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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학전공

영미학전공

“ 21세기 국제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동적, 개방적, 세계적 글로벌 인재 양성 “
학과소개

새로운 세기

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제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어느 시기보다 영어를 공용어로서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정치현황, 문화교류, 경제발전은 영어가 특정 지역의 언어로서만 남아있기
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언어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미학전공은 국제화 시대에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이해와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국미국의
언어·문학·문화·사회·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함양합니다. 또한, 영미권에 대한 문화·역사적 인식과
안목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국제화 관련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21세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영미학전공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전문적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미학전공만의 준비된
인재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미학전공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크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인포메이션,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리더십’의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영어소통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을 통해 능숙한 영어구사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근간이 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영국과 미국의 언어·문학·사회·문화·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활동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인포메이션). 영어와 영미권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갖추어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개발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마인드). 영어 구사력
및 영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리더십).
1980년에 영어영문학과로 신설된 영미학전공은 지금까지 1,000여명 이상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달리 각자 사회에서 주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미학전공의 4대
인재상과 함께 단순히 영어를 기능적으로만 숙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와 관련된 문화적인 배경까지 습득하도록
하는 영미학전공의 우수한 교육적 환경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동적·개방적·세계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시작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미학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기본소양
기본적인 영어활용 능력과 번역 능력을
함양함

문학
영국과 미국의 문학에 대한 작품 이해와
독해 능력을 함양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영작문회화 1, 2
영어회화 1, 2
영미권 생활의 이해

시사영어
영미언어
영여권 영어업무

미디어영어
번역연습
대중매체번역

일반번역
한영번역

소설과 영화
셰익스피어

영미아동문학읽기
우리시대영미소설

영미산문
영미소설
영미시
영미대중예술
문학과 영화

영미희곡

-

영어학개론
영어습득과문화

영어음성학
영어습득론

영어실습

-

영어교육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육방법론
영어교육평가

영어교육실습

영미문화배경
미국사
영국사

영미인물사
세계속의영국과미국

미국문화
영국문화
영연방연구

영어발달사

영어학
언어학의 한 분야로 영어를 다루며, 영어의
음성/음운적 체계, 문장의 구조와 의미 체계,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과 언어습득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함

교육학
영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함(교직이수시 필수)

역사, 문화
영국과 미국의 문화와 역사 학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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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영미학 전공은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 이수란 인간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교육의 기여
가능성을 신뢰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적 품성과 전문적 자질을 갖추는 과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직생활에 필요한 선진 전문 지식과 기능을 구비한 중등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직신청 시기는 1년에 1번이며, 매년
2학기 말(12월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중 1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조건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추가적으로 영미학 전공에는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없지만, 교직이수 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영미학 전공과목이
있으므로, 교직이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전공을 미리 수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응용언어학과
통번역학과
정치외교학과

학부 과정 이후 진학하며 전문적인 지식 습득, 논문 작성, 연구 진행 등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주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진학을 하며, 취업 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병행하여 진학하여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교수
교사
학원강사
논술 지도사

학부 때 습득한 영어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하고 졸업하여 교수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부 때 교직 이수를 병행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되어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전문 학원 혹은 전과목 통합학원에서
학원강사(일반사회, 외국어)가 되는 경우와 영어 논술을 가르치는 논술 지도사도 있습니다.

통번역

전문 통역사
전문 번역가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하여 전문적인 통역(순차, 의전, 수행) 업무 혹은 번역(영화 자막, 도서 번역,
해외 시상식 자막) 업무를 하는 전문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어 본인의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 취직(인하우스 통역)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 · 언론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아나운서

영어가 필요한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에 취직하여 영어 업무를 전담하여 일하거나 방송사
아나운서(영어 담당)에 취직하여 방송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UN 및 산하기구
WHO
NGO

