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왜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를 선택하였는가?

실용외국어학과 강성호

  얼마 전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하고 개사도 

마다하지 않고 방송에 여과 없이 흘러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까지 무난하게 사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

를 즐겁게 보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지 않았

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1년 퇴직을 6년 남겨둔 시점에서 어느 날 먼저 퇴직한 선배들과 막걸리 잔을 나

누다 선배님들 현재의 삶이 참으로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생활이라는 것이 마음 한켠 아

리게 비수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해 1년을 그렇게 나는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목표는 ‘내 삶을 살자’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살자. 

  무엇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라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육체적인 부분은 제외를 하였

습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어디서 봉사를 하는가 였습니다.

  백세시대에 60세에 퇴직하고 100세까지의 40년 중 80세까지는 외국이나 한국에서 봉

사를 하고, 이후 20년은 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료 봉사를 하되 최소한의 내 용돈은 벌자. 

  많지는 않지만 연금소득이 있어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는 말고 조금씩 수익을 창출 

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정하고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학점은행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2014년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 더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려고 고려사이버

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2015년에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이 허가 되

었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고, 2016년에 다시 실용외국어학과에 

편입학을 하였고 첫 학기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수강하였는데 2개 언어를 함께 하



는 것이 쉽지 않아 2학기에는 중국어만 집중을 하고, 일본어는 중국어 수강이 끝나면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설정된 목표에 따라 한국어 봉사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에서 봉사를 하

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터키, 그리스,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두루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매주 월요일 6시부터 교환학생으로 온 캄보디아 학생과 함께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려고 하였는데 언어 공부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이 더 많기도 하였고, 베트

남 언어를 배우려고 책을 사서 열심히 보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나는 잘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크게 부

족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부터는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였

습니다. 잠시 개인회사에 들어갔지만 내 삶이 아니었기에 2개월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료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국어 공부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 백세시대에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한 그림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을 공부해 본 결과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우애 깊은 학우님들이 함께 공부하며 응원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함께 여행한 북경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만간 여

행을 떠나게 될 하얼빈 탐방에서도 확인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

  학적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도 없지만, 내가 선택한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명문임을 부

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과는 더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