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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ye rose-buds
                            Robert Herrick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The glorious lamp of heaven, the sun,
The higher he’s a-getting;

The sooner will his race be run,
And nearer he’s to setting.

That age is best, which is the first,
When youth and blood are warmer;

But being spent, the worse, and worst
Times still succeed the former.

Then be not coy, but use your time
And while ye may, go marry:

For having lost but once your prime,
You may forever tarry.

장미 꽃봉오리를 모아라

장미 꽃봉오리를 모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동안.

늙은 시간은 끊임없이 날아가며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도

내일이면 죽으리.

하늘의 찬란한 등불, 태양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그의 달림은 더욱 빨리 끝날지니

일몰은 더욱 가까워지리.

첫 시절이 가장 좋으니

젊음과 피가 뜨거웠던 그때여.

하지만 다 소진하고 나면, 더 힘든, 가장 힘든

시간들이 뒤를 쫓아오리.

그러니 수줍어 말고, 너의 시간을 활용하라.

할 수 있는 동안, 결혼하라.

청춘을 한 번 잃고 나면,

영원히 너는 기다려야 하리.

로버트 헤릭 :

17세기 영국의 왕당파 서정 시인으

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 사상이 

그의 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꾸

밈없는 소박함, 생생한 회화적 상상

력, 형식과 감정에 대한 정확한 구사

는 그의 시가 갖는 아름다움을 한 층 

더한다. 그의 작품은 『헤스페리데스』

(Hesperides) 시집에 실려 있다.

시 소개 :

「장미꽃봉오리를 모아라」는 로버트 헤

릭의 카르페 디엠 사상을 노래한 대표

적인 시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 등장한다. 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듯, 우리의 인생도 청춘인가 

하면 곧 황혼녘이 되고 마는 짧은 순간

이니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내용

이 주를 이룬다. 사랑하라, 청춘을 즐

겨라, 결혼을 하라는 로버트 헤릭의 충

고는 청춘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학생들

에게 가장 뜻 깊은 조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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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인사말 

Freshman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자랑, 미래의 영어대생을 꿈꾸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어대학 안에

서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어를 활용하는 다채로운 전공과목들과 더불어 

입시공부로 그동안 메말라있던 젊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각종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학생들의 꿈을 아름답게 

가꿔 줄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예비 영어대학 새내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어학과 (ELG :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1학기 2학기

미디어영어 (1) 명문영어강독

시사영어강독 미디어영어 (2)

영어다독 (1) 실용영어문법

영어에세이 읽기와 쓰기 (1) 영어다독 (2)

영어작문 (1) 영어에세이 읽기와 쓰기 (2)

영어학개론 (1) 영어작문 (2)

영어회화 (1) 영어학개론 (2)

영어회화 (2)

1학년 각 학과별 교과과정 및 주요과목

영어대학에 입학하여 새롭게 대학생활의 문을 여는 신입생들을 위해 과연 어떤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을

까? 많은 이들이 영어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교과과정이다. 학과별 전공지식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영문학과 (ELI :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1학기 2학기

FLEX 영어 (1) FLEX 영어 (2)

Introduction to American and British Drama Introduction to Shakespeare

Text English Grammar (1) Practical English Writing

영미단편소설 Situation English

영국문학기행 Text English Grammar (2)

영어동화구연 드라마청취 및 번역

영언어실습 영미문학배경

영미시 이해와 낭송

영어통번역학과 (EIT :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학기 2학기

문장구역 및 통역입문 (1) 문장구역 및 통역입문 (1)

텍스트분석 및 번역입문 (1) 텍스트분석 및 번역입문 (1)

영어 프레젠테이션 입문 (1) 영어 프레젠테이션 입문 (1)

영어주제 토론입문 (1) 영어주제 토론입문 (1)

영어글쓰기 입문 (1) 영어글쓰기 입문 (1)

영어학개론 (ELG)
암기 위주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영어학개론’ 

수업을 들어보길.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고유

한 특징을 파악하고 발음, 어휘, 문장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 역사언어학 등 언어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골고루 배울 수 있다. 문화와 

사회 속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어

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다.

영미단편소설 (ELI)
영문학과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에게 원서 읽

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일. ‘영미단편소설’

은 문학 장르 중에서 가장 친근한 ‘소설’, 그 중

에서도 길이가 짧은 단편소설을 다룸으로써 

새내기가 갖는 부담감을 한결 덜어준다. 작가

와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공부를 통해  

소설 속 숨겨진 의미를 포착하면서 작품을 전

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장구역 및 통역입문 (EIT)
영문학과, 영어학과와는 달리 영어통번역학과

는 전공필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

능 하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문장구역 및 통

역입문’이 바로 영어통번역학과 1학년 전공필

수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통번역에 대한 기

초적인 이론학습과 실전연습을 통해 다소 생

소한 통번역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심국비·유정현 | 기자1

친애하는 재학생, 교수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

드디어 2011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뉴스레터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는 창간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잡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를 제작하면서 기념할 만한 일은 뉴스레터 기

자단의 출범입니다. 학생 기자단은 영문과 대학원생 편집장을 중심으로 학부생 기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취재, 편집, 사진촬영 등의 

작업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단은 앞으로 멋진 기사를 발굴하고 영어대 관련 이벤트를 취재하며, 뉴스레터를 통한 

영어대 홍보에 앞장설 것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재학생들은 영어대를 새로이 발견할 것이며, 동문님들은 발전하는 영어대의 모습에 신뢰

와 후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뉴스레터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에서 다하지 못한 귀중한 이야기를 학내외의 영어대 가

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번호의 특징은 영어대의 커리큘럼 소개와 학술행사 및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홍보를 강화한 것입니다. 한국외대 영어대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의 단과대학입니다. 이 한 권의 뉴스레터를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영어대 학생들이 1학년에서부터 4학년에 이르

기까지 수강할 전공과목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대의 130여개의 전공과목들은 대한민국 어느 대학의 영어영문학

과의 커리큘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교육의 폭과 깊이를 자랑합니다. 

각 학과 수석졸업생들의 에세이는 그들이 지난 4년간 영어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외무고시 합격자 강수경양은 인

터뷰를 통해 영어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할 것입니다. 대학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사 중에는 동아리활동에 관한 것도 다

수 있습니다. 수업 참여 외에도 우리 학생들은 영미소설학회, 모던드라마학회, 미국드라마번역학회, 타임잡지연구회, 셰익스피어학회 등 

많은 학술동아리와, 원어연극학회 예혼과 영어대 락밴드 Crimson Red처럼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어대 주최 HUFS English Essay Contest가 개최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 에세이 쓰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영어대는 전 

외대생에게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나갈 것입니다. 가을에는 예년처럼 영어대 학생 학술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영어대 학생

학술제는 100%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술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외국인 교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미래의 학자를 배출하

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학술제는 영어대학의 자랑입니다.

뉴스레터는 영어대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으로 영어대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사를 보내주신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 편집장 최나영양, 학생 기자 팀장 오세진군, 그리고 학생기자들, 사진

기자 김영운군, 그리고 디자이너 류재희양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영어대학장  손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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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us about yourself!

My name is Gyulaliyeva Elza. I was born in Kharkof, 

Ukraine. Right now I’m attending HUFS. It’s my first year, 

and my major is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How did you come to Korea?

Actually, the high school I used to attend in Kharkof 

was a specialized school that teaches various subjects 

about Korea. A lot of overseas Koreans attended the 

school, and we even had Korean teachers. One day, quite 

coincidentally, a teacher that my parents knew asked me 

if I wanted to go to Korea. And I said yes.

How and why did you choose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s your major?

When I came to Korea, I focused really hard o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 studied at the language institute 

at Kyunghee University for about a year. I’ve always had 

a passion for languages, and I figured that I should learn 

English as well. That’s how I decided on the major of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When I asked 

my friends and professors at Kyunghee, they told me 

that the best place to learn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was HUFS. And that’s why I applied here.

What is it like, living at Globeedorm?

It’s great. This semester, my roommate was from the 

same department as me and it was helpful for me to 

have a Korean friend to rely on when it came to things I 

didn’t know.

Is there any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to fellow students?

I believe that you should study what you really have a 

passion for. And when it comes to learning language, 

I think that focusing on one language at a time is 

important. In my case, when I learned Korean, I focused 

so hard on Korean that my mother tongue skills began 

to waver. Put one hundred percent in one language – one 

at a time!

1학년 1학기만큼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나요?

먼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과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

행시키고 있어요. 축제기간 동안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게임을 실시

하고 음식들을 판매하는 것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영문학과 학생들

을 위한 간식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학회에선 요새 한창 학회지를 

발간하느라 바빠요. 이번 학회지엔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또한 영어대학 율동 소모임 회원으로서 노천극장

을 팡팡 뛰며 율동도 하고 교수님이 만드신 ‘Drama Club’ 에서 정

기적으로 좋은 연극들도 보러 다닌답니다. 그렇지만 공부 또한 소홀

히 할 수 없어 매 시간 준비된 자세로 진지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려왔던 대학 생활을 지금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

니다!

영문학과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장래와 전공을 어떻게 연계시킬 계획인가요?

원래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영문학과에 

지원했어요. 문학은 삶의 반영이라고 하듯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의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작품 속 주인공들의 상황에 감

정이입을 하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감수성도 풍부해지고요. 또,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인

간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서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소통 능

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

야 하잖아요.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막연한 미래에 대

한 불안과 감정의 격변에 서있는 학생들을 잘 붙잡아 주고 싶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말이에요. 하하.

미래의 영문학과 새내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적성보다는 수능 점수에 맞춰 학과

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신입생들이 진지하게 본인의 성향

과 적성을 고려해보고 본인이 4년 동안 공부할 전공을 소신 있게 지

원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독서를 좋아한다면 영문학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사회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인문학적 요

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학의 가치와 효용을 알았으면 좋겠

어요.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항상 관심을 두고 예민하게 

살펴보는 관찰력을 기른다면 영문학 공부를 위한 좋은 훈련이 될 거

라 생각합니다. 

