 수 있는 실력

을 키우고 3학년 때 ‘진짜배기’ 통역·번역실습을 한다.

자질과 능력, 배경지식을

병행하는 수업 

-

독일어통·번역학과의 통역실습 수업은 단순히 독일어를 한국

어로, 혹은 한국어를 독일어로 통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 외에

도 통역을 하기 전에 통역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통역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통역 결과물을 평가

하는 것까지 학습한다.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통역을 하기 전

에 주제와 관련된 어휘와 배경지식을 정리한 후 조별로 통역

을 직접 한다. 그 후 전체 학생들이 통역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언어’뿐만 아니라 통역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자세 등 통역

사로서 지녀야 할 능력과 풍부한 자질을 모두 습득할 수 있다. 

그런데 통역실습이라고 해서 모든 주제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수업에서는 정치·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독일문화와 생활, 스포츠, 국제 시사문

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2011년 2학기 <통·번역실습(2)>에

서 다루는 커리큘럼에는 [독일, 한국의 명절문화], [독일 영화

와 연극 / 한국 영화와 연극] 그리고 한국과 밀접한 주제인 [독

일 통일과 한국의 통일] 등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들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은 어려움보다 오히려 재미를 느

끼면서 통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김화니(07) 

●  통역을 할 때는 노트테이킹이 매우 중요해요. 노트

테이킹(Note-taking)이란 통역을 할 때, 노트에 통

역 내용을 대략적으로 받아 적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선 노트테이킹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우리에

게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보라고 하셨고 그것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학

생들이 뽑아 온 텍스트로 예습을 간단히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학생들이 듣고 노트

테이킹해서 통역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을 직접 느

낄 수 있었어요. 통역실습은 실제 통역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매 주마다 주제를 달리해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을 익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때

는 실제 통역 현장처럼 모의회의를 했는데, 통역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수업은 훌륭한 교수님들과 알찬 커리큘럼 등 하

나부터 열까지 정말 호감을 가졌던 수업이었어요. 

통역실습을 통해 독일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이 실

전에 가까운 체험을 하며 미래의 유능한 통역사로

서의 비전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interview

독일어통·번역학과

흥미로운 수업으로 

실력과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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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개선하는 교육 

-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갈고 닦은 통역의 기술을 적

용해 보다 실전을 대비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다. <스페인어 순

차통역> 과목은 졸업 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통역 실습을 한다. 연설문 텍스트와 현안에 관련된 

텍스트, 동영상 또는 음성 파일 등을 실습과 과제로 접할 수 있

다. <문장구역>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업 1주 전 공지된 

주제에 맞춰 관련된 어휘 및 배경지식을 공부한 뒤, 수업시간

에 스페인어는 한글로, 한글은 스페인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

다. 또한 토론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

며 텍스트번역, 개별 통역과제, 수업시간 내 통역연습 녹음한 

것을 평가한다. 마지막 단계에는 실전상황에서 문장구역을 실

시함으로써 최종평가를 내린다. <미디어통역>의 수업 진행은 

크게 미디어자료 시청, 순차통역, 의견 주고받기의 세 가지 활

동으로 나뉜다. 10분 남짓한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

의 다양한 구어 미디어 영상을 보면서 노트테이킹을 한 후, 그

것을 바탕으로 실제 순차통역을 연습한다. 이 때 발표자가 하

는 통역을 경청한 다음 발표가 끝난 후 잘된 점 혹은 개선할 점 

그리고 오역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의견을 교환한다. 수

업은 스페인어 자료를 연습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

시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의 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다시 스페

인어로 통역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수업부터는 언어 외적 통

역 기술인 노트테이킹을 연습한다. 노트테이킹은 빨리 받아 

적는 속기와는 다르다. 특히 스페인어는 동사의 정보가 많고, 한국어는 명사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받아 적는 것보다 도착어로 재구

성하기 쉽게 노트테이킹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역사의 메모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통역기술을 습득한다. <순차통역>은 <문장구역>과 <미디어통역>의 발전된 과정으로 현안에 가까운 주제로 통역 실습을 하게 된다. 교수가 텍스트를 

읽어 주면 수강생들은 이를 듣고 노트테이킹한 후 바로 한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다. 보통 1~2분 정도의 분량을 연습하며, 평가 역시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실제상황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순발력을 키웁니다

interview
스페인어통·번역학과

2년은 기본기, 5학기부터

통·번역교육 본격화

-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학생들은 입학 후 2년여에 걸쳐 문법, 작문, 회화, 강독 등 스페인어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게 된다. 본격적

으로 통·번역을 접하게 되는 것은 5학기부터 개설되어 있는 <스페인어 문장구역>, <스페인어 문학번역>, <스페인어 미디어 통역>, <번역>, <순차통역> 

등의 과목을 통해서다. <스페인어 문장구역>은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데, 스페인어와 한글로 된 텍스트를 눈으로 읽고 번역하여 입으로 통역하는 과

정을 배운다. 또한, 시사적인 내용부터 홍보나 광고 글,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면서 실제 통역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

습한다. 문장구역이 문어를 구어로 옮기는 과정을 학습한다면, 2학기의 <스페인어 미디어 통역>은 구어를 구어로 옮기는 과정을 배운다. 이 때 중요

한 것은 눈으로 보는 출발어 문장 순서를 도착어 문장 순서로 정확하게 옮기는 훈련을 통해 번역 투의 비문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훌륭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한국어, 스페인어 문장에 대한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다. 스페인어권 국가와 한국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영화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신속·정확·유려하게 통역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 김장미(08) 

●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집에 가서는 복습하

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통역은 들은 

그대로를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

해하기 쉽도록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 때문이죠. 또, 대부분은 본인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 틀린 부분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수

업 때 상호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져 새롭게 생각하

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신민경(08) 

●  단순히 외국어를 이해하는 것과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외국어와 그 나라 문화

를 모르는 청자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수업에서는 경제, 정치 

등의 분야까지 아우르는 실생활 용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시사 현안과 관련된 용어를 한국어-

스페인어 대응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말

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Span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최하나(08) 

●  스페인어나 한국어를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 및 통

역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텍스트를 한

국어로 옮길 때 ‘한국어답게’ 고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요령도 함께 배웠습니다. 매

주 수업 시간마다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 김민정(08) 

●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통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문장의 구성이나 체계에 대해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의 문장구역 상황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나중에 녹음한 내

용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보다 간결하게 말을 옮기

는 방법을 배웠죠. 수업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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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 이탈리아 국가 번역상’의 

자부심을 

이어갑니다

Ital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최준흠(06) 

●  처음 이탈리아 <번역입문> 수업을 들었을 때는 너

무 힘들었어요. 그 동안 쉬운 동화로 해석하는 연

습만 했거든요. 해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

지 않았는데, 번역은 작가와 독자의 중간 입장에서 

때로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때로는 주관을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을 잡기 힘들었어요. 이 수업은 그 중간자로서의 역

할을 배우고, 번역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목이에

요. 지금은 <번역연습>을 듣고 있는데 앞서 공부했

던 <번역입문>에 비해 실제적인 번역가 연습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소설을 번역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의 번역문을 함께 보며 내가 어

려웠던 부분을 “이 친구는 이렇게 했구나!”하고 배

울 수 있어서 좋아요. 

○ 조선영(08) 

●  <통역입문> 수업은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저 혼

자 원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다른 사람에

게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

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하고, 또 제 생각을 남

에게 잘 전달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탄탄하게 통

역사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업임을 알게 되

었어요. 처음에는 듣는 것조차 벅차지만, 수업이 끝

날 즈음이면 향상된 듣기 실력을 느낄 수 있어요. 

interview

반복연습과 훈련으로

기초와 실력 강화 

-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서는 미래의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번역입

문>, <통역입문>, <번역연습>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본 과목들은 <초급

읽기>를 통해 기초과정을 마친 2학년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번역입문>은 

이탈리아어 읽기 과목의 심화 과정으로 번역가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탈리아의 동화나 어린이 소설 등을 번역

하는 과정을 통해 훌륭한 번역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작품

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역하면서 번역가로서의 틀을 만들고, 타 학생의 번

역문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의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 <번

역연습>은 <번역입문>의 심화 과목으로, <번역입문> 과목을 통해 연습한 작

품들을 토대로 이탈리아 소설 등을 번역하는 시간이다. 수업과정은 <번역입

문>과 동일하나, 한층 난이도 높은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번역가로서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 특히 <번역입문>과 <번역연습> 과목은 2009년 ‘이탈리아 

국가 번역상’을 수상한 이현경 교수가 강의를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업이다. <통역입문>은 통역가 양성을 위한 기초 과정이다. 본 강의를 통해

서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의 기초를 학습한다. 이탈리아어를 이해하고 타인에

게 이탈리아어를 전달하는 수업인 만큼 이탈리아어 듣기 습득 향상을 목적

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본 수업은 기존의 <초급 듣기>, <중급 듣기>의 심화 

과정으로 원어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배

울 수 있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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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통·번역학과

‘ 모국어, 경험, 기술’로 

통·번역교육의 

하모니를 구현합니다

양질의 강의로

전통과 자부심 구축 

-

통·번역이란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옮기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번역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뿐 아니라, 문장에 대한 이해력, 시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 글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 핵심과 논점을 잡아내는 능력, 어떠한 화제에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성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2009년 이래로 중국어통·번역학과에서는 <통역 중국어 회화>, <중국어 통·번역기초>, 

<중국어 순차통역 연습> 등 통·번역 관련 수업이 본격적으로 개설되었고, 문학, 경제, 시사, 정치, 미디어에 관련된 수업들도 신설되면서 양질의 강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번역 관련 수업은 통·번역대학원 출신 교수님들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통역과 번역을 꿈꾸는 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중국어통·번역기초>  

-

그 중 <중국어통·번역기초>는 통·번역의 기초를 다지며, 분야

별 용어 및 전문 지식을 익히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 사람씩 중

국어 학습기간과 학습배경을 듣고, 간단한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2~3년 가량 공

부한 학생의 레벨에 맞춰 수업이 진행된다. 

주요 수업방식은 번역, 쉐도잉, 메모리, 통역 연습, 과제 제출

로 이루어진다. 과제는 매주 수업 전 배부된 유인물로 한글로 

된 자료는 중국어로, 중국어로 된 자료는 한국어로 번역 후, 

E-class에 올리고 다음 수업시간까지 중국어 10~15문장 가

량의 자료를 암기하는 것이다. 수업이 시작되면 한 명씩 나가 

암기한 금주의 문장을 발표한다. 통역사는 포커페이스를 잃

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실전에

서 실수를 줄이고 수많은 대중에게 조리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발표력을 키운다. 

암기 후에는 쉐도잉 연습을 시작한다. 쉐도잉(Shadowing)이

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똑같이 말하는 훈련이다. 동

시통역의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동시에 통역도 함께 이루어

지므로 상당한 순발력을 요하는데 이를 위한 훈련이다. 중국

어를 중국어로, 한국어를 한국어로 쉐도잉하며 상대방의 말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듣는 기술을 익힌다. 

쉐도잉 다음 단계인 메모리 훈련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끝

까지 듣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하는 훈련이다. 순차통

역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고 나면 한 번

에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암기력을 키우는 훈련이

다. 메모리 훈련을 마치고 나면 번역했던 자료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번역한 내용을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비슷한 

어휘에서 해당 문장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는 연습,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드는 연습을 한다. 

interview
○ 임채선(05) 

●  <통·번역기초> 수업은 통·번역 관련 직종에 뜻을 

둔 학생은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통·번

역학과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

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중국어통·번역은 단지 중

국어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통·번역이란 단순히 A언

어를 B언어로, 혹은 그 반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번역기초> 수업을 듣

고 난 후 제가 생각하는 통·번역의 가장 중요한 3가

지 항목은 모국어, 경험, 기술이었습니다.

