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Complete

vol.107
YBM 한국 TOEIC 위원회 뉴스레터
November- December 2017



10

권기홍 대리(한진정보통신 인재개발팀)

Interview

 “영어 실력은 인재 개발의 핵심 요소”
한진정보통신 권기홍 대리(인재개발팀)

한진그룹 IT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은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IT경쟁력을 가졌다. 대항항공 등 그룹의 전반적인 IT업무는 물론, 
그룹사 IT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헬스 분야 등 
다양한 대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영어 실력은 필수 요소. 
한진정보통신 인재개발팀 권기홍 대리를 만나 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TOEIC, TOEIC Speaking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Inside TOEIC

‘항공’과 ‘물류’에 강한 IT기업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그룹 전산 업무를 효율적
으로 지원하고 21세기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 정보통신 업무를 통합하
며 사세를 확장했고 본격적으로 아웃소싱 사업
도 시작했다. 컴퓨터항공예약시스템을 주도하
던 한진데이타통신과 한진그룹이 통합되면서 
규모의 대형화를 이뤘고 1996년부터 전문 SI업
체로 변신, 국내 10대 SI업체로 도약했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그룹의 여러 사업에 참여
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외 

프로젝트 수주에 나섰다. 2000년 이후로 새로
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한국공항 GIS 사업을 
인수했고, 기존 물류 SI분야의 전문성에 GIS 사
업 부문의 경쟁력을 더해 ‘한진정보통신만의 특
화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한진정보통신
은 물류 IT선도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
속해서 성장해왔다. 
IT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신기술 습득이 활발히 이뤄진다. 빠
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임직원들에게는 글
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영어 실력은 가
히 필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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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TOEIC, TOEIC Speaking 특별시험
기준 점수 넘으면 응시료 전액 지원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IT사업에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으로 통한다. 
한진정보통신이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진정보통신에

서는 임직원들이 영어 학습 동기를 얻을 수 있
도록 매년 4회 TOEIC과 TOEIC Speaking 사내 
특별시험을 시행한다. 
“신입사원 선발 이외에 직원들의 승진과 평가
에도 TOEIC과 TOEIC Speaking 점수를 일부 
반영합니다. 현재 회사 내부에서 정한 일정 수
준의 점수 기준이 있고요. 시험을 통해 기준 점
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응시료 실비 전액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시료 지원 정책 덕분에 직원들은 마음 놓
고 TOEIC과 TOEIC Speaking에 응시한다. 
대개 한 해에 1~2회 정도 TOEIC과 TOEIC  
Speaking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욕이 넘치
는 직원 중에는 4회 모두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이러닝(e-learning) 기회 활짝
최근 오프라인 TOEIC 강좌 개설

한진정보통신에서는 바쁜 임직원들이 틈틈이 
영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닝 강좌를 
개설하고, 수년째 운영 중이다. 영어 공부에 대
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강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는 오
프라인 사내 어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TOEIC
과 TOEIC Speaking 점수를 더 높이고 싶은 의

욕 넘치는 직원들이 강좌 개설을 먼저 제안해왔
고, 이를 회사에서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도 한
진정보통신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추가 강좌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TOEIC과 TOEIC Speaking은 영어 회화의 기
본이 되는 시험입니다. 기준 점수 이상의 자격
을 취득한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면 회화 능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화된 지식 기술력과 IT솔루션으로 ‘실질적
인 가치 제공자(Value-Provider)’의 위치를 고
수해온 한진정보통신. 탄탄해진 임직원의 영어 
실력이 한진정보통신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
란다.  



InformationInside TOEIC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기간 단축, 
영어 성적 기준은?

