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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통·번역대학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로벌 캠퍼스에 벚꽃 잎이 흩날리던 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단풍잎만이 가을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통·번역대학 가족 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번역대학이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었던 통·번역대학을
설립하 으며, 현재 대학 내 학생수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으로 그에 걸 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적지 않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수한 교수님을 초빙하고 대폭적으로 개혁한 교육
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통·번역 관련 시설 및 설비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통·번역대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로벌 마인드와 높은 언어
능력, 창의적인 마인드를 이용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훌륭한 기량을 뽐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지금 당장, 그 결실을 느낄 수는 없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간다면 그 이상을 실현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통·번역 장학기금 적립 프로그램은 졸업을 전후한 시점에 같은 학과 후배들을 위한 기부를 통해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통·번역대학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으로 재학생들 모두가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작년에 신축된 기숙사는 먼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층 더 편안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2014년 완공을 목
표로 올해 기공식을 한 신본관 또한 교수 및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통·번역대학 가족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벌써 통·번역대학 뉴스가 제1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통·번역대학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콘텐
츠로 꾸몄는데 학과특성 및 학과 내 학회소개와 신입생들의 생생한 인터뷰, 경쟁시대에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의 경
험기, 그리고 해외연수 소개 등 통·번역대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과 여러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통·번역대학 뉴스는 비단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도 배포되어 대학 홍보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공동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일

통·번역대학장 /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이 태

로벌 마인드와
전 세계 언어, 그리고 문화 교육의 산실
통·번역대학!

DEAN’S MESSAGE



내일을 꿈꾸는 대학, 통·번역대학

통·번역대학이 출범한지 5년 !

통·번역대학은 외국어 교육의 산실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각 학과의 편집위원들을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어보자

CI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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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안목과
높은 어 구사력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키웁니다

어통·번역학부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ello Everyone !

국제화에 따라 미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교류와 문화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학부는 국제적 안목을 지니며 높은 어 구사력
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통신의 거듭된 발달
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벽은 점점 쓰러져 가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 간의 언어
의 벽은 여전히 굳건한 상황에서 어통·번역학부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
되는 언어인 어를 바탕으로 언어의 벽을 뛰어 넘어 지구촌의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전공 소개
어통·번역학부는 미통상통·번역 전공, 미문학문화통·번역 전공, 어학전

공, 어통·번역심화 전공의 4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전공들은 서로 교
차하여 수강할 수 있어 어에 대한 특성과 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소양, 어
구사력과 통·번역의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다.

어통상통·번역 전공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 문화권의 문화와 관습,
삶의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전공으로 지역학적 접근을 통해 미권 사람과 사
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무능력을 높이고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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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원어 노래 학회 뮤즈 뮤즈(MUSE)

어 뮤지컬 학회 팬터지(FANTAGE)

사랑과 헌신의 봉사 학회 거름마

신명 나는 풍물놀이 학회 동네북

과 단합의 선봉, 축구 학회 FC.One

주력한다.
미문학문화통·번역 전공은 문학작품 연구를 통한 언어의 아름다움, 작품 속에

숨겨진 미 문화와 교양을 연구하는 전공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고급 어 독해 능
력, 비판적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각종 심층 정보를 분석·전달할 수 있다. 
어학전공은 어의 구성원리와 그 체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효과적인

어 구사능력과 체계적인 교습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최근 각광받고
있는 TESOL(교육대학원) 같은 특수 목적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어통·번역심화 전공은 국가간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전

적인 어에 중점을 맞추는 전공으로 통역, 번역을 위해 필요한 유창한 언어뿐 아
니라 상대의 문화, 주로 사용되는 구어, 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어통·번역심화 전공을 택한 학우들은 전문 통역사뿐 아니라 금융권, 다국적 기업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학회 소개
원어 노래학회인 뮤즈는 팝송, 발라드, 락,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연습과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다. ‘Face on the stage’이른바 팬
터지(FANTAGE)는 어뮤지컬 학회로써‘Burlesque’, ‘Fame’등 유수의 어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봉사학회 거름마는‘사랑’과‘헌신’의 이름아
래 서울특별시 암사동의 보육원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바자회 등에 참석하고 있
으며 동네북은 어통·번역학부의 풍물놀이 학회로써 여름마다 직접 지방에 내려
가 명인들에게 직접 악기와 연주기법을 전수받고 학교 내 다른 동아리들과의 협연
도 활발히 가지고 있다. FC.One은 어통·번역학부의 축구 학회로써 세계인의
운동인 축구를 통해 선후배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Smiling members of Romantic Fever’를 의미하는 스머프(SMURF)
는 어통·번역학부의 교지 편집학회로 다양한 취재와 편집, 디자인, 기사 작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지를 발행해 오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미국 내에는 UC버클리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델라웨어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 보스턴대학교 (Boston
University), 아칸소대학교(University of Arkansas), 텍사스대학교(오스틴)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하와이대학교(힐로)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등 총 45개 교류 협정 대학이 있다. 
캠브리지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ESOL Examinations), 런던대학교
(University of London), 엑스터대학교(University of Exeter)등 국 내의 총 7
개 대학,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맥콰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등 호주의 총 6개 대학, 알버타주립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
몬트리올대학교( Universite de Montreal)등 총 3개 캐나다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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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을 통해
언어와 지식을 겸비한
독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독일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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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독일의 민속춤 학회 TanZen(탄첸)

원어 연극 학회 LEUTE(로이테)

교내 대표 풍물 학회 Minmaek(민맥) 

Hallo !

독일어통·번역학과는 독일어를 비롯하여 독일어권의 문학, 어학, 문화, 역사, 정치
등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현대 외국어
교육의 방향에 맞추어 독일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하
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공 소개
1, 2학년은 독일어 능력 배양과 전공 교양 교육에 주력한다. 대부분의 타 대학 독일
어 관련학과(독문학과, 독일어과)에서 저학년의 이수 과정을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교수가 이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에서는 말하기, 듣기 능
력 향상을 위해 내·외국인 교수가 한 팀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3, 4학년은 독일
어와 독일 및 유럽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독일의 문학, 어학, 철학, 심리학, 미
학,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강좌를 제공한다. 독일어의 기본 어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독일어 연습은 읽고, 말하고, 쓰기를 집중 연습하는 과목으로 외국인 교수들이
전담하여 수업한다. 

1, 2학년의 과정에서부터 원어민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독일어에 대한 부담을 타파
한다.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진 독일어 원어 수업은 3, 4학년이 되었을 때 독일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며 이는 언어와 지식이 겸비된 진정한 독일전문가
로 발전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입학과 동시에 전공필수로 수강하게 되
는 독일어 연숩, 문법과 텍스트의 이해 및 전공교양세미나 수업은 독일어 향상과
독어독문학적 지식 향상을 위한 독일어통번역학과만의 특별 커리큘럼이다.