영문학과 11학번 양동환

Students 

of

 the College of English 

do not 

just love English.

새내기 
인터뷰

외국인유학생 
인터뷰1 시작, 

떨림, 

설렘

‘새내기’안지혜 | 기자

영문학과 11학번 Gyulaliyeva Elza
 심국비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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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혼 회장님! 예혼의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일 년에 두 번 워크숍 공연을 합니다. 1학기에는 한국어 연극

을 하고요, 2학기에는 영어 뮤지컬을 하죠. 다른 동아리들과 비교하

면 일 년에 연극을 두 편 상연한다고 했을 때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

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예혼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학기에 단 한번 밖에 없는 공연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또 그만큼 스릴이 있으니까요!

연출자님! 현재(올해 1학기) 준비 중인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이번 공연은 제가 직접 쓴 대본을 바탕으로 한 공연입니다. 이전에 

선배들이 공연한 작품 중에는 <웰컴 투 동막골>, <죽은 시인의 사회>, 

<세일즈맨의 죽음>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엔 신입생들이 무려 22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

본을 써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에이전트 A>라는 코미디 연극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부회장님! 예혼 멤버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연출자의 역할은 주로 공연을 총괄하는 일입니다. 올해의 경우처럼 

대본을 직접 쓰기도 하고요, 연습과 리허설 과정 모두를 감독하죠. 

회장의 역할은 전체 소모임의 단합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연습 시간

이 엇갈리는 멤버들끼리도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죠. 그 외에 소품 준비, 무대 마련, 포스터 제작, 스폰서 확보 등의 

일들은 부회장과 총무가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예혼 멤

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의 대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회장님, 예혼은 어떤 곳인가요? 

다른 소모임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저희는 연극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친

하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연 때

마다 찾아주시는 선배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요. 다른 어떤 소모

임보다 구성원 간에 친분이 두텁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 그대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혼 파이팅!

‘헤사’는 무슨 뜻인가요? 

정구훈 : 헤사 ’HESA’는 ‘HUFS English Soccer Association’
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에도 나와 있듯이 헤사는 축구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고요. 1981년부터 시작한 외대 월드컵에서 83년 우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입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구훈 : 현재 우리 단과대학이 세 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수업 시간 이외에 시간을 내서 다른 과 학생들을 만나기가 힘

들어요. 하지만 영어학, 영문학, 그리고 영어통번역학은 학문적인 

구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보다 큰 차원에서 우리는 같은 영어대

학 식구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소모임 활

동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김인강 : 공부와 관련된 목표 이외에 또 다른 목표를 정해서 조금씩

이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 소

모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헤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교내에

서 열리는 ‘외대 월드컵 대회’에 출전해요. 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예비 새내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구훈 : 높은 토익 점수, 여러 차례의 공모전 참여 경험, 높은 학점 

등이 스펙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 이외의 활동 분야에서 하고 싶

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역시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꼭 경

험해야 할 스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11학번 친구들

이 06학번 이상 선배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헤사처럼 전통

있는 동아리를 통해서 같은 영어대학에 소속된 선배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예비 영대인들이 많이 알았으

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헤사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구훈 :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명 ‘뻥 축구’ 수준에 그쳤잖아요. 

그런데 헤사에서는 개별 포지션을 정하고 포메이션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

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아리소개  
헤사  

동아리소개 
예혼
심국비 | 기자오세진 | 기자1 외대 

월드컵대회의 

영원한 

우승 후보

연극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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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문학과 10학번 전인호이고, 한울의 8대 회장입니다. 1학년 

때 새내기배움터에서 한울 공연을 보고 율동이 재미있을 것 같아 들

어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울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한울은 2004년에 처음 결성됐고,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 공연을 하

는 동아리입니다. 민중가요는 대중가요와는 달리 사회 운동에서 주

로 불리는 노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중가요’ 하면 ‘저항’, 

‘투쟁’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율동 소모임의 목표는 재미있는 율동을 하면서 선후배, 동기간의 친

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율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격이 강한 활동인 만큼 공연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

다.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울은 2학년까지만 소모임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

로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신입 부원들에게 안무를 가르칩니다. 일주

일에 한 번 모여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한 달에 대략 1곡 정도를 

완벽히 숙지합니다. 현재 안무가 전수되고 있는 곡은 15곡 정도고 

가끔은 민중가요에 맞춰서 새롭게 동작을 만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동아리 홍보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혹시 자신이 몸치라고 생각해 들어오는 것을 망설인다면 전혀 그러

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몸치라면서 걱정하지만 같이 즐겁게 

연습하다 보면 곧잘 배우게 되고, 또 군무는 조화가 중요한 만큼 서

로 많이 챙겨주니까요. 동아리 분위기도 율동이 재미있다 보니 항상 

분위기가 활기차고, 선·후배 사이의 딱딱한 위계질서도 없답니다. 

그리고 율동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

도 됩니다. 비록 율동 소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앞

으로도 한울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꿋꿋이 저희들의 열정을 학우들

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한울! 

대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실,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2007년 이전에는 학교들마다 율동 소모임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

이 줄어들어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전국 대학생대

회’라고 각 학교 율동 소모임이 나와서 공연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저

희가 2008년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대외활동 기회

가 많이 없다 보니 주로 학교 내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

리는 새내기 율동제, 외대 문예창작 한마당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

고, 11월 셋째 주 정도에 연말 정기공연을 합니다.

동아리소개  
한울 

외국인교수 칼럼 | 10 Years from Now
Prof. Eugene Keynes Lee  /  Dept. of Englis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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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 tells us that education is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But what is education and how do we define the 
future? Being a student may deter you from thinking beyond 
the immediate needs. Taking care of the tasks at hand is 
important, but preparing for the distant future is equally 
important. As a professor, I advise that you start thinking 
about your position in society 10 years from now. A habit 
or trait that produces success often takes a long time to 
develop. 
 1) Expect Change
 With the merging of globalization and the Internet, the 
social need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roficient in English 
is taking an ironic turn. 10 years before the Internet, a 
Korean college student armed with English proficiency 
possessed a strong appeal in the job market. That appeal is 
still viable in Korean society but certainly declining. Human 
competition comes from abroad 
a n d  l a n g u a g e  co m p e t i t i o n 
comes from Chinese. Thus, only 
depending on English proficiency 
as the key for success lacks 
merit. 
Nevertheless,  Engl ish wi l l 
a lw a y s  b e  i m p o r t a n t .  B u t 
English proficiency is becoming 
more of  a  standard than a 
critical value. 30 years ago about 
1% of the Korean population 
could use English reasonably 
well. Now, my estimate is about 
10%, and 10 years later it will be 
about 30%. Even after 10 years, 
however, the Korean population 
that uses Chinese reasonably 
well will not exceed 5%, not 
because China is less influential 
than America but because China’s elite class is also sweating 
to learn English, at least during our lifetime.
Students at HUFS must expect change with regards to the 
status of English in Korea. Too many students focus on 
English proficiency as the ultimate goal of learning English 
in college and conclude that it is a goal to be achieved by 
their senior year. That is too late. We a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and the learning paradigm must change accordingly. 
2) English Proficiency
Competency in listening and grammar is the critical point 
in measuring English proficiency. If a student cannot pass 
this critical point, the acquisition of advanced English 
skills becomes a difficult goal to achieve. Unfortunate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heavily depends on test scores 
as a measure of one’s language competency rather than 
communication skills.

Listening to a voice recording and solving problems can 
measure one’s basic language competency. To achieve a 
high score on a test, extensive practice as such is certainly 
required. But would you listen to a voice recording when you 
engage in business deals overseas? CNN News and the nor 
definitively. Any listening study method solely based on voice 
recordings only helps a language learner in a narrow sense.
My criticism against the conventional listening study method 
i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Korean college students 
generally avoid communication in class. Conversation 
is a thematic sequence of listening and responding, not 
listening to voice recordings and solving problems. No native 
speaker achieves native language proficiency through voice 
recordings alone.
The concept of grammar needs readjustment as well. 
Through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solving grammatical 

p ro b l e m s ,  m a n y  K o re a n s 
come to believe that Koreans 
have a strong grasp of English 
g r a m m a r.  T h a t  i s  a  f a l s e 
pretense.  The only precise 
method of measuring one’s 
grammar skills is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one’s 
w r i t i n g s .  G ra m m a r  i s  t h e 
structure of  writ ing,  not  a 
separate entity.  Korea needs far 
more writers of English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writing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business.
I  s ingled out  l istening and 
grammar for this piece because 
a change in perspective can 
produce a profound impact 
in your learning experience. 

Achieving English proficiency should be a goal for freshmen 
and sophomores, and it should begin with the learning 
experience of listening and grammar that comes from your 
classrooms.
3) Find Your Niche
As a student in the English College of HUFS, you may find 
that English is not your calling. Never let that discourage you 
from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after college. Rather, 
consider it as a welcome discovery and accept it as fate. 
About 60% of college graduates get a job in a field that is 
unrelated to their undergraduate degree. Finding your niche, 
or what truly inspires you, is an important learning process 
in college. As I often say in class, the accumulation of life 
experiences helps us to form stronger dispositions. Engage 
yourself as much as you can with the opportunities present 
at H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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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와 영미시를 암송하면서 시작된 시와의 인연은 올해로 40년을 넘었다. 대

학 시절에는 ‘미완회’라는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 수업에서 배운 시 구절을 암송하거

나 아니면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을 내 것인 양 끌어안고 즐거워했다. 예이츠(W. B. 
Yeats)의 「이니스프리 호수섬」(The Lake Isle of Innisfree)을 배운 날이면 우리는 

교정 벤치에 앉아 마치 우리가 직접 호숫가에 진흙과 수수깡으로 오두막을 짓고 콩 

이랑과 벌을 치는 시인이 된 양 행복해 했다. “나는 일어나 가리라, 이니스프리 섬으

로”의 첫 행은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

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보라 꽃이 흐드러져 벌겋게 달아오르고, 홍방

울새의 날개 짓으로 평화로움이 하늘에서 뚝 뚝 내려앉는 호반의 풍경은 젊은 날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기에 충분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도시의 암울함을 “회색 포장

길(pavement gray)”로 압축한 표현에서는 도시의 우중충한 환경에 길들여진 우리

의 절망감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감탄하였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즐길 수 없었던 시대

에 시는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으로 현실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준 

정신적 영양소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스피드를 즐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시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골동품에 불

과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으로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마치 여름의 소나기 같은 한통

의 메일을 얼마 전 제자로부터 받았다. 학창시절 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아직 풀리

지 않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그나마 수업에서 배운 시 구절들이 소중한 추억거

리로 그를 위로하고 지탱해 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렇구나. 시대는 변해

도 삶의 갈증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학의 귀한 유산이며 시 역시 그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빠른 속도를 끝없이 갈구하는 이 시대에 문

학, 특히 시 읽기를 기피하는 경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드라마와 소설

이 산문으로 느슨하게 풀어가는 장르라면 시는 매우 제한된 틀 속에 극히 절제된 언

어로 내용을 집약하는 표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

는 일단 삶의 긴장과 바쁜 일과를 잠시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노력

은 무미한 현대 삶에 감칠맛과 새로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

야할 작은 희생이라 말할 수 있다. 