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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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c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입체적인 스킬(Skill)교육 실시

-

일본어통·번역학과에서는 다양한 통·번역 수업이 이루어진다. 1, 2학년 수업에서는 소수인원제 개별지도로 말

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기능 연계 교육을 통해 일본어 능력을 강화하고 3, 4학년 수업에서는 원어강의 의무제

로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일본어통·번역학의 각 전공별 심화 교육을 통해 실무 일본어 능력 및 일본 문화

와 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이 중 소개할 수업은 난이도가 있는 4학년 전공수업으로 1학기 <일·

한 순차통역 연습>, 2학기 <한·일 순차통역 연습>이다.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전공 교수

가 수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있는 수업이다. 통역은 국제회의통역인 동시통역과 연사가 이야기한 

다음 바로 따라서 통역하는 순차통역이 있는데, 이 수업들은 순차통역을 하는 수업이다. 실제로 전공언어를 살

려 취업했을 때 바이어와 CEO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통역, 화상회의의 순차통역 시 도움을 주고, 해외 전시회

에서 설명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수업방식은 7가지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하는데 일본어 기

사를 듣고 그 내용을 일본어로 요약하는 것, 빈칸 채우기,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일본어로 옮기는 연습(문장구역 

Site Translation = ST), 문장 예측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마지막 문장을 들려주지 않는 연습, 그리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노트에 기록하는 노트테이킹의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 7가지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순차

통역을 배우게 된다. 이 수업은 일본어 해석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보다 메시지 전달능력, 순발력, 그리고 동시통

역에 비해 표현력을 많이 본다. 일본어통·번역학과는 이 수업 이외에도 문화와 문법을 다루는 심도 있는 수업들

을 통해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번역 스킬(Skill)도 배울 수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일본어 능력 향

상 속도가 현저히 빠름을 느낄 수 있다.

아랍어 전문 통·번역 인재들의 중심지

-

아랍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6대 언어 중 하나로 3억에 이르는 아랍인의 언어임과 동시에 16억 무슬림

들의 종교적 언어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중동 관련 사업 진출과 확장, 국가적으로는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아랍어 전문 통·번역 인재들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아랍어통·번역학과는 아랍·이슬람 세계와 연관된 제반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79년 9월 22일 설립되었다. 아랍어·문학, 중동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해 아랍과 중동 그리고 이슬람을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한국·중동 국가교류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학문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랍통·번역학과는 이

러한 아랍어 통·번역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이며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통·번역 관련 수업을 국내에서 유일하

게 운영하고 있다. 

아랍어 알파벳, 단어, 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2학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아랍어통·번역 입문> 수업은 통·

번역 이론 중 하나인 노트테이킹의 작성 방법과 요령을 가르친다. 신문기사와 연설문, 서신, 축사 등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건에 관한 번역 수업과 더불어 동시통역, 순차통역에 관한 설명과 이론 그리고 이에 필요한 노트테

이킹의 결합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능숙하고 원활한 통역, 번역과 수준 높은 어휘 구사 능력을 배양하

고 있다.

일본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현실감 높은 수업진행으로 

탄력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국내 유일무이! 

아랍어 통·번역교육을

이끕니다

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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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순차통역 능력을 키우는

<마인어기초통역>

-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의 커리큘럼은 2008년 국

내 최초의 통·번역대학의 출범 이후 눈에 띄게 체계적이고 전

문적으로 발전해왔다. 수업은 이전보다 세분화, 집중화됐고 

사회, 문화, 예술 역사 그리고 정치, 경제 수업 등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서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또한 체계화된 통·번역 수

업을 통해 우수한 언어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있

다. 특히 3학년 수업에 개설되어 있는 <마인어기초통역>과 <마

인어기술번역> 수업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학습에 

있어 알토란 같은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은 1, 2학년 동안 심도 있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수

업과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과 같은 문법적 수업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초를 <마인어기초통역> 수업에 접목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통역의 이해와 기초를 다지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순차통역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둔

다. 수업에서는 통역의 기본과 통역의 한 과정인 노트테이킹

(Note-taking)을 학습한다. 노트테이킹이란 통역 과정에서 듣

고 이해한 것을 노트함으로써 통역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억 보조물이다. 이러한 노트테이킹의 기본과 응용과정

을 학습한다. 이 수업의 방식은 미리 정해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생 스스로가 선행학습 후 학습하는 방식이다. 통역

실습 및 발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

견하고 보완한다.

번역능력과 다양한 지식기반을 다지는

<마인어기술번역>

-

<마인어기초통역> 수업의 목표가 통역기반 다지기라면 <마

인어기술번역> 수업은 원서 텍스트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

발표하여 정확한 번역과 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

는 지식 축적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은 어문학 외에 여러 분

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텍스트로 이

루어진다. 텍스트 주제는 말레이-인도네시아 문화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신문기사, 관공서 서류 그리고 실생

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텍스트까지 총망라한다. 이와 같은 통

역 및 번역 수업의 세분화를 통해 한층 더 전문화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심도 깊은 학습능력을 배양시킨다. 통·번역 과정

에서 중요한 사항, 전략 및 방법 등을 학습하여 향후 실제 통·

번역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비전학과입니다

interview
○ 이경화(09) 

●  외국어를 배울 때 보통은 읽기나 쓰기보다는 말하

기나 듣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 실력 단

계를 높이는 데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는 <마인어기초통역> 수업을 통해 이 부

분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

에서 듣기·말하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비교적 부족

한 편인데,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반복적인 예습, 

복습을 통해 많은 시간 언어 사용 상황에 노출되었

고 또한 수업에서 각자의 보완점을 지적하면서 이

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인어기술번역>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 텍스트를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번역 연습을 하고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두 수업을 통해 통·번역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느낀 또 하나는 외국

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인 한국어부터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준 있는 통·번역 실력을 키우

기 위해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 모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lay-
Indones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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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과정을 대폭 수정하고 전공교육 강화

-

태국어통·번역학과는 동남아시아 중심 국가인 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해 태국어의 통역 및 번역에 

능통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8

년 통·번역대학으로 전환한 이래 독자적인 커리큘럼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보다 완벽한 어학능력 습득 및 태국어 통·번역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태국어>, <태국어통역연

습>, <태국어번역연습> 등의 과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통·번역

학과에 맞게 1학년과 2학년 교과과정을 대폭 수정하고 전공교

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원어민 교수의 원어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원어 사용을 강화하고, 원어강의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시사,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태국어>는 2학년 원어수업으로 1학년 때 다듬

기 힘든 태국어 성조와 발음을 교정하면서 태국어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다. <태국어통역연습>은 3학

년 과정으로서 전문적인 태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며, 태국과 

한국의 문화와 시사, 중요한 역사적 사건, 관광지 등에 대한 자

료를 숙지한 뒤 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요약하는 데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국어통·번역학과

독자적인 커리큘럼 개발로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웁니다

interview
○ 이종민(08) 

●  커뮤니케이션 첫 수업은 태국의 동영상 시청이었어

요. 갓 복학한 저에게 한국어도 아닌 태국어의 동영

상 시청은 분명히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이후 저

는 매시간마다 태국어와 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하

지만 주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

후에는 수업의 50%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태

국어의 급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실력 향상도 있

는 수업입니다.

Thai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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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계열 학과를 통합한 통·번역대학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성함과 동시에 

전용 실습실, 세미나실 등 강의시설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최근에 세워진 글로벌캠퍼스의 제2기숙사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특급호텔 

못지 않은 시설로 통·번역대학 인재들의 미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첨단시설 속에서

통·번역사의 꿈을

키우다

Campus Travel



지난 2008년 3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었다. 10여 년의 준비 끝에 기존 어문계열 학과를 통합한 ‘통·번역

대학’이 새로 탄생한 것이다. 한층 강화된 전공 수업으로 글로벌 인

재를 양성하고 있는 통·번역대학은 전문화·세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시설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통·번역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들만의

공간

국내 최고 수준의

어학교육

전용 실습실

통·번역대학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어학 교육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통·번역 수업을 위한 최적의 강의실인 전

용실습실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어학 교육을 위

해 최적화된 전용실습실은 우수한 언어 능력을 지

닌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강의실은 통·번역 실습을 위한 최첨단 시설이 구

비된 곳으로, 동시통역실습실을 포함한 4개의 전

용실습실과 6개의 실습실을 추가로 완공하였다. 

전용 실습실 내 전 좌석 개인 컴퓨터 장착으로 소

그룹 수업, 교수 학생 1:1 쌍방향 수업이 가능해졌

다. 이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촬영 장비 설치로 

발음과 입모양 즉석 교정 가능, 전 수업과정 녹화, 

학생들에게 첨부파일 발송을 통한 방과 후 복습

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시설을 매개로 교수

와 학생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첨단 영

상장비를 통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으로 학생들

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도 첨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학생 맞춤 공간 

이 밖에도 학생들을 위해 스터디룸, 멀티실, 식당, 

커피숍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어

문관 4층에 갖추어진 스터디룸은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 중의 하나로 사용 가능

시간 동안 비어 있는 방이 보기 힘들 정도로 학생

들에게 인기가 높다. 총 8개로 구성된 스터디룸은 

내부에 설치된 LCD TV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다양한 자료를 검

색하고, 세계 각국의 원하는 방송을 들으며 자유

롭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

는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학습할 수 있게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다. 스터디룸 이용은 학교 홈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미리 예약해 이

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외

국어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각 학과의 학회, 소

모임 등이나 스터디그룹의 학습 공간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 정동일(독일어통·번역학과, 3년)

●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부족했는데, 스터디룸이 생긴 뒤로는 자주 찾고 있습니다. 주

로 수업의 조모임이나 친구들과 함께 만든 영어스터디 학습을 위해 오는 편이에요.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편안한 분

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공간마다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소리 내어 외국어를 공

부할 수 있고 지정된 시간만큼 나만의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캠퍼스 안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전용 실습실 세미나실 식당

멀티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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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차량 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이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다. 자전거는 지상 

1층에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PC실

A동 1층 피트니스센터 옆에 마련되어 있다. 최

신식 컴퓨터들이 구비되어 많은 학생들이 쾌적

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다. 

출입 게이트

기숙사생들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야 각 동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기숙사에서 나갈 때에

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 출

입 게이트는 외부인 차단 및 각종 범죄를 사전

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호실 출입과 마찬가

지로 카드리더기 입력부에 카드키를 접속해야 

한다.

세탁실

최신형 드럼세탁기를 갖추었고, 500원짜리 동

전 1개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세탁 세제 및 섬

유유연제는 각자 구매해야 한다. 

식당

삼성에버랜드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식당에서는 식대가 미리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한다. 양식 코너와 한식 코너 중 자신의 기

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다. 식대는 

기숙사생의 경우 2,300원, 외부인의 경우 2,700

원으로 저렴하다. 