학회 소개
TanZen(탄첸)은 독일의 민속춤을 배우고 춤추는 학회로 바스, 러, 플라맹고 등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지방의 민속춤을 배우며 다양한 공연을 해오고 있다.
LEUTE(로이테)는 원어연극학회로 1년에 1번 정도의 워크숍과 공연을 하고 있다.
백성, 사람들, 민중의 줄기를 뜻하는 민맥은 풍물학회로 외국문화를 배우기에 앞서
한국의 본연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외국에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뷔르츠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Wurzburg),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 함부르크대학교 (University of Hamburg), 요하네스구텐
베르크마인츠대학교(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라이프찌히대학교
(Mainz University of Leipzig), 마부르크필립스대학교(Philipps-Universitat
Marburg), 등 독일의 주요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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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Bienvenidos !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스페인어권 국가들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인 언어구사능력, 문화이해능력, 그
리고 세부 역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교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공 소개
기초 어학 과목으로 스페인어 문법, 강독, 작문, 회화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분류되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학과에서 독창적으로 개
발한 스페인어스피치 과목이 1,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어
권 국가와 관련한 주요 주제들을 스페인어로 암송함으로써 스페인어 유창성을 높이
고 회화 능력을 배양한다. 3, 4학년 때는 통번역학, 언어학, 문학, 지역학과 같은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된 전공 역량을 축적하도록 하 다.
고학년 수업 중 하나인 스페인어에세이쓰기 수업을 통하여 주요 주제에 대하여 스
페인어 보고서 작성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 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가 갖추고 있는 커리큘럼은 어학 뿐 아니라 세부 전공 역에 이
르기까지 국내 스페인어교육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자부한다. 아울러 이러한 강
좌들에 대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기 위하여, 학과는 통합관
리과목이라고 하여 동일교과목에 대하여는 분반 단위가 아니라 해당 교과목을 수강
한 전체 학생들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학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내실 있는 커리큘럼과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활약
이 눈부시다.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의 스페인어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과 재학생들이 1, 2, 3위를 모두 휩쓸었으며, 국내 최고의 통번역대학원인 한국외국
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매년 가장 많은 숫자로 입학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삼성전

정치, 문화, 경제적
교류를 선도할
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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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전통 공연 학회 Jovenes

스페인 전통 공연 학회 Flamenco

자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중남미 대사
관 및 KOTRA와 같은 공직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 소개
정기 스터디 학회로 Aros, Companeros, Sesamo,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공부하
는 Camino이 있다. 공연학회로 스페인어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노래 학회
Jovenes와 화려한 의상과 함께 춤을 추는 Flamenco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혼과
전통을 보전하는 취지의 풍물학회인 댓돌 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편집부인 Faro
는 스페인어통·번역학과에서 발행하는 'La voz'라는 신문편집 및 발행을 맡고 있
으며 그 외에도 학과 내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사진을 찍는 등 학과의 소식을 전
달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멕시코국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UNAM),
University of America), 엘살바도르대학교 University of El Salvador), 과테말
라 산 까를로스대학교(University of San Carlos of Guatemala), 스페인 마드리
드대학교(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칠레 국립 칠레대학교
(universidad de santiago de chile),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Universidad
Autonoma de Barcelona), 아르헨티나 벨그라노대학교(University of
Belgrano)등 총 13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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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N GIORNO !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주요국
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에 있어 한국과 긴 한 교류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과거와 현재의
정신적 기반임과 동시에 미래 초일류 문화국
의 잠재력을 소요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탈
리아와 한국 간 교류의 장에서 주인공 역할
을 하게 될 이탈리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는 일차적으로 확실한 언어능력이 확립되어
야 하며 이는 이탈리아의 전문 분야들에 다
가가기 위한 기반임에 틀림없다.

전공 소개
본 학과는 확실한 이탈리아어 능력을 바탕으
로 이탈리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보
다 실용적인 이탈리아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본 학과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한국유럽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는 이탈리아 제 분야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4년간의 심도 깊은 실용교육을 받고 난 이탈
리아어 전문가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학회 소개
현재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는 이탈리아
전통 춤 공연 학회인 아르모니아와 이탈리아

Ital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통합 유럽을 대표하는
미래 유럽전문가를
키웁니다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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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통 춤 공연 학회 아르모니아

이탈리아어통·번역 학회 이통통

어 통·번역을 연습하는 학회 이통통, 그리고 시사토론학회인 펜시에리가 있다. 아
르모니아 학회는 교내 가장 큰 행사인 세계민속문화축전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평소 과내 주요행사 및 외부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통통은 2011학년도에 처음 개설된 학회로서‘이탈리아어통·번역학회를 통해 세
계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학회 펜시애리(pensieri)는 쓰기, 발표 토론을 하는 학회로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학회이다.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졸업 후에 취직
을 할 때에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pensieri 학회는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베네치아대학교(Universita Ca'Foscari Venezia), 로마국립대학교(Rome
University "La Sapienza"), 바리대학교 (University of Bari), 외국인을 위한 시
에나대학교(Universita per Stranieri di Siena), 등 이탈리아 주요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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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중국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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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원어 연극 학회 너와나

중국어 원어 연극 학회 남상연

고급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통·번역, 언어, 문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중국 전문 지역 인재가 될 수 있다. 여섯 분의 한국인
교수님들과 세 분의 중국인 교수님들, 그리고 30여분의 강사선생님의 전문적인 강
의를 연계시킨 체계적인 학년별 커리큘럼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전공 소개
재학기간 중 1~2학년은 언어 중심의 커리큘럼이 짜여있어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배
우는 기간이며, 3~4학년 동안에는 통·번역의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언어, 문학,
사회과학분야로 나누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7+1 파견학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규학기 중에 한 학기를 중국 최고 대학인 북경대학교
본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국어통·번역학과의 큰 장점이다. 

중국어통·번역 학과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인 교수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
류하며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중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과
내에 총 네 개의 학회가 개설되어있다. 중국지역학, 중국어원어가요, 원어회화, 그
리고 원어연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회를 선택하고
활동하면서 학기 말에 수확제를 개최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후배
간의 교류를 증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칫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외국어 학습
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다.

