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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는 1967년 농어촌
개발공사로 발족한 이래 우리 농수산식품의 해외수출과
국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식품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2012년에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고‘국민에게 신뢰받
는 글로벌 농수산식품산업육성 전문 공기업’
으로 새로운
비전을 수립,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농수산식품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전문화된 사업구조와
기능으로 개편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농식품 산업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식품기업으로의 취
업을 목적으로 한「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을
출범시켜 많은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재수 사장
을 만나 aT의 얍(YAFF)과 인재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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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14 하반기 채용시장



스펙지고 열정뜬다! 끼와 능력으로 하반기 채용 급제하기!



Intro



전문가 인터뷰



Focus 채용 in 대기업

주요 대기업 채용정보 살펴보기



in 공기업

주요 공기업 채용정보 살펴보기



in 중소·중견

하반기 채용 시장 기상도 맑음, 변화하는 채용 제도 잘 파악해야 유리해
최기원 前한양대학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장

콧대높은 구직자들의 눈높이, 이제 중견까지는 오케이?



인사담당자 인터뷰



Focus 채용 1st Step ㅣ 서류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직무관련 역량과 인성이 대세!



2nd Step ㅣ 인적성검사



3rd Step ㅣ 면접



2014 상반기 성공취업 인터뷰

인적성, 공채의 핵심 키로 부상해

명확한 입사 의지 뚜렷하게 보여줘야
하반기 취업,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국내외 新시장 개척, 인재들과 함께 간다!

기획특집
구직자선호
우수건설사를 찾아서



대우건설

글로벌 E&C 리더를 향한 비상!



롯데건설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롯데건설, 글로벌 건설회사로 도약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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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2014 시공능력평가 1위 새롭게 올라, 건설업계 최고 회사

창립 20주년 맞은 청년 포스코건설, 트리플 크라운 달성해
Design the World, 그 꿈을 향한 한화건설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HUMAN
POWER





특별초대석



HR Executive 곽용근 세아상역(주) HR부문 이사



저자와의 토크콘서트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행취재Ⅰ신입사원 성공시대



신입사원 좌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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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탐방



채용소식



캠퍼스 탐방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캠퍼스 탐방Ⅱ

정화예술대학



이 직업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동부그룹과 함께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 모집!

패션 디자이너



해외진출 프로젝트



별별취업스토리

여성 취업



Start up 창업

오상훈 Luxrobo 대표 인터뷰



칼럼



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인재되기 전략(2)



공모전의 정석



이시한의 취업 적성검사 크래프트

해외 취업 유망국

취업 시장에서의 갑과 을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작성하자



뽑히는 이공계 취업



공무원 합격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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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HNT 하나투어 유럽패키지사업부 사원

롯데카드 신입사원 6인



JOB
&
RECRUITING



금호아시아나그룹

군대 경험, 자기소개서의‘애물단지’
일까?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별 출제경향

전망과 제안 「2014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과 과제



ECONOMY
FOCUS





Co. Press



취업시사상식

세월호특별벌, 국조특위

청년생활백서

학자금 대출





안랩, 한미글로벌



Post an Ad Ⅰ 국민체육진흥공단, AK몰



Post an Ad Ⅱ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현대자동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구인정보



RNDJOB.or.kr 구인정보



건설워커 구인정보



미디어잡 구인정보
디자이너잡 구인정보





LIFE
&
CULTURE





이미지 메이킹



Travel



Hot trend



이달의 시네마·공연



신간서평



열등감으로 비상하라!

일본 나고야
취업 면접 시 옷차림 전략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 인문학자 8인의 절망을 이기는 인문학 명강의>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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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토익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회화



생활일본어 중국어



띠로 보는 취업 역학

특별초대석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이하 aT)는 1967년 농어촌

김재수

사장

개발공사로 발족한 이래 우리 농수산식품의 해외수출과 국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식품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2012년에
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고‘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산업육성 전문 공기업’
으로 새로운 비전을 수립, 우리 농
업의 성장동력이 될 농수산식품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전문화된 사업구조와 기능으로 개편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식품기업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
단(YAFF)」
을 출범시켜 많은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재수 사장을 만나 aT의 얍(YAFF)과 인재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지난 6월 말 출범하였음에도 대학생들의 얍(YAFF)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요?

얍(YAFF : Young Agri-Food Fellowship)은 대학생들의 농식품에 대한 자율적 활동참여를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전 있는 식품기업으로의 취업 유도를 목적으로 기획된「미래 농식품 인재육성 프로그램」
입니다. 농식품에 관심 있는 전
국 8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불문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농식품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사업 참여, 홍보, 미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이죠.
현재세계식품시장규모는지난2012년약5조4천억달러에서2016년에는약6조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거대시장입니다.
최근 국내 식품산업도 5년간 7.2%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식품·외식시장은 50인 미만의 식품제조업체가
80%를차지하는가하면전체외식업체의90%가5인미만인영세사업체로국내식품산업의경쟁력은아직취약한상황입니다. 따라
서건실한식품기업의육성과고부가치산업인식품산업을이끌어나갈우수하고유능한인재유입은식품산업의발전을위해필수불
가결의요소입니다. 그러나현재 대부분의중소식품기업들이심각한인력난을겪고 있는반면, 많은대학생은취업난으로고민하는
취업의미스매칭이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aT가올해새롭게기획한프로그램이얍(YAFF)입니다.
Q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요?

얍(YAFF)은 지난 6월 23일 발대식을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농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
여, 열의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전국 398개 대학 취업센터와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0
개 대학생 1,355명이 가입하였으며, 수도권(35%)과 지역 출신(65%) 대학생 비율도 균형 있게 모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얍(YAFF) 회원들은 농식품 관련 박람회 등의 전시운영 요원과 각종 농식품 관련 공모전, 토론회, 온라인 홍보활동 등
총 23개 프로그램에서 약 1,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지역 농식품 산업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
는 월별 테마 미션은 자기 고장의 농업과 식품산업, 외식 등 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마 미션은‘내 고장의 농식품 산업을 외국인에게 스토리텔링하라’
였는데 총 101개의 팀이 참가하였고, 이 미션에 이어 대한민
국식품대전(KFS)에 대한 홍보 아이디어 공모, 유학생 친구와 함께하는 농가 맛집 온라인 홍보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aT
는 우수 여행수기, 농가 맛집 탐방기 등 대학생들의 활동수기 등을 모아
‘8도 대학생 농식품 스토리텔링집(가칭)’
을 E-Book 형태
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Q

대내외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농식품 분야는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 외식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얍(YAFF) 회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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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의 얍(YAFF) 프로그램,
식품산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합니다!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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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인 대학생들의 농식품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T를 비롯한 많은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 산업계
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얍(YAFF)은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농식품 관련 유관 기관뿐 아니라 일반 식품기업과의 연계
를 통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통해 박람회 운영요원, 아이디어 공모전, 캠페인 등 7개 프로그램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
한 협업기관과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참여 대학생들이 농식품 산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Q

대학생들의 얍(YAFF)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을텐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얍(YAFF)은 처음 기획할 때부터 회원 간 커뮤니티와 자율적인 활동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각 지
역의 얍(YAFF)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네트워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나 얍(YAFF)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yaff)에 지역별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국 aT 지사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죠.
이런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얍(YAFF) 회원들은 자유롭게 모여 농식품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팀을 이뤄 미션활동을 수행
하게 됩니다. 특히 얍(YAFF) 회원 스스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소모임들이 자유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회
원 스스로 주제와 운영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분야 소모임 GLUE 등 4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
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인 소모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Q

올 하반기 얍(YAFF)의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비전 있는 농식품 기업과 대학생 인재와의 상호 교감을 통한 취업 유도에 그 목적이 있습
니다. 기존 식품업계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 채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식품기업은 단순 업무직에 대학생 인력을 활용
해 왔으며, 인턴 대학생은 스펙쌓기용 수단으로 여겨 실제적으로 취업이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
다. 얍(YAFF)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농식품 산업에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면, 하반기에는 중소 식품외식기업과 대학생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농
식품 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관련 중소기업 취업정보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학생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탐방하여 온라인
을 통해 홍보하는 미션 활동 수행, 기업 CEO와 대학생과의 기업비전 및 인재상 공유를 위한 기업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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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에서 개최되는「대한민국 식품대전(KFS)」
의 얍(YAFF) KFS지원단을 결성하여
KFS의 성공개최를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홍보와 행사장에서의 이벤트 등 일
부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말 과제 수행평가로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
상 및 장학금을 지급하며, 시상자에 대해서는 aT 청년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
제 등의 특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aT는 얍(YAFF)을 식품기업과 대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단발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선해 나가는 신개념 대한
민국 대표 농식품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Q

aT의 발전에는 항상‘인재’
가 함께 하였습니다. 곧 하반기 공채도 진
행될 텐데,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지요?

aT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수출진흥사
업,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를 아우르고,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공
기업입니다. 이에 aT는 산적한 농업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 농식품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인재,
두려움없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조직구성원들과의 건강한 소통을 이끌어 낼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지요. 특히 공기업 특성상
영리추구 이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기본 덕목으로 지니되, 농식품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새로운 미래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aT는 올 10월에도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 시 학력이나 연령, 전공 등 어떠한 지원제한도 없으며, 최종학교 성적이나 공인
외국어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어는 토익 800점 이상, 학점은 4.5 만점에 3.0 이상이 기
준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종 학교를 나왔거나 청년인턴 근무자는 별도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농·어촌 자녀 등에
게는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역량,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춘 인재라면 어떠한 조직에서라도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최근 기업들은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aT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날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본연의임무에충실해야할뿐만아니라환경과윤리, 사회공헌등다양한활동을통해기업고객은
물론 일반국민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죠.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은이제지속가능한경영기반을구축하는토대가될뿐만아니라일상적인경영활동의일부분으로정착되고있습니다.
aT의 사회공헌 비전은
‘농수산식품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aT’
입니다. 이는 aT의 설립목적이자 사업대상인 농수산식품 산
업의 진흥을 위한 aT의 역량을 활용하여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행복
을 지향하는 aT가 되고자 하는 사회공헌 추진의지를 담고 있지요. 따라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조성, 물질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스스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외부전문가나 사회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눔역량을 강
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각 단계별 수준과 역량에 맞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고, MOU 체결 지역
대학 11개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과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취업상담회도 개최하여 취업난 해소를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 어
학 재능기부 등 프로보노 활동을 확대 개편하고, 홍보실 사진촬영과 농식품유통교육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청
소년 대상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을 통한 바른식생활 교육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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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된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Q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급함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속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고 보람을 찾을 만한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
이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앞
서 설명드린 얍(YAFF) 활동을 aT가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식품·외식업분야마저도 몇몇 식품 대기업체
취업에만 관심을 가질 뿐 중소업체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소 식품외식기업을 소개하고 함
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농업은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산, 가공, 유통은 기본이고 여기에 덧붙여 관광과 휴양, 체험과 교육을 접
목한 복합산업화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이종( 種)산업과의 교류와 협력, 융복
합을 통한 6차 산업화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
인 젊은 우수인재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억대 부농이 늘어나고 젊은 층의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그런 면에
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T의 향후 미래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Q

최근 우리 농업은 개방화의 높은 파고와 기상이변, 생산비 상승,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
다. 쌀시장 개방, 한중FTA 등 농업계 현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그러나 우리 농업도 이제는 생산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기
능성농업, 치료농업, 관광농업, 수출농업 등을 통해 미래형 6차 산업으로 발전해 생명산업, 미래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aT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맞춰 변모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이면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aT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세종시와 전주, 김천, 나주 등으로 각각 이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 민원발생에 따른 고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aT는 농식품 관련 기관 회의, 세미나 개최 등으
로 고객의 방문이 잦은 aT센터에 작년 11월 aT 창조마당을 설치하여 농업, 농촌, 농민과 aT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창조적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는 aT 메인 홈페이지에도 창조마당 공간을 마련하여 온라인에서도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고객들이 보내주신 건의사항, 창조적 아이디어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관문인 경부선 양재IC 부근에 위치한 양재동 화훼공판장 부지는 접근성과 함께 쾌적한 주변환경(시민의 숲) 등 입
지조건이 좋아 개발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aT는 현재 설립한 지 23년이 지나 노후한데다 과포화 상태인 이곳을 미래 농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미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최첨단 농업의 미래를 느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업인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사진┃김현수 객원기자 dada2450@hanmail.net

He is
1974년 경북고 졸업
1977년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사무관
● 1978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 1988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 졸업(경제학)

1990년
1992년
● 1994년
● 1998년
● 2001년
● 2001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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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복지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농림수산식품부 시장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유통국장

2007년
2009년
● 2010년
● 201 1년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現)

HR Executive 세아상역㈜

곽용근 세아상역(주) HR부문 이사

“과감한 도전도
도전도 두려워
두려워 하지
하지 않는
않는 열정으로
열정으로
“과감한
“과감한
도전도
두려워
하지
않는
열정으로
글로벌 의류
의류 기업으로
기업으로 도약할
도약할 것”
것”
글로벌
글로벌
의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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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상역㈜

곽용근

HR부문 이사

국내 대표적 의류 제조 및 수출기업 세아상역(주)는 지난 1986년 좋은 품질의 의류를 안전하고 훌륭한 환경에서 생산, 공급
하는 것을 창립이념으로 정하고 설립되어 28년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한국의 섬유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해 왔다. 국내 의류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를 자랑하고 있는 세아상역㈜의 곽용근 이사를 만나
세아상역㈜에 대한 이야기와 HR 담당자로서의 속내를 들어보자.