기숙사방

2인 1실의 구조로 내부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구

비하고 있다. 내부 인테리어는 크게 책상 2개, 

침대 2개, 옷장 2개와 신발장 등으로 꾸며져 있

다. 천장식 에어컨과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여름

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각 

방의 문은 카드키를 사용해 열 수 있는 카드도

어이다. 출입시에는 설치된 카드리더기 입력부

에 카드키를 접속해야 한다. 각 호실에는 도난

방지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글로벌캠퍼스 제2기숙사는 가히 ‘꿈의 기숙사’라고 불릴만 하다. 푸르른 자연환경, 안락하

고 편리한 거주시설, 최첨단 기자재들이 특급호텔을 연상케 한다. 연면적 약 12,066평, 건

축면적 약 2,006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8~9층 규모의 5개 동으로 구성된 기숙사는 2인실 

800실, 1인실 70실, 외국인 교수실 80실에 학생 1,670명, 외국인 교수 80명 등 총 1,750명

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제2기숙사

편의점

구 기숙사에서 운영했던 대학 생협 매점과는 달

리 신 기숙사에는 편의점이 들어왔다. 공산품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데 외부 편의점

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운영되며 일반 학기 중에는 오전 7시 30

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A동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러닝머신을 비롯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구 등 여러 가지 운동 기

구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 기숙사생을 위한 공

간이기 때문에 출입시 카드키를 소지해야만 출

입이 가능하다.

카페

현재 기숙사 내에는 네스카페가 입점해 있다. 

캠퍼스 외부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외국인 교수동

외국인 교수들이 현재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

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교수동 신

축으로 지난 학기보다 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들

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람실

각 층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 칸막이 책상과 

편안한 의자가 구비되어 있다. 심플한 인테리어

는 공부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기숙사

생이라면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수용 인원은 각 

층별 열람실 당 40명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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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생

사생장

○ 기숙사 사생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역할은 기숙사생들의 불편사항을 기숙사 운영팀과 학교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생회’는 항상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데요, 입사수속부터 퇴사기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 학교와 기숙사생의 중간 입장에서 힘들지는 않나요? 

●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를 비롯한 사생회 학생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사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사생장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  지난 학기 기숙사 축제였습니다. 기숙사생들은 물론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축제를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지난 학기에 비해 훨씬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  신축 기숙사에서 맞는 첫 학기라서 사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새 기숙사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 사생회실 내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데 힘들기도 합니다. 

이현지

일본어통·번역학과 08

임훈재

일본어통·번역학과 11

배성빈

영어통·번역전공 08

       기숙사가 신축되었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2인 1실인데 각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어서 여름엔 너무 시원해요.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어 스터디하기에 좋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편해요. 

       공강이나 주말에 기숙사에서 무엇을 하나요?

    3학년이라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도서관 가는 것보다 기숙사 맨 위 층에 있는 쾌적한 열람실에서 공부해요.

  저는 친구들이랑 농구, 축구를 하거나 동기와 함께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기숙사에 바라는 개선점이 있나요?

    남, 여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에 출입금지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여자 층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와야 하는데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서 관리가 힘들어요.

       신입생들에게 기숙사 홍보를 한다면?

    카페 같은 휴게시설이 생기니까 선후배끼리 만나 차 마시고 산책도 하며 한층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세련미 넘치는 기숙사, 구경하러 오세요!

   기숙사에서 영어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고도 토익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등교할 때 나무들이 

우거진 산책로를 이용해서 삼림욕하는 기분으로 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기숙사,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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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은 단순히 ‘언어’라는 기호의 문제를 넘어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언어가 전달되는 순간, 화자-청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순발력 등이 

필요하다. 외국어뿐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통·번역. 매일 이와 

삶을 함께하는 이들의 생각과 감회를 들어보았다.  

넓은 시야로

통·번역의 미래를

바라보다

Column & Interview



첫 번역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이 바로 스페인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옮

기는데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다. 2학년까

지 강독 수업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스페인

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여 옮기는 일

에 익숙해 있고, 번역은 2학년 강독보다 약

간 어려운 문장을 다루는 것뿐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번역이란 ‘원

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자연스러

운 우리말로 전달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번역수업의 첫 단계이다.

물론 번역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일단 

자신의 스페인어 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

감이 있는 학생들이다. 평이한 수준의 문

장 정도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해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저자

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숨은 뜻을 파악하

는 것이다. 단어 하나, 어순 하나에서도 작

가 혹은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평이

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꼼

꼼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문장의 내

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 놓기 쉽다. 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알고 옮기는 것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과

는 그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번역 수업이 중반에 이르러, 학생들이 본격

적으로 번역 연습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하소연이 바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것이다. 상대적으

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적

게 받아 온 우리 학생들이 번역연습 수업에

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자신의 모국어 표현 능력 부족이다.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적합한 우리말로 

옮겨내는 재능은 작가들에게서 요구되는 

표현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물론 

간혹 이 부분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

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

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어

떤 표현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

하는 사이에 학생들의 번역능력은 놀랄 만

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표현들 사이

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적절히 구사해 나가

는 연습이야말로 번역연습 수업에서 꼭 배

워야 하는 점이다.

문학번역에서도 자료조사는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지만 미디어번역의 경우에는 특

별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 조사 및 

확인 작업이 필수이다. 사소해 보이는 국제

기구 이름 하나, 외국의 정부부처명이나 기

관장의 이름 등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정

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훌

륭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가 원

수 이름을 잘못 표기한다거나 하면 이는 번

역결과물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두 번의 실습으로 쉽게 습득한다.

번역작업을 일단락 지은 후 일정기간이 지

난 후에(원문의 내용과 구조를 어느 정도 

잊은 후에) 자신의 번역문을 다시 읽으면

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수다. 작가가 탈고 

후에 문장을 다듬고 어휘가 적절한가를 살

피기 위한 퇴고의 과정을 갖는 것과 동일

한 이유이다. <번역연습>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번역물을 교수에게 제출할 때 

반드시 이 ‘자가감수’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번역 중에는 느

끼지 못했던 번역문체의 문장이나 어색한 

표현, 부적절한 어휘 등을 개선하면 번역물

의 품질은 한 차원 높아지게 된다.

우선, <번역연습>이라는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번역작업에 관심이나 호

기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수강생들의 학습능력은 상당히 뛰

어나며 번역작업에 필요한 핵심을 금세 파

악하고 실천에 옮긴다. 번역연습 수업시간

은 대부분 이미 작업해온 서로의 번역물에 

대해 비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할애되

는데, 실제 현장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

수도 감탄할 만한 훌륭한 제안이 나오는 경

우가 많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수에게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이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몰

랐던 적성을 찾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번역 작업이 지고지난의 어려운 과정임

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람되고 기쁜 작업임을 알게 되고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친 후 더 깊은 공부를 위해 통·번

역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

가 꼭 전문번역사의 길을 갈 생각이 아니더

라도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 번역능력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해

마다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 중에 뛰어

난 번역사로 자라날 재목들이 많이 숨어 있

기를 기대해 본다.

기존의 스페인어과가 스페인어통·번역학과로 전환되면서 전공 심화가 시작되는 3~4학년 

커리큘럼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통역과 번역과목 강화였다. 번역 분야의 경우, 이미 스

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3~4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문학번역>, 2학기에는 <미

디어번역> 과목을 개설해 두고 있다.

번역수업, 

이렇게 수강하라!

성초림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외래교수

번역 수업을 듣기 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일단 1학기 첫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번역을 대충 고급 강독 정도로 여기고 적당히 모

르는 단어를 찾아 우리말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번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학생들의 진보를 목격하는 것, 또 번역에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발견하는 것이 번역 과목을 진행하는 교수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문학번역>과 <미디어번역>은 번역 대상물이 상이한 만큼 접근 방식도 다르고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 또는 훈련해야 할 부분도 많이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번역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번역은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이 아니라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2.   
대략의 뜻만 이해하고 

짐작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꼼꼼하게 문장을 읽고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자.

3.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번역사의 필수 덕목. 우리말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자.

4.   
충분한 자료조사 및 

확인 작업은 번역문의 

신뢰성을 높인다.

5.   
자가감수(auto-revision)는

필수! 번역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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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사가 되려면

꾸준한 노력은 필수!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말 바쁜 날에도 쉐도잉 1시간, 시역 1시간, 총 2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

쁘다고 끼니를 거르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중국어 공부 역시 하루씩 놓치다 보면 누적돼

서 나중엔 감당이 안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나 중국어 좀 한다.” 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들려주고 이를 중-한 번역해보라고 하면 본인들도 부끄러운 결과

물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분명히 귀로 듣고 다 이해했는데 막상 번역을 못하겠다고 말합

니다. 이는 한국어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든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중국어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주위를 둘러보

면서 “저건 중국어로 뭘까?”,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 “궁금해 죽겠네.”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중국어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통·번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평생토록 

새로운 어휘, 표현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한다면 한계가 있기 마

련입니다.

타 대학보다 월등히 뛰어난 

우리대학의 커리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대학 통·번역 수업 커리큘럼은 아주 우수합니다. 1학년부터 

‘통역중국어회화’, 2학년 ‘중국어통·번역기초’, 3학년 ‘중국어순차통역연습’, ‘중국어번

역연습’까지 체계적인 통·번역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번역대학원 출

신 선생님들이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정말 좋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서, 현재 선생님들끼리 통·번역 교재를 만드는 중이고, 개인

적으로는 4학년 커리큘럼도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마다 눈높이를 고려하는 것이

수업의 노하우 

저는 우선 학생들의 실력을 알고 수준별 학습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클래스라도 

중국에 거주 경험이 있다든지 중국어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한-중 통역을, 수준이 비

교적 낮은 학생에게는 중-한 통역을 시킵니다.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수업을 쉽게 하면 

흥미가 떨어지고, 반대로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수업을 어렵게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사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 있어서, 학생들끼리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별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펼칠 수 있는 

열린 분위기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학생들과 사이가 

돈독해지고,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하더군요. 

학기가 시작될 무렵, 수강 과목을 고르다 보면 유난히 학생들이 몰려 수강신청이 어려운 수업이 있다. 그것은 담당 교

수가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며, 그만큼 수강생들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 효과적인 수업 방식으

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국어통·번역학과의 신주현 교수에게서 수업노하우와 통·번역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

법을 들어보았다. 

통·번역수업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라

신주현
●

중국어통·번역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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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가을.

“뜰이 슬퍼하고 있다.

서늘하게 꽃들 속으로 비가 가라앉는다.

여름이 고요히

그 끝을 마주보며 전율한다.” (헤르만 헤세)

“가을 해 엷어지면 수줍어지는데

물기 많은 과일 나무에서 떨어지고 ...” (게어크 트라클)

“슬프다. 겨울이면 나 어디서

꽃을 구할 것이며, 그리고 어디서

햇살과 대지의 그늘을 얻을까?” (프리드리히 횔덜린)

이 아름다운 캠퍼스보다 자연과 정신 세계에 더 가까운 곳이 과연 있을까요? 

“자연과 예술, 그것은 서로 피하는 듯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서로 화합했다.” (괴테)

깊어가는 가을,

詩가 내리다

한국의 독일인,

시인을 부르다

언어전도사로

한국외대에 서다

왜 이 칼럼은 수많은 시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인(詩人)은 침묵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려 한다.

칭찬이나 비난을 받아도 좋다!

누구도 산문(散文)으로 고해(告解)하려 하지 않는다.

뮤즈의 조용한 숲 속 장미꽃 아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을 털어놓는다.” (괴테)

여섯 학기째 독일어통·번역학과의 강사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 삶은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한 시절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을 향해 괴테의 문장을 속삭여 

왔습니다.

“그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대 곁에

그대는 내 곁에 있도다!

해는 기울어 별이 곧 반짝일 것이니

아, 그대 여기에 있다면!” (괴테)

또한 은행나무에 대한 괴테의 시구가 언제나 제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건너와 내 정원에

정들어 살고 있는 이 나뭇잎, 그것은

신비(神秘)한 뜻을 지니고 있어

그 뜻을 아는 이에게 기쁨을 주네.” (괴테)

여기 우리 캠퍼스에서 총명하고 재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서 고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믿어라! 고향은 어디에나 있는 것.