시는 보석을 숨기고 있는 광산 같다. 모르는 단어들을 찾고 앞뒤 단어 뜻을 연결해 

가면서 그 곳에 담긴 뜻을 추적해가는 기분은 뭐랄까 마치 곡괭이로 흙을 조금씩 헤

치면서 묻혀 있을 보석을 향해 다가가는 광부 혹은 암호를 풀어가면서 추리하는 탐

정의 스릴과 흥분에 비견할 수 있으리라. 시인은 모든 표현 방법들 즉 단어, 리듬, 운

율, 각종 부호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느라 밤샘하고 독자인 우리는 암호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면서 내밀한 내용을 파헤쳐 그 보석을 내 것으로 만드느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된다. 

영문학과에 첫발을 디딜 미래의 새내기들과 함께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보

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읽으면서 시의 참맛을 잠시 음미해 보자. 이 

시는 네 개의 연(stanza)과 각 연이 다섯 행으로 된 정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시

가 다른 장르의 작품과 달리 소리와 음률의 음악적 특성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하기

에 우선 천천히 여러 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낯선 시도 거듭 읽으면서 시

와 친밀해지고 보이지 않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일단 생소함이 어느 정도 사라

지면 그 다음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는다. 모든 시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뜻을 모르면 의미의 흐름이 막혀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후 한 연씩 정독

하면서 시 내용을 더듬어간다. 이때는 문장의 어순, 띄어쓰기, 쉼표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탐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시의 경우는 우선 길이가 짧아 지루하지 않고 

또 모르는 단어가 많지 않아 문외한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Two roads diverged in the yellow wood,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길이 갈라져 있었다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두 길을 한 번에 갈 수 없는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여행객이기에 나는 오래 서서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그 중 하나를 바라보았다.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덤불속으로 굽어든 곳까지        

우선 배경을 이루는 숲의 풍경을 머리로 그려본다. “노랗게 물든 숲”은 때가 가을임

을 알게  한다. 산책하던 화자는 문득 두 개로 나뉜 갈래 길 앞에 서서 망설인다. 한 

번에 두 길을 갈 수 없으니 그 중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 일. 덤불 아래로 휘어져 보

이는 곳까지 내려다보던 화자는 사람들 발길이 덜 닿은 한 길을 택하고 나머지 길은 

후일로 미룬다.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처음 길을 다른 날로 미루었다!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허나 길이 길로 이어져 있음을 알기에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는 듯 보였다.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나는 먼 먼 훗날 어딘가에서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리라.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숲속에 두 길이 나 있어, 나는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그중 덜 다닌 한 길을 택했고,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결국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마지막 두 연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두 개의 갈래 길이 단순한 숲 길 그 이상

의 뜻이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 까닭은 만약 산책길이라면 다음 날 가보면 

될 터인데 굳이 “먼 먼 훗날”, “한숨 쉬면서” 지난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고 고백해야 할까. 결국 숲에서 두 길을 만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이를 회한

과 미련으로 회상하는 화자의  상황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화자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로 넘어 오면서 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때로는 즉흥적으로 선택하면서도 늘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 선택을 합리화한다. 더구나 선택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선택 자체를 후회하고 이미 놓친 다른 길에 큰 미련을 두면서 주

저앉곤 한다. 어디 그 정도인가.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던 길에서 더 이상 앞이 보이

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면 우리의 절망은 극에 달한

다. 때로는 무서운 회한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는 비극적 결

과를 선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갈 길은 없는 것일까. 이처럼 이 짧은 시가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생각을 풀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시 감상의 향연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보낸다.

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1학기 2학기

FLEX영어 (1) FLEX영어 (2)

고급시사영어강독 고급명문영어강독

고급영어문법 (1) 고급영어문법 (2)

고급영어작문 (1) 고급영어작문 (2)

고급영어회화 (1) 고급영어회화 (2)

미국의 이해 영국의 이해

실무통상영어 (1) 실무통상영어 (2)

영어기사 읽기와 쓰기 (1) 영어기사 읽기와 쓰기 (2)

영어연설과 발표 (1)

고급영어작문 (ELG)
‘고급영어작문’ 수업은 영작을 하면서 발생하

는 문법, 어휘상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영어 글

쓰기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에

게 적격이다. 비즈니스 문서와 같은 전문적인 

공식 문서 작성에서부터 실용영어 글쓰기까지 

이 수업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글쓰기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사용

하지만 원어민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표현과 

함께 글 주제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배운다. 

영미문학번역 (ELI)
문학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이해와 더불

어 번역을 위한 각종 스킬이 필요하다. 영미문

학번역에서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고 개별 과제를 통해 직

접 번역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각자 번

역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문

학번역 실력을 닦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영어

작품을 한글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 수업

의 포인트. 

영한순차통역 (EIT)
지난 1년 동안 결코 만만치 않았던 통번역 입

문과정. 하지만 본격적인 통번역학과 수업은 2
학년부터 시작된다.’영한순차통역’수업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행위 속에서 메

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전수한다. 

또한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통번역학과 학생에게 필수적

인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영어통번역학과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학기 2학기

영어번역 이론 및 실제 (1) 영어번역 이론 및 실제 (2)

영한순차통역 (1) 영한순차통역 (2)

영한번역입문 (1) 영한번역입문 (2)

한영번역입문 (1) 한영번역입문 (2)

FLEX영어 (1) FLEX영어 (2)

중급영어 프레젠테이션 (1) 중급영어 프레젠테이션 (2)

중급영어 주제토론 (1) 중급영어 주제토론 (2)

중급영어 글쓰기 (1) 중급영어 글쓰기 (2)

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1학기 2학기

21세기 영미문학 English Writing

문화 간 이해방법론 문화와 소통

영미문학과 토론 미국문학개관

영미문학번역 영미문학과 신화

영미문화사정 영국 영연방 사정

영미방송청취와 기사작성 영국문학개관 (2)

영국문학개관 (1) 영산문

영작문 영어연극연습

오디오북청취와 토론

SOPHOMORE
소개 

대학에 입학한 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1년의 시간은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영어대학이 숨겨놓은 갖가지 보물 상자를 천천히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English Essay Contest와, 좀 더 세분화된 전공과목에 주저하

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심국비·유정현 | 기자

명강의를 찾아서  
김명옥교수2

2학년 각 학과별 교과과정 및 주요과목

한 학년 동안 열심히 기초 실력을 다진 학생들 앞에 보다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영

어대학 내에서 소속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류 과목은 물론이고, 1학년 때 배운 내

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전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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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학과 | 친숙하고 향기롭게, ‘사과(apple)’로 다가가다.

다음에 찾아간 곳은 영문학과 부스 현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사과’ 였다. 혹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를 다룬 테마일까? 과연 그 사과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 사과 그림에서 전해지는 달콤함이 실제로 부스 안에서 솔솔 배어나오

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 와플의 향이 코를 자극했다. 사과 이미지를 천막 전

면에 내세우면서 과일 향을 풍기는 컨셉으로 축제를 기획한 이유를 영문학과 학생

회장 3학년 김지윤 학생에게 들어봤다. 

김지윤 학생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파벳 A를 배우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단어가 apple”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과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

점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영어통번역학과 | 시원한 바다를 항해하는, 나는야 ‘해적(pirate)!’

마지막으로 영어통번역학과 축제 부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부스 주위를 둘러

보니 해적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천막 안에서 소시지와 치킨너겟

을 먹음직스럽게 굽는 학생도 있었다. 부스 옆에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풍선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원한 여름을 연상시키는 해적 모습으로 축제를 기획한 

의도를 영어통번역학과 학생회장 2학년 나소영, 그리고 학생회 구성원 1학년 조

하늬 학생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나소영, 조하늬 학생은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영화 개봉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친

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적’을 주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라면서 “모

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서 결국 해적을 

축제 테마로 활용”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학 축제야말로 학기 시작 이후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달리기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부로 지친 몸

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휴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학 축제를 통한 재미와 

희열을 우리 예비 대학생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한국외대의 축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월드 빌리지(World Village)’라는 말

로 대표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각 학과에서는 해당 나라의 고유한 전통 문화

를 테마로 내세우면서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 의복, 음악 등을 소개한다. 한국외

대 축제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지구촌을 만들어 축제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한다. 이번 축제에서 영어대학은 이례적으로 

전통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은 독특한 테마를 선보여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부터 각 학과별로 마련한 축제 

부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1
HUFS Festival
World Village
오세진 . 유정현 . 심국비 | 기자

영어학과 | 테마가 ‘없는 게’ 테마라고?

