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역.번역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전문적인 통.번역가 양성
창조적 아이디어와 감성 넘치는 사고로 타 분야에도 연결될 수 있는 유기적 전문 인력 양성
일본어문학 및 정보 그리고 문화 등 일본 전문가 양성

통.번역 및 언론 계통



수요예측

현  황

2. 통역.번역 CDR 직업수요분석

통역 현황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들을 안내할 통역 가이드는 어려운 
자격시험 등으로 인해 무척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통역원의 양성이다. 꼭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광 회사의 직원으로 통역원으로 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호텔 등에서도 근
무할 수 있다. 

번역 현황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 수요를 가지고 있는 외국 작품은 바로 일본 현대소설이다. 이는 근년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 현대 소설가의 작품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등등 
그들 소설은 한국에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쌓은 일본 내의 토양도 무시할 수 없다. 즉 헤아릴 
수 없는 일본 근대 소설가의 작품들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작품에 대한 번역을 생각
해 본다면 일본 문학 작품의 번역은 무척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통역 수요 예측

우리를 찾는 관광객의 안내만이 아니라 각 쇼핑센터 및 면세점 그리고 레스토랑 등 일본어의 통역을 필요로 하는 곳
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번역 수요 예측

일본은 세계 최대의 출판국이다. 인터넷 시대라고는 하지만 일본처럼 서적에 의한 정보 전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이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 창조적 지식에서는 인터넷보다 출판물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출판물은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익한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익
한 정보는 곧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의 번역은 바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번역 인원을
필요로 한다.



3. 통역.번역 CDR 교육과정

일본어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입문일본어(3/3) 현대사회의삶과윤리(2/2)
영어회화및독해(2/3)

사고와표현(2/2)실력일본어(3/3)
일본어회화Ⅰ(2/2)

일본어강독(3/3)
일본어회화Ⅱ(2/2)
일본어현대어문법(3/3)
일본의언어와문화(3/3)
일본어음성연습(2/2)

시사일본어입문(3/3)
일본어소설(3/3)
일본어회화Ⅲ(2/2)
일본사회문화사(3/3)
근대일본의문학과문화(3/3)



일본어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일본어작문(3/3)
일본문학사(3/3)
일본어음성커뮤니케이션(3/3)
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3/3)
일본어회화Ⅳ(2/2)
일본어교과교육론(3/3)

일본문학연습(3/3)
일본어어휘연구(3/3)
번역일본어(3/3)
비쥬얼일본어(3/3)

일본시문학특강(3/3)
통역일본어연습(3/3)

일본학개론(3/3)
일본어학개론(3/3)
일본전통문화론(3/3)
일본어회화Ⅴ(2/2)
비즈니스일본어(3/3)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3/3)
일본어교과논리및논술(2/2)

대중매체언어(2/3)



학
년

학
기
일본어문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6/7 24/25

일본인과일본문화(2/2)
TOEIC(2/2)
인류와문화(2/2)
의사소통의이론과실제(2/2)
디지털매체와글쓰기(2/2)
대중문화와영화(2/2)

의사소통의이론과실제(2/2)
언어와사회(2/2)
국제사회와정치(2/2)
컴퓨터와정보사회(2/2)
다문화사회와문화상호주의(2/2)



4. 통역.번역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교수 상담 및 지도

자격증 (일본어능력시험)
통.번역시험
해외연수

통.번역 스터디
튜터링 활동 (교환유학생)

통.번역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