심령의 빛살을 받으면

검은 숯덩이도 수정(水晶)이 되는 법.

이내 고향의 빛살은 어디서나 너를 감싸주리니.” (한스 카로사)

그리고,

“그대는 왜 점점 멀리서 방황하려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이란 아주 가까이 있단다.

다만 행복을 붙잡는 방법을 깨달으라.

행복이란 항상 가까이 존재하는 법이니.” (괴테)

한국외대 교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함과 자제력이 없으면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양(敎養) 또한 그렇게 얻을 수 있으니

방종한 정신으로 숭고(崇高)한 정신의 완성을 얻으려

애쓴들 헛된 일이로다.

위대(偉大)속에서 대가(大家)가 비로소 드러나고

법칙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괴테)

시는 하나의 어절에도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서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시는 때로 풍경을 그리는 화가

이자, 인생의 방황자에게 조언가가 되기도 한다. 깊어가는 가을, Frieder Stappenbeck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가 제2의 고향인 

한국과 한국외대에 대한 감회, 그리고 통·번역대학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아름다운 시구로 풀어놓았다. 

시인들의 눈으로 본 

글로벌캠퍼스

Frieder Stappenbeck
●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괴테

1749~1832

헤르만 헤세

1877~1962

한스 카로사

187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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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수가 가르치는 외국어 수업은 무엇보다 실용적인 외국어의 구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훗날 필요할 수도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키워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나날의 일을 주어,

내가 완성시켜 드높은 행복을 누리게 하라!

아, 나를 지치지 않게 하라!

아니다,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니다.

지금은 그저 줄기뿐인 이 나무들

언젠가 열매 맺고 그늘을 주리니.” (괴테)

언어는 단순히 기능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언어는 음악입니다.

“음악. 입상(立像)들의 숨결. 어쩌면

그림들이 흘리는 고요. 언어가 끝나는 데서

비롯되는 너 언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또한 언어는 경이롭고 신비한 예술입니다.

“낱말, 글월 -: 암어에서 솟아나

인식된 삶, 번뜩하는 뜻 ...

하나의 낱말 -, 광채, 비상, 불길,

내던져진 불꽃, 별빛 스침 -,

다시 찾아드는 어두움, 엄청난,

세계와 나를 에워싼 텅 빈 공간 속에서.” (고트프리트 벤)

그러나 언어 앞에서(외국어와 모국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외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언어전도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언어간의 말은 고향과 타향 사이에,

이 곳과 저 곳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여러분들이 언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며 정확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때에만 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조심스레 아끼고 키워야 할 식물과 

같습니다.

“네가 누구이든 좋다. 저녁녘에는 바깥으로 나오라,

속속들이 내부를 알고 있는 네 방(房)에서.

너의 집은 원경 앞에 마지막 집으로 서 있다.

네가 누구이든 좋다.

닳아빠진 낡은 문지방에서,

피로에 지쳐 겨우 풀려나온 눈으로

너는 서서히 검은 수목을 일으켜

하늘 앞에 세운다, 가냘프게 홀로.

이리하여 너는 세계를 이루었다. 그것은 위대하고,

아직도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한 마디의 말 같다.

하여, 너의 의지가 그 의미(意味)를 이해하게 되면

너의 눈은 상냥히 세계를 놓아 준다...” (릴케)

우리의 시선은

“동(東)으로 서(西)로 [두 방향을 이리 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괴테)

그러나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걱정 마세요.

“새로움을 찾는 마음은 다르지 않네

아시아와 유럽의 물을.

안에서 무슨 빛깔이 비쳐 나오든,

눈물은 다르지 않듯이.” (라이너 쿤체)

이제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낼 시간입니다. 이곳의 모든 학생들은 부지런하고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호감 가는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캠퍼스의 한 학기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하루 낮이 재빨리 지나간다; 밤이 깃발을 흔들며

별들을 이끌고 나온다. 인간의 지친 무리들

들판과 일터를 떠났다.”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림자 같은 세 개의 형상이[=학생]

마차를 향해 고개로 인사를 보내네.

그들은 날뛰면서 인상을 찌푸리네,

조롱하면서 조금은 멋쩍은 듯이,

이윽고 서로 안개처럼 뒤섞이더니

낄낄대며 훌쩍 옆으로 사라지네.” (하인리히 하이네)

이제 묵었던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을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눈(雪)과 비(雨)

바람을 무릅쓰고

협곡(峽谷)에 가득한

안개를 헤치며

앞으로! 앞으로!

쉬지 않고 앞으로!” (괴테) 

각 시의 번역가들

박찬기(괴테), 김재혁(하이네), 전영애(헤세, 쿤체), 송영택(릴케), 전광진(카노사, 트라클)

언어와

사랑에 빠져라

함께 걸으며

어깨동무하다

미래를 위한

외침은 희망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1875~1926

고트프리트 벤

1886~1956

하인리히 하이네

179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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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tzeitstimmung auf dem Campus:
 Der Garten trauert,
 Kühl sinkt in die Blumen der Regen.
 Der Sommer schauert
 Still seinem Ende entgegen. (Hesse)
 Sonne, herbstlich dünn und zag,
 Und das Obst fällt von den Bäumen. (Trakl)
 Weh mir, wo nehm‘ ich, wenn
 Es Winter ist, die Blumen, und wo
 Den Sonnenschein
 Und Schatten der Erde? (Hölderlin)

Wo sonst als auf unserem wunderschönen Campus sind 
sich Natur und Geist noch näher?

 Natur und Kunst, sie scheinen sich zu fliehen
 Und haben sich, eh‘ man es denkt, gefunden ... 
(Goethe)

Aber warum besteht diese Kolumne aus so vielen Versen? 
Der Grund ist:

 Dichter lieben nicht zu schweigen,
 Wollen sich der Menge zeigen.
 Lob und Tadel muß ja sein!
 Niemand beichtet gern in Prosa;
 Doch vertraun wir oft sub rosa
 In der Musen stillem Hain. (Goethe)

Seit sechs Semestern bin ich nun Lektor am Deutschen 
Institut. Schon seit viel längerer Zeit ist mein Leben auf 
Korea fokussiert. Schon als ich noch in Deutschland 
koreanische Literatur verdeutschte, seufzte ich innerlich 
in Richtung Korea mit Goethes Worten:

 Ich bin bei dir, du seist auch noch so ferne,
Du bist mir nah!
 Die Sonne sinkt, bald leuchten mir die Sterne.
O wärst du da! (Goethe)

Und auch Goethes Verse über den Gingko waren immer in 
meinem Kopf:

 Dieses Baumes Blatt, der von Osten
 Meinem Garten anvertraut,
 Gibt geheimen Sinn zu kosten,
 Wie‘s den Wissenden erbaut. (Goethe)

Daher bin ich froh, dass ich nun an dieser Uni mit ihren 
vielen geistvollen Menschen arbeiten darf. Von Anfang an 
fühlte ich mich an ihr wie daheim. Denn:

 Glaub an die Heimat! Sie ist überall.
 Schwarze Kohle wird heller Kristall,
 Vom Strahl des Geistes getroffen.
 Heimat umleuchtet dich bald überall. (Carossa)

Und:
 Willst du immer weiter schweifen?
 Sieh, das Gute liegt so nah.
 Lerne nur das Glück ergreifen,
 Denn das Glück ist immer da. (Goethe)

Was ist die Aufgabe eines Woedae-Kyosu? Sie besteht 
darin, den Studenten zu zeigen, wie man nur mit Fleiß und 
Kontrolle etwas Schwieriges erlernen kann:

 So ist‘s mit aller Bildung auch beschaffen:
 Vergebens werden ungebundne Geister
 Nach der Vollendung reiner Höhe streben.
 Wer Großes will, muß sich zusammenraffen;
 In der Beschränkung zeigt sich erst der Meister,
 Und das Gesetz nur kann uns Freiheit geben. (Goethe)

Muttersprachlicher Fremdsprachenunterricht konzentriert 
sich vor allem auf die praktische Anwendung der 
Fremdsprache. Immer aber gibt es den Hintergedanken, 
dass die Studenten durch diese Ausbildung auch 
allgemeine Fähigkeiten erwerben, die ihnen einmal 
nützlich sein können. Wieder Goethe:

 Schaff‘, das Tagwerk meiner Hände,
 Hohes Glück, daß ich‘s vollende!
 Laß, o laß mich nicht ermatten!
 Nein, es sind nicht leere Träume:
 Jetzt nur Stangen, diese Bäume
 Geben einst noch Frucht und Schatten. (Goethe)

Aber Sprache hat nicht nur funktionelle Bedeutung, ist 
nicht nur Werkzeug. Vor allem ist Sprache Musik:

 Musik: Atem der Statuen. Vielleicht:
 Stille der Bilder. Du Sprache wo Sprachen
 enden. (Rilke)

Und Sprache ist ein Wunder, ein Mysterium, ein Erlebnis!
 Ein Wort, ein Satz -: aus Chiffern steigen
 erkanntes Leben, jäher Sinn ...
 Ein Wort -, ein Glanz, ein Flug, ein Feuer,
 ein Flammenwurf, ein Sternenstich -
 und wieder Dunkel, ungeheuer,
 im leeren Raum um Welt und ich. (Benn)

Aber statt vor den Wörtern (sowohl der Fremdsprache als 
auch der Muttersprache) in Ehrfurcht zu erstarren, sollte 
man ihre wichtige Rolle als Vermittler erkennen. Denn 
die Wörter von zwei Sprachen bilden Brücken zwischen 
Zuhause und Ferne, zwischen hier und dort. Das aber 
können sie nur tun, wenn man sie vorsichtig und mit 
Genauigkeit behandelt - wie schutzbedürftige Pflanzen:

 Wer du auch seist: am Abend tritt hinaus
 aus deiner Stube, drin du alles weißt;
 als letztes vor der Ferne liegt dein Haus:
 wer du auch seist.
 Mit deinen Augen, welche müde kaum
 von der verbrauchten Schwelle sich befrein,
 hebst du ganz langsam einen schwarzen Baum
 und stellst ihn vor den Himmel: schlank, allein.
 Und hast die Welt gemacht. Und sie ist groß
 und wie ein Wort, das noch im Schweigen reift.
 Und wie dein Wille ihren Sinn begreift,
 lassen sie deine Augen zärtlich los ... (Rilke)

Unser Blick also
Nach Osten und nach Westen schweift ... (Goethe),

in beide Richtungen, hin und her.