국내 의류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세아상역㈜(이하 세아상역)
는 의류 제조 및 수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폭넓게 뻗어 있는 세아상역은 어떤
회사일까.
“저희 세아상역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의류 제조 및 수출 기
업으로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글로벌 기
업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국과 미국(뉴욕, LA 및 Bentonville)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
남, 과테말라, 니카라과, 캄보디아, 미얀마, 아이티 등 총 10개

Development Manufacturing)’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보

국가에 22개 현지 법인과 34개 공장이 있으며, 각 진출 국가에

다 혁신적인 상품들을 선보이게 된 세아상역에 글로벌 패션업

서 총 3만 6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아상

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업계 최초로 2011년‘10억불 수출

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명 브랜드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

의 탑’
을 수상하는등 쾌속성장을거듭하고있습니다.”

으며, 지난 2007년 말에는 국내 대표 패션기업인 ㈜인디에프

또한 안정적인 경영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반적인 경

(舊나산실업)를 인수하여 조이너스, 꼼빠니아, 트루젠, 예츠,

제 위기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선보이며 높은 매출 달성

예스비, 테이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 쾌거를 이뤘다.

국내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죠.”

“세아상역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기업으로 국가적 위
기가 닥친 외환위기 시절 과감한 해외투자로 선두기업으로 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자 변화에도 과감한 도전을

돋움하였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기에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세아상역은 기존의 한국 패션업계에서 시도하지 않던 다양

지난해에는 그룹사 포함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아

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는 패션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상역은 이처럼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매출 신기록을 갱신해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왔으며, 창립 30주년이 되는 오는 2016년 매출 20억불 달성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세아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상역은 기존 해외 고객(buyer)의 주문을 통한‘주문자상표부착

무서운 성장 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세아상역은 한국을 대표

제작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만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그들만의 독특한 기

고수해 오던 국내 의류수출업계에서 2001년 업계 최초로 디자

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

인팀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R&D팀, Technical Design팀,

“최고의 기업은 성장과 함께, 사회에도 기여할 줄 아는 기업

Wash Innovation팀 등을 차례로 도입, 디자인 및 초기 기획

입니다. 지난 2013년, 세아상역은 업계 최초로 협력회사들과

단계부터 제품을 제작하는‘생산자 제작 방식(ODM, Original

‘에코 파트너십’협약을 통해 친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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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야구, 농구, 볼링, 봉사, 사진, 직장인 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사
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즐거운 사내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아상역은 올해부터 더욱 새로
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을 모아‘보다 경
쟁력 있는 강한 기업, 하나의 세아’
를 만들기 위한‘One SaeA 프로젝트’
를 시작했으며 새로운 핵심가치와 함께 섬유업계
의‘가장존경받는회사’
로 성장할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HR을 운영하고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반 인사관리 환경, 즉 인
사관리제도의 정립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전략적 과제
의 추진 등이 2014년 세아상역 인사팀의 주된 화두다.
“인사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세아상역만의 인재상
재구축과 중장기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를 비롯한 각 지사들에서도 주변 지역

그래서 저희는 세아상역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자기소개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CSR(Corporate Social

서 항목을 매번 새롭게 도입하여 해외영업 등 저희 회사만의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

특성에 부합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개발도상국인 해외 진출 국가에서의

기소개서와 특별 선발 프로그램 등을 주요 전형 도구로 활용

경제기여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를 거쳐 합격한 지원자들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즐거운 기

에 한해 1차 면접(토론면접, 문제해결능력 면접) 및 영어회화

업문화, 함께 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적성검사 및 제 2외국어 면접을 통해 최종 경

세아상역은 이렇게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

영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 1일 대졸사원 공개

헌활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세아상역의 공장이 위치한 국가

채용을 통해 총 3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의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대졸공채는 2015년 1월 1일 입사를 목표로 9월부터 모집활동

있다.

이 시작될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40명 내외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세아상역의 과테말라 지사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에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세아상역이 원하는 지

게 무료로 자궁암 검사를 실시해 현지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

원자는 어떤 사람일까. 채용 전형을 통틀어 중요하게 생각하

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실을 통해 컴퓨터 기증과 현

는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

“세아상역에 지원한 동기가 뚜렷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사회를 위한 CSR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 긍정적·열정적·도전적인 태도

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미국 조지워싱턴

를 가진 지원자입니다. 학점, 영어 및 제 2외국어 점수 등의

대학교 간호대학과 함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티

스펙들을 지원자 구별의 최우선 요소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

(Haiti)의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3천여 명이 넘

습니다. 세아상역의 젊은 직원들이 말하는 인재상의 키워드

는 현지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는‘체력, 긍정적인 마인드, 이타적, 넉살, 강한 마음가짐, 웃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세아상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나은근무환경에서일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

음, 태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 세아인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아상역은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멘토링 활동, 리더

세아상역만의 확고한 인재상과 직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

십교육, 조찬모임(OASIS), 오프라인(off-line) 어학과정 개설

고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HR이 기업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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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라한 가운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환경에

“회사의 사업전략과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적시의 최신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 실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화(upgrade)는 물론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

는 구조적 기능적 차원에서 HR제도를 구축하여 회사의 핵심가

린 시스템(open system)을 병행하고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개

치와 인재상에 부합한 우수인력을 확보, 배치 및 육성하는 것이

인이 상생발전(win-win)하는 데 HR조직이 그 구심점 역할을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

수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infrastructure)을 제공, 리드

곽 이사는 세아상역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 조언 한 마디도

(lead)하는 것이 인사담당임원(HR director)으로서 수행해야 할

잊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는 지원자라면 언

가장 기본적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측성, 사업영역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사라져가는 무

“세아상역의 업무는 높은 집중력과 몰입을 요구하며, 업종

한경쟁등을특징으로하는기업경영환경과더불어정보기술의

의 특성 및 해외지사와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업무 강도 또한

발달, 개방화, 그리고 개인주의화 등이 병존함으로써 요구되는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에

균형 잡힌 일과 삶의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

게 다양한 보상과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육성/교육 기회를 제

지원하는것또한중요한역할이라할수있습니다.”

공하고 있습니다. 세아상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희망하

앞으로 세아상역의 인사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세아상역의 HR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포부와 다짐에

는 직무에 대한 사전이해가 있는 끈기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동종업계에서의 leading company를 넘어 모든 산업을 망

사진┃김종오 객원기자 rebirth29@naver.com

곽용근 이사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인사/조직 컨설팅회사에서 Consultant 역임

· 두산그룹,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서 인사팀장(manager) 및 임원

· 세아상역 HR부문 이사(現)

(director) 역임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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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토크콘서트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에겐
냉혹한 리얼리티와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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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꿈과 에너지를 외치며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경쟁과 분주함 속에
갈피를 못 잡는 것처럼 보인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기회가 많아 보이면서도, 실
제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 녹녹치 않다. 세속을 살아가는 월급쟁이 사회학자가 사회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범
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고민한 책,‘세상물정의 사회학’
의 저자 노명우 교수를 만나본다.

Q

‘사회학’
이 어떤 학문인지 궁금하다.

와 반대되는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회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인생을

요즘 청년들을 두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생각

살다보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생기

해보면 무기력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무

는데 자신이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력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꿈을

선택에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

이룰 수 있는 사회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과 처해진 조건을 정확히 알아

만 그게 아니라면 각자의 멘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취업도

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학이라고 생각한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다. 꼭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사회학은 개인의 삶에서 자

기성세대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집착하고 있다. 퇴직

신의 상황과 조건, 환경을 파악하고 현상을 볼 수 있는 힘을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빗대어서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회의 무기력 현상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Q

사회학자로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느껴지
는 부분은 무엇인가?

취업도 문제다. 청년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낮
으로 스펙을 쌓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것

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취업에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가 상

과 모든 걸 수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요즘 사회를

당한 것 같다. 청년들은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

볼 때 너무 긍정만을 외쳐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

으면 불안한 마음에 취업관련 특강이나 프로그램, 학원을 끊

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고,

임없이 찾아다닌다. 그것의 효과나 효율은 중요치 않다. 하지

투자를 잘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는

만 이런 현상을 청년들의 문제만으로 보기도 힘들다. 지금의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가

청년들은 완벽한 사교육과 조급한 정책, 가만히 있지 않는 부

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계급 고착화가 심하게

모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에 대해 생각하거

형성되어 있어서‘할 수 있다’
는 정신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나 자신의 길을 고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 어른들이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본인들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땐 시대적

도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자신이 플래

상황과 환경이 가능했다는 것과 이제는 달라졌다는 걸 인정

닝하고 매니징하려고 한다.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Q

사회는 청년들을 향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
라고 말하고, 성공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Q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시대에 청년들은 어떻게 자신
의 길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나?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기질에 대한 이해와 분

한국의 청년들만큼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도

석이 부족해 보인다.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남들이 다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극복한다고

원하는 것만을 따라간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해도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

기질과 맞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기질

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계급고착화

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시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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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봐

딱 들어맞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직장인’
을

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여행에서는 자신에

수단으로 이용할 때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순히 종이로 테스트하는 심리검사

생각한다. 청년들도 취업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낮출

도 자신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

필요가 있다. 취업만 하면 인생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도 버
려야 한다.

Q

일과 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많다. 자신이 좋
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

게 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

Q

기기 때문에 취업 후에는 또다시 이직과 커리어를 위해 고

싶은 이야기는?

군분투하고 있다.

이나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요즘 연애과 결혼 트렌드를 보면 연애는 오래하되 결혼을

지금 이 시대의 일과 직업은 평생가는 것도 아니고, 천직은

늦추고 싶어 한다. 외동이 많아지고 사교육이 익숙해 지면서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

사회 전체적으로 사교성과 사회성이 부족해진 것도 하나의

졌지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현명하게 상황

이유다. 사교성은 단순히 술자리에서 잔을 주고 받으며 노는

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이 직업이고, 직업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

곧 자신을 나타내주는 것이어서 회사에 충성하는 회사형 인

이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나홀로족이 증가

간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퇴근 후의

하고 사람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 일에 문제가 생기기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것인지, 주말을 보내는 방법과 계획

마련이다. 우리는 두 가지 능력을 균형있게 갖춰야 한다.

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이 우리의 행
복을 보장해 주는 못한다는 것이다.

평소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교환학생을 꼭 가보라고
권유한다. 한국을 벗어나보면 경쟁적으로 살지 않는 다는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바랄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여유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보

와 낭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년들이 지금

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대

살고 있는 사회와 방식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세

신 다른 곳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찾는 것이다. 가장 많

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r
글·사진│이상미 기자 trustme@hkrecruit.co.kr

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직장인’
이 자신의 적성과

세상물정의 사회학
‘세속을 살아가는 월급쟁이 사회학자’
가 사회학자로서의 경험을 바
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고민한 책이다. 상식,
명품, 프랜차이즈 등으로 시작되는 세상물정의 이야기는 불안, 종교,
이웃, 성공, 수치심, 취미, 섹스, 자살, 노동, 게으름, 인정, 개인, 죽음
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화려하고도 음울한 세속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동안 축적된 사회
학적 통찰과 범속한 상식의 세
계를 아우르는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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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인문학자 8인의 절망을 이기는 인문학 명강의)
·세상물정의 사회학(세속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노동의 이유를
묻다)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세상으로 난 전자 창문에
대한 텔레비전 키드의 성찰) 外 다수

COVER STORY_
2014 하반기 채용시장

스펙지고 열정뜬다!
끼와 능력으로 하반기 채용 급제하기!
하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9월부터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개채용을 시작하면서 구직자들도
바쁜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번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이 취업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하반기 채용
에 대한 전문가, 인사담당자의 이야기와 함께 실제 기업별 하
반기 채용 계획, 전형 단계별 정보부터 전략까지, 성공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다.