학회 소개
공백대( )는 중국원어가요 학회로서 노래와 춤을 위주로 공연하는 학회이다.
단순히 춤과 노래만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중국의 노
래와 춤을 두루 익히며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려 노
력한다. 
"연기를 해보고 싶거나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우고 싶다면?"
그렇다면 중국어원어연극학회 남상연(걃觴演)이 있다. 1993년 시작된 20년 전통의
남상연(걃觴演)은‘왕의 남자’, ‘써니’, ‘맘마미마’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중국어
로 공연했다. 역시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너와나(       )학회는 중국어 학
습자와 비학습자가 어울려 원어 연극 및 패러디를 통해서 신나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회이다.

교류 협정 대학
북경대학교(Peking University), 북경외국어대학교(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북경사범대학교(Beijing Normal University), 남경대학교(Nanjing
University), 상해외국어대학교(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연변대학교(Yanbian University), 심천대학교 (Shenzen University), 중국중산
대학교(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산동대학교(Shandong
University), 사천외국어대학교(Sichu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광
동외국학대학교(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복단대학교
(Fudan University)등 총 20개의 중국 내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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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めまして!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모든 역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어통·번역학
과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 소수인원제 및 원어강의 수
업을 통하여 일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일본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전
문 연구자 및 일본 관련 비즈니스에서 활약할 차세대 일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1, 2학년 교과목은 주로 일본어 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어통·번역
입문 수업을 통해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 및 소양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제 통역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번역과제 및 실습을 통해 접해보는 과정을 통해

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통해 차세대 일본
전문가를 배양합니다

일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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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가요 학회 코다마

원어 연극 학회 히아토

저학년 시기부터 고급 지식과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구축한다.
따라서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들어온 학생일지라도 고학년이 될 때는 상당한 수준
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게 된다.
3, 4학년 때는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일본어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세분화 되고 심
화된 일본어학을 공부하게 되며, 실제 통·번역을 해볼 수 있는 실무적인 현장에서
일본어 구사력을 높일 수 있는 일한순차통역연습, 일본어 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 일
본어 비즈니스 쓰기, 일본어시사번역 등 실전형 과목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일본
의 시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하여 일본어통·번역관련
지식뿐 아니라 일본 지역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된다.

학회 소개
현재 일본어통·번역학과 내에는 원어 가요 학회 코다마, 원어 연극 학회 히아토,
일본어 공부학회 삼육오, 원어 감상 학회 야리토리 등 네 개의 학회가 있다. 원어
가요 학회 코다마는 학회회원들이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의 악기를 연주하
며 밴드의 일원이 되어 연말에 공연을 갖는다. 원어 연극 학회 히아토는 일본의 드
라마나 화 중 인기 있는 작품을 골라서 실제 배우가 되어 원어로 연극을 한다.
이외에도 일본어 공부학회 삼육오는 일본어 능력자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부족한 실
력을 보충해주어 능숙한 일본어 구사를 책임진다. 원어 감상 학회‘야리토리’는 일
본의 드라마, 애니메이션, 화 등 다양한 미디어 감상을 통해 일본어를 익히며 자
신의 취미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류 협정 대학
와세다대학(Waseda University), 됴쿄대학(University of Tokyo), 도쿄외국어대
학(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덴리대학(Tenri University), 야먀구
치대학(Yamaguchi University), 오비린대학(Obirin University), 나고야대학
(Nagoya University)등 총 15개의 교류 협정 대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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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c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중동 사막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중동지역 전문가를 키웁니다

아랍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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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여성 전통 공연 학회 야스민

아랍 전통 공연 학회 오아시스

?

아랍어 통·번역학과는 로벌 시대에 적합한 중동지역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아랍어 통·번역과정을 비롯한 아랍지역의 정치, 통상, 사회, 문화 등의 분
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아랍어 언어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전공 소개
1학년 과정에는 기초 아랍어 문법 및 독해 능력과 청취 및 회화능력을 배양하기 위
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2학년 과정에는 통·번역 입문을 비롯한 중급수준의
문법, 구문독해, 회화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3-4학년 과정
에는 보다 심화된 수준의 아랍어를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아랍어 순차통역, 실무 아랍어, 고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번역 과목을
통해 실무적 언어능력의 배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중동 정치,
역사, 이슬람 금융론 등의 과목에 대한 어 및 아랍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70년대 시작한 한-아랍 관계는 30년동안 상호 신뢰 및 호혜의 교류속에서 21세기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됨으로써 정치, 통상, 자원,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졸업생들이 외교통상부, 국정원, KOTRA, 석
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국 기업과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현
대건설, 한화, 롯데건설 등 국내 유수의 플랜트 및 건설회사에 진출함으로써 아랍어
통·번역학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국제지역대학원, 일반대학원, 통번역대
학원 등으로 진학하여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이듯이 아랍어 통·번역학과를 만나면 22개국 3억 5천만
명의 아랍세계 더 나아가 57개국 이슬람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학회 소개
공연학회 야스민은 여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아랍 전통 무용인 벨리 댄스를 통해 아
랍문화를 익히며 매년 다수의 외부공연을 하고 있다. 아랍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학회인 오아시스 또한 공연학회로 야스민과 마찬가지로 외부공연과 세민전 공연을
하고 있다. 중동문화연구회는 아랍어와 아랍문화연구를 통해 아랍을 비롯한 중동지
역 문화를 알리는 학회입니다. 편집부는 학과의 행사 촬 및 동 상 제작을 통해
학과의 전반적인 행사 기획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이집트 카이로국립대학교(Cairo University), 이집트 아이샴스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요르단대학교(University of Jordan), 이라크 바그다드대학교
(University of Baghdad), 쿠웨이트대학교(Kuwait University), 레바논대학교
(Lebanese University), 사우디 아라비아 킹사우드대학교(King Saud
University), 모로코 모하메드5세대학교(Mohamed V University) 등 총 12개 아
랍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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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Indones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의
미래 주역을 키웁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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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학술 대회 세미나

말레이족 전통춤 학회 이르마

Apa kabar !

2008년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과로 학과 명이 변경된 이후, 통·번역에 적
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계과목 강화, 수강인원 제한, 원어강
의 증설, 지속적인 FLEX개발을 통해 통·번역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전공 소개
1, 2학년 과정 커리큘럼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역으로 나누어 전공언
어에 대한 집중적인 기초학습과 심화학습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1, 2학년의 경우
언어습득에 적합하게 수강인원을 17명으로 제한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의 원활한 학
습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4학년에서는 통·번역학과에 적합한 통역
과 번역 실습, 그리고 원어 프레젠테이션 과목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통·번역을 실
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위 지역학 과목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과목을 3, 4학년에 개설하여 언어와 지역학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특히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82% 이상이 말레
이-인도네시아어 와 어 등의 원어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원어와 어에 대한 관심
과 능력을 조기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 중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에서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7+1제도를 통해 매 학기
10여명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 받고 있다.