지난 12월 8일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을 
두 달 이상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선발 장기화에 따르는 수험생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두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자.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이 
281일 줄어든다. 사전 공고된 2018년도 시험 
일정에 따르면 5급 공채 기술직렬이 95일로 가
장 많이 단축되며 5급 공채 행정직렬은 60일, 7
급 공채 60일, 9급 공채는 66일이 짧아진다. 이
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
성, 합숙 출제 가능 시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
험장 확보 여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시
험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필기시험 일
정을 기존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불확실한 
대기 상황에서 겪는 고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
원 채용시험 준비에 따르는 청년층의 기회비용
을 최소화하고, 민간분야로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
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
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를 통해 2018년 1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험명

5급 공채(기술)

5급 공채(행정)

7급 공채

9급 공채

소요일수
(원서접수~최종합격자발표)

331일

296일

172일

182일

연

236일

236일

112일

116일

단축일수

△95일

△60일

△60일

△66일

최대 95일 단축, 청년층 기회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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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48,361명 영어 성적 24,437명 TOEIC 제출
22,287명

(91.2%)

2017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응시자 영어 성적 제출 현황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는 영어 과목을 공인
영어성적으로 대체한다. 기준 점수는 5급(행
정, 기술), 7급(외무영사 직렬 제외) 공채 TOEIC 
700점 등으로 해당 시험과 모집 구분에 따라 상
이하다.(2017년 기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인
영어성적 사전등록제를 운용하여 수험자들이 
자신의 영어 성적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어 검정시험 점수 대체 제도가 거론된 
지난 2015년, <법률저널>에서 공무원 시험 수
험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의 56%가 영어 검정시험 점수 대체 제도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6.9%가 고시를 위한 영어시험으로 
TOEIC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저널의 조사 결과는 영어 검정시험 
점수 대체 제도가 도입된 2017년에 그대로 실
현됐다. 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 영어 
성적을 제출한 응시자의 91.2%인 2만 2287명
이 TOEIC을 제출한 것이다. 

2018년 공무원 인력 증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가공무원 공채에 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
졌다. 2018학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
험생들은 해당 시험과 직렬에 맞는 공인영어성
적 기준을 확인하고 점수를 미리 취득해야 할 
것이다.  

제출한 영어 성적의 91.2%가 ‘TOEIC’
2017년 7급 공채에서 뚜렷한 강세 보여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TOEIC 기준 점수

모집구분

TOEIC 활용 내용

5급 공채 
(행정, 기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7급 지역인재

700점 이상 870점 이상 700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영어 과목 대체할 검정시험 무엇으로 준비할 예정인가?

* 출처: [법률저널 15년 9월 21일 자 공무원 수험생 56% ‘7급 공채, 영어 검정시험 대체’ 긍정]

TOEIC 86.9%
TEPS 5.5%

TOEFL 0.6%

G-TELP 3.1%

FLEX 0%

기타 3.7%



14

김 토익 대리의 표정이 밝습니다. 
드디어 며칠째 기다리던 
고객사의 답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받고 기뻤다’고 답장을 하고 싶은데요. 
막상 쓰려고 하니 
어떤 어휘가 적확할지 고민됩니다. 

친절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쓰는 
‘be happy to 동사원형’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상대방에게 친절한 인상을 주면서 “~해서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어
떤 표현을 쓰면 자연스러울까요? ‘be excited at’은 너무 열광하는 것 같은 느
낌이라 어색하고, ‘be pleased with’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꺼려지는데, 이
외에 마땅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영문 이메일 쓰기에서 도입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입 부분만 읽어봐도 영
어 실력을 알 수 있을 정도죠. 이메일 도입 부분에 많이 쓰는 “~해서 기쁘다”는 
표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be happy to 동사원형”을 쓰면 자연스
럽습니다. “be happy to 동사원형”은 한국어로 “~ 해서 좋다 / ~ 해서 기쁘다 / 
~ 해서 행복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 이메일뿐만 아니라 회화에
서도 자주 쓰입니다.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be happy to 동사원형  

1.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I am happy to meet you. 

2. 당신과 함께 일해서 좋습니다.   I am happy to work with you.  

3. 그 소식을 들으니 좋습니다.  I am happy to hear the news. 

Young & Job Biz Englis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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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 Part 2 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응시자들은 10분 동안 이메
일 하나를 읽고 두 문제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작문과 독해 능력을 동
시에 평가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Directions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From : Dream Consulting Company 
To : Jane
Subject : Your New Business 
Sent : August 15, 12:11p.m.   

Hi Jane, 
This is Jeff from the Dream Consulting Company. I am happy to 
contact you by email. I understand that you are planning to start your 
own business. Our company has a lot of experience in helping people 
to launch their own businesses. We can plan, conduct market research 
for, and advertise your business. If you tell us your new plan, we can 
help you. I am confident that you will be satisfied with our service. 

