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어
통
번
역
학
부

Contents
목차
학과 이해

1

학년별 교육과정

2

학년별 진로취업 프로그램

3

진출 직업

4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1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2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3
진로취업지원센터 소개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부
학과소개
영어통번역학부는 영미권통상통번역, 영어통번역, 영미문학번역, TESOL영어학, 4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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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이해

부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4개의 전공은 서로 연결된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언
어, 문화, 지역 사정의 이해가 조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통번역 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영미문화전문가,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을 적극 선도하는 국제문화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주요 커리큘럼
영어통번역학부는 어학실력의 배양에서 전공지식의 심화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학
생들은 학부 내 다른 전공의 주요 수업을 함께 이수하면서 균형 잡힌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론 수업은 물론이고, 통번역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영어통번역학부를 졸업 후 전문 통역, 번역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도 높은 영어 구사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국제 업무 분야에 진출한다. 일반 회사에 취직
하는 경우, 국제 업무 직종에 종사한다. 졸업생 중 상당수는 교육계에 진출하여 교원으
로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통해 영어통
번역학 및 세부전공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

학과 관련 자격증
FLEX 영어, TESOL 자격증

해외교류 정보
7+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niversity of Arkansas 등

교환학생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San Diego State University 등

산학연계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 해외문화홍보원 등

CORE

Prothai, 현대상선독일법인, 이집트한국문화원 등 (이중,부전공이 특수어일 경우)

학과 학생활동
● 영어통번역학부 학술제 : 학부 내에서 공부해 왔던 것을 토대로 더욱 깊이 있는
학업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구 내용 발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학업활동을 유도함.
● 영어통번역학부 학생회 : 신/편입생과 재학생의 교류와 만남 도모 및 다양한
학과행사, 개강/종강 총회를 비롯한 각종 학과 행사를 주관함.
● 영어통번역학부 학회 : 학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학회 (원어뮤지컬,
원어노래, 봉사, 축구)의 정기적인 활동 및 행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화합과
교류증진을 확립함.
● Intensive Language Immersion Program(ILIP) : 통번역대학 소속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언어 몰입교육 효과와 더불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국내 국제화 어학연
수 과정으로, 원어민과의 수준별 맞춤 수업 진행으로 단기간 언어능력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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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구분

1~2학년

어학연수 or
현지탐방

기
본
교
과
과

전공기초

정
영미문학입문, 영어학개론(1),
통역번역의 이해,
영미 사회문화의 기초 등

교양
진
학
로
드
맵

미네르바인문강좌, 교양외국어,
언어와 문화,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
학 국가와 사회, 과학과 기술, 핵심인문기
초, 신입생세미나, HUFS Career Vision
Mentoring

전공기초
영미문학입문, 영어학개론(1),
통역번역의 이해,
영미 사회문화의 기초 등

• 7+1
UC Davis,
Arkansas대 등
• 교환학생
Hawaii at Hilo, San
Diego 주립대등
• CORE프로그램
Prothai, 현대상선독
일법인, 이집트한국문
화등

• 7+1
UC Davis,
Arkansas대 등
• 교환학생
Hawaii at Hilo,
San Diego 주립대등
• CORE프로그램
Prothai,
현대상선독일법인,
이집트한국문화 등

영
어
통
번
역
전
공

영한시역, 한영번역
고급시역과 통역,
번역 Practicum,
전문 경제 번역,
정치시사번역,
노트테이킹과 기초통역등

영
미
권
통
상
통
번
역
전
공

영미역사개론,
영미미디어와 대중문화,
현대영미사회,
영미정치문화,
국제경제의 이해,
비즈니스 영어숙달,
시사텍스트 강독 등

영
미
문
학
번
역
전
공

영미문학입문,
영미 문학과 글쓰기,
영미문학과역사,
문학번역테스팅세미나,
아동문학번역실습,
영미문학과 고전 등

TESOL
영
어
학
전
공

영어 교수법,
TESOL 현장실습, 평가,
TESOL 듣기 말하기 지도법,
외국어 습득론,
어린이영어교육,
영어와 문화 등

로
드
맵

제2전공
• 이중전공 및 부전공
상경계열, 사회과학계열,
통번역, 지역학, 기타 외국어,
BRICs전공, EU전공, 광역특화전공 등

국제
지역
대학원
통번역
대학원

미국·캐나다학과,
국제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학과 등
한영과,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등