Aber, liebe Studenten, keine Sorge:
 Die lust aufs neue unterscheidet
 die wasser Asiens und Europas nicht.
 So wie die tränen sich nicht unterscheiden,
 gleich, welche farbe sich in ihnen bricht.
(Reiner Kunze)

Es ist nun an der Zeit, auch einmal ein Lob auszusprechen: 
All die Menschen hier sind nicht nur fleißig und lernfähig, 
sondern auch sehr sympathisch und oft auch lustig. 
Meistens endet ein normaler Semestertag auf dem 
Campus so:

 Der schnelle Tag ist hin; die Nacht schwingt ihre Fahn
 Und führt die Sternen auf. Der Menschen müde 
Scharen
 Verlassen Feld und Werk. (Gryphius)

Dann passiert aber manchmal folgendes:
	Da	grüßen	drei	Schattengestalten	[≈	Studenten]
 Kopfnickend zum Wagen herein.
 Sie hüpfen und schneiden Gesichter,
 So spöttisch und doch so scheu,
 Und quirlen wie Nebel zusammen,
 Und kichern und huschen vorbei. (Heine)

Ausblick: Es wird kälter. Allen Studenten und Kollegen 
rufe ich beschwingt zu:

 Dem Schnee, dem Regen,
 Dem Wind entgegen,
 Im Dampf der Klüfte,
 Durch Nebeldüfte,
 Immer zu! Immer zu!
 Ohne Rast und Ruh! (Goethe) 

Der Yongin-Campus mit 
den Augen von Dichtern 
deutscher Sprache 

Inspiriert von einer Widmung Jacob Freuds für seinen Sohn Sig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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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처음 온 것은 벌써 10년도 더 된 지난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바르셀로나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동아시아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공부

하고 있었고, 약 20일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스페인에 아시아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이었

죠. 그래서 전 스스로 문화와 사고방식, 사람들을 몸소 체험해 보고자 현지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

니다. 2003년 대학을 마치자마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어로서의 스페

인어 교육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스페인 밖으로 일하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제가 희망했던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마침내 

2004년 8월 스페인어 교수로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 이미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에서 몇몇 역사 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대학교수 업무는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유대감은 이곳

이 훨씬 긴밀합니다. 스페인에서 교수의 역할은 주로 강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그다

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훨씬 더 가족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는 교수에게 단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래의 책임 있고 성실한 시

민으로 육성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조언을 잘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

생들이 선생님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선물을 드리는 스승의 날과 같은 전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단

에 서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

면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험은 이처럼 나의 일에 대해 학생들이 감사함을 표시할 때입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한국 학생들은 서양 학생들과 비교해 수업 시간에 종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깊은 존경심이 때때로 그들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만들곤 하는 듯 합니다. 저는 제 회화수업에서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야만 합니다. 제 경우, 가장 좋은 배움의 형식은 틀리는 것

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스페인과는 매우 다른 이곳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기회

가 제게는 또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

는 일은 조금씩 조금씩 제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더 나은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강의실 밖에서도 풍부한 학문적 생활을 영위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

로 즐기면서 동시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한국은 아주 현대적이고 발전

된 나라지만, 세계 주요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외국인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스페인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스페인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교수로 부임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이토록 오랜 시간

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너무도 다르고, 종종 어려움도 있는 이곳에

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저의 동료들, 한국인과 외국인 교수님들의 자상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

다. 우리 학생들 역시 제게는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이 경이로운 경험에서 저에

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수로 강단에 선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통해 스페인과는 

매우 다른 이곳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일은 나의 업무를 향상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Victor Camprubi Telo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과의

첫 조우 그리고

인연의 시작

한국외대 속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다

학생들과의

교감은 서로를

성장케 하는 자양분

한국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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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Recuerdo de las vidas 
en Corea

La primera vez que vine a Corea fue en verano de 2001, hace ya más de 10 años. Entonces estudiaba la 
carrera de historia en la Universitat de Barcelona, y estaba enamorado de Asia Oriental. Por aquel en-
tonces estudiaba japonés y coreano, y conseguí una beca para visitar la provincia de Gyeonggi durante 
unos 20 días. 

Hace 10 años, en España no existían estudios de postgrado sobre Asia, y menos sobre Corea. Así que 
decidí ir a vivir a la región para experimentar por mi mismo la cultura, el pensamiento, las gentes…
Apenas terminé la carrera en 2003, conseguí contactar con nuestra universidad, la Hankuk de Estudios 
Extranjeros. Había estudiado cursos de enseñanza de español porque creía que era la mejor opción para 
poder ir a trabajar fuera de España, y nuestra universidad me ofreció la oportunidad que esperaba. En 
agosto del 2004 empecé a trabajar en Corea como profesor de español.

Antes de empezar a trabajar aquí, había dado ya algunas clases de historia en la Universidad Politéc-
nica de Cataluña. Pero el trabajo de profesor universitario en España es muy diferente en Corea. La con-
vivencia entre docente y estudiante es mucho más cercana aquí. En mi país, el profesor se limita a dar 
su lección en clase, pero conoce poco a sus alumnos. En Corea esta relación es de carácter más pater-
nal, y eso incrementa mucho la responsabilidad de los maestros como formadores no solo de destrezas 
lingüísticas, sino también de futuros ciudadanos responsables y trabajadores.

Los jóvenes españoles quieren ante todo ser independientes, y no buscan el consejo de sus padres o de 
sus mayores. Tampoco existen tradiciones como la del día del maestro, cuando los estudiantes felicitan 
a sus profesores y les hacen regalos. Como profesional, es muy gratificante sentirse tan querido, y una 
de las cosas más bellas de mi experiencia es el agradecimiento que siempre he recibido por mi trabajo. 

A los ojos de los extranjeros, los alumnos coreanos a veces nos pueden parecer poco activos en clase, 
en comparación con los occidentales. En mi opinión, el gran respeto que siente por los profesores hace 
que a veces sean tímidos. En nuestras clases de conversación es un reto hacer que los estudiantes par-
ticipen en la clase. Para ello hay que ganarse su confianza con paciencia. En mi caso, siempre intento 
explicar cómo a veces la mejor forma de aprender es equivocándonos, y por ello no hay que tener miedo 
de cometer errores. 

Para mí, que llegué buscando descubrir una cultura muy diferente a la mía, la oportunidad de enseñar 
me sirve también para aprender. Hablar con los estudiantes, escuchar sus opiniones y valorarlas es la 
clave para mejorar poco a poco cada día en mi trabajo, y poder ofrecer una mejor enseñanza.
Otro aspecto muy interesante de la universidad coreana es la riqueza de la vida académica más allá de 
las aulas. Me sorprende la variedad de actividades culturales que organizan los mismos estudiantes, lo 
que demuestra sus ganas de trabajar y aprender a la vez que se divierten. Es muy enriquecedor el poder 
ayudarles y participar con ellos.

Corea es un país muy moderno y desarrollado, pero en comparación hay menos extranjeros que en otros 
lugares del mundo. Por eso intento siempre no solo enseñar la lengua española sino que, como español, 
busco transmitir mi cultura entre mis alumnos, ya que han tenido pocas oportunidades de conocer a 
otros españoles.

Han pasado 7 años desde entonces. Cuando vine por primera vez, no podía imaginar que acabaría vivi-
endo tanto tiempo aquí. Estar tan lejos de casa, en un país tan diferente, a veces es difícil. Pero siempre 
he encontrado la ayuda de mis colegas, los profesores coreanos, y también los extranjeros. También mis 
estudiantes han sido una bendición. 
Tanto a los estudiantes como a los profesores les doy las gracias por ayudarme en esta experiencia 
maravillosa que es vivir y trabajar en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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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교육정책의 대표주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여러 국가 간의 교육정책 교류 문제가 나오면 흔히 인용되는 사례가 유럽연

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이지만 배경과 시

행과정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부족한 것 같다. 유럽연합은 다문화주

의에 대한 자각과 함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통합 초기부터 여러 가지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거쳐 현재 진행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은 지식

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개인의 차원으로 돌리기보다는 사

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고등교

육을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다. 

국가간의 거대한 교육 연합을 조성하다 

유럽의 유명한 인문학자 이름을 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간의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20만 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까지도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1987년부터 시작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이미 220만 명 이

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1997년 이래 250만 명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참

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년들이 그들이 젊었을 때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려 드는 장년의 나이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 유럽인 공동의 의식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기할 점은 많은 고용주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 기간을 거쳤다는데 대

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학생들의 취업에도 상당히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직원들의 교류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발휘

하고 있다. 또한 참여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을 받아들이는 기관들 

역시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유럽 대학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예산은 

4억 5천만 유로로 2012년까지 총 300만 명의 참여 학생들을 목표로 계속 확

대 추진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교육이 국가 간 협력의 단계를 넘어 교육 

기관들의 연합으로까지 전환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단순히 성

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넘어 유럽의 엘리트들에게 유럽 통합과정에

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는 의의를 지닌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유럽공동체의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경

험하고 유럽공동체의 존재 의의와 목표를 배우며 무엇보다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민의 유럽’을 위

한 도정에서 매우 적합한 수단이자 차후 유럽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점

차적으로 단일화시키는 수단이며, 공동체의 협력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열었

다고 평가한다. 

경쟁이 아닌 통합으로 다양성을 바라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만큼이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와 리스본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역내 국가 

간의 교수, 학생의 이동에 치우치던 유럽 고등교육협력의 패러다임을 한 차

원 확장하여 유럽대학들의 교육과정과 학사구조 자체를 세계적인 학위구조 

변화 추세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

고하려는 시도이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내 대학들의 개혁운동으로 1999년 볼로냐에서 열

린 유럽고등교육 담당 장관 회담이 개혁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전까지는 

유럽 대학의 수업 연한이나 학위명이 나라마다 달랐기 때문에 각국 학위과

정의 수준을 비교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유럽의 협동적인 고등교육 시스템

을 만들어 유럽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동시에 고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했다. 한편, 볼로냐 프로세스와 

맞물려 동 시기에 선언된 유럽연합 차원의 교육정책의 전략적 구상이 바로 

리스본 전략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교육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 모종의 연대(連帶)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

어가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 역시 잠재적 경쟁

대상자인 미국과 대비한 유럽고등교육의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

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런 때에 유럽연합은 그 동안 갈등의 원천이 되

었던 다양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유럽 내 여러 나라들의 다

양한 문화와 언어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적 자원들이 더 이상 경쟁의 대

상이 아닌 통합의 풍요로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럽 내

의 새로운 비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세계 유수의 인재들을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되기에 충분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아닌 또 다른 유럽적 대

안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고 하겠다. 

한·중·일은 내년부터 연간 

100명씩의 학생을 한 학기 

동안 다른 두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그곳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캠퍼스 

아시아’ 계획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고무되고 

있는 문화교류 활동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에라스무스(ERASMUS): 

유럽을 대표하는 교육정책

●

홍종열

홍종열은 영국 런던대학에서 

비교문화경영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유럽연합(EU)

의 문화정책연구: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학위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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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통합체를 지향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구

2001년 11월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를 함께 건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그 후, 8년여 기간 동안 서

로 협력한 결과, 2010년 1월 1일 정식으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China-

Asean Free Trade Area)가 건립되었다.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설립된 아세안(ASEAN)은 현재 미얀마, 라오

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등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까지 유럽 연합, 북아메리카 자

유무역구와 맞먹는 정치·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 3대 자유무역

구이다. 최근 10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경제 협력의 주도적 역량으로 

발돋움하며 주변의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주요국과 FTA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아

세안 자유무역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무한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특히 자

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으로서는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의 수출 증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아세안 전면적 경제협력구조협의>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건립된 이후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평균 관

세는 9.8%에서 0.1%로 낮아진 반면 아세안의 국가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가 12.8%에서 

0.6%로 하향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90% 제로관세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중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공조로 영향력 확대

중국-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부정적인 의견으로 중국사회과학원의 국제정치경제연구소의 무역연

구팀장인 경제학자 송홍(Song Hong)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고 

나면 중국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로부터 열대과일 같은 농산

물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는 중국의 광시성(廣西省)과 윈

난성(雲南省) 지역 농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긍정적인 의견으로 아세안 비서장인 소림(素林)에 따르면, 중국-아세

안 자유무역구의 정식 건립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은 주목의 중점을 무역자

유화로 전환함으로써 구역 내의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자유무역구의 유

리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또한 중국과의 경

제무역거래를 강화하는 것은 아세안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고, 지금 

실행되는 무역조치는 무역장애와 마찰을 최소화하여 거래원가를 낮추고 더 

나아가 쌍방의 경제무역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아세안의 경제협력은 양자 간의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중국시장의 중요성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의 신규수입

