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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통번역대학 학생 및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유독 추웠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있었는지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학기초, 웅크리고 다녔던 추위가 잊혀질 만큼 글로벌캠퍼스에는 푸르른 초록 잎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푸르른 

시기에 통번역대학 뉴스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통번역대학이 출범한 지 올해로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었던 통번역대학을 설립하였

으며, 현재 대학 내 학생수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으로 그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적

지 않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수한 교수님을 초빙하고 대폭적으로 개혁한 교육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통번역관련 시설 및 설비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통번역대학은 국내외를 막

론하고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단과대학 졸업생들은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글로벌 마인드와 높은 언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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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 장학기금 적립 프로그램은 졸업을 전후한 시점에 같은 학과 후배들을 위한 기부를 통해 대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통번역

대학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으로 재학생들 모두가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학교는 신본

관 건축을 진행함으로써 교수 및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 중이며 커리큘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통번역대

학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통번역대학 뉴스가 제1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통번역대학 학우들이 느끼고 있는 저희 단과 대학만의 매

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콘텐츠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외국인교수님이 전하는 학과특성과 신입생과 재학생의 생생한 인터뷰, 

통번역대학 앙케이트조사 등 통번역대학 학우들이 느낄 수 있는 매력과 여러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호

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공동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5월 20일

통번역대학장 /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이  영  태 

글로벌 마인드와 전 세계 언어, 
                    그리고 문화 교육의 산실
             통·번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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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FOCUS
 내일을 꿈꾸는 대학, 통·번역대학



Hello Everyone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미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교류와 문화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학부는 국제적 안목을 지

니며 높은 영어 구사력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통·번역학부는 네 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통·번역교육을 제공하는 영어통·번역심화 전공, 지역학적 접근을 통

해 영미권 사람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미권 통상통·번역 전공, 

영미문학작품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고급 영어 독해 능력, 비판적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각종 심층 정보를 분석·전달할 수 있는 영미문학문화통·번역 

전공, 영어의 언어적 특성을 공부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획득

하는 영어학 전공이 있다.

각 전공들을 서로 교차하여 수강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특성과 

영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소양, 영어 구사력과 통·번역의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국제적 안목과 
높은 영어 구사력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키웁니다

Faculty of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nglish─

영어

통·번역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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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M. Wrigglesworth  교수님

1. What do you think the greatest merit of our Department?
I think the department tries to give a well rounded education on not just language but cultures and literatures I 
think those are very beneficial for students.

2. Could you tell me what is the greatest objective of your class?
Hope Students to feel comfortable in English writing. It is intensive English writing class and I want my students 
to use English freely and write their essay easily.

3. Do you have any advice for your students in English writing?
Well, advice for improving writing would be reading intensively in English. Extensive English reading would 
definitely help for your English reading  

1. 저희 영어 통·번역학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잡힌 교육 인 것 같습니다. 언어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문학 수업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점이 영어 통 번역학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교수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영작문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에요. 제가 맡은 수업은 ‘영어 작문 심화’ 수업이고 그런 만큼 

저희 반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다루고 또 보다 쉬운 영작문을 할 수 있게 돕는 거에요. 

3. 학생들에게 혹시 영어 작문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하나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좀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더 좋아요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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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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어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읽고, 말하고, 쓰기를 집

중 연습하는 과목으로 외국인 교수들이 전담하여 수업한다. 대부분의 타 대학 독일어 관련학과(독문학과, 독일어과)와 달리 

1,2학년의 과정에서부터 원어민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독일어에 대한 부담과 무서움을 타파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수 및 교원을 자랑하는 독일어통·번역학과는 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과 교육운영에 있어

서도 국내 최고를 자부하며 공부하고 있다. 독일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방송언론 및 출판계, 해외업무 담당, 해외항

공화물, MERCEDES BENZ, SIEMENS, BOSCH 등과 같은 독일계 기업 및 증권회사, 금융 서비스분야, 교육계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업 및 학계의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을 통해 
언어와 지식을 겸비한 

독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Germ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German

─

독일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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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ger Preut  교수님