학회 소개
현재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학과 (이하 마인어통·번역학과)에는 Irama,
BDBI, BISA, INTEL, 월보 등 다섯 개의 학회가 있다. Irama는 말레이족의 전통
무용을 보고 배우며 간접적으로 문화를 배우는 학회이고, BDBI는 말레이시아 원어
민 교수님께 어를 배우는 학회이다. BISA는 전공 언어인 마인어를 배우고 연구
하는 학회이고, INTEL에서는 학과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설 등 컴퓨터 관련 된 활동
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보는 학과 내의 소식이나 정보를 알리는 소식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학회이다.  마인어통·번역학과는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열정을 긍
정적으로 표출 시킬 수 있도록 학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류 협정 대학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Universiti Sains
Malaysia),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가자마다대학교(Gadjah
Mada University), 우다야나대학교 (Udayana University), 하사누딘대학교(
Hasanuddin University), 안달라스대학교( Andalas University), 등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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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전형 태국지역 전문가를
키웁니다

태국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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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통·번역학과는 1983년도에 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통
해 태국어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에 학과 창설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그동안 배출된 많은 졸업생들이 태
국어 및 태국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태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방콕 및 인근지역에 80여명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태국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숫자
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앞으로도 태국어 통·번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해 나갈 것이다. 

전공 소개
태국어통·번역학과는 최근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태국어통·번역교
육을 추구하고 있다. 1, 2학년 과정에서는 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기초과정과 중급 수준의 문법과 작문, 강독 그리고 외국인교수의 회화과목 등을 공
부하게 된다. 3, 4학년 과정에서는 고급수준의 회화와 작문, 시사정보태국어, 비즈
니스태국어, 통상실무 태국어 등의 과목을 통해 실무 관련 어학 능력을 배양하고
태국 문학, 사회문화원강, 한태관계의 이해, 태국학 특강 등의 과목을 공부한다. 

태국어통·번역학과는 태국에 10개가 넘는 유수한 대학과 학문교류협정을 체결하
고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자매대
학을 선택하여 4주간 단기어학 연수를 통해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7+1제
도를 통해 우리대학으로부터 한 학기 등록금을 환원 받아 태국의 자매대학에서 18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자비로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교환학
생제도도 있다. 이 밖에도 주태국한국대사관이나, KOTRA방콕지사 등에서 한 학기
인턴십 과정을 통해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회 소개
테짜오잉과 테와다 2개의 학회를 통해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테짜오잉은 태국의 전통 춤과 무술을 연구하는 학회
로 2012년 끌루어이, 대나무 춤, 플 을 정기공연 하 다. 특히 이번 세계민속문화
축전에서는 대나무춤을 공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테와다는 태국어로‘천사’라는
뜻으로 태국의 현대 노래와 춤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2012년도에는 I am four-
mod라는 댄스곡과 한국 드라마‘궁’의 OST인 Perhaps Love를 태국어 버전으
로 노래했다.

교류 협정 대학
쭐라롱껀국립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쏭클라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부라파대학교(Burapha University), 씨나카린위롯대학교
(Srinakharinwirot University), 카셋사트대학교 (Kasetsart University), 치앙마
이대학교( Chiang Mai University)등 총 10개의 교류 협정 대학이 있다.

태국의 전통 춤·무술 공연 학회 테짜오잉

태국의 현대 춤 공연 학회 춤테와다



신입생 / 졸업생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신입생,

현장을 뛰어다니는 졸업생

그들을 통해 통·번역대학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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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통·번역학과 12학번 김나현

Q_ 독일어통·번역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일어과가 있는 학교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확연히 다른 저희 학교 만
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회화중심의 수업 구성이었어요. 다른 학교는 일학년 때 한국어로 독일 문학을 배우는 게
다인데, 이 학교는 일학년 때부터 원어민과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 점이 저를 이 학교에 오게 온 가장 큰 이유 어요.

Q_ 오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어떤가요?

사실 독일어통·번역과를 오기까지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오는 순간,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일주일에
네 번 듣는 원어민 수업은 제가 독일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문법수업은 원어민 수업에서 부족한 것을 배
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전공 교양 세미나 수업은 어려운 독일 문학을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
이에요. 모두 다 맘에 드네요.

Q_ 졸업 후에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건축가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건축학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도 독일어를 완벽하
게 마스터하고 나서 독일에 건너가 건축학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에서거든요. 지금은 건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지만 독
일어를 우리학교에서 배운 뒤 독일에서 유명한 건축가 되고 싶어요.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2학번이민아

Q_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 능력자를 꿈꾸어 왔습니다. 통역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이탈리아 사이트를 자주 들어
갔고, 이탈리아어로 된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화 등을 시청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저는 외무고시를 쳐서 외교관이
되는 것보다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고, 나중에 통·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Why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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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11학번 문혜

Q_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한 저는 유럽권 언어를 배
우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아 희소가치가 충분히 있는 언어 고, 요리나 음악, 건축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배우고자 이곳에 오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탈
리아어과가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통·번역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벌캠퍼스에서는 통·
번역학과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좋은 인식을 주었고, 언어 사용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겠다
고 생각하 습니다.

아랍어통·번역학과 12학번 장진아

Q_ 아랍어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원래 흥미가 있고 잘하는 외국어 계열로 진학하는 게 나중에 가서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 났던 학교가 바로 한국외국어대학이었어요. 국내 제 1의 로벌 대학답게 제가 원하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외국어 관련 과들, 특히 특
수어를 가르치는 과가 많기 때문에 과를 정함에 있어서 선택이 폭이 넓다는 점, 외국어 교육 관련 경험이 많고 실력 있으신
한국인 교수님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KOTRA, 외교통상부, 해외한국문화원 해외 인턴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Q_ 아랍어통·번역학과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해 본 소감이 어떤가요?

아랍어통·번역학과의 슬로건이 바로“함께하는”아랍어통·번역학과입니다. 이에 맞게 모든 과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도가 높아 선후배간 친 감이 다른 과와 비교해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회들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소할 수 있는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이해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요.

Q_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는 국제지역대학원에 진학해 지역학을 더 공부해서 아랍 지역 전문가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나,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해 더욱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아랍어 공부를 통해 전문 아랍어 통·번역가가 되는 것, 외무고시를 통
해 중동지역 관련 외교관이 되는 것, 대사관 쪽에서 일하는 것 정도에요. 일단 지금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도록 현재 제가 해야 할 공부들을 성실히 하는 게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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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통·번역학과 12학번 송은실

Q_ 입시 때 우리학교에만 지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HSK6급 280점 FLEX 1365점의 자격증 점수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14년 정도 거주 후 2008년에 귀국 하 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방법이 수시뿐이어서 한 개 대학을 선택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이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학교 이 학과를 위해서 3 년 내내 열심히
노력해온데다, 제 꿈인 동시통역사가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이 학과를 선택하 습니다.