창출의 기회확대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세계시장에서 지역화에 따른 시장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가인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공조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원이 많은 아세안 국가에 있어 중국이 영향력을 행

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경제 및 정세를 이끌어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

령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아세안 역내 주요국가에 지한파(知韓派) 육성해야

이에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주요 국가에 지한파(知韓派)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국비유학생으로 초청해 한국의 사회

문화를 접하게 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

협력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도자회의를 

통해 2010년 1월 1일, 정식으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China-Asean Free Trade 

Area)를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은 신규 

수입창출의 기회 확대는 물론 

중국의 자국 영향력 확대 

등을 도모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경제협력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아세안의 

경제협력

최정석은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양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분석」,

「21세기 한국의 중국경제연구동향」, 「중국 유통산업의 

파급효과분석」 등이 있다.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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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경했던 아랍어, 나의 평생직업이 되다

흔히들 ‘아랍어’를 전공한다고 하면, 혹시 잘못들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한번 더 나를 바라보곤 한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아랍어 한

번만 해보세요’ 하는 호기심 가득한 요청이 뒤따르게 된다. 벌써 같은 반응,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이 14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얼굴이 붉어지

지는 않는다. 돌이켜보면, 사람 많은 곳에서 낯선 언어를 해 보여야 하는 것

이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등에 식은땀이 서

늘하게 흐르는 것 같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나 자신에게도 생경한 언

어였던 아랍어가 이제 평생 직업이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게 된 것을 보면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정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 아랍어

학부를 졸업하고 통역대학원에 진학할 즈음, 우리나라는 중동전문가 양성에 

막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을 둘러

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던 시기였고, 바로 그 시기에 통역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아랍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사

람도 많아졌고, 아랍어 통·번역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세계경제의 불안은 자원부족국가인 우리에게 자원외

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는 중

동 및 아랍국가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통역사들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었고 많은 통·번역사들이 이곳 한국외대를 통해 배출되

어 외교부와 같은 국가기관,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건설, 전자

회사와 같은 민간기업과 방송국의 외국어 전문P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

야에서 통·번역사라는 이름을 걸고 활약하고 있다. 

통역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메신저

통역사는 단순이 언어적 의미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정확한 언

어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기계가 훨씬 더 우수할지도 모르겠다. 저명한 프

랑스 통역사이자, 학자였던 셀레스코비치가 일찍이 ‘통역사는 언어가 아닌 

맥락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 것처럼, 우수한 

통역을 위해, 통역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화자의 맥락에 담긴 숨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통·

번역사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

친 폭넓은 제반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신문과 뉴스

를 통해 국제정세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고, 통역을 의뢰 받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못지 않은 심도 있는 준비가 늘 필요하다. 이러한 견고한 토

대 위에서만이 통역사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 각종 회의와 협상 당사자들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성공적인 회의와 협상진행에 있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캠퍼스에 통·번역대학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21세기에 

가장 주목 받는 직업 중 하나인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경험과 열심히 갈고 닦은 전공언어 실력이 여러분의 앞길에 단

단한 토양이 되어주리라는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한다면 꿈꾸는 미래가 그만큼 더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발견할 거라 믿는다.  

통·번역사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국가의 제반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국제정세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고, 통역을 

의뢰 받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준비가 늘 필요하다. 

이러한 견고한 토대 위에서만이 

통역사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

신석하

통역사의

삶과 의미를

생각하다 

신석하는 명지대 아랍지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한아전공)을 이수하면서 아랍어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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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품들 잇따라 번역·출간 

최근 몇 년 동안 한중(韓中) 양국 작가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 문학포럼에 중국 

작가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고 있고 웅진, 문학동네, 은행나무, 아시아 등 여

러 출판사들이 중국 당대문학 작품들을 번역, 출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

해 지금까지 한국에 약 80명의 중국 당대작가들 작품 약 200여 편이 번역, 소

개되었다. 이 가운데 모옌(莫言)이나 쑤퉁(蘇童), 위화(余華)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출간되었고 최근에는 옌렌커(閻連科)의 작품들이 무

더기로 계약되어 번역 중에 있다. 이들 작가와 작품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중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로서 지대물박(地大物博)한 중국 사회의 특성

을 반영하듯이 작품의 경향과 서사 및 수사의 특성에 있어서 충분한 다양성

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소설들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독자들이 세계 각국의 고전문학과 당대문학 작품들을 통해 문학

예술이 가져다주는 심미적 즐거움과 인성의 깨달음을 향수해 왔듯이 중국 

당대문학 작품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심미적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문학작품을 통해 중국 사

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개혁개방 이래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

고 있는 중국사회를 통계나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부로 

와 닿는 오늘날 중국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통

계보다는 소설의 서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들의 삶의 풍경을 통해 몸과 가

슴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알베르 까뮈(A. Camus)가 말

한 것처럼 인간의 삶이란 논리로 기억되기보다는 풍경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당대소설을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

유는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중국 작가들의 인성과 삶에 대한 고뇌

와 깊이 있는 사유, 그리고 이를 담아낸 눈부신 수사를 통해 한국 문학이 결

여하고 있는 문학적 자양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문학의 대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

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목적과 당위성을 위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국 당대문학 작품을 전달하는 여러 단계의 공정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번역이다. 

번역은 본질적으로 수사(Rhetoric)의 전환으로서 대단히 투명한 작업이다. 

서로 다른 수사체계를 갖고 있는 텍스트에 담긴 사상, 주제, 문채(文彩), 

이미지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다른 언어로 전환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번역이며, 전환의 완전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번역은

문학의 

‘아름답고

성실한 시녀’다

●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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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영원히 번역이다’

흔히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말한다. 번역도 어느 정도 산고를 동반하는 힘든 작업

이라는 의미에서 번역행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번역

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창작이 될 수 없고 창작이 되어서도 안 된다. 창작은 그 질

적 수준에 관계없이 창작이고 번역은 영원히 번역이다. 번역은 본질적으로 수사(Rheto-

ric)의 전환으로서 대단히 투명한 작업이다. 수사란 한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역사기억

과 문화, 사유, 표현습관 등이 모두 결합된 언어시스템의 총화이다. 서로 다른 수사의 체

계를 갖고 있는 텍스트에 담긴 사상과 주제, 문채(文彩)와 이미지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다른 언어로 전환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번역이다. 번역은 이러한 전환의 완전

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모든 번역은 텍스트

의 왜곡이나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텍스트와 번역문의 편차를 메우는 일은 독자들의 몫

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물론 번역행위에는 태생적 한계가 없지 않다. 번역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신화로 비유한 홍콩의 번역이론가 리스쉐(李奭學)의 

이론이나 플라톤의 모방설에서는 번역을 ‘원작에 대한 모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

론에 따르면 시가 자연의 모방인 것처럼 번역은 원작의 모방이고, 시가 자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진실을 상실하는 것처럼 번역도 원작의 진실을 손상시키게 된다. 결

국 문학작품의 번역은 이중으로 진실을 상실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한편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역자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가역성(可譯性)’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중국 동진 시대의 시인 도연명의 시를 영역할 경우 영국인들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것처럼 유창하게 낭송할 수 없을 것이고 바이런이나 셸리의 시를 중역할 경우 

중국인들은 이백이나 두보의 시를 읽을 때와 같은 아취(雅趣)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모든 언어에 이른바 기질(基質, essence)이라는 것이 있어 다른 언어로의 전환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태생적 한계를 구실로 ‘텍스트의 자의적 전환’을 번역으

로 간주한다면 모든 번역은 그 자체가 텍스트의 왜곡이요, 파괴일 수밖에 없다. 

번역은 문화 전이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

문학에 대해 번역은 시녀이다. 제법 빛이 나는 시녀일 수는 있겠지만 시녀라는 본질적 역

할은 변하지 않는다. 『홍루몽(紅樓夢)』에 등장하는 이른바 ‘금릉십이채(金陵十二釵)’ 중

에는 임대옥(林黛玉) 같은 귀족도 있지만 자견(紫鵑) 같은 하녀도 있다. 이들은 귀족과 

하녀라는 각자의 신분역할과 그에 맞는 이미지에 충실하면서 『홍루몽』의 슬픔과 아름다

움을 함께 연출함으로써 그 심미적 이상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다른 예술장르와 마찬가

지로 문학도 독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예술이라면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여러 단

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녀인 역자들의 번역과정이다. 요컨대 번역도 일종

의 서비스인 셈이다. 시녀의 본분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다. 주인을 잘 섬기면서 집안 

살림을 차질 없이 꾸려 나가는 것이 시녀의 본분이다. 집안에 주인들만 있고 시녀가 없다

면 살림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문학의 소통과 교류의 마당에는 성실한 역자들

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역자들 모두가 『홍루몽』에 나오는 ‘아름다

운 시녀’들처럼 주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서비스로서의 번역의 기능

과 중요성은 충분히 중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평가도 높아져야 한다. 그

렇지 못할 경우 우리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번역 텍스트는 오역의 향연이 되고 말 것이

다. 이런 ‘시녀로서의 번역’의 책임감은 역자들 자신의 몫이다. 역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쌍방향적 수사력과 배경지식, 번역작업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하고 자신이 번역하는 텍스트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번역된 텍스트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철저해야 한다. 이런 자세와 노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은 글로벌시대 문화 전이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정

직한 노력으로 번역행위 자체가 사회로부터 적확한 대접을 받는 시대를 앞당기는 것도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것이다. 

김태성은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대만문학의 탈식민·

포스트모던 논쟁 연구:1987년 계엄해제 

이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변경』, 『나와 아버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등 수십 권의 

책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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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소통, 상생의 정신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가꾸는 

곳. 한국외대 통·번역대인들은 오늘도 진정한 소통을 꿈꾸며 세상과의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세상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구촌 곳곳에서 

따뜻한

소통을 하다

World Pioneer



미주 총동문회 
초청 연수를 다녀와서 

김예진

영어통·번역학부
10

미국 LA를 향해

계절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남아있던 나에게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

다. 미국에 계신 동문 선배님들의 초청으로 미국 일대를 여행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드디어 

지난 8월 12일 금요일, 연수를 함께 할 10학번 동기들을 만나 LA를 향해 출발했다. 장시간 비행

이 처음이었던 나는 LA행 비행기 속에서의 12시간이 정말 인내하기 힘들었다. 빨리 내리고 싶

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주위 사람도 건물도 모두 낯설고, 안내방송은 물론 벽에 붙은 광고지 하나 

마저도 온통 영어였다. 한국에 있을 때 어쩌다 마주치면 ‘외국인이다!’ 하고 쳐다보곤 했던 외국

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인 나에게 그런 눈길을 보내는 것만 같았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푼 뒤 동문 선배님들과 저녁에 환영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인 LA탐방이 이뤄진 둘째 날, 

가이드를 해 준 동문 자녀분들과 함께 호텔을 나섰다. 우리 또래인 그 친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 이곳 저곳 관광할 때마다 말이 잘 통해 정말 즐겁고 편한 분위기로 그곳을 즐길 수 있었

다. 처음 방문한 곳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남가주대학교였다. 이번 방문을 통

해 알게 된 학교인데,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일류 사립대학이라고 한다. 방학이라 사람

은 많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곳 학생들은 물론 우리처럼 캠퍼스 투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그 다음으로 방문한 UCLA와 마찬가지로 웅장한 규모의 