두산중공업, 이랜드,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화재,
해당 전공 심화과목

한국투자금융, KB투자증권,
코리아헤럴드, SBS, CJ E&M,
제일기획, 인터파크,

취

영미문학입문, 영어학개론(1),
통역번역의 이해,
영미 사회문화의 기초 등

대학원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번역학과,
TESOL학과,
KFLT 등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미네르바인문강좌, 교양외국어,
언어와 문화,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국가와 사회, 과학과 기술,
핵심인문기초 신입생세미나,
HUFS Career, Vision Mentoring 등

제1전공

일반

제1전공

교양

업

진학 및 취업

전공 심화과목

교양
미네르바인문강좌, 교양외국어,
언어와 문화,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국가와 사회,
과학과 기술, 핵심인문기초
신입생세미나, HUFS Career,
Vision Mentoring 등

3~4학년

• 인턴십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인턴십,
한국무역협회 인턴십,
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 등

제2전공

넥슨코리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코리아나화장품, 대한항공,

해당 전공 심화과목

아시아나, 아메리카항공,
카타르항공, 하나여행사,

진로취업프로그램

한국문학번역원,
주한 대사관 및 문화원,
국제컨벤션 기획사,

• 3학년
Hufs Pathfinder 등

국제기업 해외영업사,

• 4학년
1:1 현직자 컨설팅 등

해커스 교육그룹,

기술벤쳐 회사,
공무원, 비영리법인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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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진로취업 프로그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목적

진로 목표 설정

진로심화

역량강화

실전취업

학년별
준비사항

진로
취업
진로
·
취업
·
창업
교과
과정

• 적성 및 흥미파악
•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
• 학년별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 선배, 친구와의 인맥 쌓기
• 봉사활동 및 다양한
외부활동 참가

• 다양한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 직무교육과정 참여
• 외국어공인성적 취득
• 컴퓨터 활용 능력 개발

• 산업, 직업 선택 및 연구
• 목표기업 및 직무 설정
• 희망직종 자격증 취득
• 인턴십 및 공모전 참석
• 외국어 능력개발

• 채용 및 취업정보 수집,
분석
• 서류 및 면접 준비
•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 강화
• 직무적성검사 준비
• 기업 탐방

• 신입생세미나
• 진로설계세미나

• 진로개발세미나1, 2
• HUFS Career Vision
Mentoring

• HUFS Pathfinder 실전
취창업 준비전략
• 여대생 커리어 개발

• HUFS Pathfinder 실전
취창업 준비전략
• 여대생 커리어 개발

• 앙트레프레너십의 이해
• 모의창업기획 및 실습
• 소셜벤처
• 스타트업전략과 실습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 창업과 기술사업화
• 창업실무사례 및 웹디자인
• 창업마인드
• 창업비전과 역량개발
• 특허와 스타트업

창업

• 직업적성, 직업가치관 검사
• HUFS CAP(저학년)
• 진로설계 경영게임
• 진로지도프로그램 Holland검사

진로취업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 릴레이 취업특강
• HUFS CAP(저학년)
• 진로설정 캠프
• 청년취업아카데미(단기)

• 1:1 면접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선배를 JOB아라!
• 기업 직무 분석 세미나
• 실전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기소개서 왕초보반
• 면접 왕초보반
• 청년취업아카데미(단기)
• HUFS CAP(고학년)
• 진로지도프로그램 –
DISC검사
• 1:1 현직자 컨설팅
프로그램