Q_ 실제 입학 후의 소감은?

통·번역사가 꿈이라면 중문학과보다는 중국어통·번역학과에서 통·번역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
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순차통역연습 등 실전에 대해 배우고, 통·번역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어 전공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해 가고 있어 통·번역인재에 대한 요구도 많은 만큼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목표하
시거나 통·번역관련 일에 관심이 있다면 통·번역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Q_ 진로에 대한 계획은?

저는 동시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진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서 성공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부딪히겠지만‘노력은배신하지않는다.’는말을기억하며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일본어통·번역학과 12학번 타케무라 시스카

Q_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때 여러 학교가 한국외대를 지원한 이유는?

옛날부터 통·번역과 관련된 공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외대에 통·번역학과가 개설되어 있길래 바로 지원
하 어요.

Q_ 지금 외대에 입학하여 공부한지 좀 되었는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통·번역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일본어기초를 차근차근 가르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기초부터 잘 되어있는 커리큘럼을 보
며 역시 외대라고 느꼈습니다. 원어민 교수님들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Q_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렸을때부터통·번역관련일을꼭하고싶었습니다. 한국외대통·번역대학을통해꿈을이루어나갈수있어서너무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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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통·번역학과 12학번 조경진

Q_ 어떠한 계기로 통·번역대학에 오게 되었나요?

저는 수시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어문학과보다 통·번역대학은 다양한 언어와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언어적으로 특성화 되어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어학연수와 7+1전형, 교환학생, 코트
라 인턴십 등이 매력적이었습니다.

Q_ 학교를 다녀보니 어떠한가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었던가요?

우선 배우고 싶었던 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2학기때 학교에서 태국어 말하기 듣기 통역 경시대회를 열었습
니다. 대회에 출전한 선배들을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태국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이 되면 저도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힘든 점은 처음에는 과 행사 및 학회활동이 많아서 다소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네요.
특히 몇 일전에 했던 세계민속문화축전에서 했던 공연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Q_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장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 태국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태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2학년이 되면 광고홍보나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장래희망은 스튜어디스나 대사관에서 일하
는 것입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1학번 박향기

Q_ 어떻게 해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절친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정부 초청 학생 기회로 다녀와서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항상 듣게 된 이
후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옆에서 항상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밖에 없으니 저절로 호감이 가게 되었고 그때
부터 막연하게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관련된 진로를 찾다 보니‘코린도’라는 세계
적인 국제 무역회사를 찾게 되었고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대학을 가자고 다짐했어요. 
그 이후 마인어를 배우는 대학들을 조사해본 결과 문학을 갖고 그것에 대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통·번역에 대한 공
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더욱 도움이 되고 잘 쓰일 것 같아서 한국외대 통·번역대에 속해있는 말레이인도
네시아 통·번역학과에 왔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며 언제나 잘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덧붙 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8학번 우동엽

Q_ 스페인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저는 중, 고등학교를 중남미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어와 스페인어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한 점이 저에겐 더 큰 어려움이었습
니다. 그러던 와중에 외대 서울캠퍼스 스페인어과에 다니던 제 친구가 통·번역대학이 로벌캠퍼스에 새로 생겼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통·번역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생활언어에만 능통했던 저는 언어를 좀 더 깊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로벌캠퍼스 스페인어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Q_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 말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제1의 공연학회 로스 호베네스 (Los Jovenes)라는 학회의 학회장입니다. 플라멩코라는 아
주 멋진 또 다른 공연학회도 저희 학과에 존재하지만 제가 저희 학회를 제1의 공연학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학과
와 학회에 대한 자부심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외국어대학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훌륭하
신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으로 열심히 학과 공부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과에서는 국내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도입하 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 학
교와 학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와 자부심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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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최근 인도네시아로 섬유, 신발 분야의 기업들의 진출 뿐 아니라 금융, 건설, 에너지,
IT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여 기업의 무역관련 부서나
통역, 번역 부서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통·번역 대 인만큼 전문 통역사 번역
사가 되기도 하고 외교통상부, 국가정보기관, 경찰 외사과, 출입국 관리직, 코트라
등의 통상관력 기관,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유엔 등의 국제기구, 국내
외 민간기업, 학계, 교육계, 언론 및 방송계 등 다방면에 진출을 하고 있다.
KBS World라는 채널이 있어 마인어를 사용하여 방송계까지 진출 할 수 있다. 이
처럼 대부분의 분야에서 말레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던 분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랍어통·번역학과

아랍지역에 진출 한 건설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외교관, 주한 아랍대사관, 국제
기구전문학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전문직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 진출이 가능
하며 국가정보원,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출입국관리직과
같은 국가공무원이나 신문 및 방송의 해외특파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다. 또한, 통역사, 번역사, 항공사나 여행사 등의 분야로의 길도 있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전적으로 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으나 전공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길로 자신의 진로
를 개척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대사관, 코트라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패션산업이 발
달한 이탈리아에서의 유망한 바이어 직종도 인기 직종이다. 삼성, LG, 현대, 대한항
공 등 이탈리아에 지사를 둔 모든 대기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의 취직
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 관광공사 등 현지 취업을 하거나, 이탈리아에서
악기제작자, 디자이너, 바리스타, 요리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Career Path



태국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 학과의 학생들은 태국현지 내 취업, 정부기관, 금융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은 매력적인 무역상대국이다. 대표
적인 동남아시아의 관광지로 많은 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내에는 넓은 땅과 값싼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전자, 자동차 부품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태국 현지에서 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최근에는 한류 즉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태국 내에서 크게 성공했다. 한국의 음
악과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태국인들은 한국인, 한국제품들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류의 향으로태국내에서는한국어열풍이불고있다.
태국 내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전
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태국어통·번역
학과의 취업은 보다 다양화 되고 증가하고 있다.

어통·번역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통·번역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계속해
서 공부할 수도 있고, 통·번역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통 번역 실무를 위한 준비과
정을 밟을 수도 있으며, 또는 지역학에 관심이 있을 경우엔 국제대학원 등으로 진
학하여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다.
30년 동안 어통·번역 학부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 고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대학 교수 및 통역사, 번역사로 실무에 종사하면서 뛰어
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어 교육 쪽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도 많으며, 탄탄한
어실력을 바탕으로 유명한 무역회사, 외국인 회사, 항공사에 자리잡는 경우도 드물
지 않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나, 로펌 (Law Firm), 방송계 등으로의 진출도 활
발하다.