학교와 도서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USC

는 풋볼 경기 팀과 경기에 앞서 선수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한 깃발 응원이 유명하다고 한다. 캠

퍼스 투어 중 깃발 응원을 연습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자 함께 하자

며 응원단에 들어오라고 했다. 여행 중인 내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LA에서 또 인상적이었

던 곳은 바로 게티 박물관이었다. 이곳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박물관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본 국립 박물관에 견주어 디자인이나 전시 수준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

다. 사회 환원 측면에서 세워진 이 박물관은 무료입장이었는데 관람객들은 모두 질서를 지켰고, 

주변 환경도 매우 깨끗해 그곳 미국인의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신선한 충격과 매력으로 나를 압도한 뉴욕

LA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에 도착해 자동차로 시내 구경을 조금 한 뒤 간 곳은 바로 구겐하

임 박물관이었다. 그곳에서는 마침 이우환 작가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는 두 번째 전시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쑥쑥 솟아났다. 뉴욕에서는 유명

한 미술관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도 많았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현대미술관에서 나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젖어보기도 했다. 특히 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

하신 미국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외

국인과의 만남은 이방인인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뉴욕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은 바로 뮤

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한 일이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생활과는 

달리 뮤지컬은 나에게 친숙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런 생소함과 달리 나는 음악과 연기의 웅장

함에 압도되었다. 공연 시작 전 무대 쪽으로 내려간 나는 무대 아래 공간에서 오케스트라가 음

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노력이 이런 웅장함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모

든 대사가 영어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과 연기, 그리고 잘 짜여진 무

대구성은 모든 관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시내건물 곳곳에서 펄럭이는 성조기와 애국심

마지막 일정인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JFK 공항에 도착하자 날씨가 흐린 듯 하더니 결국 

비행기가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해 워싱턴에서 예정되어 있던 2박 3일 일정이 1박 2일로 줄어들

었다. 그래서 워싱턴에 도착해서는 숨돌릴 틈 없이 박물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느라 정신

이 없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었다. TV 뉴스에서 워싱턴 특파원

이 뉴스를 전할 때 배경으로만 접했던 국회의사당을 실제로 보니 눈 앞에 있는 데도 실감이 나

지 않았다. 워싱턴 시내의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성조기를 보며 그 곳 사람들의 자부심과 애국

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일정 내내 재학생들의 모든 일정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동문 선배님들의 

정성과 배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연배나 그 이상 되는 선배님들께서 틈

틈이 해주신 좋은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캠퍼스 속에서 만나는 선배들

이 해주는 조언과는 사뭇 다르게 깊은 연륜이 묻어났었다. 동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

음이다. 학과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하며 학원을 다니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낸 

평범했던 내 방학에 이번 미주 연수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이국땅에서 한국외대라는 이

름 아래 모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후배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선배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Essay.1

뉴욕에 도착해 자동차로 시내 구경을 조금 한 뒤 간 곳은 바로 구겐하임 박물관이었다.

그 곳에서는 마침 이우환 작가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두 번째 

전시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쑥쑥 솟아났다. 뉴욕에서는 유명한 

미술관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도 많았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현대미술관에서 나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젖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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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상하이 엑스포에서의 
6개월

2010년 4월 말, 나는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홍보도우미 자격을 얻어 상하이로 출발했다.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주제로 개최된 엑스포 행사는 각 국가마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건물디자인으로 찾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의 좁은 세계관과 막힌 인식을 

돌아보게 했던 소중한 시간들, 기회를 만들어 준 KOTRA에 감사드린다. 

행사관의 백미로 떠오른 자랑스런 한국관

특히 한국관은 대한민국 최대의 발명품인 한글을 모티브로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적인 특

성을 기호와 공간을 융합시켜 아름다운 외관을 뽐내고 있었다. 야외전시장 1층은 제2의 백남준

으로 불리는 재미 설치 미술가 강익중의 악트 픽셀 3만8천장과 한글 픽셀로 외벽을 장식하여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엑스포장에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

했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실제로 디자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각 국가관의 내부는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 났는데, 눈으로만 즐기는 

다른 외국관에 비해 한국관은 관람객이 직접 체험이 가능한 인터액티브 게임, 그림자 멀티 터치 

월, 3D TV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전시장마다 홍보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체험식의 전시장 

관람을 안내하고 의미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장시간 

구두를 신고 서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종종 관람객들의 돌발행동으

로 인해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맡은 일을 수행했다.

체험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선물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일은 다양한 외국인 친구를 사귄 것이다. 세계박람회라

는 특성상 여러 국가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고 이때 엑스포에서 일하

는 세계 각국인들끼리 조금은 특별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즐기고 교류했다. 잠깐의 체험이었

지만 전 세계의 문화를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2010 

상하이 엑스포가 끝난 지 1년. 그 시간들이 매우 그립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함을 

갖고 있다. 처음 홍보도우미로 선발될 때만 해도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력 하나가 추가되는 정도

로 생각했었지만 이 행사도우미를 통해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너무 많고 또 그만큼 

앞으로 경험할 세계가 큼을 깨닫게 해준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다. 그 이후 나는 더 많은 기회들

을 찾아 엑스포 당시 느낀 대로 각종 국가간의 행사에 참여해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한국외대 학우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진 언어실력으로 국가간의 교류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하길 권유한다.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홍보도우미가 되다

2009년 12월 우연히 KOTRA에서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에 근무할 전시장 홍보도우미를 

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시절 3년간 중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선발기준에(어학

성적) 맞아 들뜬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 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해 2010상하이 엑

스포 한국관 홍보도우미라는 자격을 갖고 2010년 4월 말 상하이로 떠났다. 

4월 말 처음 엑스포장에 갔을 때 각 국가관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건물 디자인에 눈을 뗄 수가 없

었다.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는 ‘better city, better life’로 회장면적이 528ha인 세계박람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관은 저마다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 국가의 의

지를 잘 표현하고 있었고, 어디를 가나 국가나 도시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련되게 전달하기 

위해 차별화된 공간연출과 소재를 사용했다. 

Essay.2

김유진

중국어통·번역학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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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통·번역학과의 

HUFS TO THE WORLD

‘HUFS to the World’ 프로젝트는 글로벌 

문화를 체득하고 향후 국제적 활동가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목적이 있다. 전공이나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혹은 우리대학이 서 있는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로 해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연구소, 대학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 ‘HUFS to the World’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www.hufs.ac.kr/user/ctl/)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out.                      

Q.1

‘HUFS to the World’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었나요?

---

우리보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셨던 

선배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전하게 되었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2

팀이름 ‘G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Global Sense’의 줄임말입니다.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렇게 팀이름을 만들었습니다.

Q.3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서 그동안 다문화 

인식이 발달하지 못했고,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수용의지나 

노력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대표적인 소수 종족의 유입 과정과 

정착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태국 

정부의 소수종족에 대한 동화정책 내지 국가 

통합정책을 통해 한국의 문화 공동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HUFS to the 

World’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Q.4

프로젝트 수행 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

태국을 방문하던 날 국경일이 많아 

공공기관과 같은 장소에는 문이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나 조사에 필요한 

서적이나 문서를 참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원비로 받은 70만 원으로는 

항공료를 지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Q.5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집을 떠나 타지에서 내가 설정한 목표에 맞춰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인으로 한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앞으로 ‘HUFS to the World’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신청 후 면접준비를 철저히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나 주제설정을 

할 때 반드시 팀원들의 관심사를 모아 

설정하면 좋습니다. 선발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제가 아닌 

진정성 있는 관심분야로 설정하길 바랍니다.

태국어통·번역학과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두 개의 팀이 선발되어 

태국에서 ‘HUFS to the World’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2010년 2학기 동계 우수 탐방팀인 

‘GS’의 오소영(09), 김민지(09) 

학생으로부터 프로젝트 선정배경과 

내용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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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세계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각국이 개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보다 나

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요한 약물이나 의료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HO는 국

제보건 사업의 지도적이고 조정적인 기구이며, UN 본부 사무국을 중심

으로 한다. WHO는 세계의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에 걸맞게, 다양한 분

야에서 많은 인재를 채용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건부서, 기술부서, 관리부서, 경영부서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WHO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어학실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

각과 세계보건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JPO(The Junior Profes-

sional Officer)라는 시험을 통해 WHO에 입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기구에서 1~2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다. 또한 WHO는 최대 3개월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어 학생들은 좀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who.int/en/

채용정보  |  http://www.who.int/employment/apply

‘World Trade Organization’, 1984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는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GATT 체제를 대신해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회원국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147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

안 및 이행방안이 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성, 언어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마인드,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일

에 대한 열정과 헌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전국 최고를 자부하

는 통·번역대학에서 체계적인 전공수업을 통해 전문성과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확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언어의 전문성과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무역

기구, WTO의 문은 통·번역대학생들에게 활짝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wto.org/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번역대학인의

가능성을 실현할

국제 무대

나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소통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의 

취업뿐 아니라, 수많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가 글로벌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소개함으로써 펼칠 

수 있는 미래의 크기를 가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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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해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이

다. 2009년 6월 코소보가 가입해 가입국은 총 187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IMF의 주요 활동으로는 먼저 외환시세 안정을 꼽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

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주요활동은 외환제한 철폐이다.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는데 세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차

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주요활동은 자금 공여이다.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

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홈페이지  |  http://www.imf.org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유네스코

(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

기구이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193개의 정회원국과 7개의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 회원국에 가입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란 중에도 유네스코 활동을 유지했다. 국제 평

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 아래, 유네스코는 교육, 자연

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걸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폭넓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에 열려있는 취

업문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행정, 재무, 인력관

리·전산을 담당하는 일반직(General services), 실무언어인 영어를 비

롯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총 6개의 유네스코 

공용어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언어직(translators & interpreters), 

임시직(temporary assistance) 등 크게 네 분야가 있다. 이 밖에 과소 

진출국(유네스코 회원국 중 자국민이 사무국에 전혀 진출하지 못했거

나 최소 할당 인원보다 적게 진출한 국가)을 대상으로 30세 이하 인재

를 모집하는 초급전문직프로그램(UNESCO Young Professional)제도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적정 진출국가로 분류되어 현재 

YPP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공여

국 정부가 자비 부담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프로그램(Associate Ex-

perts Programme)도 있다.

인턴십은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에서 1~4개월간 근무하며 유네

스코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지원 시점의 재학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가

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실무언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탁월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은 근무 희망시기 1개월 전 유네

스코 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대학원생

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글로벌 인턴십 자격으로 유네스코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유네스코 채용 정보는 유네스코 공식웹사

이트 내 채용정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g(유네스코 공식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채용정보  |  http://www.unesco.org/employment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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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로서 2010년 현재 영국·프랑스·독일·미국·캐나

다·스페인·오스트레일리아·중국·인도·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 대륙의 40여 개국

에 지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 280만 지지자들의 후원 속에 에너지혁명과 해양보호, 고대삼

림보호, 군축과 평화, 유해물질 없는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운동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한국에는 

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1994년 4월 그린피스 환경조사팀이 한국의 자연보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린피스호 편으로 방문한 바 있다. 통·번역대학 학생들은 철저한 교육과

정, 우수한 통·번역 관련 교육시설, 다양한 국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갈고 닦은 어학실

력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통·번역대학은 서울캠퍼스와의 중복학

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독자적 발전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일할 실무 통역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본교에 개설된 유엔 부설 국제전문가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UPEACE, 유피스) 석사과정을 통해 국제법과 인권학과, 미

디어와 평화학과를 개설해 관련 분야의 국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  |  www.greenpeace.org/

홈페이지  |

http://www.beta.undp.org/undp/en/home.html

채용정보  |

http://www.mofat.go.kr/unrecruit/index.jsp

유엔개발계획은 개도국에 대한 유엔의 개발원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1959년 

발족된 유엔특별기금(UNSF)과 1950년 발족된 확대기술원조계획(EPTA)의 통합으로 1966

년 1월 발족되었다. 유엔개발계획은 전 세계 177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개발도상국을 상대

로 개발 및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에 의한 개발도상국 기술원조는 국가별 개발

계획의 작성, 투자 전 조사, 교육과 기술훈련, 천연자원의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는 대

부분 유엔 본부 및 유엔전문기구에 위탁된다. 원조계획을 결정하는 관리이사회는 유엔경

제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개발도상국 27개국과 선진국 21개국 등 48개국으로 구성된다. 

