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제 18 회 ‘세계 이탈리아 언어 주간’ 

“인터넷에서의 이탈리아어". 

 

2018 년 10 월 31 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레지던스 

 

세계 이탈리아 언어 주간이 18 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가 아카데미아 델라 

크루스카(Accademia della Crusca)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언어 교육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행사로 이탈리아 문화원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8 년 주제인 ‘이탈리아어와 네트워크’라는 테마로 아카데미아 델라 크루스카는 매우 

흥미로운 전자책을 발간하여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와 이탈리아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탈리아어의 변화 발전 양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 행사를, 한국 대학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피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 월 마지막 주로 

연기하였습니다.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을 기념하여 2018 년 10 월 31 일에 개최되는 

이탈리아어 학술의 날 행사는 2 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주한이탈리아 문화원에서 초청한 교수님들이 이탈리아어의 확산과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내에 이탈리아 언어의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최병진 교수님, 조성윤 교수님, 박문정 

교수님, 이현경 교수님, 최정윤 교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토론회에서 다루어질 주제로는 이탈리아 전공생 들의 취약한 직업기회, 학교 교육 과정에 

이탈리아어 교육 부제, 중점을 두어야 문화적 이슈, 이탈리아 강사 연수 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며, 한국 내 에 이탈리아어 사용자를 확산시키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을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행사 2 부에는 올해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의 주제인 “이탈리아와 네트워크, 이탈리아어 

네트워크” 와 연결하여, Molise 대학교의 교수이자 언어학자인 줄리아나 피오렌티나 (Giuliana 

Fiorentina)교수님이 In principio era dialogo: verso uno stile dialogico-promozionale nel web 를 

내용으로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 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의 

이탈리아어” 라는 주제로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주최한 “단편 영상 제작 경연 대회”의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 됩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에게는 이탈리아 한국 왕복 

비행기표가 상품으로 상장과 함께 수여됩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이탈리아어 통 번역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전통 춤 학회 아르모니아 (Armonia)의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