글ㅣ이상미 기자 trustme@hkrecruit.co.kr
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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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_

Intro

하반기 채용 시장 기상도 맑음,
변화하는 채용 제도 잘 파악해야 유리해
하반기 공개 채용이 시작되면서 취업 시장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2014년 하반기 채용시장은 어
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반기 채용 시장의 전망과 각 분야별 추세, 주요 기업들의 채용 일정 등을
알아보자. 이를 통해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성공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서
도 고민해보자.

주요 대기업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속속 발
표하면서 취업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반기 채용 시장을

반기에도 4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에도 500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채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

양한 하반기 채용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구직자들

민이나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은 하반기에 1190명

은 채용 규모나 전망을 보며 하반기 지원 회사에 대한 준비

의 대졸 신입행원을 뽑는다. 이는 작년 하반기(1008명)보다

를 하고 있다.

182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은행들이 채용
한 신입행원이 955명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은

규모는 큰 변화 없고 특히 금융권이 활발해

행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반기 채용 시장의 채용 규모는 당초

상 증가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7개 시중은행 중에 대졸 신입

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

사원을 뽑은 곳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2곳에 불과했던 것

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등 주요

을 감안하면 대조적인 양상이다.

대기업은 연초에 세운 올해 채용 목표를 채운다는 방침을 고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채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채

수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지난 상반기와 비슷하게 이어나갈

용 규모를 유지하고, 시중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개선과‘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던 지난해보

경환 경제팀’출범이 영향을 미쳐 채용 규모를 늘리며 하반

다 대졸자들의 취업 시장 전망은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기 채용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고용 정책 또한 하반기 채

한국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공채로 2만 260

용 규모의 유지에 한 몫을 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목표를 당

명을 뽑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등 주요 대기업 그룹 공채는

초 25만 명에서 20% 늘어난 30만 명으로 늘려 잡는 등 적극

올해 역시 2만 4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초 발표

적인 고용정책을 시도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4월 말 공기업

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목표(2만 3900여명) 중 상반기에 1만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

264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를

다는 내용의‘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작년보다 140명 늘어난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채용 시장에 청신호가 켜질 것

6800명을 뽑을 예정이며, 삼성이나 SK, 롯데 등도 작년 수

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

준 이상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상

을 높이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시간제 일자리’
와 같은 법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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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도 올해 구체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길거리 캐스팅’방식의 암행 채용 프로그램
‘더 에이치(The H)’
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SK도
자기소개서만으로 1차 지원자를 선발한 뒤 무대 위에서 5분

채용 제도 변화와 새로운 평가 요소 도입

간 자유롭게 자신을‘세일즈’
하는 오디션 방식의‘바이킹형

올 하반기 채용 시장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기업들의 채

인재’전형을 지속한다. LG그룹 또한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

용 제도의 변화다. 삼성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지방대 출신

그램인‘LG글로벌챌린저’본상 수상팀에 대해 졸업예정자

비중을 35%까지 확대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전국구 채용설

에게는 입사자격을, 재학생에게는 인턴자격을 부여하고 있

명회를 개최했다. SK그룹도 CEO와 임원들이 직접 지방대

으며, 포스코그룹도 발명·특허자격보유자·국내외공모전

를 찾아 취업 특강을 진행하며 지방대생 채용에 적극 나서겠

수상자·벤처 및 창업 경험자를 우대하는 등 끼 많은 인재들

다고 밝혔다.

을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토대로 향후 취업시장의 주요 키워드

정부가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고용 로

를 살펴보면 청년과 지방대, 여성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어,

드맵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이에 대해 하나, 둘 화답하고 있

다양한 계층으로의 취업기회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

는 만큼, 채용 기회가 다변화 하면서 확대대고 있는 것이 현

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실이다. 이에 맞춰 취업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시켰다. 우선‘사회서비스산업 육성

방대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와 우대

방안’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되면 25만개에 이르는 여

해주는 기업의 채용 전형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

성 친화직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된다. 또한

인한 후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새로워진 하반기 채용시장

5·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

변화에 맞춰 성공 취업을 이뤄보자. r

는 내용을 담은‘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발의되
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CJ그룹과 IBK은행 등은 시간제 일자
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고용제
도 변화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 다양한 계층

<하반기 공채일정>
기업명
삼성

원서접수
9월 중순(미확정)

현대자동차

8월 29일~9월 5일

기아자동차

9월 1~12일

LG

9월 1~17일

으로 취업의 문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SK

9월 1~22일

대된다.

롯데

9월 2~16일

현대중공업

9월 1~15일

두산

9월 1~19일

효성

9월 1~26일

그룹은 모두 인적성검사에서 한국사 능력을 검증한다. GS그

CJ

9월 15~25일

룹도 지난해 일부 계열사의 인적성 검사 때만 실시했던 한국

포스코

9월 중순

이랜드

9월 1~18일

올 해부터는 각 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특색 있는 채용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사 시험을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했고, 포스코도 한국사 관

우리은행

8월 25일~9월 17일

국민은행

8월 말

자격증과 영어 점수 등과 같은‘스펙’
보다는 지원자의

신한은행

9월 중순

‘끼’
를 평가하는 일명‘오디션 채용’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행

9월 초순

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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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간절한 진심을 담아
하반기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 열릴 것!
채용 시즌을 앞두고 현재의 하반기 채용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채용 업계에서 종사하며 많은 정보들을 보고 듣는 전문가를 만나 채용 시장 현황에 대한 전반적
인 이야기와 구직자를 위한 조언을 들어보자.

최기원 前 한양대학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장
Q 현재 취업시장의 현황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
습니다.

I N T E R V I E W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는 스펙의 영향력은 아직도 강

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겠죠. 그러니 다들 스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A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사실 우리나라의 취업은 공개채용 개념이 일반적이

서 많은 구직자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금융권 일자리 5만개

지요. 기업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기본 능력, 인

자괴감을 느끼거나 좌

가 줄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성, 직무 능력 이 3가지가 골고루 갖춰진 지원자를

절을 하는데요, 전반적

가 어려워지고, 구직자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

찾으려고 합니다. 다양한 인성 평가 방법들이 도입

인 상황을 이해하는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가 생각

되고 있다고는하지만 인성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기에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것이 현실이고, 직무 능력 또한 일을 직접 하면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여파가 작

나 금융권 등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도 늘어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용하기 때문에 있는 일을 하다가도 실직을 당하는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기본 능력입니다. 이것이 소위

사람도 많고,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자리 불일치 문제라고 생각

말하는‘기본 스펙’
, 즉 학벌이나 학점, 영어성적

니다. 비단 취업에 실패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

등이 되겠지요. 이러한 사실을 구직자들 또한 잘 알

니니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고 있기 때문에 스펙에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정보 수집이 워낙 유리한 세상이라 모든 지원자들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요즘 대학생들은 눈이 높아

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로

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누구

요즘 스펙이라는 것은 회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기

보일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어디서든 볼 수 있

나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학 교육까지 받은 학생

준선만 넘으면 크게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 제주도나 울릉도, 심지어는 해외의 모든 지역에

이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기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정

서 서류를 넣어보는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지원자

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업무 능력도 줄어들게 되니

말 열린채용, 스펙초월채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

가 엄청나게 많아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 구직자들에게 스펙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만 그만큼 허수의 지원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

있다는 점을 믿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스펙을 보

에 지원서를 작성할 때, 나의 진심을 담아 넣는다면

지 않는 특별한 전형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모집인원

나의 진심을 알아줄 회사는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

도 늘리며, 수시 채용을 늘려 경쟁을 좀 완화시키는

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진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은 내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요

Q 취업시장에서 스펙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요?
A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 스펙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스
펙초월채용이니 열린채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
지만 실제로 채용시장에 뛰어들어보니 서류에서 탈
락을 하고, 면접관이 학점이나 영어성적을 지적하니

구가 아니라 나의 요구와,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Q 하반기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
신다면?
A 지원서를 내고 탈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

인재상이 맞는 것, 즉 쌍방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진심이 서로 통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취
업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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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채용정보 살펴보기
대기업 그룹사를 중심으로 채용정보 중 타사와 차별화 되는 핵심 포인트만 모아봤다.
지원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채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보자.

● 면접전형

● 면접전형

● 지원자격

합숙면접 : 지원직무에 대한 역량과 함께 이랜드

PT면접 : 주제 지정하고 OHP필름에 작성하여 1

- 전학년 평점 평균 4.5 만점 환산 3.0 이상

그룹의 가족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시간 동안 준비 후 7분간 개별 발표 (면접관 2명)

- 어학자격 보유자(OPIc 및 토익스피킹에 한함)

평가하는 절차. (합숙면접 기간 : 1박 2일)

토론면접 : 7인 1조가 되어 토의형 주제를 골라 5

❶ 연구개발직/기술직/설비직 : OPIc IL, TOEIC-

경영진면접 :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분간 준비, 40분간 토론 진행 및 결론 도출-미도

지는 심층 면접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성과내는

출 시 감점 (면접관 2명)

❷ 소프트웨어직 : OPIc NH, TOEIC-Speaking 4급

이랜드인을 선별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인성면접 : 인성 질문으로 개별 면접, 20분 소요

❸ 영업마케팅직/경영지원직(재무) : OPIc IM,

(소요시간 : 1시간 ~ 1시간 30분)

(면접관 1명) / 4~5인 1조로 인성 질문 및 황당 질

● 지원자격

문으로 20~30분간 진행 (면접관-임원진 3~4명)

● 우대사항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

전공면접 : 전공 및 기술 질문으로 개별 면접, 20

중국어 자격보유자

진분

분 소요 (면접관 1명)

※ 필기 : BCT(620점 이상), FLEX 중국어(620점

Speaking 5급

TOEIC-Speaking 6급

영어평가 : 일상회화 중심으로 개별면접, 10분 소
요 (면접관 1명-외국인)

이상), 新 HSK(新 5級 195점 이상)
※ 회화 : TSC(Level 4 이상), OPIc 중국어(IM1

● 지원자격

이상)

● 서류전형

학점 : 직전 학기까지의 평점 평균 4.5만점 환산

현대중공업그룹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

3.0 이상인 분

공인한자능력 자격보유자

원, 지원자의 전공, 어학, 관심도, 사회활동, 기본

어학 : 토익스피킹 6급(기술계 130점, 사무계 150

※ 한국어문회(3급 이상), 한자교육진흥회(3급 이

인성 등 종합적으로 파악

점) 또는 OPIc IM(기술계 IM1, 사무계 IM3) 이상

상), 한국외국어평가원(3급 이상), 대한검정회(2급

● 직무적성전형

3주간의 인턴실습이 가능한 분

이상)

영어능력시험 : 토익S&W

● 우대사항

(SPEAKING & WRITING) 실기

- Steel University 경연대회 입상자, 사회봉사활

한자시험 : 대학 교양 수준의 한자능력검증
공학기초 : 수학, 물리등의 기본 상식 확인
직무적성 검사 : 당사 인재상과의 적합성 여부
● 임원면접

동 적극적 참여자는 선발전형 시 우대
- 봉사활동은 고교졸업 후 참여한 활동 중 봉사
활동시간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됨
- Bilingual 가능한 자, 복수/부전공 이수자 등 Multi

다대다 방식, 가치관, 시사상식, 전공지식, 인성

역량 보유자 및 신성장지역 거주 경험자(남미/인도

및‘끼’파악

/이란/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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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
램 이수자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어학 평가기준
청각장애인用 TEPS 성적 380점 이상 응시 가능
(직군 무관)

Focus 채용 in 대기업

● 1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지원회사별로 실무현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각

희망회사 및 직무선택 : 희망회사 및 직무는 2지

입사지원자가 지원자격(어학성적, 전공, 학점, 자

을 가진 팀장급 또는 과·차장급직원 4~5명이

망까지 가능하며, 2지망은 선택사항

격증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KT에 적

면접위원으로 참가하는 실무면접으로 진행. 주로

● 면접전형

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한다. 600자에서 750자 이

현장에서의 업무적성과 조직적응 가능성, 전공지

역량면접

내로 짧은 분량을 요구하며 경험과 관련된 항목

식 등을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주제

지원자가 과거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탐색하여

이 주를 이룬다.