학부 졸업 이후 영어 능력을 사용하여 다년간 UN 산하기구 혹은 NGO(비정부기구)에서 인턴
활동을 진행하여 경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UN 혹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인증기관 : ETS
TOEFL 시험은 대학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업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해 성공할 준비가 되었음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 4가지 영역인 Reading, Listening, Writting, Spea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이 진행되며, 기본적인 난이도가 토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더 많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영미학전공의
전공과목 학습과 연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인증기관: 인증기관 : 영국문화원, IPD에듀케이션
IELTS 시험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캠브리지, IDP 에듀케이션 에서 함께 개발한 시험으로 TOFLE과 유사하게 주로 영국이나, 영영
방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TOEFE과 마찬
가지로 Listening Writting Reading Speaking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는 토플과 비슷하거나 비교적 쉽습니다.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인증기관: 국내 특정 대학
TESO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교수법)’을 배웁니다. TESOL은 ‘국제 영어교사 양성 과정’으로 대부분
석사 과정은 실용적인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외대,이대,숙대,성대 등에 TESOL 석사과정이 있으며 외대 일반대학원에
는 TESOL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TESOL 석사 과정 이상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거나 영어 콘텐
츠 개발자, 영어 관련 창업자 등이 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연구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사 과정을 위해 해외로 떠나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 교육과 연구 혹은 영미학전공의 교직이수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 인증기관: 국제통역번역협회
ITT는 법무부가 공인한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역 및 번역 시험입
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타 시험과 다르게 외국어 사용의 능숙성, 유창성, 적절성, 가독성, 논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절대평
가로 평가됩니다. 시험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통번역 시험 과정과 프리랜서, 전문가를 위한 전문 통번역 시험으로 나뉘며, 비즈
니스 급수는 3등급으로, 전문급수는 2등급으로 총 5개 등급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인 만
큼,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 발판이 되어 줄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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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
영미학 전공 학생회

5G(5 Global)프로그램이란 영미학전공의 특성화 장학금으로서,
총 5가지 글로벌 항목 중 본인이 해당되는 영역 1가지에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미학전공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5G 프로그램을 통해 첫째, 다양한 교외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고, 셋째,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달성하면 영미학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매우 유용하고 영미학전공이 내세우는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5G 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미학 전공의 시작과 함께 생긴 학생회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개강총회, 종강총회, 새내기배움터, MT 등 다양한 학과 행사들을
기획 운영하고 입실렌티, 학교축제, 고연전 등의 학교축제에서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선후배들과 친목을 다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Global Multi-lingual Speaker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소통능력’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IELTS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유효한 점수를 보유하고, 대학 입학 이후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능력 공인시험 점수 혹은 등급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2. Global Experience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IELTS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유효한 점수를 보유하고, 글로벌 문화 또는
글로벌 역사체험 프로그램(예,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농구 동아리/ 크레이지
크레이지는 영미학 전공 농구 동아리로 농구를 좋아하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이 모여 함께 농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와 같은 대회에도 참여하여 성과를 낸 경험도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발롱도르
발롱도르는 영미학 전공 축구 동아리로 축구를 좋아하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이 모여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에도 참여하며, 축구 외에 풋살 경기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동아리/ 비포즈
비포즈는 영미학 전공 음악 동아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 연출에
관심이 있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소모임입니다. 주로 랩과
발라드를 좋아하는 부원들이 많고, 매 학기마다 작은 콘서트도 열고
있습니다.