• 1:1 면접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및
특강
• 자기소개서 완성반
• 강남으로 찾아가는 상담
• 이공계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 외국계기업 준비반
• JOB MANAGER 프로그램
• 항공승무원 프로그램
• 취업스터디(외대의 후예)
• HUFS CAP(고학년)
• 취업캠프
• 1:1 현직자 컨설팅
프로그램
• 실전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04
진출 직업

통역사, 번역가, 여행사무원, 외국어교사, 저작권에이전트, 자막제작자, 무역사무원,

주요직업

여행상품개발원, 평론가, 외국어학원강사, 크루즈승무원, 국제협력사무원, 관리비서, 시인,
리포터, 방송기자, 외교관, 아나운서, 잡지기자, 해외영업원, 유학상담자, 영어학연구원,
교수, 동시통역사, 네이미스트, 해외공보관

융합직업

인공지능 언어개발, 관광통역안내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공연제작자, 탑승수속사무원,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COSTCO, KB투자증권, LG전자, SH스토리, 경원인터내셔널,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넥슨코리아, 동아제약, 베링거인겔하임, 삼성생명, 삼성전자, 서울의원,

최근
취업기업

성보하이드로엔지니어링, 세코니스, 스파클인터렉티브, 에듀코어, 오션일레븐쉽핑, 올텍INC,
우리은행, 웨스틴조선호텔, 이룸MK, KOICA, 피죤, 전북은행, 청담어학원, 한샘, 한솔섬유,
해커스교육그룹, 현대백화점, Kmove스쿨, IBK기업은행, 리치몬드코리아, 현대카드,
비타민하우스, 메시어학원,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유니버셜라이브, 청담어학원, 정상어학원 등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건설, 한화생명, 한진중공업,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우리은행, 아시아나항공, 신한은행, 삼성중공업,

미국, 영국
진출
한국기업

미래에셋, 대한항공, 도루코, 교보생명, STX조선, SK가스, LS전선, 기업은행, GS칼텍스,
CJ제일제당, 금호타이어, 휴맥스, 현대로지스틱스, 삼성물산, 한진해운, 베누스, 대한보험,
범양익스프레스. 제일기획, 엘디씨, 삼성전기,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경동나비엔,
KCC바실톤, 오로라월드, LG화학, 동남테크, 세명USA, 노틸러스효성, 코스맥스, 현대로템,
CJ대한통운, KB국민은행, 교보생명, 두산갤러리,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일보사, 디자인비아트,
한국항공우주산업, 핸디소프트. 한국항공우주산업, 포스코 등

안텍코리아, 818아시아, 대우이엔지, 듀라프로어드히시브즈, 미소, 성문, 솔모로, 아남,

외국인
(영어권)
투자기업

아이티더블유에이오씨, 에픽에이비오닉스, 와이에스디코리아, 워터스코리아, 인스트론코리아,
장고코리아, 제주블러드스톡, 커넥선트코리아, 키스위모바일코리아, 팝벤처스, 포리코리아,
프라이그파이스트, 하이코스, 한국타코닉, 화이트앤파트너스, 댁스, 글로브비젼코리아,
뮤직큐브, 이노필리아, 가미홀딩스, 게이밍, 고스트코어, 공차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1

직무의 종류
직무분야

경영지원

주요직무 및 업무내용
전략/기획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회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

재무/회계

(재무)자금계획수립, 조달ㆍ운용 (회계)회계결산, 세무업무

구매/자재

구매계획 수립, 구매활동 및 공급업체 관리, 자재관리

광고/홍보

기업이미지전략 수립,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인사/총무

인재확보/육성, 인사평가실시(성과평가/보상/승진), 조직 및 인력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수립, 영업활동/실적관리, 고객/거래선 관리, 신규시장 개척

해외영업

영업/유통

마케팅
물류관리
고객관계관리

생산/연구개발

통계지식 기반 고객데이터 관리 및 분석(기존고객 관리, 신규/잠재고객 발굴)

