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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 근무한 지, 약 7년이 흘렀다. 점점 업무에 지쳐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

출하고 싶어졌다. 이직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해외 취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 순간,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헤드헌터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해외 

법인 모집 공고에 직접 지원해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바로 한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은 현지와 

화상 면접을 보았고, 결국 나는 합격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 지사에 발령을 받아, 다음달이면 바로 출국이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와서 근무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혼자라 많이 걱정이 된다. 한국보다 인프라도 많

이 부족하고, 그 나라 문화도 잘 모르지만 일단 부딪쳐 봐야겠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한국인재를 찾고 있으

니 대학생들도 국내에서만 찾기보단 해외로 눈을 돌려보았으면 한다. 나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It’s been about seven years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and started working at this company. Increasingly 

tired of my job, I’ve been wanting to break free from this boring life. While I was searching through job ads, 

posts about overseas opportunities caught my eye. At that moment, it occurred to me that working in a 

foreign country was my path, so I started collecting information. I contacted headhunters and applied for 

openings at foreign companies, then I got a chance at an interview. After interviews through video calls and 

in person, I finally got an offer. I was assigned to an office in Vietnam, for which I’m leaving next month. 

Vietnam is not a developed country, but it’s on its way and has huge potential. Most of the workers there 

dispatched from Korea live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but I’ll be alone - so I’m a bit worried. Vietnam’s 

infrastructure is not up to Korea’s level and I don’t know much about the country’s culture, either; but I’ll 

give the experience a try. Many foreign companies are ready to hire Korean job seekers, so I would like to 

advise college students to look overseas, too, rather than looking domestically only. Who knows? New doors 

to unexpected opportunities can open for them, just like one did for me.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 근무한 지, 약 7년이 흘렀다.  

It’s been about seven years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and started working at this company. 

 

점점 업무에 지쳐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졌다.  

Increasingly tired of my job, I’ve been wanting to break free from this boring life. 

 

이직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해외 취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While I was searching through job ads, posts about overseas opportunities caught my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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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At that moment, it occurred to me that working in a foreign country was my path, so I started collecting 

information. 

 

헤드헌터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해외 법인 모집 공고에 직접 지원해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바로 한 회사

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I contacted headhunters and applied for openings at foreign companies, then I got a chance at an interview. 

 

면접은 현지와 화상 면접을 보았고, 결국 나는 합격을 하게 되었다.  

After interviews through video calls and in person, I finally got an offer. 

 

베트남 지사에 발령을 받아, 다음달이면 바로 출국이다.  

I was assigned to an office in Vietnam, for which I’m leaving next month. 

 

선진국은 아니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Vietnam is not a developed country, but it’s on its way and has huge potential.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와서 근무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혼자라 많이 걱정이 된

다.  

Most of the workers there dispatched from Korea live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but I’ll be alone - so I’m a 

bit worried. 

 

한국보다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 그 나라 문화도 잘 모르지만 일단 부딪쳐 봐야겠다.  

Vietnam’s infrastructure is not up to Korea’s level and I don’t know much about the country’s culture, either; 

but I’ll give the experience a try. 

 

실제 많은 회사에서 한국인재를 찾고 있으니 대학생들도 국내에서만 찾기보단 해외로 눈을 돌려보았으면 한

다.  

Many foreign companies are ready to hire Korean job seekers, so I would like to advise college students to 

look overseas, too, rather than looking domestically only. 

 

나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Who knows? New doors to unexpected opportunities can open for them, just like one did for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