먼저 영어학과 부스가 펼쳐진 장소에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 부스 외관에는 

츄러스와 칵테일을 판매한다고 적힌 메뉴판만 가지런히 걸려있을 뿐 영미권 문화

를 나타내는 장식이라든가 조형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외관상으로 학과의 축제 

컨셉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과연 영어학과에서는 어떤 기획 하에 축제를 마련했

을까. 이번 월드 빌리지를 준비한 영어학과 학생회 구성원 2학년 장원주 학생에게 

그 비밀을 들어볼 수 있었다.

장원주 학생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재미’였다. 그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우리(영어학과) 부스에 찾아와서 재밌게 즐겼으면 하는 바

람” 때문에 독특하게 ‘무(無)’컨셉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이 커다란 지출 없

이 싼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위한 축제가 아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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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s – cell phones in general – have become ubiquitous. 

They are present everywhere and they have come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convenient inventions of mankind. Unfortunately, 

we live in a world where a single electronic device carries our 

address books, bank details, work projects, and a myriad of 

valuable information. I refuse to live under the intrusive eye of “big 

brother”, who can easily track my location and eavesdrop on my 

most private conversations. We have all voluntarily opened our lives 

to the world, believing that a constant connection with everyone 

else is a convenience – rather than an intrusion. Smart phones 

are not essential peripherals, and living without cell phones could 

alleviate the pervasive stress that is evident in this new era of digital 

“innovation.” 

Cell phones are the greatest offenders of privacy intrusion. With the 

advent of several location tracking applications, it is now possible to 

track the location of a friend or worse, a lover. Everywhere you go, 

you are under the risk of being monitored – and very likely stalked – 

by your girlfriend. Such information should remain partial only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not be so easily accessible. I believe 

that a relationship is based on mutual trust and fidelity. My girlfriend 

should not need to feel paranoid about my location and vice versa. In 

any relationship, if the other individual is fully aware of every place 

his or her partner has been to, there would be very little to talk about 

– apart from endless repetitions of messages affirming the love they 

have for one another, which quickly becomes light and trivial.

  Cell phones also damage the trust that people in a relationship, 

have worked hard to build. A mere 11 digit number can cause severe 

doubt and trust issues – especially when they belong to those of 

the opposite sex of the phone owner. The fact that call histories and 

text messages are stored on the phone gives the partner reason to 

feel insecure and worried – particularly when the partner is often 

calling ex girlfriends or just women in general. Cell phones give the 

partners a sufficient reason to invade one’s privacy and in the end, 

such information stored on the phone – accessible through tracking 

devices that operate under the deceptive euphemism of GPS – can 

never benefit those in a relationship. 

As cell phones develop, so does our dependency on cell phones. 

We now live in a world where we rarely memorize phone numbers 

or addresses. Losing a cell phone is no longer the loss of monetary 

investments and multimedia peripherals: it is the loss of one’s entire 

social network. Being in constant contact with each other creates 

more loose views on actual social encounters and promises. It is now 

possible to cancel an appointment via a text message – obviously 

the receiver of such a message would feel compelled to confront 

such lack of social ethics but the sender is shielded by the binary 

signals that merely convey a cold, apathetic apology. If need be, one 

may even resort to turn off his phone to avoid any uncomfortable 

social interaction. The lack of “human” communication has made 

individuals more self-centered and such gaps in social skills further 

reinforce the need to use a cell phone to communicate. I believe that 

social interaction and physical presence is crucial to a successful 

relationship. I would like to tell my partner how beautiful she is in 

person, not through a series of emoticons and short text messages. 

I would like to tell her how beautiful her eyes are when I am actually 

looking at them, rather than through a phone call. My girlfriend is not 

a series of texts and scrambled voices, and I would like to believe that 

she would also see me as an actual being rather than an abstract 

“concept”. I would show her that holding hands cannot be compared 

to a myriad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Cell phone use is not only intruding our privacy and hindering our 

social skills – it is affecting our physical wellbeing as well. Many 

research papers point to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 man’s 

fertility and the placement of the cell phones in the front pockets of 

one’s jeans. There have also been studies which also indicate that 

frequent use of cell phones are a contributing factor in migraines. 

Cell phones also allow individuals to merely chat over long distances 

creating a perfect excuse to remain immobile in their beds or 

offices. The less frequent social encounters become, individuals 

have no need to move from their digitally enhanced “sanctuary”. Cell 

phones, under the pretense of convenience have tempted drivers to 

divert their attention from the road – and as many recent legislative 

measures all around the globe banning the use of phones by vehicle 

drivers suggest, it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car accidents. 

Constant use of the cell phone strains the eyes and constant 

distractions provided by the cell phone are an important contributor 

to insomnia. While the topic of fertility may be too daunting to discuss 

with my partner, the growing infertility rates are leading to more 

extremely expensive measures such as artificial fertilization – “in 

vitro” – which is something that can be avoided through the simple 

avoidance of a cell phone – even if one is genetically “pre-disposed”, 

which may only be worsened by the cell phone. I believe that without 

a cell phone my girlfriend no longer needs to strain her eyes, which 

results in a diminution in eyesight which will causing squinting – and 

every girl is aware of what squinting can result in : Crow’s feet. 

Be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at all times can be immensely 

distracting and addictive, resulting in insomnia which in turn affects 

the way one appears. I would like to say that human attraction is 

devoid of physical elements, but that is very rarely the case. Being as 

presentable as one can be will boost one’s confidence – and to hinder 

the body’s method of recovering through a cell phone seems counter 

productive to me and hopefully my girlfriend. 

Cell phones present themselves under the illusion that they will help 

alleviate the stress of modern society by being a convenient method 

of communication. Sadly, they have only succeeded in imposing 

a ubiquitous workplace where one can easily be contacted. A life 

without cell phones – and “smart” phones – can lead to an active 

social life, promote various social skills and most importantly, 

happier relationships. Rather than feel complacent that one is always 

connected to one’s paramour, it is more fulfilling to be content in 

one another’s physical presence. By choosing to stop using a smart 

phone, my partner can be healthier, more confident and more active 

in her life. If she cannot see the benefits of living a life without cell 

phones, I am confident that I can show her in example, by being the 

paragon of “wireless-lessness.”

HUFS
English Essay 
Contest 
오세진 . 유정현 | 기자

제 2 회 

HUFS English Essay Contest 

이사장상 수상작

영어대학에서 주관하는 제2회 HUFS English Essay Contest가 5월 16일 

오후 6시에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공 및 소속 학과를 불문하고 

한국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총 117명이 지원했

다. 

손 학장은 앞으로의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말하기와 글쓰기에 있다고 언

급하면서, 특히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개발한 

FLEX시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어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의 진짜 

실력은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 능력에서 비롯된다. 특히 에세이 

글쓰기가 점점 중요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

최하는 등 외대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제2회 HUFS English Essay Contest의 작문 주제는 ‘스마트 폰의 역기능’ 

이었다. 다음은 올해 콘테스트에서 이사장상을 수상한 영어학과 09학번 김명수 

학생의 답안이다. 김명수 군의 에세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접

근하여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그리고 개인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명쾌하게 분석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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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with my very first day at HUFS back in 2003, 
I felt as if I had gotten on a long rollercoaster ride. 
In my undergraduate years – while I was on that 
rollercoaster ride – I learned many valuable lessons 
at HUFS. These are just a few of them.
I had to find what I wanted to do, what I wanted to 
study as an undergraduate student. When I first 
got here, I wanted to be a competent interpreter/
translator and was sure that I wanted to continue 
my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nce I graduated. Preparing myself 
for that, I spent my first two years here studying 
English and Spanish. Even then, I knew that having 
fluent mastery of a couple of languages was 
essential to becoming a good translator/interpreter, 
for I couldn’t apply any of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chniques and skills I was studying if I 
didn’t know any languages – other than Korean. But 
before I could complete my undergraduate studies, I 
had to fulfill the two years of my military obligation. 
When I returned to HUFS from the army, I was 
drawn to international law – especially international 
trade law – and decided to study about the law as 
it pertains to world trade. I prepared myself and 
applied for position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ut I did not get accepted in any of the 
positions I applied for. Despite failing in my efforts, 
it was one of the most intense periods in my life as 
a student. Reflecting back on those years, I see that 
in studying so hard for something I wanted, even 
though I didn’t get it, I learned how to concentrate 
my efforts and organize my time, thus cultivating the 
habits of study that have become invaluable to me. 
I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EIT at HUFS, and 
was accepted by Kore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Law. I am currently working on a Master’s degree 
specializing in law as it applies to the WTO. As I have 
written above, I changed my goals as I went along. 
Circumstances and changing perspectives led me 
down a different path than the one I started on. What 
I found to be important is to keep searching and keep 
working for something worthy of your efforts. Of 
course, I did not spend all my time at HUFS studying. 

I made good friends, friends I know I will keep for 
the rest of my life. I enjoyed campus life too, and I’m 
glad that I did.
I never found it easy to make it through the rigorous 
EIT courses at HUFS. As difficult as I found those 
courses to be, I knew I couldn’t quit. In hindsight, 
those tough courses turned out to be good for 
me, for they prepared me for the new challenges 
of studying WTO law at Korea University, where 
most of the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at a high 
technical level. The HUFS EIT Department gave 
me opportunities to study cours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nd culture, and I took full 
advantage of those courses. The double - major 
system at HUFS helped me get where I am now. 
Although I am now studying in a field other than EIT–
though, as I’ve written, English is the predominant 
language of instruction–it is clear to me that it was 
my good fortune to have studied and struggled 
through all those EIT courses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HUF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 learned at 
HUFS was that a person cannot win all the time 
nor achieve everything they want all at once. When 
I was preparing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ositions, I often felt like quitting and 
was tempted many times to take an easier path that 
required less sacrifice, but even though I didn’t get a 
job there, I didn’t quit. I now see that all of that work 
I did – even though I failed – was not wasted. I was 
not really a failure, after all, because it got me to 
where I am now.
There were times in those years that I honestly 
thought I would not graduate, much less imagine 
that I  would enter graduate school at Korea 
University. I can’t help but think that I owe all of this 
to the great professors at HUFS, so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professors in the EIT 
Department of the College of English who taught, 
supported, motivated, and inspired me during my 
years at HUFS. Those years have led me to the work 
I am now doing. I know that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r help and so I am proud to proclaim that, 
“I WAS HERE AT HUFS.” 