생산기술

생산공정/설비 설계 및 도입, 생산설비 개선, 기존설비 관리/정비

연구개발(R/D)

기술정보 수집, 제품개발(상품화) 및 개선, 핵심기술연구 수행
품질정책 수립, 품질관리 및 보증(QA), 품질개선활동 수행

환경/안전

환경정책 수립, 환경점검 및 관리, 대관/대외업무, 안전/소방/보건관리

기획

PC웹/모바일/UI/UX 환경 기획(컨셉/콘텐츠 설계 및 구상, 서비스분석)

개발

웹/모바일/시스템소프트웨어/응용소프트웨어/임베디드 등 설계 및 개발

정보보호/관리

방화벽 구축, 바이러스 문제해결, 시스템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개발

테스트/검증(QA)

출시 전 제품·서비스의 버그/오류 테스트 및 배포, 제품별 매뉴얼 작성

텔러/금융창구
호텔리어
인포메이션

기내방송 및 안전 활동, 고객서비스(식사제공, 티켓확인 등) 업무 수행
개인금융서비스(예금/적금 등), 금융상품 판매, 세금/공과금 수납
예약접수, 행사일정 관리, 주문전표/계산서 관리, 기타 고객서비스 수행
내방객 안내 및 전화응대, 비품 및 네트워크 관리, 기타 사무보조

매장관리/점장

고객서비스/입점업체/상품품질 등 매장 내 총괄관리, 고객동선 및 안전관리

여행상품 기획

여행상품 개발·운영, 상품가격/광고/마케팅전략 개발, 고객요구/불만 대응

아나운서

전문/기타

물류계획 및 배송, 입출고 및 출하관리, 물류 혁신활동 수행

생산계획 수립, 생산실행/인력관리, 원자재 수급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항공 승무원

서비스

시장조사/분석, 마케팅 전략수립, 마케팅 활동 및 성과관리, MD, BM

생산관리

품질

IT

해외 판매전략 수립, 해외영업활동/실적관리, 수출입관리, 해외시장 개척

대중매체(라디오·방송국)를 통한 정보전달, 인터뷰 등 진행

PD

프로그램 기획(작품선정, 인력관리, 예산통제) 및 연출

비서

임원진 집무실정리 및 일정관리, 내방객/전화응대, 출장 및 예약업무 수행

공연기획

홍보/마케팅전략 구상, 예산수립, 출연진 섭외, 음향/조명/영상장비 등 연출관리

컨벤션기획

국제회의 기획(목표설정/예산관리/등록/계약/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통·번역사

다양한 기관에서 상품정보/연구자료/회의/행사 진행 시 통·번역 업무 수행

공무원
국가직(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 처리)

사무범위에
따른 분류

지방직(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 처리)
한지(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 그 곳의 기관에 배치)

일반 행정직

경력직 공무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특수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행정공무원(행정 사무 담당)
교정직(교도관)
사법공무원(법관 및 사법 행정 담당)
외무공무원(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직업 및 직무정보 찾기
워크넷
www.work.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고용노동부 운영, 이용 대상자별 진로 및 취업 맞춤 정
보 제공
(채용정보, 직업정보, 심리검사 등 수록)

개인 / 기업 /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고용 / 교육 / 자격을 체계화한 통합 시스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www.know.work.go.kr
다양한 조건(연봉, 전망, 특성 등)을 통해 직업 검색 가능
(직업별 하는 일, 교육 /자격 /훈련, 임금 /직업만족도 /전
망,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등 수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www.career.go.kr
다양한 진로 및 직업정보 제공
(직업별 직업개요, 취업현황, 직업전망, 직업인 동영상
등 수록)

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cyberedu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무이해와 취업 준비 등 온라
인 강좌 운영
(직업 동영상, 직무 동영상, Work&Life 수록)