를 부여하고 찬반토론을 하게 하여 의사표현능력,

지원자의 미래 퍼포먼스를 예측 및 평가하는 면

● 지원자격

리더쉽, 순발력, 합리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

접으로 지원자가 지원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

- 토익 6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성적

을 파악해 보는 집단토의식 면접을 병행하기도

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면접 프로세스다.

한다.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업종(무역,금융부

심층면접

문 등)은 외국어Interview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심층면접은 지원한 직무와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입사지원서 상에 기입된 외

개인/팀/전체에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

국어TEST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1차면접

로 진행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면접위원들은

점 이상 지원가능

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회사별 최종 채용예정자

지원자들의 행동을 관찰/평가 한다. 약 8시간 정

● 우대사항

의 약1.5~2배수를 선발한다.

도 소요된다.

- 각종 공모전,수상경력 등 다양한 활동사항을 등

● 2차 면접전형

임원면접

지원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부서 임원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

- 한국 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 인증받는 공

접으로 치르게 되며 주로 인성/품성부분과 포부,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논리성, 커뮤니케이

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는 서류전형 시 우대

신뢰성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게 된다. 4인1

션 스킬을 평가한다.

조의 개별면접방식으로 약 20분에 걸쳐 진행되며

● 지원자격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인성·적성검

❶ 어학성적은 6개 시험(영어-오픽, 토익스피킹,

사도 함께 실시한다.

텝스스피킹/중국어-BCT, 신HSK, 구HSK)만 인정

※ 면접 평가방법: 합격자 선발은 1차, 2차 공히

❷ BCT의 경우 쓰기,말하기,듣기,읽기 모두 필요

각각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부족),

❸ 전 직무 외국어 능통자 우대

보유자
- 토익스피킹 5급, 텝스 480점, 토플iBT 63점,
오픽 IM 이상
※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TEPS 380

재하시는 것이 유리

- 전역 장교는 전형 시 별도 우대

● 서류전형

D(매우 부족)등급으로 종합판정 한 결과를 점수화

1000자 10단락 이내의 분량이다. 지원서 항목은

한 뒤, 종합서열 평가점수가 최소 B등급 이상인

대부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서술을 요

자중 회사별/부서별 채용예정인원만큼 선발한다.

구하한다.

● 지원자격

● 면접전형

학력 제한없음

1차 면접을 통해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전문

● 우대사항

지식, 직무이해도, 업무수행능력 및 잠재능력, 기

- MBA 학위자 우대함

업관, 패기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며 회사와 함

- 영어성적 우수자 우대. 특히 영어회화 능통자

께 성장 가능한 인재인지를 평가한다.

우대(ESPT등 국가공인말하기평가 성적제출자)

● 지원자격

단, 해외대 학위자는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지원서 접수 시 verbal test 성적 필수 기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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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반기 채용시장

주요 공기업
채용정보 살펴보기
주요 공기업의 채용 공고 중 지원자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아,
공기업 입사에 필요한 특징을 알아보자.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 시험 희망지구 1곳을 선택하여

① 지원분야 관련 전공학과 또는 자격증 검토

지원하며, 공백포함 최소 1,000 ~ 1,600자 48줄 이내로 작성한다.

② 어학가점(국어, 일어, 중어, 노어, 서어 등) 및 기술자격증가점 부여

● 면접전형

③ 한국사 능력시험 가점 부여

개별면접과 토론면접이 진행되며, 토론면접은 1주일 전 당사 채용게시판에 주

④ 영어성적(토익750이상-텝스, 토플, 토익스피킹, OPlc, 토익 환산 적용)과

제를 미리 공지한 후, 면접 당시에는 준비시간 없이 지정된 주제로(시사주제)

가점 합산 50~100배수 선발

20분간 토론

● 면접전형

● 지원자격

① 영어 면접 : 4인 1조로 30분 동안 일상회화, 시사이슈 영어질문으로 구성

- 기술직은 모집분야별 관련학과 2년 이상 전공자 및 해당분야 기사 이상 국

② PT면접 : 4인 1조로 개별 발표. 선택한 주제를 15분동안 준비하며 3~5분

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동안 발표

- 영어(TOEIC, TEPS), 일본어(JPT), 중국어(HSK) 중 1개

③ 임원진 면접 : 4인 1조로 30분 동안 역량 및 인성질문

● 우대사항

● 지원자격

-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방폐장유치지역주민은 가점적용대상자로 우대

- 학력 및 연령 제한없음(4년제 대학졸업 수준 능력 소지자)

- 장애인, 논문경시대회 수상자 및 고급자격 면허증 소지자는 관련법과 내부

- 일반직6급(사무/기술) : TOEIC 750점(TEPS 594점, TOEFL IBT 85점,

방침에 의해 우대

TOEIC-SPEAKING 130점, OPIC IM2등급) 이상
●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만점의 5%
-고급자격증 소지자 : 사무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AICPA포함), 세무사, 공

● 서류전형

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CFA, 변리사, 기술직은

자격사항(자격증, 어학성적) 및 역량기반 지원서 평가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기능장, 변리사

● 신원조회

- 지식경제부 주관 대학생 에너지논문경시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3차 실무역량면접 및 인성검사 이후 경찰서에서 신원확인

- 지식경제부 주관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 지원자격
일반직(4직급) : 입사일 기준으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대졸수준(4(을)직급 5등급 채용) : 전공/자격- 사무이외 분야는 해당분야 전공
자 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외국어 : 토익기준 700점 이상, 8종 대상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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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채용 in 공기업

● 서류전형

● 지원자격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일반전형(행정/시설·기술 구분)

- 우편, 팩스, 이메일 및 개별방문 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항목

구분

①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
② 강력한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③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④ 학교 생활, 사회 봉사 활동, 연수 여행 등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⑤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해 주십시오.

지원가능 성적

지정종목

영어

행정분야

시설·기술분야

TOEIC

750점 이상

700점 이상

TEPS

594점 이상

555점 이상

일본어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195점 이상 또는 6급
5급 또는 6급 180점 이상
180점 이상

※ 각 항목은 1000자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 장애인전형(공통)

● 면접전형
5~6인 1조로 자기소개 후 인성 질문 및 기술 질문으로 30~40분간 진행(면

구분

지정종목

지원가능 성적

TOEIC

600점 이상

TEPS

482점 이상

접관 5명)
영어
일본어

JPT

600점 이상

중국어

신 HSK

4급 210점 또는 5급/6급 180점 이상

※ 유효 어학성적 인정범위
● 면접전형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국내에서 실시한 정기시험 성적(국외응시,

-1차면접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① 토론면접 : 토론 전 찬반을 지정해주며 지정된 주제로 토론
② PT면접 : 지정된 주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주어진 신문을 참고하여 전지
에 PT내용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3인 1조로 나가 개별 발표
③ 인성면접 : 자기소개를 하며, 인성, 개인이력,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질문
-2차면접

● 우대사항
-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분야(서류전형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
수급자
- 특별가점 분야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특수 자격에 대해 필기시험 만점

① 임원진면접 : 다대다 면접으로 지원동기, 개인이력, 자기소개서, 시사, 인
성, 회사 관련질문

의 5~10%의 점수 가산
- 기타 우대사항분야 : 공사 청년인턴(기간제) 근무자(공고일 기준, 지원자격

●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에 한함), 정규직 공채 채용 응시시 1회에

- 학력/연령/전공 제한없음

한하여 우대

- 마케팅분야 및 원료분야의 경우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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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높은 구직자들의 눈높이,
이제 중견까지는 오케이?
취업과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최상위 이슈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한 지도 벌써 몇 년. 그간 정부
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필요없는 스펙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시도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채용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은
자신이 지원할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 하반기를 성공취업의
시즌으로 만들어 줄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난 8월 1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22명을 대상으

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취업난에 어려움을

로 '하반기 구직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이 올 하

겪고 있는데, 동시에 구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반기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서울, 목표기업은 중견기업으

업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

로 나타났으며 취업 목표를 정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한‘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응답은 전체의 86.3%였다.

에서도 취업 시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지원자가 10%에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97.2%),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

불과했다.

업'(87.9%), '전문대 재학 및 졸업'(84.8%), '고졸 이하'(74%)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목표를 정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는

정부와 다수의 기관을 힘쓰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현장

응답이 많았다.

에서 효과를 발휘할 때 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

희망 취업 지역 중 서울은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경

인다. 취업전문가들은“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다양한 직종으

기권이 24%로 뒤를 이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희망비율

로의 인력재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며“서비스직이나 사

은 22%였다. 응답자 5명 중 1명(21%)은 현재 거주지와 다른

무직 등의 직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양한 직종에 도

지역에서 취업할 계획이었다.

전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한다.

목표기업은 응답자 10명 중 4명(43.4%)이 중견기업을 목
표로 했다. 대기업은 34.9%,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13.2%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 이뤄져

다. 반면 중소기업을 목표로 한 구직자는 8.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취업 미스매칭 및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목표를 갖고 취업활동 중인 구직자들의 희망연봉은 평균

청, 고용노동부 등은 물론이고 각 부처 산하기관, 시·도청,

2643만원으로, 목표가 없는 구직자들보다 평균 303만원 높

일자리센터, 산업계, 대학들까지도 지원사업 활성화에 힘쓰

았다. 한편 목표로 하는 업종은 전기/전자와 금융/보험이 상

고 있다. 중소기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년인턴제, 중소기

위권을 형성했으며, 직무 선택 시 고려하는 것으로는‘적성

업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우수 중

과의 일치’
가 가장 많았다.

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독려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3년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63.6%가 만성적인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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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중소기업 취

Focus 채용 in 중소·중견

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smallGiants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학생은 장학금 수혜회수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기
업에 근무하는 하는 제도다.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중소기업
입사를 전제로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생으로 졸업 후 중
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재학 중 중
소기업에 현장실습을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받
은 2014년 2월 졸업자 1362명 중 1242명(91.2%)이 중소기업
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대학 3~4학년생
569명과 전문대학 2~3학년생 1166명 등 희망사다리 장학생
1735명을 선발 장학금 93억원을 지원했으며, 학생 1인당 연

강점을 나타낸 기업평가, 신입연보, 복리후생, 근무환경, 직

간 지원금은 등록금과 취업준비 장려금(400만원)을 포함해

원인터뷰, 인재상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960만~118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희망사다리 장
학생 1200명을 선정,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포털 http://highpotential-e.or.kr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는 일자리친화,
기술력우수, 재무건전성, 글로벌역량, 지역선도 등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의 브랜드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놓았다. 더 많은 인증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검증된 브랜드가 51개. 고용노동부는
이 51개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 중에 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기업들을 워크넷
‘강소기업’코너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지자
체, 공공, 민간 부문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에서 다시 선정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들의 정보만 따로 모아서 볼 수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아직 사이트를 구축해가는 중이

할 수 있다.

긴 하지만 중견기업 포털에 접속하면 중견기업에 대한 설명
부터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현황, 관련 행사, 실제 중견기업

강소기업 알짜정보를 볼 수 있는 곳!

리스트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워크넷 강소기업에서는 지역별, 직종별 강소기업을 찾을

우수 기업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월드클래스 300’

수 있고, 실제 기업을 탐방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기본적

기업에 대한 신청 및 관리도 중견기업 포털에서 이뤄지고 있

인 기업정보, 자산, 매출, 재무제표 등의 재무정보, 해당 기

다. r

업의 동종업종 대표 대기업과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
채비율, 신용등급, 자기자본 이익율을 비교하여 기업이 가진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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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채용 시즌만 되면 입사 비결이나 팁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난무한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떠돌
아다니는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 두루뭉술하고 광범위한 이
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 채용담당 실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자. 담당자가 지원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뽑히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가 전하는 필승 합격 전략 키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신입사원의 덕목을 잘 갖춘 지원자들을 원해

“

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하루하

최동섭 동부그룹 인사팀 차장

루 커나가면서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요새 지원자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각종 자격

으로 볼 때 이러한 지원자들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며

증에 높은 어학성적, 다양한 대외활동 경력까지. 구직자들은

업무를 하는 지원자들과 역량의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을 쌓아나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현재의 높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보다

담당자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스펙은 기본적인 도구

는 담당 업무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로서 뿐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원자들의 마인드라는 것

가능성이 무한한 지원자가 아닐까요.