Ich war nur zwei semester hier in "Hankuk Universität Departement über die Übersetzung und das 
Dolmetschen der deutsche Sprache" aber ich glaube es gibt hier viele Vorteile. Zuerst haben die fachstudium 
Professoren einander eine gute Zusammenarbeit. Sie machen keinen einzeln Unterricht, sondern sie 
bemühen sich und machen immer eine Konferenz damit man den besten Unterricht zur Studenten bieten 
können. Ich lerne bei diesen Prozess viel. Außerdem haben wir in unserem Departement einen guten 
Lehrplan damit die Studenten das Deutsch gewisslich lernen. Jede Prüfung die am Donnerstag stattfindet 
ist eins davon. Mit die regelmäßige Prüfungen(wo die Fähigkeiten sowie sprechen, hören, schreiben und 
lesen usw anwenden) können die Studenten fest studieren und machen die Grundlage der deutsche Sprache 
stabil. Außerdem in unserem Departement geben wir viele ausländische Programme für die Studenten 
damit sie ihren deutsche sprache Fähigkeit zu erhöhen. Zum Beispiel geben wir den Studenten chance in 
einen internationale austausch Programm zu teilnehmen wie den Austauschstudent oder eine Absendung 
einer Student nach Deutschland. Oder wir senden die Studenten in Ausland damit sie in eine "ausländische 
Tätigkeit" wie ein Seminar oder eine Konferenz teilnehmen. Dadurch benuzten die Studenten ihre wirkliche 
Fähigkeit und sie ehöhen die deutsche Fähigkeit. Ich habe keinen Zweifel dass die Studenten übersetzen 
und dolmetschen können wenn sie graduieren. Denn sie folgen die Führungen der Professoren gut und die 
Studenten sind gierig beim studieren. 

아직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의 교수가 된지 2학기밖에 되지 않

았지만, 저희 과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전공 과목 교수님들 간

의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잘 짜여 있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수업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배우는 것이 많아요. 저희 독일어통·번역학과는 또한 학생들

이 독일어라는 언어를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에 치르는 시험들도 그 중 하나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능

력을 활용하여 보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정기적으로 봄으로써, 학생들이 공부

를 꾸준히 하게 하고, 독일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해줘요. 그뿐만 아

니라, 저희 학과는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대외적인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 저희는 학생들에게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과 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는 학생들이 세미나나 컨

퍼런스와 같은 대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걸 통

해서 학생들은 실질적인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학생들도 교수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학구열도 높아서 졸업할 때

쯤에는 능숙하게 독일어통·번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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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venidos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스페인어권 국가들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인 언어구사능력, 문

화이해능력, 그리고 세부영역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교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초 어학 과목으로 스페인어 문법, 강독, 작문, 회화가 초급, 중급, 고급 과

정으로 분류되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학과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스페인어스피치 과목이 1,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

는데, 한국과 스페인어권 국가와 관련한 주요 주제들을 스페인어로 암송함

으로써 스페인어 유창성을 높이고 회화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어학 수업에 

외국인 교수를 대거 투입하여 현장 교육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작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의 스페인어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과 재학생들이 1, 2, 3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정치, 문화, 경제적 교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Span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panish

─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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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me  교수님

1. CUALES son los meritos del departamento?
Pienso que el punto fuerte de este departamento es la buena relacion entre todos, profesores y estudiantes. 
Me parece que todos tenemos muchas ganas de trabajar a la vez que nos gusta disfrutar de la vida, si no que 
le pregunten al Toro Loco que siempre anima todos los eventos de nuestro departamento. Otro punto a favor 
es como los alumnos mayores, los sonbes, ayudan a los jovenes en todo lo necesario para adaptarse a la 
vida universitaria. 

2. Como SON laS perspectivas del departamento?
Me parece que el nivel de satisfaccion de los estudiantes de nuestro departamento es muy alto. Creo que por 
eso el numero de estudiantes que eligen nuestro departamento esta aumentando aNo tras aNo. Como es 
sabido esta creciendo en Corea la demanda de profesionales en la traduccion e interpretacion del espaNol, 
debido a las enormes posibilidades de Corea en el mercado latinoamericano. 
  
1. 저희 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의 강점은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수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동

시에 학과 생활을 즐기려는 의지가 큽니다. 과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TORO LACO(미친 소 : 학과 마스코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말입니다. 또 다른 점은 후배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2. 저희 과의 전망이 어떤가요?

제 생각에 우리 과 학생들의 만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과에서 (회사 등으로부터) 선택되는 학생

들의 수가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미 시장의 막대한 가능성으로 인

해 한국에서 스페인 관련 통·번역의 전문성의 요구는 증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적 교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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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N GIORNO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주요국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과거와 현재의 정신적 기반임과 동시에 미

래 초일류 문화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소요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탈

리아와 한국 간 교류의 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이탈리아 전문

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확실한 언어능력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이탈리아의 전문 분야들에 다가가기 위한 기반임에 틀림없다.

본 학과는 유창한 이탈리아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보다 실용적인 이탈리아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본 학과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한국유럽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는 이탈리아 제 분야에 관한 괄

목할만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학의 발전을 견

인하고 있다. 4년간의 심도 깊은 실용교육을 받은 이탈리아어 전문가

들은 사회의 각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통합 유럽을 대표하는 
미래 유럽전문가를 키웁니다

Ital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talian

─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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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lis ventura  교수님

Q : CHE COSA PENSA PROSPETTIVE PER IL FUTURO E IL LAVORO DELL NOSTRA DIPARTIMENTO? 
A : Io penso che organizzato molto bene. Certamente il periodo non è facile adesso, perchè c’è una grande 
crisi economica in tutto europa. E poi l’Italiano un po’ difficile, Ma Io penso che accanto all’Inglese, l’Italiano 
può essere un elemento il più per trovare un lavoro. Pero, imortante anche sa parlare bene l’Inglese.