외국인교수 칼럼 | 졸업생의 편지 | The importance of 
tackling authentic language

Prof. James Trotta  /  Dept. of English Linguistics2 Cheon-kee Lee .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ne serious problem regard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is the type of language being taught. I 
remember in one teacher training course I asked my trainees 
to bring in the books they were using in their classes. One 
public high school teacher showed me the unit she was 
currently teaching. It involved studying the grammar for 
constructions like, “On the hill there stood a house.” This is 
an example of classroom language because it sounds funny 
in most real life conversations. 
When the textbooks students use contain language that’s 
too formal, too old-fashioned, or just plain weird, people 
using the book suffer. For example, if you ask students or 
even teachers who rely on textbooks for getting English 
which word is more common in informal speech “kid” or 
“child”, many will say they are about equal. But my guess 
is that ‘kid’ is spoken at least 85 percent of the time. When 
‘child’ is used it’s often with 
certain collocations and fixed 
expressions that  textbooks 
rarely teach. This is a major 
issue with learning vocabulary 
from texts; the materials don’t 
make it clear how the word is 
used.Take this more interesting 
example: which is used in the 
positive: ‘much’ or ‘a lot of’? I’ll 
take another guess and say ‘a lot 
of’ is used more than 95 percent 
of the time. But if I had to take 
another guess I’d bet that ‘much’ 
is taught way more often.
Moving away from vocabulary 
and on to grammar, one of my 
biggest pet peeves is the way 
many texts approach the passive 
voice. In the chapter on passives, 
every sentence will use that construction; there may be 
no active sentences at all. The problem is that we usually 
use the active voice. If students never get a feel for when 
to use passive instead of active why bother with a chapter 
on passives at all? You might contrast the typical language 
textbook with one based on authentic texts.
In Authentic English Readings for Advanced Students, we 
examine the passive voice but since our examples come 
from an authentic text they make up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verbs in that chapter. This means students can look at 
passives not when the text arbitrarily decides it’s the right 
time, but when a native speaker chose to use the passive 
voice to communicate her massage. 
Learners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checking that the 
language they get from books is language that people use. If 

you’re not getting real language from your textbook where 
can you get it? Pay attention because this next part will also 
answer one of the questions I hear most: what can I do to 
improve my English?
Using language is practicing. Use your language to read, 
write, listen, or speak and you will increase your proficiency. 
Advanced students need to throw out Vocabulary22000 
and starts spending more time dealing with real language. 
Luckily there are lots of ways to interact with native 
speakers and the authentic language they produce online. I 
recommend joining a forum or a popular blog that gets lots 
of comments that was created for native speakers. The topic 
here is not so important as long as you find visiting this site 
interesting. Read what native speakers are saying about your 
passion or hobby, and, if you’re feeling inspired, tell them 
how you feel by replying to forum threads or commenting on 

blog entries. Of course, nothing 
is ever easy and practicing 
with authentic language poses 
s o m e  re a l  p ro b le m s .  O n e 
major problem is that authentic 
materials are not designed to 
teach language. In a classroom, 
the teacher will act as a guide 
while students interact with 
the authentic materials. When 
students encounter authentic 
materials on their own, they 
might miss that teacher / guide. 
T h i s  m e a n s  t h a t  a d va n ce d 
students (like everyone at the 
college of English reading this 
newsletter) benefit more from 
tackling authentic materials on 
their own than those with less 
proficiency. Yet, even advanced 

students are certain to encounter language they don’t grok 
(extra credit for any student who e-mails me and explains 
the meaning of grok). When this happens students can move 
on and deal with the ambiguity, or they can research the 
language to figure out what it means. This research often 
requires a web search or a talk with a native speaker – most 
dictionaries won’t cut it.
In conclusion, while beginners have no choice but to study 
sometimes useful but sometimes unpractical language 
presented in textbooks, advanced students can benefit 
from tackling the real challenge of dealing with authentic 
language. Students should seek out authentic materials on 
their own and remember that while examining authentic 
language is useful, studying means practicing using the 
language to read, write, listen, or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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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통역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1980년에 설립된 학생처(현재 학생감동팀) 산하 자치기구로서 3차

의 외국어 및 한국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외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약 40명 정도이며 졸업한 명예회

원까지 합치면 1,000여명에 달합니다. 국내 대학생 통역단체 중 가

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외대통역협회는 2011년 올해로 32주년

을 맞이하였습니다. 32년간 각종 통·번역 업무는 물론 매년 여름

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외국어 강좌를 실시해 왔으며 협회 내 체계

적인 스터디와 시험응시 지원제도, 각종 통·번역 노하우 공유를 통

하여 개개인의 언어능력 신장과 배경지식의 습득을 도모하고 있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은 실제 비즈니스 상담에서부터 월드컵

과 같은 각종 국제행사의 단체통역 및 학술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활동을 하며 통역사로서의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 외대통역협회는 프로정신을 기르는 데에도, 대학생활의 추억

을 쌓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누구나 투자하는 것 이상을 얻

어갈 수 있는 단체이고 어디에서나 회원으로서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임도 분명하구요! 뜨거운 사람들이 언제나 뜨거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통역협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통역협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전기/후기 회원을 선발합니다. 

협회 활동을 최소 1년 이상 할 수 있는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외대 서

울캠퍼스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언어는 서울캠퍼스 내에

서 사용하는 18개의 언어 중 하나로 지원받습니다. 선발 과정은 1
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시험은 한국어->외국

어 번역, 외국어->한국어 번역, 그리고 외국어 청취능력을 평가합니

다. 2차 시험에서는 원어민 인터뷰/통역, 논술 과정을 거치고 이어

서 진행되는 3차 시험은 최종 면접 과정을 밟습니다. 선발인원은 정

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선발과정은 경쟁 없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집

니다. 한국어나 외국어 중 하나의 언어에만 능통해서는 안 되며, 양

쪽 언어 모두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입회 후 모든 회원은 1년 동안 

신입기간을 거치게 되고 학번/나이와 상관없이 기수제로 운영되지요.

활동영역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통역협회는 국내 및 해외에서 각종 기업, 정부기관 및 국제행사 등

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시로 수행합니다. 또

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하계 및 동계 외국어 강좌를 진행하

는데 협회 소속 통역사들이 강사로 활동합니다. 외국어 강좌는 주로 

회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언어별로 초급, 중급, 고급회화 강좌로 

나누고 언어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는데, 상황에 따라 개설되는 강

좌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입회원 환영 MT, 하계 및 동계연수, 

체육대회, 홈커밍(선배들을 초대하는 자리), 분기별 정기총회와 같

은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각 언어별로 스터디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의 

언제나 

뜨거운 

만남

정치경제번역 (EIT)
‘정치경제번역’ 수업은 평소 접근하기 힘든 정

치 및 경제 분야 번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매 강의마다 수업

자료로 나눠주는 정치, 경제 사설을 스스로 번

역해보고 교수님의 부연 설명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영어로 쓰인 난해한 

경제적, 정치적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적 이슈

에 대해 면밀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보너스!

영어사 (ELG)
영어의 변천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

용적인 영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영어에 대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영어사’ 수업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어에서 나타난 문법, 발음, 어휘

의 의미 및 형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당시

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Shakespeare (ELI)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를 

아는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나

오는 명대사다. 셰익스피어는 문학사를 통틀

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작가일 뿐

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영어

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이 수업에서

는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희극, 비극을 포함한 

일련의 작품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작가

의 세계관 및 작품세계,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영어통번역학과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학기 2학기

한영순차통역 (1) 한영순차통역 (2)

영한순차 통역심화 (1) 영한순차 통역심화 (2)

정치경제번역 (1) 정치경제번역 (2)

문학번역 (1) 문학번역 (2)

문화/미디어 번역 (1) 문화/미디어 번역 (2)

고급영어 프레젠테이션/퍼블릭 스피킹 (1) 고급영어 프레젠테이션/퍼블릭 스피킹 (2)

고급영어 주제토론/수사학과 토론 (1) 고급영어 주제토론/수사학과 토론 (2)

고급영어글쓰기/비즈니스 글쓰기 (1) 고급영어 글쓰기/비즈니스 글쓰기 (2)

다문화연구 (1) 다문화연구 (2)

영미권 국제관계이해 (1) 영미권 국제관계이해 (2)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2)

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1학기 2학기

Advanced English Writing (1) Advanced English Writing (2)

Shakespeare (1) Business English (1)

미국소설 Creative English Writing

미국희곡 영미사상사

영미문학특강 영미시 (1)

영국소설

영국희곡

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1학기 2학기

문화인류언어학 영어문장연습

영어구문론 영어사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어토론 (1) 영어의미론

영어형태론 영어토론 (2)

컴퓨터와 영어학

JUNIOR
소개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 그동안 영어대학 커리큘럼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취월장한 실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련한 여러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있는 대학 수

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7+1 파견학생 제도’로 한 학

기동안 미국 소재 대학을 다녀온 영어대 학생의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대를 누비는 미래의 

전문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IA University Students Interpreters’ Association3 심국비·유정현 | 기자

3학년 각 학과별 교과과정 및 주요과목

3학년이 되면 개론 수업과 입문과정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각 학과 커리큘럼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영어사’, ‘Shakespeare’, ‘정치경제번역’ 수업을 여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협회  

안지혜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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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통번역학과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영통과 절반가량의 친구들이 해외파였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회

화 수업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졸업하기 전쯤 되면 다들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고교생들의 경우 대입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5년에서 7년 이

내로 자신의 인생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

면 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7년 후의 모습을 생

각하며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초기부터 한 가지 목표만 세우고 그

것만 준비하기보다는 뭘 하고 싶은지 좀 더 긴 호흡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도 보면

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통과의 어떤 수업들이 특히 영어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영통과가 아니면 개설되기 힘든 수업들이 특히 유익했어요. 3학년 

때 <영한순차통역>을 들었는데, 갑자기 수업 자료가 어려워져서 자

극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4학년 때는 통번역대학원을 지망하는 학

생들을 위해 <한영순차통역>이 개설된 덕분에 특별히 입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또 타 학교와 비교해서

도 외대 영어대학은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으신 편이라 원어민 교수

님들의 수업도 도움이 많이 됐죠. 학점이 내려갈 것을 걱정해 기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외국인 교수님 수업을 많

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영어통번역 시장이 포화상태

라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통번역을 잘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통

번역은 영어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모국어와 영어 사이의 전환

이 빨라야 하고, 논리력과 이해력도 좋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영어

를 잘하는 사람들의 길과 영어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길이 따로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통역의 경우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의 경우에도 정말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서, 영한번역이나 한영번역 중 하나만 확실히 잘해도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실력만 충분하다면 직업적 전

망은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1 파견학생으로 지원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뉴욕주립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입학 당시 성적에 따라 별도의 선발과정 없이 한 학기 파견학

생을 다녀올 수 있는 ‘7+1 우수 입학 장학생’이었기에 기회가 있었

습니다. 뉴욕주립대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동부, 특히 뉴욕 주의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는 입소

문과 함께 경제학으로도 유명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은 어떠셨나요?