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대한 흥미와
적성,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적극적인 자세 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장하기보다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

김용래 롯데카드 인사팀 대리

수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아보고 겪어본 인사담당자는 이러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다보면 수많은 지원자들은 어학연

한 현상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수, 인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사

에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진 사람, 자신의 입사 후 포부나

담당자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했느냐가 더 궁

비전이 분명한 사람,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일을 배울 자세

금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성

꿈꾸는 비전은 어떤 것이고, 내 성격이나 성향은 어떤지를

향이 강해지는 요즘,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잘 견뎌낼 수 있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스펙이 된다

는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덕목도

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구직자들을 보면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로 자신의

이렇듯 회사가 신입사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가진 지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나 관심사

자라면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 적응기간에 어떠한 유혹이

와는 상관없이 보여주기식 입사를 위한 지원, 지원 직군에서

오더라도 잘 견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실

요구하는 인재상에 자신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를 할 수도 있고, 선배나 상사에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

포장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성격도 다양해

지만 위에서 말한 덕목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실패

지고 채용 전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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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인터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 잘 맞는 회사의 업종에 지원한다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고, 오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 분명 어필이 됩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된다

신입사원들은 업무에 대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모두 같은

면 자소서나 면접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답변을 하게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회사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 직무에 대한 어필도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업무에 대한 파악도 빠르고, 그만큼 회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자신에

사와 업무에 대한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실무에 투

게 유리한 채용 루트에 맞춰 유리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

입되어 회사를 위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다. 일반적인 공채 전형 외에도 기업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신입을 뽑을 때 지원자들에게 회사에

고루 뽑기 위해 차별화된 전형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회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회

신과 맞는 기업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사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

어필한다면, 성공 취업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 떨어져도 보는 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
원한 회사와 직무에서 나를 뽑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거나 나와 맞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고, 다음번

“

잘 고른 중소기업, 자신의 역량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장
이경란 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

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더 내 성향과 적성을

이번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중

를 효과적으로 어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의 이미
지 개선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구직자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수록 담당자들의 눈길을 끌어

들은 급여나 복지가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기 하나투어 인사관리팀 대리

하지만, 기회적인 측면을 보면 대기업은 개인이 열심을 내서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읽고, 면접

진급을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

장에서 직접 지원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느껴지는 부

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자

분이 많습니다.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대기업

많아서 입사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해온 것인지, 무작정 취

팀장급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도 하죠. 이런 기회

업만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인지 몇 마디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와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있습니다. 이럴 때 인사 담당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순히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고 급여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거

관심을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 시험 삼아(?) 지원서를 내보고 면접은 보러 오지 않는 구

“

일반적인 지원자들은 회사에 면접을 준비할 때, 회사에 대

직자들도 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진 지원자라면 어느 기업에

한 기사나 연혁, 역사, 인재상 등을 외우려는 경향이 많습니

가더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조직

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보다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으로의 적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이윤 창출의 방법, 전반적인

모든 기업이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

운영 시스템 파악 등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이

기업 중에서도 역량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잘 분별하고 선

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일하고 싶은

별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로는 알 수 없는 회사의 내부 상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수익이

황과 분위기는 면접이나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명

어떻게 나는지 등에 대해 잘 아는 지원자이 신입사원으로 뽑

심해야 합니다. r

아 놓아놓고 나서 회사에 잘 녹아들어 근면 성실하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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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역량과 인성이 대세!
올해 상반기 공채는 서류전형 경쟁률이 크게 높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98개 기업의 인사담
당자를 대상으로‘상반기 공채 서류전형 결산’
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서류전형 경쟁
률이 평균 24 대 1로 집계됐다. 이는 1명이 합격하면 나머지 23명은‘광탈’
을 경험한다는 이야
기임과 동시에 서류전형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10배수 정도를 평균 선발한
다고 봤을 때, 생각 이상으로 경쟁률
및 탈락률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서류전형 경쟁률은 기업 규
모에 따라 최고 300:1에서 1:1까지 격
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서류 전형 경쟁률 속에서 면접 전형에 무사히

사담당자 66.1%가‘그렇다’
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

합격한 지원자들은 서류의 어떤 부분이 특별했을까? 인사담

답도 33.9%나 됐다. 채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취

당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을 묻자‘직

업준비생이지만, 기존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취업준

무 관련경험(인턴, 아르바이트 등)’
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비생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역량중심의 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입채용 시장에서
단순 스펙을 갖춘 지원자 보다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인재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한 서류 만들어야

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어서‘자기소개서’
(21.1%),‘기본 스

사실 어느 회사든지 서류 합격의 기준 100% 명확하다고는

펙 사항’
(16.8%) 등으로 집계됐다.

할 수 없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리 객관화 하려고

최근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과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 채용 담당자 및 평가자들의 자소서

관련, 인사담당자에게 어떤 유형의 자기소개서를 더 선호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서류 합격의 여부는 누구라도

는지도 물어봤다. 그 결과 40.9%가‘본인의 역량을 명확하

확언할 수 없다.

게 표현한 자기소개서’
가 가장 많았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탈락의 꺼리가

‘기업/직무에 맞는 역량(스토리)를 갖춘 자기소개서’
라는

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는 것이

응답도 27.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자기소개서에서도

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최고의 자소서를 만들어

‘역량’
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밖에’
솔직하

내는 것이 합격의 기본적 자세인 것이다.

게 본인의 이야기를 적은 자기소개서’
(13.4%),‘일목요연한
자기소개서’
(9.7%) 순이었다.

자소서를 읽는 기준을 파악하자!

최근 취업시장에서 역량, 인성 등이 강조되면서 지원자의

우리가 자소서를 Key Word 중심으로 말을 이끌어 내려고

자기소개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

애쓰는 것처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Key Word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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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를 읽어나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

이 입사 후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떠나갈 파랑새

은 몇 가지 단어들을 읽어가면서 이를 조합하거나 흥미가 가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는 것이 있으면 그 주변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마련인

실제 근무 중인 선배들에게 물어보거나 캠퍼스 리크루팅,

것. 이 때 빨리 읽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은‘Z’

채용 면담 등을 놓치지 말고 그곳에서 회사에서 강조하는 가

형태, 또는‘X’형태로 읽게 된다. 즉, 첫 문장을 읽어 보고는

치, 현재 중요한 일, 중역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에 대해

그 다음 대각선으로 시선을 내려가며 핵심 Key Word를 보

서 잘 파악하고 이를 자소서에 넣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를

는 형식이다.

내게 한다.

그렇다면 지원자는 서류에서 어디에 중요한 단어를 배열

다시 말해, 자신이 쓴 자소서를 읽어 봤을 때‘회사 A’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첫 문장은 정말 중요하기에 채

는 단어 자리에‘회사 B’라는 단어를 넣어도 충분히 말이 되

용 담당자가 읽어 볼만큼 흥미로운 내용을 함축해서 전달해

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면 그 자소서는 탈락 일순위가 되는

야 한다. 뒤에 나올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첫부분에

것이다.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맥상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소서를 쓰
는 내내 인사담당자을 상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장
을 써내려 가려고 인지해야 한다.

결국엔 솔직함이다!
최근 조사결과에서 인사담당자가 싫어하는 자소서 1위는
가식적 표현들로 가득찬 자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뽑아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준비된 인재 등 가식적이고 식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자소서의 생명이다!

상하기만 표현들은 다른 자소서와 차별화 되지 못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써내려간 자소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더

별‘끌림’
을 주지 못 한다. 자소서에 회사에 대한 Royalty

잘 보이고 싶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는 쉽지 않은 부분

즉, 충성도 또는 관심도를 표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자

이다. 하지만 실제 정량적 스펙이 안 좋지만 당당하게 합격

소서 질문 중에‘우리 회사를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을 하는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진솔함이 느껴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문항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런

는 자소서들이 많다.

질문에 다들 비슷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없더라도 작은 부분 하나하

간혹 어떤 지원자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에서 진솔함이 드러나는 자소서는 무한 경쟁 속에 다양한

그대로 옮겨와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회사에 대한

기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취업전쟁터에서 차별적이고, 매력

Royalty가 내재화 되지 못한 자소서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신

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r

Key Word

Key Word 내 장점을 바탕으로 해당 질문에 대답할 내용의 핵심 단어
Case
Case

Expression

Key Word에 대한 근거, 사례

Expression Key Word와 Case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포장하는 능력

< V+찰스’
s 자기소개서 Ke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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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공채의 핵심 키로 부상해
공채과정의 3대 핵심요소인 자기소개서, 적성검사, 면접 중에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안에 적을 내용, 말할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경험과
노력의 내용들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적성검사는 그나마 짧은 시간에 준비가 가능하고,
객관적 점수여서 공부한 만큼 성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람도 있다. 게다가 최근 대기업이라면 모
두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이 적성검사에 대비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

잘난 척 해보이고 싶은 선배 입장에

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적성검

서는 계속 적성 떨어졌다가 마음잡

사는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보고 문제유형을 익혀두는 정도

고 방학 내내 공부해서 간신히 되었

로 준비했다. 말하자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정도의 시

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별 준비 없

험으로 인식되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생들을

이 갔다가 그냥 쓱 써서 냈는데 되

위시한 많은 학생들이 적성검사에서 떨어지면서 도대체 이

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천재

시험은 뭔가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장교로

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말하기

군대가면서, 군대 있을 때 적성검사를 마스터하고 오겠다는

방법이니까 말이다.

친구가 있을 정도로‘준비가 필요한 시험’
이라는 식으로 인
식이 바뀌었다.

이시한
SH미래인재연구소 대표

적성준비, 빈익빈 부익부 심해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상에 떠도는‘시험 전 날 잠깐 보고

사실 적성을 공부하는 취준생들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들어가서 시험보고 합격했어요.’
라는 게시물을 보고, 또는

말이‘딱’
이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준

기업에 입사한 선배가 학교에 와서‘그거 난 전날 술 먹고 가

비하고 대비한다. 거의 6개월 전부터 책을 보고, 연습하는 학

서 정신없이 봤는데 붙었어.’
라는 영웅담을 믿고 자신도 별

생들이 있는 반면, 또 취준생의 반은 적성 시험에 대한 본격

준비도 안하고 공채과정에 임하는 일이 흔하다.

적인 공부는 일주일 전에나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는 일종의 영웅담이라는 사실이다. 인터

여전히 적성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시험인 것이다.

넷이나 신문에 보면 500만원으로 시작해 500억을 번 주식

하지만 이제 이 정도로 준비해서는 쉽게 합격하지 못할 시

고수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

기가 되었다. 사실 예전부터 SSAT 이후의 반응은 항상‘언

람들이 없다. 오히려 500억으로 시작해 500만원이 된 그 반

어는 평이했고, 수리와 추리가 관건이었다.’
는 것이다. 그런

대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 오죽하면 신문에 나올 정도일까를

데 지금 반응은‘언어와 수리가 평이했고, 추리와 상식이 관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영웅담에는 늘 그렇듯 과정과

건이었다.’
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취준생들이

왜곡이 따라 붙는다. 때로는 날조일 때도 있다. 후배 앞에서

공부를 하고 보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68

recruit ┃ 2014. 9

Focus 채용 2nd Step | 인·적성검사

SSAT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코리안 네이티브

이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다. 원래 도형 문제는 SSAT에서밖

스피커’
인 만큼 언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낭패를 보지

에 안나왔었으니까, 이로서 적성에서 도형은 준비할 필요 없

는 않는다. 그래서 언어는 항상 평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는 영역이 된 것이다.

반면 수리 같은 경우 공식을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공부를

추리는 공간영역이 따로 생겨서 도형추리가 변형된 것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특징이다. 원리추리 정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

그래서 수리가 평이해졌다는 말은 그만큼 공식을 외우고 준

겠는데, 숫자나 알파벳 따위가 어떤 원리로 변했는가를 추적

비한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

해서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추리해내는 문제다.