일본어통·번역학과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 타 학교와 차별되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외국기업이나
통·번역 회사로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여느 통·번역 대학 학과들과 마찬가
지로 일본어통·번역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다. 많은 사람
들이 외국기업에 입사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선배들이 외국의 여
러 기업, 특히 일본의 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다.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여
통·번역 사가 되려는 학생들 또한 여럿 있고 실제로 통·번역 사의 길을 걷고 있
는 선배들도 있다. 꿈이 국내가 아닌 해외, 특히 일본에 있다면 통·번역 대학 일본
어통·번역 학과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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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랍어통·번역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쌍용건설 플랜트사업팀
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 해외 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샘입니다. 졸업생 인
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쁘고 한편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반갑
습니다.

Q_ 현재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어학연수를 갔을 때 생각했어요. 아랍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 건설, 무역, 물류 크게 이 3가지 어요. 아
랍어가 그 업종에서 정말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 문의했죠. 수요, 연봉 등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3가
지 중에서 저는 건설업을 선택했고 그 이후가 중요했어요. 어문계 학생으로
서 이공계가 주를 이루는 건설업에서 나만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 현장견학,
현직자 인터뷰, 외부교육 등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 쌍용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_ 취업을 하는데 있어 전공인 아랍어가 어떠한 향을 끼쳤나요?

아랍어가 큰 무기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 어,
학점,연수,봉사,외부활동)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지 않았거든요. 회사
최종 면접 때도 제 경쟁자가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랍어 기 때문에 끝까지 면접관에게 어필했고 결국
제가 입사를 하게 되어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Q_ 대학시절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많이 놀았어요. 기숙사 노래대회도 참가해서 상도 타구요. 도서관을 24살
때 처음 가봤어요. 학생증도 그 때 발급받았습니다. 항상 동기들이랑 하는
이야기가“지금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그 때보다 더
놀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되지 않았고 연수 후에 졸업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Q_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 해주세요.

요새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 알아요. 저도 그랬거
든요. 그래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히 노력할 때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주변에 분명
히 좋은 선, 후배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에
요. 그 분들이랑 의지하고 술
한잔 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
세요^^

최 샘
아랍어통·번역 학과 0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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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선배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의료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 전략 수립, 경 상 어려움에
빠진 의료기관 진단 및 개편 등 인사, 노무, 재무, 마케팅, 경 등 병원 전
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는 일입니다.

Q_ 학부, 혹은 그 이전부터 그 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학부 때부터 과대표, 과 회장, 단대 사무국장, 총학생회 기
획 정책 역을 맡으면서 학회 공연기획 및 학과 도서관 개관 등 여러 학생회
일을 통해 기획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Q_ 어떻게 의료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졸업 후 CSR이라는 사회 공헌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병원 컨설팅사업 팀으로 부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는 당시 회사 동료와 함께 설립한
컨설팅 회사에서 병원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Q_ 중국 현지 병원에 한국 병원 시스템을 접목하는 컨설팅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무형의 가치인 한국의 선진적인 병원 시스템을 중국 현지 사정에 맞게 문서
화하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병원들이 개발해 낸 효율적인 동선을
문서로 표현하여 수출하는 거죠.

Q_ 직업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짧은 경력으로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경험도 매우 다양해요. 본업인 컨설팅 외에도 병원이나 평생 교
육원에서의 강의, 의학 관련 잡지 등에 칼럼 연재 등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은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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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통·번역 학과 9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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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06학번 서유라

Q_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06학번 서유라입니다. 올 상반기에 졸업했고 현재 멕시코에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TOPTEX라는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원단회사입
니다. 신생회사이지만 급격한 성장속도로 현재 멕시코 원단시장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한인원단회사들 내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통관 및 창고관리입니다. 중국에서 선적되는
컨테이너, 통관 중인 컨테이너, 통관이 완료되어 바이어에게 입고되는 컨테이너
를 매일 통관사측과 접촉하여 status를 체크합니다. 또한 회사 창고에 들어간 컨
테이너들 재고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무사히 통관되어 바이
어들에게 입고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Q_ 어떻게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됐나요? 

2009년에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항상 생
각을 해왔고 미리 경험을 쌓기 위해 에콰도르 및 아르헨티나에서 봉사활동과
인턴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인턴생활을 마친 후에 멕시코에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이력서
를 넣어 현재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Q_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직 신생회사이다 보니 회사 시스템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정리해야 될 부분
이 많고 따라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한 통관 업무 특성상 사내 업부 직원들
은 물론 바이어들, 통관사들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때로는 따지고 싸
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가끔 컨테이너가 토요일
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무전을 받고 일어나기도 합니
다. 때문에 주말에도 항상 NEXTEL 무전기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Q_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바이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나 회사 분들께 노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제 업무 특성상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
고 격려해 주실 때 힘이 많이 납니다. (다음달부터 월급 올라갑니다!̂ )̂

Q_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현지취업을 결심하기 이전에 정말
로 내가 낯선 땅에서 가족 및 친구
들과 떨어져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할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곰곰
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막연히 외국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혹은 취직만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대강이나마 계획을 세우
고 해외근무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해외근무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취업 이전에 정부 해외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미리 경험을
쌓아보고 해외근무가 나와 맞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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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외로 어학연수를 한번쯤은 생각해 본다. 외대에는 외국어를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
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용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한다.

1. 교환학생으로 갈까? 파견학생으로 갈까?

Global Leaders
Education

취지

특징

본교와 해외 자매 대학교가 학생 및 학점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
정기간 동안 교환하여 상대 학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

교환학생제도 7+1 파견학생제도

학생들이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최소 1개 학기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
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

- 파견 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만 납부하고 상대
학교에서 면제를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본교보다 등
록금이 높은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

- 파견 대학에 따라 기숙사비 면제나 보조금 지급 등
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유학 경비가 절감

- 파견 대학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제교류팀에서 입학
허가서 취득을 지원하므로 외국대학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이 용이

- 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 어학연수학점으로는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단,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학점인정
절 차

- 교환학생의 경우, 파견대학의 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찾아간다.
-  7+1 학과선발 파견학생은 학생이 직접 입학지원서 작성 및 입학허가서 수령 혹은 학과 사무실과 상의하여 입

학허가서를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승인을 받고 성적표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
- 제 1 전공과 자선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제 2 전공/부전공은 제 2 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 교양은 교양과정
주임 교수님께 승인을 받는다.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귀국 보고서를 작성한다.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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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비유학으로 갈까? 어학연수로 갈까?

특징

- 본교와 외국 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본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도 지원 가능)

- 입학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국제교류팀에 자비유학생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 대학 수학기간은 최대 2개 학기까지만 인정가능하나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
기만 인정 가능하다.