저는 영문학 수업 2개, 역사 수업 1개, 경제학 수업 2개 이렇게 15
학점을 들었는데, 출국하기 전에 교수님께 가서 들을 과목에 대해 

상의하고 어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요. 제가 있었던 알바니는 뉴욕 주의 주도이긴 하지만 교외처럼 한

적한 분위기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 영어 회화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7+1 제도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교환학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

고, 대학생 때가 아니면 외국에서 몇 개월 동안 살아볼 수 있는 기회

가 흔치 않으니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문화랑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외국어를 잘하려면 문화 역시 체험해 보는 것

이 좋고, 취업 시장에서도 해외 경험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니

까요.

마지막으로, 7+1 파견학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학교를 선택할 때 무조건 한국 학생이 적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해요. 미국이 다인종 사회인만큼 어딜 가나 한국 학생이 있

게 마련이고, 한인 사회도 공고해서 자연히 한국 친구들과 많이 어

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7+1 파견학생을 갈 때 자신만의 목

적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여행을 많이 한

다든지, 혹은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걱정되더라도 부딪쳐보면 정말 소중

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동시통역사가
꿈인가요?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양정모

우지원 | 기자

7 + 1
 교환학생 인터뷰 

영어통번역학과 08학번 신소연3 우지원 | 기자

전교생의 

15%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외대

순수 

국내파의 

7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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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수 칼럼 | Who are you writing for?
Prof. Jon H. Bahk-Halberg  /  Dept. of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Love every minute. Then the energy of the moment 
will spread beyond all boundaries”

University Life and Internships

As a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Engl ish 
Linguistics, I mostly studied the courses of that 
department while I was at HUFS, but through the 
exchange student program of the university, I got the 
opportunity to go to Kazakhstan for a semester and 
attend KIMEP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I learned 
a lot and had great fun in this, for me, different 
atmosphere. I found the classes and university 
life at KIMEP stimulating just like here at HUFS, 
but in a different way. I worked to adapt to my new 
surroundings and become involved in as much as 
possible in university life there. I made many new 
friends and also earned good grades.
My university life has not all been about fulfilling 
academic requirements. I also wanted to get an 
internship that could challenge me in a real-world 
environment. I have performed two internships 
in 2008. One was at the U.S. Embassy Section of 
Economics and the other was at KOTRA Ukraine 
KBC. At the Embassy my main responsibility was to 
research and provide summaries about US-Korea 
trade issues to the section’s trade officers and 
senior economic specialists. In Ukraine I worked fo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participated in three Trade Mission projects that 
lasted for five months. The objective of the projects 
was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Ukraine 
for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conducting marketing research and finding new 
customers and partners. This work motivated me 
very much because I wanted to do my utmost on 
these projects so that I could make a difference 
that would better relations between our two great 
countries and help Koreans establish business there, 
thus creating wealth and value in both countries. I 
felt that I wa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and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merica, and Ukraine.

Life Skills

Through my life as a student and through my 
internships I am grateful that I have been given 
many opportunities to develop my social skills. As 
I moved from place to place, I found that cultivating 
good social skills is necessary. I have learn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new surroundings and truly love being part of a 
group working together on shared goals. When I was 
at KIMEP as an exchange student I helped organize a 
group of four people to enter a contest, two Koreans 
and two Russians. The university promoted the 
contest and its objective was to find ways to lower 
the carbon footprint on the campus. Our team came 
up with an idea that was in harmony with the rational 
and emotional. I believe that a person can have a 
good idea but I learned that greater and better ideas 
are created through teamwork. 
I have always pursued perfection in the things that 
I do, but that has often been a double-edged sword. 
Before making any progress I spend much time 
considering what I am doing and often get stressed 
out. When there are many jobs to do at the same 
time, I stress myself out before even getting started, 
but when I finally make the decisions, I don’t look 
back. I go strait with it and complete my tasks. To 
compensate for my shortcomings, I make a time 
schedule. I put forth all my efforts to complete my 
schedule on time and sometimes when I get behind, 
I weigh the options and carry on with the most 
reasonable one. In using a time schedule, I have 
found that I can manage my time better and that I 
can accomplish more with the same resources. 
To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one must discipline oneself to complete 
all the demands it takes to succeed at HUFS. In the 
discipline, a student will learn to improvise and find 
ways to get the work done, and this has been most 
valuable to me and I am sure it will serve me well in 
the world. 

3졸업생의 편지 | 

Choi Jong-pil .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One of the biggest advantages of being a student, particularly 
a writing student, lies in the fact tha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in limits. You can choose to obediently do just 
what is expected of you, or you can break new ground and 
create your own trends as you go through your university 
years.
What do I mean by that?
Suppose in an English writing class, I’m assigned to write 
about a certain topic – my mother, for example.  I might 
look at that as a limitation and think about it in terms of 
what I had to do. But if I turn my thinking around, there is so 
much freedom in that assignment. I can write about how my 
mother took care of me when I injured my leg when I was 12, 
or the fact that my mom really 
wasn’t a very good cook(please 
don’t tell her about that latter 
one.)
  No matter what the assignment, 
there is a huge freedom to write 
whatever and however you want 
about the assigned topic. Still, 
some responsibi l i ty  comes 
along with that freedom. If you 
choose a topic that is not very 
interesting, that neither you nor 
your reader has much interest 
in, it probably won’t get high a 
score. 
The department  of  Engl ish 
Interpretation is very much a 
market-driven department. 
It  has grown and continues 
growing because of the fact that 
being able to interpret, translate 
and communicate in English is an extremely valuable skill 
in Korea today. Though English is certainly not a new area 
of study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it is a field that 
continues to be at the forefront of future trends, and one 
that offers more and more opportunities in a variety of fields 
that continually change and grow. Because it is such a trend-
setting area, as we develop our skills,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the utility of what we are teaching and learning not 
in terms of today, but as we look to the future.  Things are 
always changing in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one 
is learning about communicating between very different 
cultures.   
Students need to think about making their writing, and their 
learning, make sense in a similar way. What are you learning 

in terms of a marketable, worthwhile talent or skill? That 
doesn’t mean every assignment needs to have dollar signs 
attached to it, but you need to be learning something that 
will improve you.
Think about who you are writing for and why you are 
writing a particular message. Perhap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audience who are you writing for is a critical 
factor that can often not receive as much attention as it 
should.
There is also another kind of freedom that all of us have 
regarding courses. Anyone can offer ideas, and many of us 
can do more, to create courses that fit changing student 
desires and requirements. As I remind my students every 

semester ,  students  of  the 
E n g l i s h  C o l l e g e  a r e  o u r 
customers. What do you need? 
How can we help you prepare to 
do well in the world at the end 
of your college career?
The communicative classes we 
have in the EIT department; 
A c a d e m i c  p r o f i c i e n c y , 
discussion and debate, public 
s p e a k i n g ,  p re s e n t a t i o n s , 
business communications, and 
English writing, among others, 
are all useful. But could we be 
doing more? That’s another 
area where both teachers and 
students could work together 
t o  m a k e  t h e  e d u c a t i o n a l 
experience better reflect the 
real world by continuing to 
revise and update courses and 

programs. 
In EIT, we recently went through a major reappraisal of our 
courses throughout the program.  But there is always room 
for more growth and change. I encourage students in our 
department and throughout the College of English to be 
more than just passive audience members. Give us ideas, 
give us feedback, let us know about areas you’d like us to 
give more attention to. 
Please let my colleagues or me know what areas you would 
like us to focus on as we continue to build and improve our 
department together. Neither you nor we can just sit on the 
sidelines and watch the world change. We have to follow the 
changing trends of today, be ready for what’s going to be 
needed tomorrow, and create new trends of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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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 년 장 교 의  

아 주  

특 별 한  

캠 퍼 스  

경 험  
이제 2011년 2월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에서 2년간의 생활

을 마치고 서해안의 해안경계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임지로 떠

난다. 30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고, 개인적으로 많은 결실

을 맺었던 시기였기에 이제는 모교가 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무한한 애

정과 감사가 가슴에 벅차오른다. 

2007년 4월, 나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이툰 부대의 일원으로 파병됐다. 파병 당시에는 이제 막 군 생활

을 시작한 초급장교로서 언제나 부대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쏟

았다. 하지만 1년여 간의 파병생활을 하면서 그 밖에도 영어능력과 국제적 

감각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됐다. 

당시 이라크에서는 27개국이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비단 각 국

의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정보기관, UN 임무단, 우리나라의 KOICA(한국국

제협력단) 등 다양한 국적과 기관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중동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였다. 

대한민국 장교의 활동무대가 조국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라는 것이 즐

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식 언어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이 넓은 

세상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

면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2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을 결심을 하고 한

국외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내 선택이 틀리

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내 실력에 대한 작은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외대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찬다.