Q : COME GLI STUDENTI? 
A : Gli studenti sono bravissima e carini, ma sudiano a volte bisogna con il test (a volte servono dei piccolitest). 
Perfargli studiare regolarmente. Pero, gli studenti compulsivamente studiano. In generale sono contenta dei 
loro risultati.

Q : 교수님께서는 저희 과의 미래나 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이 과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 전체의 경제가 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쉬운 시

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탈리아어가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영어 다음으로 이탈리아어가 일을 찾

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말할 줄 아는 것 또한 중요합

니다.

Q :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학생들은 매우 훌륭하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험이나 사소한 시험들을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

생들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만 일반적

으로 저는 그들의 결과에 대해 만족합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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欢迎你 

고급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통·번역, 언어, 문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중국 지역 

전문 인재가 될 수 있다. 여섯 분의 한국인 교수님들과 세 분

의 중국인 교수님, 그리고 30여분의 강사선생님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연계 강의를 통해 중국어 실력을 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재학기간 중 1~2학년은 언어 중심의 커리큘럼이 짜여있어 중

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간이며, 3~4학년은 통·번역의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언어, 문학, 사회과학분야로 나누어 보

다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학에 대한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정확한 중국어 구사능력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지역학을 심도있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 

과의 특징이다.

또한 7+1 파견학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규학

기 중에 한 학기를 중국 최고 대학인 북경대학교 본과에서 공

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 과의 큰 장점이다. 또한 학과 내

에 총 네 개의 학회가 개설되어 있는데 중국지역학, 중국어원

어가요, 원어회화, 그리고 원어연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Chinese

─

중국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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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宝龙  교수님

来到外大龙仁校区一个多月了，我对这里的总体印象很好。
到这里以后，接触了不少外大的老师，有通翻系的，也有和我住在同一栋楼的外国老
师，大家都非常和善、友好，相处得都非常愉快。外大的学生学习也都很认真，对老
师很尊重，学风很好

龙仁校区虽然位置比较偏僻，但校园建设很好，相应的基础设施，服务设施，教学设
备都很完善。校园环境非常好，很幽美，也很安静。
我喜欢这里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글로벌)캠퍼스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곳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매우 좋습니

다. 이 곳에 온 이후, 통·번역대학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과 저와 같은 기숙사 건물에 사는 외국인 교수님들을 만났습

니다. 모두들 매우 좋은 분들이어서 함께 지내는 것이 늘 즐겁습니다. 외대 학생들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를 

존중하며, 학습 분위기 또한 매우 좋습니다.

용인(글로벌)캠퍼스는 비록 비교적 교외 지역에 있지만, 학교 설계가 뛰어나고, 적당한 기반 시설과 근무 환경을 갖추

었으며, 수업을 위한 설비 또한 완벽합니다. 학교 환경 또한 늘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곳이 좋

습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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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めまして! 
경쟁보다는 화합이 대두되는 요즘 시대에 가장 먼저 화합을 취해야 할 나라는 

많겠지만 일본은 그 중에서도 단연 일 순위로 꼽을 수 있는 나라이다. 일본어

통·번역학과의 커리큘럼은 지극히 실전적이며, 시대 요구에 맞추어 커뮤니케

이션을 중시한 소수인원제 및 원어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어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자라 

할지라도 4학년이 되면 일본어 통·번역관련 지식뿐 아니라 일본 지역학에 대

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통·번역 전문 연구자 및 일

본 관련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약할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되게 된다.

학과 내에는 여러 학회가 있는데 원어가요 학회 코다마는 학회원들이 밴드 악

기를 연주하며 연말에 공연을 갖는다. 일본어 공부학회 삼육오에서는 능력자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힘든 일본어 첫걸음을 도와주며, 번역/더빙 학회 야리토

리에선 매체물 번역, 그리고 영화를 더빙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원어 연극 

학회 히아토에서는 유명한 작품을 골라 학회원들이 배우가 되어 연극을 한다.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통해 
차세대 일본 전문가를 배양합니다

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apanese─

일본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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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guchi  교수님

日本語課の長所はみんな一生懸命に勉強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が作られていることです。
また日本関係の仕事をするのも安いし、日本で就職することも多い。
最近日本からの韓国人採用も増えています。それほど韓国人への信頼があるってことです。
日本も今韓国のことを頑張って勉強しています。
お互いに国力を増進していくと日本人にとってもうれしいです。
その先に立って日本と韓国の関係発展を進めるのものが日本語課の、外大学生たちじゃない
かと思っています。

일본어과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본계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인 채용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에 대

한 신뢰도가 높다는 거지요.