신청 기간

- 자비유학 신청: 1학기-매년 11월-12월 말까지/ 2학기-매년 5월-6월 말까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

학점인정 관련

- 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5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
필요)

- 수학기간이 종료되면 외국 대학 성적표를 지참한 후 학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점인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1 전공과 자선/교양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제 2 전공/부전공은 제 2 전공/
부전공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는다.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한다.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비유학제도
정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 후 그 기간의 수학학기와 취득 학점을 본교에서 인
정받는 제도이다.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하므로 교환학생이
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다양하다.

알아두자

양 제도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등록금을 어디로 내야 하는가 이다.
각 나라별로, 지역, 학교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싸게 갈 수 있는지에 대
해서 잘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환 학생의 경우, 모집 기간이나 학교가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서 정보를 얻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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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해외어학연수를 통해 어학 실력을 높이고,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국제
교류팀 혹은 해당 학과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우수한 프
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지원자격

- 방학 또는 휴학 기간 중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학기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휴학 중 연수 또는 본교 계절학기로 학점인정은 본교에서 1번
만 가능: 이미 휴학 중 계절학기로 학점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더 이상 휴학 중
단기어학연수로 학점 인정 불가능)

- 재학 중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6학점이므로, 이미 6학점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학
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2008년 12월 22일 동계방학부터 최대 9학점까지 인정:
다른 외국어일 경우, 동일 기간이 아닐 경우만 추가 인정)

- 자매 학교가 아니어도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4년제
대학의 부설 어학(Language Course)일 때만 인정된다. (2년제 대학이나 사설기관
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유의할 것.)

해외어학연수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란 해외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이를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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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관련

-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귀국 후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요청서"
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과
성적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교류팀 홈페
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 어권 어학연수 외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권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48시간 이상이면 3학점, 96시간 이상이면 6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 어권 어학연수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성적표에 "해외연수 교양 어"로 표
기됨. 기타 언어권 어학연수는 학생의 전공에 따라 제1전공 혹은 제2전공(부전공)으
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표에 "해외연수 ㅇㅇ어"로 표기된다.

- 학점인정요청서는 복학학기에 제출해야 학점인정 된다. 복학학기에 요청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어학연수 학점은 소멸이 된다. 본교의 휴학 중 계절학기 또는 단기어학
연수로 1회만 인정 가능하니 유의할 것. (만약 휴학 중 계절학기를 먼저 이수한 경우
다른 휴학 기간 중 이수한 단기어학연수 학점은 인정 될 수 없다.)

- 어권 어학연수로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 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남아공 이상 6개 국가이다.

기타 사항

교환이나 파견학생제도에 비해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자비유학이나 어학연수로 갈 때에
는 학점인정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제교류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위의 네 가지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www.hufs.ac.kr)에서 EduUP의 국제교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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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7+1 파견학생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졸업 후에 아랍어를 특기로 살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유학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지인들과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에 있어서 학기가 인정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계기 습니다.  

Q_ 현재 7+1 파견학생으로 요르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요르단
에서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 생활은 어떠신가요?

보통 유학생들은 요르단 대학교내 어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부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은 총 8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수준별 수업을
듣고 있고, 보통 어학원 수업 후에는,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과 서로 랭
귀지 파트너가 되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업의 경우에는 어학원이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아랍어를 배울 수 있고, 현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녁시간에는 치안문제로
인해 외출보다는 실내에서 유학생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하는 편입니다. 휴일에
는 어학원 내에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르단의 여러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아
랍의 문화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회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통
역을 경험할 수 있어 통·번역 대학 학생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Q_ 7+1 파견학생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생활 8학기 내에 유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한
지식들을 현지에서 바로 적용하고 응용해 가면서 한국에서보다 빠르고 효과적
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대학생으로서의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_ 앞으로 남은 7+1 파견학생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한국에 돌아가서 후회가 남지 않게 공
부를 할 것이고, 현지에서의 통역일이나, 번역, 그리고 인턴 등 앞으로의 목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문화를 잘 이해하고 체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랍
현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구어체나 문화 등에 대해 더 심도있게 공부를 할 계획
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현지인들과 교류를 더욱 넓히고 싶습니다. 

임규민
아랍어통·번역학과 09

7＋1 파견 프로그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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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통·번역 학과 06학번 안정진입니다. KOTRA 인턴십 후
기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_ KOTRA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KOTRA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 과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부터 늘 KOTRA 입사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턴 경험을 통해 제가 입사를 원하는 KOTRA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지, 사내 분위기는 어떤지, 코트라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 경험을 통해, 부족한
스펙도 쌓을 수 있고, 학교에서 학점도 인정해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Q_ 인턴 기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근무했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데, 복사, 서류정리 등 간단한 업무에서부터 현지 신문을 날마다 번역하여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의 까다로운 업무까지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업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 고,
한 두 달 지나니 일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조금씩
빨리 끝내나 보니, 직원 분들이 더 많은 일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일하는 양
이 처음보다 2~3배 많아졌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 KOTRA 업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은 것이 다소 스트레스로 작
용하 는데, 직원 분들이 인턴인 저를 믿고 일을 맡긴다는 생각을 하니,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인정 받고자 하는 욕심에 일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
습니다. 

Q_ KOTRA 인턴십이 끼친 향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대학 이후 KOTRA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막연하게 생각만 하 지, 구체적으로
KOTRA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입사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KOTRA입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꼭 KOTRA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
를 보시고 KOTRA 직원 분들께서도 KOTRA 입사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실제로 KOTRA 필기시험과 인성적성 검사를 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트라나 무역, 수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후배님들에게도 분명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OTRA 인턴십
학생 인터뷰

안정진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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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에 대표적인 학사제도가 이중전공, 부전공(전공심화),
연계전공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중전공, 부전공(전공심화), 연계전공 중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하여야 한다. 

1. 이중전공

- 어통·번역학부, 아프리카학부 소속 학생은 소속 학부 내 다른 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06학번 이중전공자에게도 적용

(위에 제시되어있는 학기별 이수 학점은 하나의 참고용 예시이다.)