첫 번째 감사함은 영어와 통번역 실력을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

는 수준까지 만들고 가겠다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마지

막 기말고사 기간 동안 육군본부로 제 3차 한-터키 육군회의 통역을 다녀왔

는데, 통역장교로 선발되고 육군차원의 회의를 통역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

았다. 통역을 마치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외대에서의 2년이,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다. 

이라크 파병 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업무에 활용하려면 영어 하나

만 잘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외에서 학부를 나오더라도 번역 

자료를 막상 가져오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군 작전개념을 오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영어뿐 아니라 통번역 기술

에 있어서도 후회가 남는 수업은 없었고, 교수님들이 주시는 텍스트와 과제

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감사함은 너무도 즐거웠던 캠퍼스 생활을 즐기게 해준 교수님과 학

우들이다. 스무 살에 입대해서 육사에서 4년 간 수련생활을 하고 임관 후에

는 전방 DMZ와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이라크 아르빌에서 격오지 생활만

을 했던 나에게 이문동 외대 캠퍼스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처음 편입생 면

접을 보던 날, 정장을 차려입고 경례를 하는 나에게 군인의 면모는 잠시 가슴 

한 구석에 남겨두고 학생들과 함께 여유롭게 삶을 즐겨보라고, 그러면 졸업

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교수

님이 있었다. 덕분에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

다. 

2년간의 좋았던 기억들, 그동안 쌓은 실력이 앞으로 내 삶에 큰 힘을 줄 것이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를 응

원하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

는 것이 있다면 학교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불철주야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었으면 한다.

영어통번역학과 4학년 육군대위  이용경

군 위탁생의 
영어대학 라이프 

심국비·유정현 | 기자

미국희곡 (ELI)
‘미국희곡’ 수업을 통해 당신은 연출자가 될 수

도 있고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미

국희곡 수업은 한 학기동안 20세기 미국에서 

창작된 4~5편의 희곡 원작품을 공부하면서 각

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

공한다. 미국 극작가 소개,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 인물 및 줄거리 분석, 작품이 시

사하는 주제 등을 연구하면서 해당 희곡에 대

한 폭넓은 감상능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

학로와 예술의 전당에서 상연하는 연극을 관

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어와 사회 (ELG)
이제껏 영어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는 영어의 ‘바깥사정’을 바라볼 차례. 사회에 

내딛는 첫 걸음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영어대 

학생들의 전공 언어가 사회와 맺는 연결고리

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영어와 사회’에서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이론

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언어

와 사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대화분석, 언어인류학, 의사소통 민족지학 등 

인접분야의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문순차통역 (EIT)
통역을 전문가답게 하는 묘안, 전문 통역사가 

갖춰야할 능력과 자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또한 전문 통역사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통번역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정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전문순차통역’은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뿐 아

니라 수업 시간에 긴장감을 최대한으로 살린 

통역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아 

온 통역 실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영어통번역학과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학기 2학기

통역번역 현장실습 (1) 통역번역 현장실습 (2)

한영순차 통역심화 (1) 한영순차 통역심화 (2)

전문순차통역 (1) 전문순차통역 (2)

커뮤니티통역/대화통역 (1) 커뮤니티통역/대화통역 (2)

번역을 위한 고급영어강독 (1) 번역을 위한 고급영어강독 (2)

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1학기 2학기

Business English (2) Shakespeare (2)

English Debate 시사영어와 저널리즘 글쓰기

영미문학과 영상 영미소설 주제연구

영미비평 중세 영문학과 문화

영미시 (2)

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1학기 2학기

고급영어토론 (1) 고급영어토론 (2)

영어와 사회 심리언어학

영어와 철학 영어와 담화

영어학과 영어교육 영어와 영미문화

영어학과 영어교수법

SENIOR
소개 

학교를 다니다보면 어느새 졸업을 앞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졸업 후에 진

출하고 싶은 분야를 겨냥해서 그동안 쌓아온 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맞게 4

학년 커리큘럼은 전문성을 강조하여 영어대 학생들이 취업준비 및 대학원 진학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뽐내기 일보 직전! 영어대학에서 찾은 나만의 보물 상자를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4
4학년 각 학과별 교과과정 및 주요과목

졸업 전 마지막 1년을 앞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실용적인 수업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까? 

영어에 관련된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4학년 교과 과정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심국비·유정현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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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 외시 공부하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서로 자신이 맡은 부분을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각

자의 답안지를 돌려보고 첨삭을 해주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 통번역학과 공부가 외시 영어 과목 시험에 어떤 도움이 되었

는지 궁금해지네요. 학과 자랑 좀 해주세요, 선배님.

영어시험 과목은 거의 학교 수업 중심으로 준비를 한 편이에요. 우선 외무고시 

영어 시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영어시험은 영한번역, 한영번역 그리

고 영어에세이로 구성된답니다. 영한번역은 두 문제(매 시험마다 문제수가 변

하는데, 올해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로 100점 만점에 40점(혹은 30점)이 배점

되고 한영번역은 한 문제로 40점이 배점됩니다. 에세이는 영어로 300자 내외 분

량으로 쓰는데, 과거에는 20점 배점이었지만 최근에는 30점이 배점되는 추세

이구요. 저는 학과공부에서 통 · 번역에 흥미를 느껴 외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부터 영한번역과 한영번역 수업을 입문부터 고급까지 꾸준히 들었는데 결과적

으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번역시험의 바탕이 되더라고요. 영어글쓰기 수

업 또한 에세이 작성의 탄탄한 기초가 되었죠. 특히 학교를 다니는 동안 흥미를 

가지고 들었던 통역수업이 향후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을 이야기하

고 싶어요. 지난해부터 외무고시 면접에 영어면접이 추가되면서 수험생들의 영

어토론 실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영한통역 수업을 통해서는 영어듣기를 그리고 

한영통역 수업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학과 내의 외국인 교

수님 수업 혹은 한국인 교수님께서 원어로 강의하시는 수업을 수강하여 평소에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갈고 닦은 실력이 면접 영어토론에서 

백분 발휘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전공수업 특성상 외시 영어과목은 충분히 

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동안 특히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저는 2년간은 학교 외무고시 연구반에서, 1년 동안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면

서 3년 동안 총 3번의 2차 시험을 치렀어요. 2차 시험은 주관식시험이기 때문

에 소수점 단 몇 자리에 의해서 시험의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

서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저 소수점자리가 메워질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또 

홀로 신림동에서 생활하면서 고독에 몸부림치기도 했죠.  이젠 다 끝났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요(웃음).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 보여요. 얼굴에 쓰여 있는 걸요! 앞으로는 어떤 

진로를 밟게 되시는 건가요?

8월 말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연수가 있어요. 연수를 마치고 12월 중순에는 

정식으로 외교통상부에 발령을 받게 돼요. 제가 통상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앞

으로는 해외에서 통상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연수 후에는 통상전문가

로 외교통상부에서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전문성까지 

길러 ‘대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이 제 최종목표랍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외대’이다 보니까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

습니다.  후배님들에게 귀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대에 입학 한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벌써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나

이가 되었네요. 음… 조금이라도 먼저 겪어 본 인생 선배로서 말하자면, 본인들

의 가능성을 믿고 충분히 노력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주변을 보면 시도도 

하기 전에, 혹은 마음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

라고요. 가장 먼저 본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시구

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가 제공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적극

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학교 언어 수업은 그 어느 곳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양으로 듣는 사회 · 문화 관련 과

목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내실 있는 수업뿐만 아니라 

교환학생과 각종 연수프로그램, 재외공관 인턴십, 그리고 KOTRA 인턴십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길 권해요. 도전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문은 두드리는 자

에게 열립니다!

영어대학이 낳은 
직업외교관 후보
강수경 
안지혜 | 기자

빰빠라밤-

올해도 한국 외대 영어대학은 외무고시에 

강했다. 영예의 주인공은 바로 영어통번역

학과 05학번 강수경 학우! 2011년 제45회 

외무고등고시 최종 합격자인 강수경 학생

을 만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이야기

를 나눴다.

축하드려요 선배님! 노천극장 플랜카드에 선배님 이름 석 자가 크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 어렵다는 외무고시를 치르고 이젠 합격장까지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분이 얼떨떨해요. 주변에서 축하전화 받을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붙기는 붙었구나’ 새삼 확인하면서 그동안 시험 준비 하느라고 

힘들었던 심신을 요즘 휴식으로 달래고 있어요.   

저도 그 플랜카드 볼 때마다, 한 때 가슴 속에 품었던 외교관의 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외무고시를 치를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음,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아칸소 대학으로 파견을 간 적이 있었어요. 워낙 한국

인이 적은 곳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남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한국인으로서의 책임

감과 소명의식이 생겼고 일종의 민간외교관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 때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에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어

떨까 생각했고, 그 결과 이렇게 외무고시를 보게 됐답니다.

외무고시에서 치러야 할 시험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과목을 시험 봤나요?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법을 살짝 

공개해 주세요!

이것 참 쑥스럽네요. 비법이랄 거 까진 없는데^^; 1차에서는 영어, 언어논리영

역, 자료해석영역 그리고 상황판단영역의 4개 시험을 필수로 봅니다. 1차 시험

의 영어 과목은 TOEIC이나 TOEFL 등의 공인영어인증시험 점수로 대체가 가

능합니다. 언어논리영역은 문서 이해력 및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객관식이고요. 처음엔 언어논리 시험에서 과락도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시

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독서 등의 생활 속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

지 깨달았어요. 자료해석영역은 통계나 수치 등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정확

하게 이해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원리파

악에 치중했어요. 이 시험 역시 일상에서 숫자와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판단영역은 외교관으로서 요구되는 빠

른 판단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인데 아쉽게도 딱히 요령이 있는 과목은 아니에

요. 자주 출제 되는 법률 지문 관련 문제, 논리 퀴즈 등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서 신속한 판단을 위해 훈련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으~이렇게 어렵게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죠? 