일본도 지금 한국에 대한 공부가 한창입니다. 서로 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쓴다면 일본인으로서도 기쁠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발전을 진전시키는　것이 일본어과, 외대학생들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7



السالم عليكم
아랍어는 아랍·중동 지역의 22개 국가가 모국어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며 UN이 지정한 세계 6대 언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세계 3대 언어 중의 하나인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써 약 16억 명의 무슬림이 쓰고 있는 종교언어이다.

1979년 9월 22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아랍어통·번역학과는 아랍·중동·이슬람 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

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랍어 통·번역과정을 비롯한 아랍지역의 정치, 통상, 사회, 문화 등의 분야

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아랍22개국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또한 강의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과 내에 다양한 학회를 조직하여 기초지식 및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

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아랍지역에 진출한 대기업, 건설회사,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기회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주한 아랍국가 대사관, 대한무역진흥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공직을 비롯해 항공사, 신문·방송사, 여행사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중동 사막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중동지역 전문가를 키웁니다

Arabic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rabic

─

아랍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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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kareem  교수님

ماذا تفهم فائدة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عاداتهم  أهلها  بثقافة  تعرفك  ألنها  اآلخرين. وثانيا  مع  التواصل  خاللها  من  ميكن  لغة  ألنها   اوال 

 وتقاليده. وثالثا ألنها تنمي مهاراتك العقلية وخربت. ورابعا ألنها تنمي ذوقك الجاميل ملا أنجز فيها من

 أدب وف. وخامسا أنها تساعدك عىل االبداع اي ان تكتب فيها الشعر واألدب مستفيدا من خربات أهلها.

 وسادسا ألنها تتطور فهمك للغتك القومية بفعل عملية املقارنه التي يقوم بها عقلك. وسابعا ألنها أداة

 رضورية لتبادل املنافع االقتصادية كالتجارة وغريها. وثامنا ألن العربية هي لغة القرآن الكريم وميكن من

.خاللها أن تعرف رشائع الدين االسالمي عىل حقيقتها. وإىل ذلك كله فإنها توفر وظيفة عمل يف املستقبل

Q: 아랍어 통·번역학과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아랍어라는 언어적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집니다. 또한 아랍어를 배움으로써 아랍 민족들의 문화와 관습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과 지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랍 예술과 문학의 방면에서의 배움은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아랍 민족들의 풍부한 경험

에서부터 얻은 독창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아랍어를 배우면서 한

국어와 비교하며 모국어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업

이나 무역에서 경제적인 이익 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아랍

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코란의 언어로써 아랍어는 이슬람 율법에 대

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 아랍어는 

미래에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Arabic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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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kabar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이하 마인어통·번역학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주축으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말레이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또

한 사회·경제·정치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언어 

외적 요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코드라는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은 1, 2학년 과정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

공언어에 대한 집중적인 기초학습과 심화학습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3, 4학년에서는 통·

번역학과에 적합한 통역과 번역 실습, 그리고 원어 프레젠테이션 과목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통·번역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인어 통·번역학과에서는 해외지역 연구에 필수

적인 현지화 능력과 우수한 언어 능력을 지닌 전문인을 양성한다. 특히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의 
미래 주역을 키웁니다

Malay-Indones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Malay-Indonesian

─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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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Indonesian

Aminuddin Ram  교수님 

Q1 : Apa kelebihan jurusan bahasa Malay-Indonesia? 
A1 : Kelebihan pertama itu adalah kekompakan. Manajemennya itu rapi.
Yang kedua, Motivasi mahasiswa dalam belajar itu sangat tinggi. 

Q2 : Adakah nasihat yang mau memberi kepada mahasiswa dan mahasiswi yang belajar bahasa Malay-
Indonesia?
A2 : Selalu harus berusaha untuk bersemangat, menambah energi, membaca sebanyak-banyaknya, 
bercakap sebanyak-banyaknya, menulis sebanyak-banyaknya, mendengar sebanyak-banyaknya. Itu nasihat 
untuk menjadi seorang yang mampu berbahasa Malay-Indonesia dengan baik. 

Q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1. 첫째, 과의 운영이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꼽고 싶다.

Q2.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2. 항상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욕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말해보고, 써보고,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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สวสัด ี
태국어통·번역학과는 1983년도에 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태국어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기초과정과 중급 수준의 문법과 

작문, 강독 그리고 외국인교수의 회화과목 등을 공부하게 된다. 3,4학년 과정에서는 고급수준

의 회화와 작문, 시사정보태국어, 비즈니스태국어, 통상실무 태국어 등의 과목을 통해 실무 

관련 어학 능력을 배양하고 태국 문학, 한태관계의 이해, 태국학 특강 등의 과목을 공부한다. 