한국직업방송
www.worktv.or.kr
구인구직 정보 및 취업전략과 구직자, 근로자의 경력
설계를 위한 직업동향 등의 정보제공

잡이룸
www.joberum.com
기본적인 직무 분류와 정보를 제공

잡코리아-직무인터뷰 취업전문 PDF
www.jobkorea.co.kr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와
주요 직무별 직무소개 PDF 파일 제공

사람인-직무인터뷰
www.saramin.co.kr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의 인터뷰 기사제공

기업별 채용 정보 찾기
삼성그룹 인재와 채용
http://careers.samsung.co.kr

CJ그룹 채용정보
http://recruit.cj.net

아모레퍼시픽 채용정보
http://recruit.amorepacific.co.kr

LG그룹 인재채용
http://careers.lg.com

커리어 두산
http://career.doosan.com

SK 인재 포털
http://www.skcareers.com

포스코패밀리 채용정보
http://gorecruit.posco.net

네오위즈 채용정보
http://recruit.neowiz.com

신세계 채용정보
http://job.shinsegae.com

해외취업 정보찾기
Adecco - 전세계
http://www.adecco.com

Contact Singapore - 싱가폴
http://www.contactsingapore.sg

JAC - 전세계
http://jac-recruitmentasia.com

Recruit.com - 홍콩
http://www.recruit.com.hk

파소나 - 전세계
http://www.pasona.com

canadajobs - 캐나다
http://www.canadajobs.com

EURES - EU
http://ec.europa.eu/eures/page/homepage

Opcion Empleo - 멕시코
http://www.opcionempleo.com.mx

Reed - 영국
http://www.reed.co.uk

USAJOBS - 미국
https://www.usajobs.gov

The Local - 독일
http://www.thelocal.de/jobs

seek - 호주
http://www.seek.com.au

bayt - 중동
http://www.bayt.com/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통합정보망
http://worldjob.or.kr

chinajob - 중국
http://www.chinajob.com

한국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www.jobtogether.net
KOTRA 해외취업길라잡이
www.cafe.naver.com/kotrajobinfo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2

기업유형별 전형 준비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 면접(실무진면접, 인성검사 등) →
2차 면접(임원면접) → 최종 합격
※ 블라인드 채용으로 필기 및 면접전형 강화
직무기술서를 통한 역량(지식, 기술, 태도) 파악하여 사전 준비

공기업

1. 기관 및 기업 파악 : 알리오(www.alio.go.kr)
2. 직무파악 : NCS 및 학습모듈(www.ncs.go.kr), 직무기술서
- 직무능력보완 : 지식, 기술, 태도 등 확인(E러닝 활용 및 우대 자격증 준비)
3. 직업기초능력 파악(www.ncs.go.kr)
4. 경력 및 경험 정리 : 대외활동, 교내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등
5. 필기시험 : 각 기관별 시험준비(전공시험, 논술시험,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NCS직무기초능력 등)
6. 면접준비 : NCS 면접(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면접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협회

채용동향 파악 → 직무탐색 및 설정 → 구직기술 함양 →
산업 및 기업분석 → 지원(서류 및 면접전형)
사기업

1. 채용동향 : 직무역량중심 및 적합성 파악(채용설명회, 직무특강 등)
2. 직무설정 : 전공, 적성, 경험 점검하여 직무탐색 및 직무설정
3. 구직기술 : 자기소개서, 면접, 필기시험 준비(1:1 컨설팅, 취업스터디 등)
4. 기업분석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 및 기업특성 이해,
사업방향, 경쟁사 등 SWOT 분석

지원직무 결정 → 서류 준비 → 채용정보 검색 → 지원(서류 및 면접전형)

1. 서류준비 : 레쥬메, 커버레터 준비(수시채용 대비)

외국계
기업

2. 채용정보 검색
- indeed. com : 기업명, 직무명으로 검색
- 피플앤잡 : 외국계 기업 및 헤드헌팅
- Linked In : SNS, 프로필 작성
-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 각종 취업사이트 및 카페 : 잡코리아, 사람인, 스펙업, 외취성 등
3. 기업정보 : “회사명” 뉴스 검색(회사의 현 상황 및 향후 방향, 비전파악)
4. 면접 : 영어회화 및 해당 외국어 실력 검증(소통능력)