Sincerely, 
Jeff 

Dear Jeff, 

Thank you for your email regarding my new business. 
I am happy to hear that you can help me.
I am planning to open a coffee shop, and I am looking for a good 
location to do so, However, I don’t know which location is suitable 
for my coffee shop. I hope for my coffee shop to be located close to a 
subway station. Also, if there are many companies nearby my store, 
that would be perfect.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is matter in person.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your phone number or your company’s address? I hope to 
discuss my plan with you in detail.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Jane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드림 컨설팅 회사 
수신 : 제인
제목 : 귀하의 신규 사업 
날짜 : 8월 15일 오후 12:11 

안녕하세요. 제인 씨.
저는 드림컨설팅 회사의 제프입니다. 
이메일로 연락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시군요.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귀하의 사업 계획과 시장조사, 
광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프  

제프에게 

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메일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저는 커피숍을 오픈할 계획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가 제 커피숍에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커피숍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회사가 많은 곳이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나 귀사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계획에 대해 귀하와 자세하게 의논하고 싶습니다. 
답장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인

Directions: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will be opening a new store. In 
your e-mail, ask ONE question and give TWO pieces of information. 

지시사항 : 이메일에 답장을 하세요. 가게를 연다고 가정하고 한 가지 질문과 
두 개의 정보를 주세요.  

Directions에서 지시한 대로 한 가지 질문으로 전화번호나 귀사의 주소를 묻고, 두 가지 정보로 지하철역 근처에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것과, 직장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배운 be happy to 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1) Directions를 따라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위에서 배운 표현 ‘be happy to’를 사용했습니다. 
(2) 전화번호 또는 회사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정은순 
YBM e4u어학원 영작문 스타 강사로 현재 종로센터에서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과 ‘TOEIC Writing’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YBM 시사닷컴, LG전자 등에서 영어 라이팅을 강의했고, 주요 저서로는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 <영작문 핵심 패턴 233> 등이 있다. 



자기소개서 퇴고에도 규칙이 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퇴고 가이드 

질문과 답변이 다르지 않은가?
동문서답(東問西答). 답변이 아무리 좋아도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소용
없다. 인사담당자에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십상이다. 이런 실수
는 여러 회사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으면서 생
긴다. 내가 작성한 글이 질문에 맞는 내용인지 꼭 점검하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이 일치하는가?
이력서에 기재한 전공은 영어영문학인데 자기소개서에 “~경영 전공 수업에서~”
라는 표현을 쓰거나 대학교 3학년 때 국내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고 해놓고 이력
서에는 그 시기에 어학연수를 했다고 쓰는 경우가 있다. 지원자의 사소한 실수에 
의한 오류지만 인사담당자는 꼼꼼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소재나 특징만 반복되지 않는가?
자기소개서 전반에서 유독 한 가지 사례나 특징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지원동
기나 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학 동아리나 군대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쓰는 
식이다. 배경이 같아도 사건에 따르는 의미가 다르면 괜찮지만, 비슷한 내용을 3
번 이상 반복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흥미도 떨어진다. 

내용이 논리에 맞는가?

A에서 강조한 차분함, 침착함과 B에서 언급한 급한 성격이 상반된다. 논리적 오
류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해 읽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1단계 
‘크게 보기’ 

내용 점검

유시민, 박경리, 최인훈 등 내로라하는 글쓰기 대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있다.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일, 퇴고(推敲)다. 모든 글쓰기에는 
퇴고가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퇴고 가이드를 만들었다.

참고도서 : <뽑히는 취업> 신길자, 서울문화사  / <글쓰기 로드맵 101> 스티븐 테일러 골즈베리, 들녘

사회경험
“동아리 활동 중에 ~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특유의 차분하고 침착한 자세로 잘 해결했습니다.”
성격의 단점
“급한 성격 탓에 일을 빠르게 하려다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 ” 

Young & Job Job Lesson16



전개방식이 똑같지 않은가?

두 문장 모두 에피소드로 시작해 배운 점으로 끝난다. 구성이 같으면 글이 밋밋
해진다. 사례와 질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자. 누군가에게 들은 칭찬, 장점을 드
러내는 별명,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언급하는 등 다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긍정적으로 표현했는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사담당자에게 밝고 건
강한 인상을 주고 싶다면 긍정적 어조로 쓰자. 