제의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수준은 그대로

공간영역은 시각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가장 이

인데, 취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전반적으로 평이했

슈가 되었던 점은 문제의 유형자체가 아니라, 시험장에 따라

다는 평을 끌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상식은 어차

펜을 사용하게 한 시험장과 그렇지 않은 시험장이 있어서 공

피 모르니 그냥 포기모드였기 때문에 어렵고 말고 할 문제

평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자체가 아니었다, 상식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상식
문제도 준비를 했었다는 말이다.

상식은 한국사가 강화된 점 외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
다. 인문학이 강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준생들의 체감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늘 그렇듯이‘평범하게 어려웠다’
는 후문

삼성 SSAT

이다.
아무래도 가장 특이한 점은 공간영
역의 추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공간

현·기차 인·적성시험

영역은 2007년 이전의 SSAT에서 나

현·기차의 시험은 원래는 HKAT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SSAT의 진화라고 말하기는 힘

이었는데, 이번에는 시험 명칭까지

들다. 오히려 다른 기업의 시험들에서는 공간이 빠지는 추세

HMAT로 바꿔 버렸다. Hyundai

인데, 유독 이런 부분을 부활시켜 시험을‘과거로 돌린’삼성

Mortor groupe Aptitude Test의 약자라는데, 시험 이름까

의 의도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특이한 유

지 바꿔버릴 정도로 실제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원

형도 아니고 예전에 나오던 유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정도

래 현·기차의 적성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매우 빠른 시간

이기 때문에 그냥‘무난하다’
라고 할 것이다.

안에 풀어내는 형식이었다. 7~8개의 영역에서 20여 문제씩

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용문 읽기 유형이 한 제

나오는데, 주어진 시간은 짧으면 6분, 많아야 12분 정도로,

시문에 3~4문제가 딸려 있는 형식에서 한 제시문 한 문제 형

응용계산 같은 경우 방정식 20문제를 12분 만에 풀어야 하는

태로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언어의 가장 큰 관건은 리

초스피드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HKAT이었던 것이

딩 스킬이 되었다. 강의할 때 쓸 데 없다고 강조했던 암기부

다.

분, 그러니까 한자나 동의어/반의어 같은 어휘부분이 대거
빠진 것은 환영할 부분이다.
수리에서는 수학치고는 암기 파트에 속해서 강의에서도 그
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던 A, B 대소 비교 문제가 빠졌
다. 이 말은 즉 여러 가지 공식 외우기 부담과 도형이해 부분

하지만 HMAT로 오면서 문제의 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대
폭 어려워졌다. 기본적으로 1문제 당 1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
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적성에서 1문제 당 1분이라는 말은
그만큼 문제가‘충분히’어렵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현·기차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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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그룹의 이름이나 비중에 비해 너무 가벼웠던 것이

슨 말인가 하면 다음과 같이 문제들이 주어지면, 이게 하나

지, 다른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내고 있었기 때

의 사이클이 되어서 6개 단위로 똑같은 형식으로 다시 주어

문에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면 된다. 사실 취준생

진다는 말이다. 1~6번이 한 단위, 7~12번이 또 한 단위,

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변화는 따로 있었는데, 사전

13~18번 하는 식으로 반복된다.

예고도 전혀 없이 이번 적성부터 주관식인‘에세이’
를 시도
한 것이다.

문제가 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CJ의 문항수와 시간 배분
은 영역별로 나누어 질 수가 없다. 그냥 시험 시간을 통으로

FTA를 통해 우리가 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자동차 정도라

주게 되는데, 지금 짐작되는 2013년의 CJ의 문항수는 대략

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현·기차는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민

100여개이고, 시간은 대략 50~60분이다.‘대략’
이라니, 소

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정부가‘한국사’
를 굉장히 중요

중한 지면에 이게 무슨 전문가답지 않은 소리인가하고 생각

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만큼 이에 충실하게, HMAT애서는

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같이‘대략’셈으로 말할 수밖에 없

바로 역사 에세이가 시도되었다. 주어진 2가지 주제 중에 하

는 것은 CJ의 최근 행보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3년

나를 택해서 30분 동안 써나가는 형식이었는데, 특히 이과생

간 CJ가 계속 문항수를 바꿨기 때문이다. 2010년만 해도 50

들이 많이 지원하는 현·기차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문제를 13분 30초 안에 푸는 문제였다. 말이 13분 30초이지,

던져진 역사 에세이는 취준생들에게는‘폭탄’같은 일이 아

이건 시작하자마자 뒤에서 걷는 속도가 들리는 LTE급의 빠

닐 수 없었다.

르기이다. 때문에 이때만 해도 문제 자체의 수준은 정말 얼핏
보고 풀려야 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32의 7할은

CJ 종합적성검사

얼마인가?’같은 문제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2011년에는 110

CJ 종합적성검사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문제를 60분에 푸는 것으로 갑자기 조정되었다. 오랫동안 13

있다. 다른 기업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CJ

분 30초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CJ 응시생들이 이른바

시험을 볼 때는 이에 따라 훈련을 따로 해야

멘붕에 빠지게 되었는데, 달라진 것은 문항수 만이 아니라 주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의 훈

어진 시간에 맞게 문제의 난이도도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

련만 따른다면, 일반적으로 SSAT나 다른 평범한 시험들만

에 멘붕의 정도는 더욱 심했었다. 그런데 2012년에 다시 또

공부한 취준생들은 유형 자체를 무척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95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수험생들이

말이다.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 이런 변화 과정을 보면 아직도 CJ는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영역별로 시험문제를 나누고, 시간

문항수와 속도에 대해서는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을 영역에 맞춰 부과하는데 반해, CJ는 시험 문제가 통으로

응시생들이 많아진 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져버리면 변

있다. 영역별로 따로 문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문

별이 쉽지 않아 예전처럼 짧은 시간 안으로 돌아갈 것 같진

제를 주고 영역구분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한다는 말이다. 하

않고, 대략 100여 문제를 55분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만 실제로 문제들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니 이게

5~10문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2013년의 CJ의 적성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린가? 정확히 말하면, 영역별로 문제가

검사의 가이드가 아닐까 한다.

나오긴 하는데, 다른 시험처럼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
고, 한 시험지에 통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대신 영역별로

SKCT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보통은 4~6문제를 사이클로 순환

SKCT 시험의 특징은 용어가 다르다는 것

되는 형식으로 문제들이 끝까지 이어 붙여져 있다. 이게 무

이다. 다른 기업들은 적성시험을 Ap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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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라고 명명해서 AT라는 약어를 쓰는데, SK는 CT를 써서

리 부담되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계

Competency Test, 즉 역량 테스트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해 빼고는 30문항에 30분인 영역이라면 1문제에 1분인 셈

SKCT라는 이름에 걸맞게, SK의 적성검사 유형은 인지역량,

인데,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실행역량, 심층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나뉜다. 이렇게 조금 다

아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 다른 기업보다 문제당 주어지

른 명명법 때문에 취준생들이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사실은

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반적인 적성보다는 어려

인지역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언어, 수리 같은 익히 알고 있

운데, 이 난이도가 주어진 시간에 맞게 2배 정도만 되어야 하

는 적성 유형이다. 실행역량은 삼성 SSAT에서 2013년에 사

는데, 난이도로만 보자면 3~4배 이상 높아져 있는 것이 문

라졌던 상황판단 영역 같은 문제다. 그리고 심층역량은 흔히

제다. 이를테면 다른 기업에서라면 3~4문제 정도 딸려 나올

말하는 인성검사 문제다. 그러니까, 용어를 다르게 씀으로서

길이의 제시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겨우 1문제인 식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

이다. 그러니 1문제당 배당 시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많다고

다. 이미 취준생들이 잘 알고 있는 유형들을 새롭게 명명하고

안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배치한 것일 뿐이므로, 특이하다고 겁먹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SK 시험의 특징은 용어

LG 인·적성시험의 특징

‘만’다르다는 것이다.

원래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경계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SKCT 시험 자체의 특징이라

언어1, 언어2, 수리1을 보았고, 이공계

고 할 수는 없지만, 특이하게도 SKCT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는 언어1, 수리1, 수리2를 보았다. 언

의 인원이 이 시험을 보는지 알려준다는 데에 있다. 뽑는 인

어 1은 주로 제시문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로 주제문제,

원의 10배수 정도가 적성의 인원이고, 뽑는 인원의 3배수 정

추론문제들이 나왔다. 수리1은 수열문제와 자료해석 문제의

도가 면접의 인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000명을 뽑으면

조합이라고 보면 된다. 언어2는 이른바 퀴즈문제들, 언어추

SKCT를 볼 수 있는 인원은 10,000명 정도고, 이 중에

리 문제들이었고, 수리 2는 방정식 문제들이었다.

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해서 면접을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바뀐 형태를 보면 결국 언어 1은 언어이해가

SKCT시험의 합격률은 30% 정도가 된다. 사실 SSAT를 제

된 것이고, 언어 2가 언어추리가 된 것이다. 수리1과 수리2가

외한 다른 시험들도 대략 30% 수준에서 합격률이 결정되는

합쳐진 것이 수리 문제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문제들의

경향이 있어, 평범한 수준이긴 한데 다른 시험들은 정확하게

형태는 사라지지 않고 이합집산해서 새로운 이름의 형태로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반면 SKCT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들

바뀐 것 뿐이다.

을 비교적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페어’
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LG 인적성시험의 특이점은 도형추리와 도식적
추리에 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도 사실 이 두 가지 유
형인 것이다. 도형이나 도식이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문과에

두산 DCAT

불리한 과목이다 보니, 이전에 없던 부분을 해야 하는 문과

적성검사에서 인문쪽은 언어유창

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진 듯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성과 언어논리, 그리고 수리자료분석

문과생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경쟁하는 것은 같은 문과생

의 3가지 파트를 풀게 된다. 이공쪽은 언어논리, 수리자료분

들이니, 딱히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공계생과 경쟁하는 것

석, 그리고 기계이해와 공간지각을 풀게 된다. 짧은 시간에 9

이 아니므로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말이다. r

가지 영역을 풀어야 되는 적성검사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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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입사 의지 뚜렷하게 보여줘야
기업이 인재선발을 위해 면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는 이유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
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가장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이다. 가중되는 취업난으로 점점 더 준비된 구직자들이 몰리는 요즘, 인사담당자들은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업체 등을 통해 얻은 도움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들었는
지, 모두가 같은 대답에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요즘 면접장의 모습. 이런 상황에 남들과 다
른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자신만의 색을 어필한다면 수백 대 일의 경쟁속에서도 돋보일 수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98개의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
로‘2014 상반기 면접전형 결산’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반

PT면접 키워드 : 수치, 위트, 질문

기 기업의 면접전형 경쟁률이 평균 1:5로 집계됐다. 기업은
최종 합격자의 5배수 정도 지원자를 먼저 선출한 뒤, 면접에
서 탈락의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PT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고 싶다면 바로‘수
치’
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면접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주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 소수의 지원자들. 그들이 1:5의 경쟁

지는 주제에 대해 PT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률을 뛰어넘은 비결은 무엇일까. 설문에 응한 인사담당자에

인 자료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

게‘면접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의 유형’
에 대해

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지원자의 발표에 힘을 실어줄 수 있

물어보니,‘명확한 입사 의지를 갖고 있는 유형’
(46%)이 1위

다. 예를 들어 지상파 DMB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할 경우 시

를 차지했다. 취업준비생의 스펙 상향평균 및 경쟁률이 높아

청자 분포나 시청률 수치, 성장 가능성, 해외 보급률 등을 %

지는 채용시장에서‘명확한 입사의지’
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등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분석이다. 이어 ▷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는 유형’

PT면접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33.9%), ▷
‘상황 대처를 잘 하는 유형’
(15.8%) 순으로 나타

실제 비즈니스 상항에서의 발표력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다.

났다.

때문에 PT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 적절한 위트와 유머가 중

반면 인사담당자에게 감점을 받은 지원자 유형도 파악했
다. 조사 결과‘면접시간에 늦는 지각형’
이 40.6%로 응답률

요한 요소가 된다. 위트나 유머는 청자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고, 듣는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다.

이 가장 높았는 데, 이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취업 성공에

상당수의 기업에서 25분간의 PT면접 시간 중 15분 정도를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는 분석이다. 그밖에 ▷
‘질문을 이해

발표에, 10분을 질문에 할애한다. 자신이 발표하는 시간을

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동문서답형’
(39.3%), ▷
‘지나치게 캐

100이라고 한다면 무려 66이 넘는 부분이 질의응답 시간으

주얼한 복장을 입은 자유분방형’
(7.4%) 순이었다.