또한 태국어통·번역학과는 태국에 10개가 넘는 유수한 대학과 학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어과 학회는 텝짜오잉과 테와다 2개의 학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텝짜오잉은 태국의 전통

춤과 무예를 연구하는 학회이고, 테와다는 ‘천사’라는 뜻으로 태국의 현대노래와 춤을 연구하

는 학회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전형 태국지역 전문가를 키웁니다

Thai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ai

─

태국어

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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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위파  교수님

ผู้สอนเดินทางมาเพื่อสอนภาษาไทยแก่นักศึกษาเกาหลี 
และมีความ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นักศึกษาเกาหลี คือ นักศึกษาทุกคนมีความสนใจและตั้งใจในการศึกษาดี 
นักศึกษาทุกคนพยายามพูดภาษาไทยตามผู้สอนและจดจำาคำาอ่านเพื่อจะได้พูดได้ถูกต้อง 
ทุกคนให้ความสำาคัญกับเวลาเรียนดีมากโดยเข้ามาภายในห้องเรียนตรงตามเวลาที่กำาหนด และมีความ
เคารพอาจารย์ผู้สอนอย่างจริงใจ พวกเขายกมือไหว้และให้ความเคารพอาจารย์ผู้สอนทุกครั้งที่ได้พบเห็น 
ความอ่อนน้อมของนักศึกษาภาษาไทยที่มีต่ออาจารย์นั้น ทำาให้นักศึกษาดูเป็นคนมีเสน่ห์และมี
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ความเป็นคนที่มี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ที่ได้จากผลของ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ไทย สำาหรับห้องเรียนนั้น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มีการเตรียมอุปกรณ์การสอนไว้ดีมาก 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การ อุปกรณ์การสอนที่มีมาตรฐาน 
ผู้สอนได้รับ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ช้เครื่องมือในห้องเรียนเป็นอย่างดี 

저는 한국에 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수

업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정해진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을 마주칠 때마다 ‘와이’(태국식 공경한 인사법)를 하고, 교수님에게 겸손한 태

도를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강의실에는 수업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치기에 용

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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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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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Q 통·번역대학의 장점과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통·번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통·번역대학에

선 단순히 외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문화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곧 이문화

간(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영문학(이하 

불문학, 독문학 등등 외국어 전공)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번역 커리큘럼 특성상 다른 수업보다 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통·번역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 

발표력, 표현력이 증가하고, 조 발표를 하면서는 조원들과 상호 협력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됩

니다.

Q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여러분은 통·번역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이란게 투입량 대비 산출량 이 항상 일치하

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좌절하게 되면 자신의 외국어 실력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이 고비를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는 만큼 전공 언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이 드는 학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비가 되기 전의 고치를 생각하길 바라요. 고치가 된 나비의 애벌레는 겉에서 봤

을 땐 아무 움직임도 없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딱딱한 고치 안에선 날개를 활짝펴고 날아가는 

나비가 잠들어 있잖아요?

Q 통·번역대학의 장점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문캠퍼스나 타 단과대학에도 외국어를 심도 있게 배우기는 하지만 우리 단과대학만큼 중점적으로 배

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수업을 통해 다져진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언어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대학생활에서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고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후

배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학과생

활도 하고 동아리 생활도 하면서요.

영어통·번역심화전공

(현) 통·번역대학원

최지현

영어 통·번역학부 

재학생 

곽종필

Why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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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독일어 통·번역학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편이에요. 원어민 교수님뿐만 아니라 

한국인 교수님도 회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최상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Q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었던/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엠티, 해오름식, 축제 등 즐거웠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힘드네요. 동기나 선배들과 함

께 몇 일 동안 놀러 갔던 것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공연을 위해서 춤 연습 한 것도 재미있었어요. 명수당

에 친구들과 소풍 나와서 치킨 시켜먹거나, 날씨 좋은 날 원어민 교수님을 졸라서 야외 수업 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Q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A 저는 예전부터 언론 쪽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엔 대학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중에도 틈틈이 관련 대외 활동을 찾아 하고, 인턴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갈 생

각이에요. 

Q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지만, 학교 앞에 거리가 너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선배나 동기끼리 친

목도모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Q 어떤 계기로 독일어 통·번역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A 원래 독일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기계 관련 일을 하시면서 독일에 몇 번 다녀오셨는

데, 독일의 훌륭한 교육방식이나 문화 등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에 흥미

를 갖게 되었고, 학과도 독일어 관련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독일어 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이진영

독일어 통·번역학과

재학생 12학번 

정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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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대학교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때와 달리 자유로워서 좋아요.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제

가 원하는 시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비교적 자유시간도 많아져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

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Q 학교에 다니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남자친구와 함께 학교에 와서 수업을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명수당에 도시락 싸서 소풍도 가고 싶고

요. 저희 캠퍼스 풍경이 정말 예쁘잖아요.

Q 학교에 따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교내 셔틀버스인 빵차 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어요.

