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ㆍ번역학전공-항공사및호텔등의서비스직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영어듣기,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통?번역학
전공계열에서는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통역, 번역 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 간 교류가 그 어느 때 보다
도 활발해지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실무영어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통,번역 전공은 이
러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경쟁력을 갖춘 통,번역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독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골고루 능통하도록 교과목을 운영한다.

항공사 직원,스튜어디스,파일럿
여행가이드, 여행 컨덕터, 여행사
호텔리어, 호텔 직원, 유학원.



수요예측

현  황

2. 통ㆍ번역학전공-항공사및호텔등의서비스직 CDR 직업수요분석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다양한 수요와 관광 유치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업의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다.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업의 다양한 수요와 관광 유치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업의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호텔관광업,관광호텔, 국내외여행사, 항공사, 관광행정기관 및 관광 관련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등)등에 취업을 하고 있다.

항공사 및 호텔은 영어를 기반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항공사 뿐만아니라 외
국의 많은 항공사들이 우리나라를 허브로 지정하여 많은 한국인 취업자리를 개방하고 있으며 호텔 역시 많은 세계
적인 체인 호텔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이 직군의 수요전망은 아주 밝다고 본다.
유창한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호텔관광 및 항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등 많은 수요 예측한다.



3. 통ㆍ번역학전공-항공사및호텔등의서비스직 CDR 교육과정

통ㆍ번역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영어듣기Ⅰ(2/2)
영문학개론(3/3)
영어읽기Ⅰ(2/2)
영어발음연습(2/2)
영어권문화의이해(2/2)

영어발음연습(2/2)
영어권문화의이해(2/2)

영어듣기Ⅰ(2/2)
영어1(2/2)
상명CareerStart(1/2)
교양과인성(영어영문)(1/1)

영어2(2/2)영어쓰기Ⅰ(2/2)
통번역학입문(3/3)
영문법(3/3)

영어회화Ⅰ(2/2)
영어쓰기Ⅰ(2/2)
통번역학입문(3/3)
영문법(3/3)

영어회화Ⅱ(2/2)
영어학개론(3/3)
영어쓰기Ⅱ(2/2)
영어퍼블릭스피킹(2/2)
영상번역Ⅰ(3/3)
영한번역의이론과실제(3/3)

영어퍼블릭스피킹(2/2)
영한번역의이론과실제(3/3)

한영번역입문(2/2)
통번역과전문용어(PBL)(2/2)

낭만주의영시(3/3)
문화텍스트번역(PBL)(3/3)
영상번역Ⅱ(2/2)
한영번역입문(2/2)
통번역과전문용어(PBL)(2/2)



통ㆍ번역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고급영어회화(2/2)
영한통역의이론과실제(2/2)
영한순차통역Ⅰ(2/2)
커뮤니티통역Ⅰ(2/2)
영어교과교육론(3/3)

화용론(3/3)
영어프리젠테이션(캡스톤디자인)(
영한순차통역Ⅱ(2/2)
전공과취업Ⅰ(통·번역학)(1/1)
커뮤니티통역Ⅱ(2/2)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3/3)

코퍼스와통번역(캡스톤디자인)(2/2

영어프리젠테이션(캡스톤디자인)(

영한순차통역Ⅰ(2/2)
커뮤니티통역Ⅰ(2/2)

전공과취업Ⅱ(통·번역학)(1/1)
한영번역(캡스톤디자인)(2/2)
코퍼스와통번역(캡스톤디자인)(2/2
문학번역(2/2)
영어교과논리및논술(2/2)

영소설번역(3/3)
한영순차통역(2/2)
고급시사번역(2/2)
인턴십(2/2)

한영순차통역(2/2)
고급시사번역(2/2)



학
년

학
기
통ㆍ번역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33/33 23/24

실무영어(3/3)
TOEIC(2/2)
영어쓰기Ⅰ(2/2)
영한통번역기초(2/2)
중급영어회화(2/2)
시사영어(2/2)

영어쓰기Ⅱ(2/2)



4. 통ㆍ번역학전공-항공사및호텔등의서비스직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전공분야별 자율학습 운영, 관심분야별 study group조성
독려 및 지도

영어권 해외연수

개별 면담 후에 각 개인에 맞는 study plan을 세우도록
지도

각종 자격증 취득, 영어권 해외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