군더더기, 중복표현은 없는가? 

습관적으로 쓰는 중복 표현이 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군더더기가 많으면 
문장의 힘이 떨어지고 읽는 사람의 집중력도 흐려진다. 따라서 내가 쓴 글에서 
뺄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자.  

2단계 
‘작게 보기’

표현 점검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반으로 활동했습니다. 
(중략) 방송반 활동은 저에게 팀워크와 순발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중략)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다. → 그녀는 그것을 놔두고 갔다.
아무도 그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 모두가 그가 이기기를 바랐다.

시험에 응시했다(×) → 응시했다( )
가장 최근에(×) → 최근에( )
상을 수상했다(×) → 상을 받았다, 수상했다( )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이 가장 좋았다. 
→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17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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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천만 시대! 
다양한 진로가 열린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정광일(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겸임교수)

바야흐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몇 집 건너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직업도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이른바 반려동물행동교정사도 그중 하나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는 
어떤 직업이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정광일 교수를 만났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의 역할은 
애견훈련사 과정의 일부”

2015년 1조 4천억 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2020년이 되면 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려동물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반려동물을 가
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
려동물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심리를 살
펴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충분히 애정을 쏟고 돌봐도 이따금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모든 사람
이 반려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행
동교정사를 찾지는 않는다. 몰리는 관심과 비교
해 실제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광일 교수는 “반
려동물행동교정사의 역할은 애견훈련사 과정
의 일부”라고 말한다.  

Young & Job It’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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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훈련사는 반려견의 교육, 훈련, 번식 등 반
려견에 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다룹니다. 쉽
게 말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국어, 영
어, 수학 등의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셈이
죠. 이 비유에 대입하면, 반려동물행동교정사는 
그중 한 과목에 해당합니다.”

도입 단계인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사회화 훈련과 사회성 훈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국내에 반려동물행동교
정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
았다.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반려견 훈련을 해온 애견훈련사들이다. 
“애견훈련사 1급을 따려면 3급을 취득한 후에 5
년의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행
동교정사는 몇 개월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
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한 주민을 상대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반려동물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가려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동
을 교정하는 방법론에 급급하기보다, 실제 반려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
다. 그런 점에서 아직 국내에는 반려동물 훈련 
및 교육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훈련하거나 교육할 때, 최초의 의
도와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방법이면 옳고, 부정적
인 방법이면 나쁘다는 편견이 있죠. 특히, 반려
견은 사회화 훈련과 사회성 교육을 잘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차이를 인식하고 반려동물
의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문 상황입
니다.”

사회화 훈련은 가족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규칙을 정하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한
다. 그런가 하면 사회성 교육은 성격 형성기인 
강아지가 주변 환경에 놀라지 않도록 촉감‧오
감 놀이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행동교정사 
교육을 받을 때는 강사의 전문성이 어디에 맞
춰져 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일반 반려견과 
경비견을 교육하는 방식이 다른 것과 같은 이
치다. 

‘반려동물’ 매개로 
다양한 직업 세계 열릴 것

전문 강사, 공무원, 교수, 기업 취업 등 반려동
물에 관한 일은 많다. 먹고 입고 배우는 모든 시
장이 열려 있어 전망도 밝다. 견종 표준과 견체
학을 기준으로 도그쇼에서 애견의 표준과 보행, 
표현을 심사하는 ‘애견심사원’, 일반 애견을 훈
련하거나 특수 목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훈련하
는 ‘애견트레이너’, 동물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전문가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사용자인 반
려동물 관점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애견 옷 디
자이너’, 베이비시터처럼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 시터’ 등 이전에 없던 직업이 계속 생긴다. 
“혼인율이 떨어지면서 가구 수는 줄어들지만,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직업의 전망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가족 구성원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직업
인 만큼,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정광일 교수. 현재 사회
에 정착한 여러 직업도 한때는 신종 직업이었을 
때가 있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처럼, 반려동
물을 매개로 생겨날 새로운 직업이 벌써 궁금해
진다.  

<It’s new>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직업을 소개하고, 한발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