Q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A 처음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 오게 된 계기는 매우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원서를 접수할 

때 수 많은 학과들 중 가장 멋있어 보이는 과를 고르자는 취지에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하였습니

다. 다른 통·번역학과에 비해 이탈리아는 유럽의 귀족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었거든요. 

Q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 왔는가?

A 저는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 와서 꿈을 가졌다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저는 

자신 있게 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이 학과에 오게 되었

는데, 저의 선택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해요. 외대에 와서 인턴쉽이나 교환학생 등 다양한 교류활동과 체험

활동에 대해 알게 된 후 더 넓은 세계에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만류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수어는 영어나 중국어와 

달리 사회에서의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탈리아어를 배우면서 이탈리아가 패션 산업뿐만이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광고, 자동차, 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한 경

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재학생 12학번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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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수 많은 과 중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A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이 학교에 입학하였구요, 고등학교 때부터 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

해 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유명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나중

에 그 쪽과 관련된 곳에서 관광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미래에 가이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에

게 의존하거나 겉핥기 식으로 알지 말고 차라리 내가 이탈리아어를 직접 배워 일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

다. 또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쪽에 대한 새로운 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았고, 개발까

진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길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았습니다.

Q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A 한국에서의 공부하는 방식이나 생활방식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한국에 왔는데 그 때는 대학에 가기 위

해 열심히 공부만 했을 뿐,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

해 생각한 적이 없고 단순히 대학에 가면 그때 생각해도 된다고만 생각했습

니다.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노력하

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국 대학은 스스로 수강신청을 하면

서 자기 시간표를 만들 수 있지만, 중국 대학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저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취직이나 미래를 생각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새롭습니다. 

Q 한국 대학에 다니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A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외국인으

로서 불편할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국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발표 준비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대체로 정말 즐

겁습니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김보경

중국어통·번역학과

재학생 12학번 

왕천(중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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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학교에 들어온 소감은 어떤가요?

A 저는 수시 적성검사 전형을 통해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고, 

특기자로 들어온 친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맛보며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 오래 살다 온 특기자 친구들이 느낄 수 

없는 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수업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고, 다른 친구들이 잘 하는 걸 보면서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꾸준히 배우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Q 우리학교에 다니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다른 곳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여러 소수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외대생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는 외대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소수어들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것들을 진지

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Q 중국에 오래 살다 온 특기자인데, 글로벌캠퍼스를 선택한 이유는?

A 저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에 정보통신통역병으로 들어간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론과 필기보다는 실전을 통해 배워야 원어민을 대하기에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우리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는 통·번역 기초, 회화, 순차통역연습 등 다양한 통·번역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우리학교에 다니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첫째, 누구나 갖고 있는 목표인 장학금타기입니다. 둘째, 동기 및 선배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셋째,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되, 놀 때는 신나게, 미친 듯이 노는 것입니다.

중국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김관호

중국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최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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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일본어통·번역학과에 지원했던 계기는?

A 고등학교 때부터 통·번역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일본어를 공부해왔습니다. 마침 이 학교에 통·번역

학과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Q 학교에 1년간 다녀보았더니 좋은 점은?

A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통·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언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Q 그렇다면 안 좋은 점은?

A 기숙사 식당이 매 학기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본관 편의점이나 어문관 편의점의 김

밥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점. 학교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Q 학교에 바라는 점은?

A 등록금이 너무 높습니다. 졸업학점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 원성이 높은데, 졸업학점을 낮추면 자연스레 

등록금도 내려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졌으면 합니다.

Q 장래 계획은?

A 2학년 마치면 군대를 갔다 온 후 한 학기 정도 휴학을 계획 중입니다. 그 후에는 통·번역과 관련된 일할 

곳을 찾아봐야겠지요.

일본어통·번역학과 

재학생 12학번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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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일본어 통·번역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A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자주 접하다 보니 일본어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대한 점은?

A 교환학생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요. 꼭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Q 학교에 들어와보니 생각과는 다른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은?

A 기숙사 급식을 먹기 힘들어요. 주변에 번화가가 없어서 놀려면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점도 있어요. 기숙

사 와이파이가 안되요! 확충 좀 해주세요!

Q 향후 계획은?

A 3학년 즈음 교환학생을 다녀와 졸업 후, 번역업계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Q 아랍어 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평소에 사람들과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

중 어머니께서 3년간 두바이에서 근무하셨던 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서 아랍어과가 전망이 좋고 배우기에 

흥미가 좋은 언어일 것이라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에 아랍어과로의 진학을 선택

했습니다.

Q 아랍어 통·번역학과에 입학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
았던 일은?

A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농촌봉사활동(농활) 이였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없었던 새

로운 것들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찬 

날들이었고, 친구들과는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강혜진

아랍어통·번역학과

재학생 12학번

유승희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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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아랍어 통·번역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중·고등학생 때 아랍지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다녀와 보니 아랍·이슬람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그 지역의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랍어에

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랍어과로의 진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Q 아랍어 통·번역학과에 입학해서 생활해 본 소감은?

