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스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상호 협력, 결속력과 유쾌함 은 모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초보 통역사들을 

위한 부스 에티켓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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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안에서 

• 통역 부스는 밀폐된 공간임을 잊지 말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 자료는 깔끔하게 정돈한다. 

• 부스 내에서는 금연한다. 

• 휴대폰을 꺼둔다. 

• 팔찌 등 소음을 낼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 파트너와 미리 선호하는 자리, 조명 배치 등을 논의한다. 

• 부스에서 나올 때는 헤드셋 볼륨을 낮춘다. 

• 마이크는 감도가 높아 종이를 뒤적거리거나 물을 붓고 음식을 먹는 등의 소리를 모두 

잡아낸다. 통역을 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는다. 

•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TV 방송국 에서 일하는 통역사들은 이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소리가 변조될 수 있으니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는다. 

• 통역팀의 언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릴레이 스위치를 미리 설정한다. 

• 통역 시간과 전환 시점을 미리 결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부스를 떠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각 회의 상황에 맞춰 통역 시간을 결정하되 연사가 쉬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전환한다. 

• 통역 파트너를 도울 준비를 하되 방해가 될 정도로 나서지 않는다. 문서를 못 찾거나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다. 

• 장비 다루는 법을 숙지한다. 

•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발화 내용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헤드셋 소리 크기를 낮춘다. 

헤드셋 고/저음을 조절해 소리를 키우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협동심 

• 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일반적으로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하며, 적어도 회의 첫 

날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 설비 기술자들과 동료 통역사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용어가 나오면 동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도울 것이다. 

• 초보 통역사일 경우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도와줄 것이다. 

• 당신이 조직하지 않은 회의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PR 업무는 컨설턴트 

통역사/수석통역사가 알아서 담당한다. 

• 무엇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언어란 어렵기 마련이다. 

• 자신이 팀의 일원임을 상기하여 동료들을 배려하고 도와준다. 

통역사 생존도구 

• 안경 

• 노트 

• 펜, 연필, 연필 깎기, 형광펜 

• 청결한 헤드셋을 위한 물수건 

• 병따개 

• 목캔디 (부스럭거리는 포장지는 피하기) 

• 클립, 스테이플러 

• 연사와 스크린으로부터 통역사가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망원경은 큰 도움이 된다. 

• 요청 시 미리 인쇄된 청구서를 소지한다. 종이에 대충 자필로 적은 청구서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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