로 쓰이는 것이다.
면접관의 질문은 곧 지원자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질문

72

recruit ┃ 2014. 9

Focus 채용 3rd Step | 면접

을 이끌어낼 수 있는 PT가 성공적인 PT가 될 수 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면접관들의 질문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위해서는 면접 전 1~2주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스토디 등을

스피치면접은 면접관들의 질문없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게

통해 자신이 지원한 기업과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된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원 이유, 자신의 필요성, 비전 제시 등

공시자료나 언론 보도,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모아두는 것이

을 통해 면접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다. 발표 내용에 면접 전 자신이 발로 뛴 시장조사 결과나
참신한 대안,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자료 등이 포함된

역량면접 : 솔직, 인생정리

다면 면접관의 이목을 끌 수 있다.
1시간 이상 진행되는 역량면접은 각 지원자들이 두 명 정
집단토론 키워드 : 대안, 시사, 토론

도의 면접관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몇 가지 주제 또는 지원자의 인생을 통해 지우너자

토론면접, 논리력 게임 등 면접에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
지만 그 속에는 토론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토

가 기업에 들어오면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예측하는 자리다.

론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지원자들의 논리력과 소통

단순히 몇마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함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실제 입사 후 일하게 되는 현장에

이야기 나눠야 하는 면접인 만큼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하

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많은

토론면접이 일반적인 토론회와 다른 점은 바로‘대안’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이 수없이 나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합일점을 찾은 대

포장과 거짓이 다 들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안이 나와줘야 토론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토론면접과 PT면접이 유사한 점도 많지만 분명한 차이는

실무진면접 : 조직융화, 친화력, 인용

바로 주제이다. 토론면접의 대부분의 주제는 시사와 관련된
주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실무진면접은 실제로 근무를 같이 할 실무담당자가 면접관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읽어놔야 하고, 주제에 대

이 되어 지원자가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제대로 같이 일할

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객관적인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한다. 이때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사실만 알고 있기 보다는 정보를 종합하고, 큰 흐름을 파악

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지원자가 잘 융화될 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기 때문에 조직생활에서 융화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피치면접 키워드 : 공감

또한 난감한 질문이나 부정적이고 불리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변명하거나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적

스피치면접은 기존의 인성질문 위주였던 최종면접의 변형
된 형태로 100~120초 안에 지원자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절한 비유나 인용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
이 효과적인다. r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00초가 지나면 면접
관들은 인성이나 포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100초간 말한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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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취업,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반기 본격 채용 시즌 돌입에 앞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한발 먼저 입사한 취업 선
배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지 등 선배들이 말하는 실제적인 취업 준비 노하우를 살펴본다.

이상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 LSI 사업부

I N T E R V I E W

“인적성 준비부터 면접까지, 자신만의 비법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
지난 2월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부분인 기초 지식을 착실히 닦아나가던 그는 인적성을 준비

입사 시험을 통해 삼성전자 공개채용에

할 때 자신만이 가진 비법으로 취업의 첫 관문을 준비해나갔

합격한 신입사원 이상문 씨는 전형적인

다고.

공대 학생이었다.

“삼성은 SSAT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난 상반기 SSAT

“학부 시절 전기공학을 전공했던 저

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지만 사실 저는 오히

는 기본 스펙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려 득을 본 케이스에요. 원래 출제자들도 시간 내에 그 많은

에요. 사실 학점은 좋았어요. 차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요.

문제를 다 못 풀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그러나 토익도 이과 기본 점수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고, 기

해서 자신이 아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는지를 보는

업에 지원하기 위해 토익 스피킹 시험 점수도 커트라인만 넘

것이 SSAT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약한

는 정도였죠. 공대생들이라면 흔히 가지고 있는 자격증 몇

부분인 한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인적성을 준비했었는데

개 정도만 있었어요. 전자기사 자격증도 필기만 붙은 상태였

저번 시험에서 한자가 안 나온 거예요. 운이 좋았죠. 또 공대

고, 6시그마가 있었어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에 비

생들은 수리를 풀 때 샤프로 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마

해서 스펙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적은 활동을 하긴

킹할 때 번거롭거든요. 저는 샤프와 컴퓨터 싸인펜을 하나로

했는데 대신 깊이 있게 활동을 했어요. 특히 저는 대학교 때

묶어 한 번에 풀이와 마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갔어요. 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건 진짜 팁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절약돼요. 또 인적

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신감이나 사회생활을 많이 배웠던

성은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풀이법을 공유하다보면 다양한 요령을 익
힐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인적성도 요령껏 준비, 이미지 메이킹은 확실하게
화려한 스펙을은 아니라도 자신의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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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자소서는 첨삭을 받으며 준비하
고, 진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면접에서는 일관적인 태도로

2014 상반기 성공취업 인터뷰

자신만의 확실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중엔 결국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성면접은 솔직히 좀 후

“솔직히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 발휘된

회가 남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것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어요. 내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

오히려 면접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전공PT, 인성면

만 긴장도 하고, 디테일한 기억까지 더듬어 보지 않고 임했

접, 인성검사를 봤는데 여기서 진짜 역량이 발휘된다고 생각

던지라 가끔씩 막히기는 했죠. 그래도 미리 준비했던 싹싹하

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 PT면접은 잘 본 편이었어요. 한 가

고 똘똘한 이미지로 일관되게 밀고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일

지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문제를 풀고, 면

단 뭐라도 말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이 해봐야 한다

접관들 앞에서 해결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스터디를

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관리 쪽 지원자라면 직접 전자제

하면서 비슷한 예상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잘 봤던 것 같습

품을 분해해서 조립도 해보고, 전공 책도 많이 읽는 등 기본

니다. 면접관들도 잘 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죠. 인성검사의

적인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

경우에도 일관된 방향으로 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은 아닌데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일부러 하다보면 나

김경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징수팀

I N T E R V I E W

“장기간의 긴 레이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수”
삼육대학교에서 보건관리학을 전공해

다. 각 기업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공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사원을 거쳐 상반

필기시험 전형이 중요하기도 했고, 작년 하반기 때 필기전형

기 공채에 최종합격하여 현재는 포천지사

에서 탈락을 해봤기 때문에 필기전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에서 근무 중인 김경민씨는 학창시절부터

것이 그의 이야기.

공기업 입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시도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했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기업만을 위한 전형을 생각합

“입사를 목표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

니다. 제가 입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사 전형이 다른 공

구 2명과 함께 주 3회씩 오전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전형이었기 때문

매 모임이 끝나면 각 과목별로 공부할 문제범위를 정하고 푼

에 서류-필기-면접의 단계를 거쳤고 각 단계에 대해서는 공

후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는 문제들은 다음 모임에서 공유하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수/금으로 진행했는

요새는 취업 커뮤니티 등에 워낙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데 주말에 늘어질 것을 염려하여 금요일 모임에는 더욱 빡빡

때문입니다. 한 가지 변화 추세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스펙초

하게 문제범위를 잡았고 스터디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

월전형으로도 상당수의 인원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공기

부분 시립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업 입사 전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필기시

일반적인 사기업의 전형과 공기업은 입사전형이 조금 다르

험 이었어요. 필기교재는 보통 공단의 이름이 들어간 교재들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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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추세인 듯한데요, 저는 스터디를 할 때 일부러 다양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장기간동안

한 문제형식을 접하기 위해 통합교재나 EBS교재, SSAT문

해야 하는 공부가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제집 등을 풀었습니다. 또한 필기과목 중 하나인 한국사부분

래서 저는 이따금씩 조조영화나 무박여행으로 긴장과 스트

을 확실히 잡기 위해 별도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준비하

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중에 지치거나 졸음이 올

기도 했어요.”

때 혹은 감정상태가 고르지 못할 때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많이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하루하루의

많은 구직자들이 꿈꾸는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준비 과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

도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
아진 것도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니다.”
마지막으로 경민씨는 자신이 겪었던 준비과정을 거치며 힘

“공기업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 경쟁률이 늘어나

들어하고있을수많은구직자들에게격려의말도잊지않았다.

는 추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지긋지긋한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마냥 세상이 편할

일과 삶의 균형이 적당하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지

줄 알았던 고3때처럼, 졸업하면 어디라도 가겠지 라는 마음

원자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사기업과 기업문화도

으로 취업을 대수롭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저의 철없던 모습이

많이 다르며 같은 공기업의 울타리 안에서도 기업마다 상이

생각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연기를

한 기업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가고 싶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취업난이 보통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은 공기업이 있다면 인턴에 도전해 보면서 각 공기업의 분위

그렇지만 분명 여러분 개개인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기와 현상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대를 위해 소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알차고

를 감출 수도 있겠지만 취업이라는 큰 분위기에 떠밀려 여러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진부한 물음에 대해 각

분들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자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공기업을 준비

취준생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김한나 조인주식회사 인티사업본부

I N T E R V I E W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들 잘 어필해야”
2013년 1월, 정부외식기업 해외

新HSK와 OPIC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자격증

인턴으로 홍콩을 다녀온 후, 이를

이 있어도 취업의 문은 너무 높았죠. 그렇게 2013년 하반기

기반으로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

가 지나고, 2014년 상반기를 준비하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작한 한나 씨. 귀국 후, 어떻게 취업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식품회사라는 뚜렷한 목

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긴 했지만

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리 관련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먼저 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센터의‘취업성공패키

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지’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취성패’
를 통해 상담도

“먼저 언어 자격증의 기한이 모두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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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제 나이 또래의 구직자들과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2014 상반기 성공취업 인터뷰

참여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

(Grade-Packing Center)도 보고 회사를 구경하면서 회사

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워드, 엑셀 등

에 입사하게 될 저를 상상했습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사진

의 컴퓨터수업도 들었고 훈련장려비도 지원받으며 취업을

과 함께 PT면접 때 어필했습니다. 핸드폰을 팔려면 핸드폰

준비했습니다.”

에 대해 잘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하듯이, 계란

한나 씨가 목표했던 식품회사로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

(식품)을 팔려면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던 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 시절 경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 브랜드인‘누리

했던 중국교환학생, 봉사활동, 정부외식기업 해외인턴 이 세

웰’계란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고, 레시피를 적

가지 활동 덕분이었다.

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1차 면접 때 제출했습니다.”

“중국교환학생을 통해 언어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

취업 선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취업을 했다는 것이

운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한나 씨.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꾸준히 해 온 봉사활

달 전만해도 취업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던 그

동을 함께 적었고요.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공부

녀였기 때문이다.

를 가르치기도 했고, 2년 넘게 월드비전번역 봉사, NGO활

“취업이란 게 너무 막연했고,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도 모

동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력서와 자

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 저 역시 무척

기소개서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제 자신을 어필하는데 도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이 되었죠. 사회적 기업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사람이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제 봉사활동경험에 대해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던

자신이 힘든 것에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가고자하는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외식기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맞게 경험들을 쌓고, 그것들을 잘

업 해외인턴을 통해 홍콩레스토랑에서 주 6일 하루 11시간

짜 맞추어 어필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면접에서도 긴

일을 했던 경험들이 식품회사를 목표로 했던 저에게 가장 큰

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침착히 말하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학교 내 상담프로그램이
나, 고용노동센터의 취업프로그램 등 활용할 수 있는 프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얻어야

로그램들과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

홍콩레스토랑에서의 인턴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어필한

으니 100% 활용하셨으면 합니

한나 씨. 끈기와 정성으로 고객을 섬긴 점을 스토리와 함께

다.”r

어필했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얻었던 경험
을 어필했다.
“조인주식회사의 채용은 1차 서류, 2차 실무진 면접, 3차
임원면접(PT발표)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류합격 소식을 듣
고 저는 조금 다르게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가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마트를 돌아다녔는데 회
사 제품이 마트에 어떻게 진열되어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아는
사람은 없지만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면 무언가 얻을 게 있
다고 생각해서 회사에도 방문했습니다. 본사 밑에 GP센터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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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페이지

추리
퀴즈

라디오와 TV에서 우울한 장맛비를 전하는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던 아침, 은요
일은 기묘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다. 전 외교부 직원인 A씨가 길거리에서 엉뚱한 시비
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그 엉뚱한 일이라는 건……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비가 세차게 퍼붓던 오늘 새벽, 길가던 행인의 우산을 빼
앗으려한 혐의였다. A가 빼앗으려 한 우산은 검정색의 평범한 것이었다.
장맛비가 곧 쏟질 것 같던 새벽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는 점도 수상하지만 더욱 의문
이 생기는 건, A 자신도 검정색의 크고 튼튼한 우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집을 나올 때, 아내가 전날 시내에서 사온 우산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지만 그 우산은 A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펴지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는 우산의 커버도
씌워진 채였다. 왜 그는 비를 맞고 있었고, 심지어 남의 우산까지 빼앗으려 한 것일까?
A는 현재 인근 파출소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
고 한다. 이 역시 이정도의 사소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 과한 태도였다. 분명 뭔가 말 못

7월 추리퀴즈

<택시기사 김 씨의 이야기>
정답 및 해설
밝힌 것처럼 테러범 A는 변장의 명수다! 끈질
기게 국제적인 도피행각을 벌여온 그가 50대 중

할 속내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이 A가 외교부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
다는 것이었다. 기밀 정보를 빼내 여러 나라의 스파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날도 다른 스파이와 접선을 시도한 것이라는 게 여러 정황 속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압수된 그의 컴퓨터 속에서 나왔다. 그의 이메일에는 암호화

년 신사나 60대 노파로 변장하는 건 식은 죽 먹

된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새벽 접선을 하는데,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검은 우

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걷모습 외에 김 씨가 얘

산’
이었다.