A 가장 좋은 것은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닌 내가 원하는 아랍어 공부를 하게 되니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또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수업시간에는 느낄 수 없는 친근함과 더 

깊은 우정 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 곧 있으면 졸업이다. 신입생 때의 기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

A 우선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신입생 시절엔 설레고 신나는 기분이 가장 컸지만 현재는 취업을 앞두고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또

한 지난 3년 여간의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며 느끼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다.

Q 7학기째 재학하면서 느끼는 외대만의 장점이 있다면?

A 다양하고 많은 언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수어

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다. 

Q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될 수 있으면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저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진로설정을 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미리 

조금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아랍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전요한

마·인어통·번역학과

재학생 09학번

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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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대학에 입학하니 기분이 어떤지?

A 대학에 입학하면 신나고 좋을 줄만 알았다. 그런데 막상 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또 나의 생활을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획해야 하는 입장이라 마냥 즐길 수 만도 없는 것 같다.

Q 특별히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를 택한 이유가 있다면?

A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러던 중 찌아찌아족 한글보급에 대한 기사를 보

게 되었고, 그 기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관심이 나의 지원

계기가 된 것 같다.

Q 앞으로의 대학생활 계획이 있다면?

A ‘여행’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전국일주, 국토대장정, 나 홀로 배낭여행 등의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

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Q 이번학기 복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A 2학년 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를 맞친 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후 3년 만에 복학했다.

Q 복학소감은?

A 학교에 돌아오니, 대부분의 동기들이 졸업하고, 낯선 얼굴들이 많다. 기숙사 신설되고 학교도 많이 변했

다. 어색하지만 저희 과는 과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단결력이 높고 선후배간 소통이 다양하다. 많은 행사

를 통해 후배들과 금새 친해져야겠다.

Q 앞으로의 다짐은?

A 우선 고학년인 만큼 학업에 충실해야겠다. 물론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이다.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과 후배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야외수업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싶다.

마·인어 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박선정

태국어통·번역학과 

재학생 08학번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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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반갑습니다. 신입생이 된 소감은?

A 3수 생활을 통해 학교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왔다. 외대에 꼭 오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과목에 비해 언어를 좋아해서 언어를 전공하고 싶었다. 

Q 본인이 꿈꿔온 학교의 모습과 실제 학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A 보통 어문전공 학과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을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학생의 수가 많았다. 외국

인의 비율도 적었다. 학교에 입학하면 인기가 많고,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 없다. 다른 과에 비

해 과 규모가 작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좋다. 

Q 앞으로의 다짐은?

A 우선 다른학과와 과 미팅을 하고 싶다(특히 야스민) 기회가 주어진다면 2학기 세민전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 방송관련 통역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Q 외대에 입학하기 전 외대에 대한 이미지나 기대가 있었나요?

A 사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외대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외

국어대학교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고 타 학교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게다가 전공언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

인 부분이었습니다.

Q 외대에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뭔가요?

A 해외에서 공부할 프로그램이 무척 많다는 부분입니다.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코트라 인턴십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게 가장 만족스

럽습니다. 또한 수업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체계적이라는 점입니다. 스페인어를 처음 접했음에도 1년

이 지나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졸업할 때에는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지 않

을까 싶습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1학번

김아름

태국어통·번역학과 

신입생 13학번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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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V I E W I N T E R V I E W
Q 앞으로 계획은?

A 아직 전 위에서 언급 드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졸업하기 전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합니다. 돌아온 뒤엔 다시 학과 수업으로 제 스페인어 실력을 다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Q 외대에 오기 전 기대한 점이 뭔가요?

A 아무래도 외국어대학교다 보니 영어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필수인 시대다 보니 영어는 기본으로 마스터해야 하는데 외대에 가게 된다면 영어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

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대했던 점은 전공언어를 살려 취직할 수 있을 거란 점입니다. 외국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리란 점이 가장 기대됐습니다. 

Q 외대에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뭔가요?

A 모든 교수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가르쳐 주시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

부하신 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배우는 저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수업하신 다는 게 

느껴집니다. 

Q 앞으로 가장 기대하는 점이 뭔가요?

A 용인캠퍼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사실 저도 외대라고 하면 서울 캠퍼스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통

폐합을 계기로 용인캠퍼스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용인캠퍼스의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스페인어와 늘어날 제 스페인어 실력도 기대됩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3학번 

박서희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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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About CAMPUS & WANGSAN
      통번역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지 인원 총 450명)

01
우리 캠퍼스에서 

제일 매력적인 

건물?

02
추천하고 싶은 

승차장 매점 

메뉴?