2차 시험에서는 한국어,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도 평가한다고 들었어요.

네,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그보다 더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차 시험에

는 선택영역과 필수영역이 있는데 제2외국어는 선택영역에 속해요.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1과목을 택해서 번역과 에세

이 시험을 치러야 한답니다. 저는 중국어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재학 시절 실용

외국어, 부전공으로 모두 중국어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력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었어요. 특히 2차 필수 영어시험 같은 경우도 번역과 에세이로 시험 내용이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해왔던 통번역 공부가 빛을 발했어요. 손동호 영어대학장

님께서는 시험을 앞두고 특별히 글쓰기 첨삭지도도 해주셨는데 이 또한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언어실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학교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

았죠. 특별히 학교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었던 걸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국제정치학 영역은 외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또

한 가장 재미있다고 느끼는 시험이에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국

제정치의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죠. 언어전공이다 보니까 끊

임없이 신문과 논문을 읽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의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거라 참 흥미롭긴 했어요. 동영상 강의 도

움을 받아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죠.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가 간

의 법을 다루는 것으로 국제법론이라는 두꺼운 이론서를 공부하면서 법 조항을 

구체적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 많이 연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은 

학교에서 개론수업을 들으면서 기초를 다졌어요. 외시에 경제학 과목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제가 부전공을 중국어에서 경제학으로 바꿨거든요.  미시 · 거시 경

제학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와 통상법, 외교사, 군축안보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쉽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사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외시과목에는 항

상 ‘국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룰 범위가 많고 어려워요. 생각해보
KOTRA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2 33

올해로 만 81세.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에 맺은 영어와의 인연을 문학 

공부를 통해 평생 이어가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결코 적지 않은 나

이지만 배움을 향한 열망은 여전히 그를 설레게 한다. ‘11학번’ 명찰이 

어색할 법도 한데, 그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큼

은 다른 학생들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2011년 하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 대학원에 들어온 권노갑 민

주당 전 상임고문의 이야기다. 권 전 고문은 1963년 당시 국회의원

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1988년부터 96년

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는 등 오랫동

안 정계에 머물렀다. 녹록치 않았던 정치 환경에서 물러난 뒤 그는 다

시 배움의 길로 뛰어들었다. 권 전 고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문학을 통해 인생살이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싶다”며 “삭막

했던 정치 환경 속에서 메말랐던 마음을 순화하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길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만학도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권 전 고문은 동국대 재학 시절에 영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6·25 전쟁 당시에는 UN군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고 1959년부터 62
년까지 목포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다. 학창시절부터 싹튼 그의 영

어사랑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과 맥을 같이 했다. 그는 “향후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영어를 공부했

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했다”

면서 “국가 미래를 위해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들과 정치적 교류가 필

요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영어 원서를 공

부했다”고 말했다. 

영문학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문외한이라고 밝힌 권 전 고문. 그가 영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외대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

는 “어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

로 오고 싶었다. 외국어 교육을 학교 설립 목표로 갖고 있고 우수한 석

학들이 많이 있는 한국외대에 들어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 전 고문은 8월 29일 대학원에서 첫 수업을 듣고 기쁜 마음

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오늘 첫 수업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충

족시켜줄 수 있는 교수를 만나서 기뻤다”면서 “수업 내용이 어렵고 빡

빡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금껏 영어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권 전 고문의 공부 비법은 ‘신문 읽

기’에 있었다. 그는 “외신을 포함한 영자신문에서 좋은 기사가 있으면 

꼭 따로 모아 놓는다”면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 및 영어 섹션

을 매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레이

건 전 대통령 등이 남긴 회고록을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영어공부를 한

다”고 덧붙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고문의 태도는 한결같이 진지했다. 영

문학을 배우겠다는 각오가 그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 못지않았다. 그는 

“앞으로 절대 결석하지 않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수업을 듣겠

다. 수업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목표했던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전 고문의 목소리에 힘이 실

리고 눈빛이 어느 때보다 빛나던 순간이었다. 

오세진 | 기자

권노갑 전 상임고문,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4졸업생의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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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My Bounteous Mother
 A school or university one graduated from is 
called an Alma Mater, a Latin phrase that means 
“a bounteous mother.” An Alma Mater not only 
“nurtures” its students but also “gives birth” to 
them. Now that I can call HUFS as my Alma Mater, I 
am able to look back into the four years I spent here 
to see if the phrase lives up to its original meaning. 
Was I nurtured by HUFS as a child would by his or 
her mother? Was it “bounteous” enough to give me 
the nourishment I need in the course of my life? Was 
I reborn during the years I studied at HUFS?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I asked myself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HUFS, and I 
can confidently say that HUFS nurtured and raised 
me both academically and personally. Of course, I 
am not trying to say that I have become a mental 
giant after the undergraduate years, but I can 
feel that I have grown readier for my future since 
the first year of my college. Just four years ago, I 
could not imagine myself reading works of English 
Literature in original texts with so much pleasure 
and enjoyment, and that is not because I did not like 
reading literature back then. It was rather about how 
unprepared I was to study what I really wanted to 
study. I was not ready enough to read English texts 
without difficulty, but every semester, my professors 
of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 equipped me with 
the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needed to read 
literary works. Reading Chaucer and Shakespeare 
was intimidating at first, but I could feel myself 
growing inch by inch and becoming more confident 
in approaching such texts as time went by.
  Also, reading literature led to my personal growth. 
Although I have as many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life as I used to have back when I was a freshman, 
I learned how to deal with some of the problems 

a little more composedly and calmly because I 
saw how rashness and imprudence lead to worse 
situations in literary works. I also deeply thought 
about what would really bring happiness to my 
life because that is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literature seeks to answer. The works that I read 
during the last four years were filled with characters 
that despaired and fell apart because they had not 
really asked themselves what true happiness was, 
and I decided not to let that happen to myself. When 
I thought about what would make me happy, some 
of my professors came into my mind because they 
were the ones who taught me that there is more to 
life than getting a well-paid job and achieving social 
success and to look for true happiness in the first 
place. I wanted to be like them and influence other 
people’s lives by sharing wisdom and knowledge, so 
I made up my mind to pursue an academic career.
  My dream to become a literature professor is the 
biggest gift HUFS has given to me, and I believe that 
it is the guiding light that I need for my future. HUFS 
not only gave me the dream, but in the course of 
looking for my dream, it has given me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give me confidence in what I wish 
to do. For example, when I was a sophomore, I was 
given a chance to write a paper on Chaucer’s The 
Canterbury Tales and present it at the First Student 
Academic Conference of the College of English. I was 
very fortunate to win the first prize, and that was a 
strong motivation for me in deciding what I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Although I cannot represent all the students who 
studied at HUFS, I know HUFS has been a true Alma 
Mater for me. It nurtured me with great passion 
for education, gave me bountiful opportunities 
to develop confidence in my studies, and most of 
all, gave me a dream to pursue. It may sound too 
exaggerating to say that I was born again by my Alma 
Mater, but it really did happen. In the past, the old “I” 
was someone without a dream and someone who did 
not know which way to go for my future. However, I 
was reborn as a proud graduate of my Alma Mater, 
HUFS, with a dream to achieve and zeal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do what I wish to do. How I will miss 
HUFS, my bounteous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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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사랑 장학기금’은 영어과 61학번 임경자 동문이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후 열린 첫 영어대학 동문회(올해 3월 22일)에서 마련된 것으로 학과 창설 이

후 50년 넘게 학계, 정· 재계, 언론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을 배출

한 영어대의 명성을 잇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학금 지급에 뜻이 있는 

동문은 먼저 영어대 학생 한 명을 지정한 후, 해당학생 이름 앞으로 매달 10
만원씩 일 년 간 학교에 입금하는 형식이다. 1년 후 후배사랑 장학기금 담당

처에서 그 동안 입금된 금액을 모아 해당학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제공한다. 

학생의 해외연수 및 탐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문은 ‘글로벌장학금’으로, 각 

학과별 추천학생 중 자신이 직접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멘

토장학금’으로, 각 학과별 성적 우수자 중에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

원하고자 한다면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고

자 한다면 ‘행복장학금’으로 각각의 장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번 

2011학년 1학기엔 10명의 학생이  ‘행복장학금’의 이름으로 각각 100만원

씩 귀중한 지원을 받았다. 

기부목적 참여인원(건수) 약정금액계

글로벌장학금 2 4,200,000

멘토장학금 4 9,600,000

성적우수장학금 2 2,200,000

행복장학금 21 41,200,000

약정계 57,200,000 현재 최종 잔액

기탁금액계 장학금지금액 잔액

4,200,000 4,200,000

5,000,000 5,000,000

1,200,000 1,200,000

18,800,000 10,000,000 8,800,000

19,200,000

러시아 문학계의 대부 톨스토이는 말했다. ‘내 생활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베푸는 삶을 강조한 톨스토이의 인생철학처럼 영어대에는 후배들의 

삶까지도 보살펴 주는 ‘톨스토이 선배’들이 무한하다. 영어대학 모든 재학생

들에게 장학금 수여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후배사랑 장학제

도를 보면서 우리 영어대 학생들은 새삼 의욕을 충전하게 되니 말이다. 반드

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도움을 받은 만큼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베풀

어야겠다는 다짐을 영어대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두는 선배의 앞선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준다. 

한 가지 더 바래본다면, ‘후배사랑 장학제도’가 단지 형식적인 장학금 수여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와 수혜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

된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일부 후원자와 수혜자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였지만, 후원자와 수혜자의 만남이 하나의 큰 행사로 마련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후원자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

들의 고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지원

해 주시는 분께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미래의 꿈을 더 푸르게 가꿔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그것이 히말라야 산

맥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영어대 또한 넓고 단단한 기반 위에 작

은 산맥들이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동문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다시 한 번 기다려본다. 

후배사랑 
장학기금 

영어대학 특정목적 기부금(장학금) 모금 및 지원현황

* 2011년 6월 27일 기준

심국비·유정현 | 기자

이름부터 

훈훈한 

‘후배사랑 

장학기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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