5년마다 세우는 사업계획지표는 가맹국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충당된다. 사업 부문으로

는 기아문제 해결과 민주사회 형성, 환경 보호, 재난 피해 복구와 구호활동, 에이즈 퇴치, 

여권 신장, 국가 능력 향상 등이 있다. 

UNDP의 채용은 공석 시 공고를 통해 모집이 이루어진다. 내부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국제

적으로 공모하는데, 공고문 상의 응모요령에 따라 해당 기구에 직접 응모를 해야 한다. 직

원모집 공고는 응모기한이 4주 정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 모집 정보를 접하면 가급적 

신속히 응모를 해야 한다.

그린피스

Green Peace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약칭은 WIPO이며,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서 산업

재산권(특허, 상표, 의장, 실용 등) 16개 조약과 저작권(음반, 저작물, 

비디오 등) 6개 조약, 기타 1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1898년 창설된 

BIRPI(지식재산권 국제사무소)의 후신으로 1967년 WIPO 조약에 의거 

1970년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지적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조약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제·기술면에

서의 원조도 실시한다.

WIPO에 입사하는 것은 외국어 능력이 강점인 통·번역대학 학생들에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영어를 기본으로 제 2외국어는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다. UN 공식 

언어 중에서 영어와 불어가 비중이 가장 높다. 

둘째, 틈이 날 때 단기·장기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자. 적어도 국제

기구에서 일할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 세계를 알아야 하기 때

문이다.

셋째, 평소에 국제 정치나 국제 이슈에 대해 공부하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제정치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  http://www.wipo.int/portal/index.html.en

채용정보  |  http://www.wipo.int/erecruitment/e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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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소속 재학생 및 이중전공생으로서 

휴학생은 제외한다. 대회 당일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가 언어는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회 참가자는 수업 결시에 대해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02  해당 언어

통·번역대학 소속 학과 언어인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중국어·일본

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태국어를 대상으로 한다.

03  일정 및 장소

① 신청 : 2011년 10월 24일(월) 09:00 ∼ 2011년 10월 31일(월) 18:00

② 대회 일시 및 장소

 - 예선 : 2011년 11월 25일(금) 10:30, 장소는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 본선 : 2011년 11월 25일(금) 13:30, 장소는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③ 발표 및 시상 :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04  접수

참가자는 신청서를 통·번역대학 홈페이지(www.hufstranslate.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E-mail(HUFScontest@gmail.com)로 접수한다.

05  진행 방식

① 예선 : 전공 언어 스피치. 주제는 대회 1주일 전 통·번역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심사 기준 : 논리성, 타당성, 표현의 창의성, 발음, 유창성

② 본선 : B-A 순차통역. 주제는 대회 1주일 전 통·번역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심사 기준 : 내용의 정확성, 유창성, 표현 및 문법

06  시상

각 언어 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 명을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지원자 수

와 심사 결과에 따라 1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

을 지급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01  신청 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소속 재학생 및 이중전공생으로서 

휴학생은 제외한다. 대회 당일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가 언어는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회 참가자는 수업 결시에 대해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02  해당 언어

통·번역대학 소속 학과 언어인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중국어·일본

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태국어를 대상으로 한다.

03  일정 및 장소

① 신청 : 2011년 10월 24일(월) 09:00∼2011년 10월 31일(월) 18:00

② 대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22일(화) 13:30∼15:30,

 장소는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③ 발표 및 시상 :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04  접수

참가자는 신청서를 통·번역대학 홈페이지(www.hufstranslate.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E-mail(HUFScontest@gmail.com)로 접수한다.

05  진행 방식

-  대회에서 제시하는 외국어 문학 텍스트를 100분 안에 한국어로 번역한다. 

종이 사전 사용은 허용한다.

- 심사 기준 : 원문 충실도, 한국어 가독성

06  시상

각 언어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 명을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지원자 수와 

심사 결과에 따라 1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통역대회

 

통·번역대학

번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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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나영

태국어통·번역학과

-

처음으로 통·번역대학뉴스 발행에 참가해 

제게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획, 취

재, 집필 과정을 통해 저 또한 통·번역 대학

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취재대상이 관

심을 갖고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어

려웠으며 그것이 저의 능력을 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번역

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더욱 

더 통·번역대학으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

는 커리큘럼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또 이중전공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한국외대의 교육체계를 잘 반영해 다른 

전공과의 연계 방안도 많이 마련되었으면 합

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 파이

팅입니다!

김예진

영어통·번역학부

-

이번 9호를 위해 기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

이 지난 여름인데, 어느 덧 2011년 2학기도 

중반을 훌쩍 넘어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번역대학의 위상을 높일 홍보지의 

학생 편집위원으로서 저는 기사를 기획하고 

집필하는 과정에 자부심을 느끼며 임했고 다

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꾸

려가는 통·번역대학뉴스를 통해 더 많은 학

생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

기를 희망합니다.

임채선

중국어통·번역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관련 커리큘럼은 

가히 국내 최고라 자부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훌륭한 수업의 가치를 모르

는 학생들이 아직 많은 것 같고, 그 이유 중 

하나로 커리큘럼 홍보가 미진한 점을 꼽습니

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 있어도 학생들이 이

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입니다. 저는 ‘통·번역 뉴스’를 통한 학과의 

커리큘럼 홍보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를 회상하면

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당시의 느낌을 살려 

수강 후기를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노력이 한편의 기사라는 열매

를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통·번역 뉴스’

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통·번역 

뉴스’가 교내에서 더욱 신망 받고, 진일보하

길 바랍니다. 

통·번역대학 뉴스를 만드는 9명의 주역들. 

과제와 학점에 매달리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통·번역대학에 애착을 갖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서 이번 호 편집 후기를 들었다. 

Editor’s Story...

황봉준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

기사 작성을 위해 직접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학과와 통·번역대학에 대

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번 호를 통해 학생들이 통·번역대 학생으로

서의 자부심을 갖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때보다 알차고 

유익한 이번 통·번역대학 뉴스 9호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제작을 위해 애쓰신 

임대근, 이재원 두 분의 교수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편집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나

일본어통·번역학과

-

고등학교 이후 대학에 와서는 처음으로 학교 

신문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와

는 다르게 정말 광범위하고 소개할게 많더라

고요. 또 저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니 떨리기도 했습니다. 통·번역대

학 뉴스를 만들게 되면서 기숙사에 살지 않

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기숙사의 모습에 대

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구석

구석 학교를 둘러보다 보니 사계절이 뚜렷한 

학교라서 이번 신문을 준비할 때는 가을 단

풍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준

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께 수업을 여쭈며 

제가 아직 듣지 못했던 통·번역 수업에 대

해 호기심도 많이 생겼고, 다른 학교의 일본

어과에 비해 교수 대비 학생비율이 낮아 일

대일 의사소통도 잘 되고 수업의 질도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자부심이 더 많이 생

겼습니다. 

장새아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

가을을 물들였던 교정의 나무들이 부산스럽

게 겨울을 준비하듯 저의 첫 통·번역대학 뉴

스 편집위원으로서의 날들 역시 부산스레 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그동안 

저를 비롯해 통·번역대학의 학생들, 교수님

들 모두가 함께 엮은 글들이 ‘9호’라는 이름 

아래 실려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동동거리며 기사를 마무리 짓던 모습이 아

직 눈에 선합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묻는다

고 학과 친구들을 들볶고, 교수님들께도 우왕

좌왕 원고를 독촉하기 바빴는데, 모두들 항상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도움을 줘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게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 저를 탓하기도 하

고, 한편으로는 시험기간과 맞물려 쫓기는 걸 

즐기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정리할 때가 다가

왔습니다. 지는 낙엽과 함께 한 학기동안 함

께한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해 봅니다.

박원준

아랍어통·번역학과

-

그동안 기사를 써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많

이 막연하고 답답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열

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사를 썼기에 그

만큼 보람도 기쁨도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통·번역대학 뉴스 9호가 우리 통·번역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외대 학생들, 그리고 더 나

아가 우리학교 진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

는 고3수험생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수진

독일어통·번역학과

-

해를 거듭할수록 멋지게 변화하는 통·번역

대학! 기사를 쓰면서 통·번역대학 학생이라

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통·

번역뉴스를 통해 대학 생활의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통·번역 교지 학생편집

위원님들, 이재원 교수님, 임대근 교수님 수

고 많으셨습니다. 학과기사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화니 선배님, 황새별 선배님 고맙습

니다! 

이옥경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

생각지도 못하게 이번 학기에 다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에 쓰게 되어 조

금 미진한 감이 들면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통·번역대학으로 바뀐 후, 신설된 많은 과목

들을 알릴 기회가 된 이번 호가 더 의미 있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한 강의들 

모두 제가 수강해본 과목이고 또 현재 수강

하고 있는 과목인 터라 좀더 수월하게 그리

고 충실하게 내용을 소개할 수 있었지 않았

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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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대학뉴스 지난 호

2008. 08. 창간호

2008. 12. 제2호

2009. 01. 제3호

2009. 02. 제4호

2009. 12. 제5호

2010. 04. 제6호

2010. 10. 제7호

2011. 05. 제8호

‘통·번역대학뉴스’ 지난 호를 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통·번역대

학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통·번역대학뉴스는 캠퍼스 내의 수많은 홍보물과는 다릅니다. 홍보전문가들이 아

닌 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에서 기사작성, 편집 

등 대부분의 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간호에서 밝혔듯이 진정한 홍보의 

개념은 언제나 진정성과 문제의식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번

역대학의 장점과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해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의 질책과 비판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안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통·번역대학뉴스는 2008년 8월 창간호를 필두로 이제까지 총 9차례 발행되었습

니다. 2호와 3호는 전자잡지로만 발행되었으며 창간호와 4호(2009. 2), 5호(2009. 

12), 6호(2010. 4), 7호(2010. 10), 8호(2011. 5)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된 9호는 인쇄

물과 전자잡지의 두 가지 형식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통·번역대학뉴스는 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의 통·번

역대학 소개란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바

랍니다.

통·번역대학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고자격 교내 투고자 : 통·번역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본교 교수 및 직원

 교외 투고자 : 통·번역대학 학부모,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및

  입시 관련 업무 담당자, 언론사, 기업체 관계자

원고내용 제한 없음(특히 통·번역대학 발전과 관련된 의견 및 제안을 환영함)

원고제출 rooot@hufs.ac.kr 또는 각 학과별 편집위원 메일

 (메일주소는 뒷표지 참조)

문의 031-330-4519

각 학과의 관련 행사, 학생 및 교수 동정 등 기사 작성에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 바랍니다.

통·번역대학뉴스

다시보기

통·번역대학뉴스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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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참인재를

키워냅니다 

통·번역대학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커리큘럼의 차별화, 

교육인프라의 첨단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21세기 글로벌리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에서 키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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