성별

39.3%       60.3%

어문관

본관

경상관

도서관

구기숙사

학생회관

신기숙사

라면

스파게티

라볶이

순대볶음

자장밥

자장떡볶이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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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About CAMPUS & WANGSAN
      통번역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지 인원 총 450명) 03

통·번역대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형?

04
통·번역대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형?

05
통·번역대 신입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인근 

카페?

흰티에 청바지

긴 생머리 청순

애교많은 여자

몸매 좋은 여자

팜므파탈

어깨 넓은 남자

키 큰 남자

매너 좋은 남자운동 잘하는 남자

나쁜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

경제력 좋은 남자

목화다방

네스카페카페 밀라노

테이크 아웃 커피

카페 베네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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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교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07
우리 글로벌 캠퍼스의 

자랑거리?

여자휴게실, 자연경관, 밤하늘 별, 

여학우, 망각의 숲, 강한 음기

OT

해오름식
Mt

축제

농활

청량제

귀여운 오리

명수당

높은 언덕

정심대도

스키장 불빛

기타

08
모현에 숨겨진 

맛집은?
서래, 철판과 친구들, 왕산골, 탑피자, 

운룡, 왕산돈까스, 

와! 즉석떡볶이, 돈자락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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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입학식 열려

2013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3학년도 

입학식 및 새내기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

과 학부모 및 외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 입학

식에서는 박철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신입생 명

예서약, 우수입학생 장학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입학식

에 이어 KBS 장웅 아나운서(경영대학원97), JTBC 차예린 아나운서

(영어통번역 07)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새내개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

는 ‘샌드 애니메이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주한 외교사절단 및 

동문 축하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그리고 가수 윤하(일본어과 07)와 각 

학과 동아리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박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인 한국외대의 일

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외대만이 구비한 다양한 국제교류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누구나 재학 중 한 학기 이상

을 해외에서 수학하여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철 총장은 학부모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녀들이 외대에서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하였다.

  2013년도 통번역대학 

  해오름식

4월 11일 세향관에서 통번역대학 해오름식이 개최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해오름식이란 각 단대별로 한 해 동안의 대학생활의 안녕을 기

원하기 위해 지내는 행사이다. 이날 세향관은 통번역대학 재학생들과 신입생들도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번 해오름식은 각 과마다 많은 다양

한 공연을 준비하여 이전의 행사보다 많은 볼거리가 많았다.

해오름식은 제5대 통번역대학 학생회 ‘통대는 즐겁다’의 소개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통번역대 학장님의 격려사 이 후 해오름식의 꽃이라 

불리는 각 학과별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각 과별로 3개 정도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볼거리가 있었다. 이우곤 학우(태국통번역학과 12

학번)는 “이전 해오름식보다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준비도 많이 되어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각 과의 재

학생들과 신입생들은 친목을 다지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른과 학우들과도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하였다. 세

향관에서 공연이 끝난 후 통번역대학 학우들은 학생회에서 준비한 기념파일을 받았다.

—

NEWS
—

학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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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통·번역학과 

이현경 교수님

·한국 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학사, 석사, 비교문학 박사. 

·이탈리아 국가 번역문학상 수상 

(2009년. 이탈리아 문화부)

·주요역서: <거미집으로 가는 오솔길>,

  <반쪼가리 자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 <나무 위의 남작>, <보이지 않

는 도시들>, <바우돌리노>, <미의 역

사>,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권태> 외. 

—

NEWS
—

신임 교수님 소개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Aminuddin Ram 교수님

·최종 학력: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

학원(Universitas hasanuddin) 사

회과학박사.

말레이-인도네시사어

통·번역학과 

Fazilah Husin 교수님

·최종 학력: 말레이시아 과학 대학교

(Universitas Sains Malaysia)연극

영화학박사.

 

독일어통·번역학과 

Holger Preut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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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배우는 

중국어독해(실전편)

 최재영 외 저작 

 발행일: 2012년 

문형으로 배우는 

중국어독해(기본편)

 최재영 외 저작 

 발행일: 2012년 

정통 중국어 문법

 김종호 저작 

 발행일: 2012년

현대한어문자학

 박흥수 외 번역 

 발행일: 2012년 

현대한어어휘학

 박흥수 번역 

중급 스페인어 문법

 김경희 김현식 양승관 저작

스페인어 똑소리나게 쓰기

 정혜정 김광희 박소영 저작

독문법 강의록 

교재편, 해설편1-2, 어휘편 

 신형욱 김백기 저작 

독일어 읽기 제2권 

 장은수 외 저작 

독일어: 문법과 텍스트 이해 

 김백기 저작 

Power Arabic 

conversation 1 

 이영태 김수완 외

PENGANTARABANGSAAN 

BAHASA MELAYU di KOREA

 Zaharani Ahman, 전태현 외 편저

 발행일: 2012년

신간도서 목록 —

NEWS
—

Colle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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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UND 통대사랑 장학기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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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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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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