2. 부전공(전공심화)

- 로벌 캠퍼스 내에 설치된 각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로벌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정치외교학, 행정학, 언론-정보, 광고-홍보, 방송- 상, 경 학 또한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06학번 전공심화자에게도 적용

CIT  Program 

08학번이후이중전공자

교양

(실용외국어)필수

전공

이중전공

계

1-1

7

2

10

19-21

1-2

7

2

10

19-21

2-1

4

10

6

20-21

2-2

4

10

6

20-21

3-1

8

12

20-21

3-2

8

12

20-21

4-1

8

12

20-22

4-2

6

6

12-22

계

22

4

70

54

150

07학번 이중전공자

교양 (실용외국어)

전공

이중전공

계

1-1

9

9

18-20

1-2

9

9

18-20

2-1

4

5

9

18-20

2-2

4

5

9

18-20

3-1

9

9

18-20

3-2

9

9

18-20

4-1

4

9

13-20

4-2

4

9

13-20

계

26

54

54

134

07학번 전공심화자

교양(실용외국어)

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계

1-1

9

7

2

18-20

1-2

9

7

2

18-20

2-1

4

9

3

2

18-20

2-2

4

9

3

2

18-20

3-1

12

4

2

18-20

3-2

12

4

2

18-20

4-1

12

4

16-20

4-2

7

3

10-20

계

26

75

21

12

134



(위에 제시되어있는 학기별 이수 학점은 하나의 참고용 예시이다.)

3. 연계전공

-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연계되어 있는 전공을 별도로 이수하는 제도로, 이중전공으로 이수되며 졸업 시 필
요한 학점 또한 이중전공과 동일하다.

◇ BRICs연계전공

- BRICs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개설된 전공이다.
- 해당 언어가 가능한 자 중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 해당 지역 자매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수강 가능한 [BRICs Fellowship]을 운 한다.

◇ EU(유럽연합)연계전공

- EU관련 언어학과가 연계하여 개설된 전공으로, 해당국가의 언어와 지역에 관한 전공이다.
- 유럽연합 23개 공식 언어에 포함되는 언어관련 학과 과목과 EU연계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한다.

◇ 동북아 연계전공

- 중국어통·번역학과와 일본어통·번역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으로, 동북아지역 내 환경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전공이다.

-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언어관련 과목과 동북아연계전공 개설 과목을 이수한다.

◇ 문화콘텐츠연계전공

- 철학과, 사학과, 어문학계열 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으로 21세기 성장산업중 하나인 문화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
할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되었으며, 문화현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기획 플래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화콘텐츠 이론과 분석 역, 창작 및 상문화 역, 문화비평과 미디어문화 교육콘텐츠 개발 역, 문화정보 및 문화산업
역 등을 다룬 과목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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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번이후전공심화자

교양(실용외국어)

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계

1-1

9

12

21

1-2

9

12

21

2-1

4

12

3

2

21

2-2

4

12

3

2

21

3-1

10

4

4

18-21

3-2

10

4

4

18-21

4-1

10

4

4

18-22

4-2

5

3

4

12-22

계

26

83

21

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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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로벌캠퍼스는 지난 2012년 10월 6일 토요일에
여의도 물빛무대에서‘2012 세계민속문화축전’을 개최했다.
197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는 이 행사는 로벌캠
퍼스의 각 언어학과 내 학회 및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그 나
라의 전통공연을 펼쳐왔다. 올해는 18개 팀, 230여명의 학생
들이 공연을 펼쳐 행사에 참석한 일반인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공연 외에도 세계민속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문화체험의 기회
또한 제공하 다.

2012 세계민속문화축전 개최_

012년 11월 6일 화요일 오후2시 통번역대학 어통번역학부는 제1회 학술제를 개최하 다. 로벌캠퍼스 세향관에서 치러진 이 행
사는 학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깊이있는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연구내용을 공유함으로서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진취적인 학업활
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단기적인 지식습득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안목을 기르고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1회 어통번역학부 학술제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4개로 구성된 어통번역학부의 세부전공 학생들이 각각
주제를 정해 발표를 하 고 2부에서는 1년 간 어통번역학부에서 봉사하거나 기여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고 한 해를 추억하며 학
술제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학술제 및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만찬 시간을 가져 어통번역학부 내 교수 및 강사,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통·번역학부 학술제 개최_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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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오전11시 로벌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신본관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2014년 6월 완공예정인 로벌캠퍼스
신본관은 지하1층, 지상11층 연면적 2만2400m2(6780평)규모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겸 컨퍼런스 홀을 비롯해 200
석 규모의 국제세미나실, 멀티미디어 교육실 등과 함께 중소규모의 인조잔디 운동장이 들어서게 된다.

박철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이번 로벌캠퍼스 신본관 신축은 부족했던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캠퍼스와 로벌캠퍼스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제 제1의 로벌대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공식에는 박철 총장, 이현환 로벌
캠퍼스 부총장, 정경원 대외부총장, 이상협 산학연계부초장, 학교법인 동원육 회 이남주 이사장, 양인모 이사, 김종철 이사, 권순한
총동문회장, 이덕선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등 학교 주요 관계자 및 재학생 총 200여명이 참석하 다.

통·번역대학뉴스 다시 보기

‘통·번역대학뉴스’지난 호를 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통·번역대학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통·번역대학뉴스는 캠퍼스 내의 수많은 홍보물과는 다릅니다. 홍보전문가들이 아닌 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이 중
심이 되어 기획에서 기사작성, 편집 등 대부분의 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의 장점과 자랑거리뿐만 아니
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해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통·번역대학뉴스는 2008년 8월 창간호를 필두
로 총 11차례 발행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통·번역대학뉴스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의 통·번역대
학 소개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바랍니다.

로벌 캠퍼스 신본관 기공식 개최_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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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大 사랑, 通 큰 사랑 !

통대사랑
장학기금운동

● 통·번역대학‘통대사랑 장학기금’안내

· 동봉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월 1만원씩 기부됩니다.
· 선배들이 기부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학과의 후배들이 수

혜를 받습니다.
· CMS 기부 방식으로 지정 계좌에서 약정 금액이 자동 이체됩니

다. 해지를 원할 경우 학교 발전협력팀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
지 가능합니다.

· 약정서를 쓰면 2012년 3월부터 이체됩니다. 이미 졸업한 동문
들은 약정서를 쓴 날짜부터 이체가 시작됩니다.

· 약정자 이름은 통·번역대학의 정기간행물인 뉴스레터에 기재됩
니다.

· 이 운동에는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동문, 교수, 학부모님 등 모
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통·번역대학 학장실
Tel 031-330-4061
Fax 031-330-4301
E-mail hufstranslate@hufs.ac.kr

발전협력팀
Tel 02-2173-2790, 2791, 2795
Fax 02-2173-2785

● 각 학과 사무실
어통·번역학부 031-330-4202, 4559  

독일어통·번역학과 031-330-4206
스페인어통·번역학과 031-330-421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31-330-4214
중국어통·번역학과 031-330-4232
일본어통·번역학과 031-330-4234
아랍어통·번역학과 031-330-4236
마인어통·번역학과 031-330-4238
태국어통·번역학과 031-33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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