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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나는 서울 홍대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 연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게스트하우

스가 붐빈다. 어쩌다 LA에서 온 게스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울로 관광을 오게 된 특별한 이

유가 있냐고 물었다. 그 게스트는 가수 알리의 콘서트에 간다고 답했다. 나는 LA에서 이 곳까지, 연말에 한

국가수를 보러 온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누구와 함께 가냐고 되물었다. 그 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사실 

나는 알리의 백업 댄서야”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그 게스트가 너무 달라 보였다. 그냥 약간 소

심해 보이는,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짙은 메이크업을 한 모습으로 파워

풀한 댄스를 추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다. 게스트하우스에

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하는 관광객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m working as a staff member in a guest house located near Hongik University. In the year-end season, the 

house is crowded with tourists from many countries. One day, I came across the chance to chat with a tourist 

from Los Angeles. I asked her what made her choose Seoul as her destination. She answered that she came 

to Seoul to attend the singer ALI’s concert. I was so surprised to hear that she came all the way from L.A. to 

Seoul just to see a Korean singer. So I asked her again with whom she’s going to the concert. After hesitating 

a bit, she said, “Well, to be honest, I’m a backup dancer for ALI.” Suddenly, she looked like a different person. 

At first she was just an average tourist from America who was a little shy and simply interested in visiting 

Korea. Now, I could imagine her dancing a powerful dance onstage with thick makeup on her face. This is why 

people say,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Before I started working in the guest house, all foreigners 

on the street looked like tourists who just loved visiting Korea, but now I realize that people come to Korea 

for many different reasons. 

 

나는 서울 홍대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  

I’m working as a staff member in a guest house located near Hongik University. 

 

연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게스트하우스가 붐빈다.  

In the year-end season, the house is crowded with tourists from many countries. 

 

어쩌다 LA에서 온 게스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울로 관광을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One day, I came across the chance to chat with a tourist from Los Angeles. I asked her what made her choose 

Seoul as her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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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스트는 가수 알리의 콘서트에 간다고 답했다.  

She answered that she came to Seoul to attend the singer ALI’s concert. 

 

나는 LA에서 이 곳까지, 연말에 한국가수를 보러 온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누구와 함께 가냐고 되물었다.  

I was so surprised to hear that she came all the way from L.A. to Seoul just to see a Korean singer. So I asked 

her again with whom she’s going to the concert. 

 

그 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사실 나는 알리의 백업 댄서야”라고 답했다.  

After hesitating a bit, she said, “Well, to be honest, I’m a backup dancer for ALI.”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그 게스트가 너무 달라 보였다.  

Suddenly, she looked like a different person. 

 

그냥 약간 소심해 보이는,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짙은 메이크업을 한 모

습으로 파워풀한 댄스를 추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At first she was just an average tourist from America who was a little shy and simply interested in visiting 

Korea. Now, I could imagine her dancing a powerful dance onstage with thick makeup on her face.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다.  

This is why people say,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하는 관광객으로만 보였는데, 이

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efore I started working in the guest house, all foreigners on the street looked like tourists who just loved 

visiting Korea, but now I realize that people come to Korea for many different reas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