3. Global Volunteer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교내 사회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멘토),
홍보대사, 기자단 프로그램 혹은 유사한 교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혹은 사회적응보조 등)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4. Global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소통능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국내·외국계열 기업,
국제기구, 정부·민간 사회단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5. Global Leader-hunting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1) 기업/공무원/언론/교육/연구/통번역 분야의 취업을
위해 사 설기관, 혹은 인터 넷 교 육 프 로 그 램 (무 료 인 터 넷 강의
수강은 제외)을 수강 완료한 경우이거나, (2) 일정 이상 수준의 공인
영어말하기 능력시험 성적(TOEIC Speaking/OPIc)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매 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영미학전공
교수님들께서 직접 검토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공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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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미리보는 영미학전공
[추천도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걸작으로 “이 소설을
읽지 않고서 미국 문학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작가들의 작가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의 모든 현대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한 권에서
비롯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명언가로도 유명한데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에겐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웃음이다.” 등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한 평생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답니다.
이런 그의 작품들을 입학전에 영문으로 읽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영화] 작은 아씨들
미국의 소설가 올컷이 1868년 발표한 장편소설을 기반으로 최근
2020년 2월에 개봉한 영화이다. 가정소설이자 성장소설으로
성격이 각기 다른 네 자매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키우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로 전장에 나간 아버지가 있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웃들 사이에
오가는 잔잔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작품 곳곳에서
펼쳐지며, 마침내 네 자매는 각각의 단점을 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거듭나는 내용이다. 최근에 개봉한 영미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한
작품 중 가장 수작이라고 생각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으로 미국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강연] TED
TED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정기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등 다양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
Patti Dobrowolski의 Draw your future라는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선택에 앞서 여러분은 어떤 꿈 혹은 비전을 현실화
시키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마주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삶에 변화를 주는 사람은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9분의 1의 확률을 올리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강연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Q. 토익이나 토플과 같이 공인영어성적이 많이 중요하나요?
A. 토익과 토플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은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도, 영미학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혹은 입학 이후 1학년 새내기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토익의 난이도는 수능 영어보다 쉬운 편이며, 토플은 그 이상 혹은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토익 위주로 공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 1~2학년 때 목표로 하시는
토익 성적을 획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플은 수능영어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학부 입학 이후 3~4학년 때 전공
공부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목표하는 성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용 영어 회화능력이 중요해 지면서, 채용 시
토익스피킹과 같은 영어회화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영미학전공 학생들은 전공 공부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1~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목표하시는
영어회화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영미학전공 교수님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질문은 대부분의 대학생도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학교 강의 시간 이외에 본인이 노력하여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교수님과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매우 가까이 지내고 학생들의
일상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주는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존중되는 성인들이 모인 대학교는 대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학업에 집중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대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친해지기 위해선 본인이 스스로
강의 시간 외에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연구
혹은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반겨주시거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강의
시간 이외에 교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곳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사회생활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이랑 친해지는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연락을 취하거나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Q. 교내 혹은 교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찾나요?
A.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사이트의 공지사항, 학교 커뮤니티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교수님, 학과 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외 프로그램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말 다양한 교외 활동(인턴십, 공모전,
프로젝트)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있는
영역을 설정하여(예를들어, 통역, 번역, 미디어) 해당 영역에 맡는
교외 활동들을 직접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교외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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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학전공과 만들어가는 21세기형 글로벌 인재!

영미학전공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선진글비 불패영미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 16학번 이덕규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새내기 호랑이가 될 모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청춘의 첫 걸음인 새내기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다종다양한 행사에서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또한 영미학전공의 경우 국제화 시대에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이해와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국·미국의 언어·문학·문화·사회·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함양하고 영미권에 대한 문화·역사적 인식과 안목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국제화 관련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영미학전공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 이덕규(16학번)

특별취재

영미학전공

Conrad Brubacher 교수님 인터뷰

Greetings and many thanks for your interest in coming to study with us in English Studies at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y name is Conrad Brubacher, assistant professor in English Studies, where I teach courses
in academic English communication and writing, and sociocultural-oriented courses that address lif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the current era, with the world increasingly shifting into a global ecosystem
of industry, education, business, and tourism, the need for competence in English as a tool for universal
communication has also been assuming greater importance. If successful participation in a specific sphere
of this new and interconnected global village is something you aspire to in terms of a future career, then
English Studies at KU Sejong Campus is certain to provide you with the ideal stepping-stone to that future.
The curriculum underpinning the courses available to you here and the family of professors tasked with
implementing it are collectively focused on equipping you with the literary and linguistic knowledge, the
social, cultural,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the communicative skills required to competently engage
in a diverse range of interactions across a diverse range of contexts on the global stage. For any of you who
have that stage in mind as part of your vision for your future self, then look no further than what English
Studies has to offer you. After giving your decision the consideration it deserves, I hope very much to be
able to welcome all of you to one of my classes someday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helping you realize your full global potential!

- Conrad Brubacher, 영미학전공 교수

취재기자단: 곽진석, 박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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