취업을 위한 준비

STEP 3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대비
▶ 자기분석 : 경험정리 (예시 : 시기별 경험정리)
시기

세부 활동

경험 사례

대학교 1학년

학과 대표

·과대표를 하면서 학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
·학교축제 참가하여 수익 창출

대학교 2학년

서포터즈

·음식점 탐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새로운 아이템구상 및 팀워크로 수상

강점(역량)
리더십
기획력
정보 수집력
창의력

▶ 요구되는 직무역량 확인 :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 / 자격증 / 교육
예시) 해외영업 직무
- 국제감각 및 어학능력 : 코트라 해외 무역관, 인턴십 제도, 재외공관(국제교류) 등 해외체류 경험
- 도전정신 : 목표한 바를 성취한 경험, 버킷리스트 달성 등
- 대인관계력 : 동아리 등 조직에 소속되거나 3인 이상의 단체로 활동한 경험, 대내외 활동 경험
- 의사소통력 : 각종 아르바이트, 국내외 현장실습 제도, 팀 프로젝트 등 경험
- 정보수집 활용력 : 전공 프로젝트, 과제수행, 업무 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 등
- 분석력 : 기업분석 경진대회참가 등
- 자격증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공인어학점수(영어 및 해당국가 언어)
- 교육 : 전공 및 교양과목 수강, 청년취업아카데미 글로벌비즈니스 해외영업 전문가 과정 등
▶ 기업분석
- 해당기업 : 인재상, 핵심가치, 사업방향, 비전, 재무제표, 보도자료, 채용설명회,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참고 : 각 기업 홈페이지 / 채용 홈페이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 네이버 잡앤 등)
- 산업분석 : 산업보고서, 최근 이슈, 업종트렌드, 경쟁업체 등 파악
- 참고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 현대경제연구원 www.hri.co.kr
▶ 직무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TIP)
- 지원직무에서 요구되는 3가지 키워드 쓰기
공통역량보다 직무역량에 집중하고 3가지 키워드만 선정하여 자기소개서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
- 결론-본론-결론 순으로 구성하기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잊고 결론부터 말하기. 본론에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
사실, 자료 등을 작성하고 다시 결론을 말하되 배운점과 기여점 등으로 다르게 마무리하기
- 자신의 경험을 ‘문장화’하기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 중 지원직무와 연결해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선정하여
역량, 성과 등을 한 문장으로 구성
▶ 면접준비 (TIP)
- 예상질문 : 합격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반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
- 기출질문 : 대면면접(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할 말 등) 기출 질문 및 답변준비
- 이슈질문 : 토론면접(사회이슈, 신문스크랩) / PT면접(산업, 기업, 직무, 전공 지식), 상황면접 준비
- 모의면접 : 면접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매너를 익히고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연습, 피드백 참고

학과(부)명

연락처

국문

영어통번역학부

영문

School of English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홈페이지

http://english.hufs.ac.kr

전화번호

031-330-4202

이메일

enghufs@gmail.com

어문학관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소개
☞ 한국외국어대학교-고용노동부-서울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성공을 위해 외대생은 물론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진로·취업 1:1 상담
☞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명확한 진로설정과 준비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 기업 인사담당자 경력 및 진로 상담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제공
☞ 진로 상담은 물론 입사지원서 첨삭, 직무분석, 기업 분석, 면접 등 구직역량 강화 상담 지원
☞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의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진로·취업 1:1 상담 신청 방법 안내
☞ 진로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hufs.ac.kr) 로그인 → 취업상담 → 취업지원관 상담 →
☞ 상담사 클릭 → 상담희망일 시간 선택 → 승인 확인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Tel. 031.330.4040~2 / job.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