기한 3명의 외국인들은 모두 한 인물로, 공통적
인 특징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차량 운
전 방향과 도보 방향에 대해 미숙하다는 것.
영국과 일본은 차량과 행인이 모두 좌측통행
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국식을 지향한 우리

은요일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갔다. 자신도 검은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우산을
빼앗으려 한 이유가 대체 뭘까? 당시 A가 갖고 있던 우산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우산
을 싸고 있는 검은색 커버를 벗겨보았다. 새 우산인데, 커버를 한 번은 벗겼다 다시 씌운
것 같았다.

나라는 차량은 우측통행이다. 그런데 일본의 잔

잠깐! A가 집을 나설 때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

재가 남아있어 도보에서의 통행은 좌측통행이어

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우산을 커버를 벗기고 한 번은 펼쳤다가 다시 접고 커버를 씌웠

서 영국인인 A는 큰 혼란을 느낀 것이다. 40대
대머리 남자와 60대 노파로 변장했을 때 차량
운행 방향에 익숙하지 않아 큰 코를 다쳤던 A는

다는 얘기인데… 우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어떻게 봐도 평범한 검은
색 우산이었다.

도보를 이용하기로 한다. 차량의 운전방향을 다

화창하게 갠 다음날, 은요일은 아내가 우산을 구입했다는 곳을 찾아 가서야 사건의 비

시 유심히 확인하고, 우측으로 길을 걷기로 한

밀을 풀 수 있었다. 시내에 나가는 길에 남편 A로부터 검은 우산을 하나 사오라는 부탁

A는 좌측통행 성향이 많은 국내 행인들과 마찰

을 받은 아내는 무작정 검은 우산을 하나 사버린 것이다. 이렇게 옆에 크게 붙은 상품

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차량과

홍보 문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채……. 이 우산에 얽힌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행인의 통행방향이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
습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同기사는 국정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에 게재된
「추리퀴즈」내용이므로 저작권이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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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하나.

셋.
군대유머1
김병장 : 여기 미술 전공한 사람 나와
박일병 : 네, 제가 미술 전공입니다.
김병장 : 어느 대학인데?
박일병 : Y대 디자인 학과입니다.
김병장 : 그것도 대학이냐?
최일병 : 제가 H대 미대 출신입니다.
김병장 : 그래, 오 좋군! 축구하게 선 좀 그어봐.
군대유머2
김병장 : 여기 검도한 사람 누구야?
최이병 : 제가 사회에 있을 때 검도 좀 했습니다.
김병장 : 몇 단인데?
최이병 : 2단입니다.
김병장 : 2단도 검도 하는거냐? 다른애 없어?
이일병 : 네, 제가 검도 좀 오래 배웠습니다.
김병장 : 몇 단인데?
이일병 : 5단입니다.
김병장 : 그래! 이리와서 파 좀 썰어라.

둘.
어느 조직폭력 보스인 짱구가 맹구에게 다른 조직폭력
에 비밀을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맹구는 임무를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짱구 : 조직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
겠지?

넷.
행복한 삶이란,
미국식 연봉을 받으면서 독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맹구 : 살려주십시오 보스.

영국 저택에서 프랑스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으면

짱구 :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지, 4+1은

서 일본 와이프와 사는 것이다.

무엇이냐?

반면 불행한 삶이란,

맹구 :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3입니다!

북한식 연봉을 받으며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짱구 : 맞았다 하지만, 탕탕!

일본식 집에서 영국인 요리사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맹구 : (쓰러지며) 윽... 맞았는데 왜....?

한국 남성과 사는 것이다.

짱구 : (썩소를 지으며)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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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탐방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공간,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박인구 부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임직원에게 교육의 중요성

는 여느 연수원에서는 보기 힘든 미술작품이 300여 점 넘게

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회장의 경영철학

연수원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평소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

은 한 사람의 천재보다는 평범한 여러 사람이 회사

이 많아 미술품 애호가로 유명한 박인구 부회장의 아이디어

를 이끌어간다는‘범재 경영’
. 이러한 철학을 실현

가 아카데미 인테리어에 반영되어 예술을 통해 감성리더의

하기 위해 2007년, 27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이천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장호원에 그룹 연수원인 동원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연수원 설립을 진행할 때도 한편에서는 더 큰 수익
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과 사업이 언급되었지
만 교육에 대한 김 회장의 굳은 의지는 굽혀지지
않았고, 그렇게 설립된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는
‘2013 HRD 시설부문 대상’수상,‘국내 5대 연수
원 랭킹’등을 기록하며 개인의 창의와 열정, 그리
고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을 배양하는 산업 교육
의 요람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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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카데미 정문부터 이어지는 과수원과 잔디구장
등의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이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예술적
인테리어와 결합되어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삶을 재충전하
고 힐링할 수 있는 아틀리에를 연상케 해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아카데미를 찾는 고객들이 내

시설 및 고객관리에 있어서도 그 동안 아카데미를 찾은

면적으로는 힐링을 통해 분주한 마음을 비우고, 배움을 통

고객들의 히스토리를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고

해 지식은 채우는‘재충전의 시간’
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객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방문 전에 고객들이 진행

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할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하는 고객
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홈페이지 www.dwleadersacademy.co.kr

아카데미를 찾은 한 고객은“동원 리더스 아카데미는 교

경기도 이천시 장호읍 어석로 48번길 199

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
라며“실제

문의 031)643-3600

시설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반드
시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시설과 서비스 등 전반
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고 평가했다.
올해 초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부원장을 겸
임하게 된 송재권 상무는“지금까지 시설이나
이용만족도 면에서 충분한 신뢰와 인정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더십 전문 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정착에 집중할 계획”
이라며“이미
지자체 컨설팅 및 컨소시엄 교육사업, 조리사
양성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
지만, 더 나아가 여건이 되지 않아 자체적인 교
육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을 대상으
로 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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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탐방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시설 _ VISION HOUSE

하우스)은 침대형과 온돌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마다 옷

구 분

실 수

실당 수용인원

강당

1

204

대강의실

2

90

중강의실

3

64

소강의실

3

40

분임토의실

1

20

조리실습실

1

32

Role play실

1

30

비 고

고 안락한 휴식이 가능하다. 침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백족
산과 청미천 풍경이 일품이다.
대형스크린, 빔 프
로젝터, CCTV카
메라, 화이트보드,
최신 전자교탁 공
통보유

대강당,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 진행실
등의 교육시설로 구성된 본관(비전하우스)는 대형 스크린
과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등 첨단 교육 기자재를 완비하
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강의와 세미나, 각종 회의 및 연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_ DREAM HOUSE

부대시설
구 분

실 수

수용인원

비 고

식당

1

180

카페테리아식

휘트니스 센터

1

30

10종 운동기구

당구장

1

8

4구 및 포켓볼

멀티미디어 센터

1

15

PC, 도서, 신문

잔디 축구장

1

농구·배구(족구)장

1

레크레이션 홀

1

편의 매점

1

국제규격
100

식품 대표 기업답게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식사

구 분

실 수

수용인원

비 고

가 제공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휘트니스 센

2인실

58

116

침대형

터와 멀티미디어 센터, 체력 단련을 위한 국제 규격의 잔디

3인실

20

60

침대형

축구장과 농구장, 배구(족구)장, 해병대 챌린지 코스도 설

4인실

15

60

온돌형

치되어 있다.r

VIP실

1

2

(총 234명 수용)

2인실, 3인실, 4인실, 특실, VIP실로 구성된 생활관(드림
82

장, 개인책상, TV, 샤워시설이 겸비외어 있어 보다 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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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Press

N E W S
안랩
‘금융 IT보안 강화 전략’법인고객 대상 세미나 개최
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b.

응 전략 및 효율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

com)은 지난 8월 28일 금융권 보안담

한 상황이다. 안랩은 이번 세미나에서

당자 대상으로 IT보안·금융정보보호 체

금융 IT보안 강화 사례 및 실질적인 대

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안랩

응 전략을 소개했다.

시큐리티 서밋 2014’
를 여의도 콘래드

이번 행사는 안랩의 금융권 보안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랩 강석균 국내 사업 총괄 부문장은
“이번 안랩 시큐리티 서밋 2014를 통해

먼저 금융권에서의 내부통제 등 관리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적 보안점검 강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올해 초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권에서

제 및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대

라 자신한다”
며,“안랩은 언제 어디서 발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부

형 금융그룹의 통합 컨버전스 관제 구축

생할지 모르는 각종 보안사고를 방지하

통제 등 관리적 보안점검 강화, IT보안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금융권의 망분리

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보

개선 등 금융권 IT환경이 급격히 변화되

환경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강화

안담당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 있다. 또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

전략을 제시했다.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호텔에서 개최했다.

한미글로벌
사우디 제다(Jeddah)市 5성급 호텔 PM용역 수주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공사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18년 8월

Management)) 선도기업 한미글로벌㈜

까지 총 48개월이며, 한미글로벌은 공사

(대표 김종훈)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기간 중 초기단계 설계관리(Design

위치한 도시 제다(Jeddah)에 설립되는 5

Management for Initial Stage), 디자인

성급 호텔인 포시즌즈(Four Seasons) 호

빌드사 선정(Design-Build Contractor

텔의 PM용역을 수주했다.

Procurement),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운

이 호텔은 사우디아라비아의 MIDAD
부동산 투자개발회사(MIDAD Real

영(PMIS Operation)부터 전반적인 프로

수주는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세계 시장에

젝트 관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이

Estate Investment & Development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그 동안 사

프로젝트를 교두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Co.)에서 개발하는 5성급 호텔로 제다시

우디아라비아에서 수행한 각종 프로젝트에

비롯한 중동지역 고급건설시장에 보다 활

국제공항에서 10km 거리에 자리잡고 있

서 우수한 성과 및 사업관리 능력을 인정

발한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가이다.

다. 제다 포시즌즈 호텔은 218,000 m2면

받아 세계적인 PM 회사들과의 제한경쟁입

한편, 한미글로벌은 지난 4월 중국사업

적에 31층 높이로 총 275실의 호텔 객실

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을 성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인력보

과 25실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구성될

시킬 수 있었다”
며“사우디아라비아를 비

강 및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해외 CM시장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5억달러(5천4백억

롯하여 여러 중동국가에서 공격적인 사업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세

원)이며 한미글로벌의 PM 용역 수주액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계 43개국에 진출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549만 달러(약 57억 원)이다.

이번 한미글로벌의 포시즌즈 호텔 PM

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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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채용소식

동부와 함께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동부그룹은 다양한 사업

캠퍼스 리쿠르팅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분야(철강·금속·화학분

동부그룹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향후 전문가로 성장할

야/농업·건강·유통분야/전자·IT·반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

도체분야/건설·에너지·부동산분야/물류·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모집할 계

여객·콘텐츠분야/보험·증권·은행분야)에서 한국을 대표

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그룹 채용 홈페이지인 동부로닷컴을

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자산 60조원, 매출 30

통해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조원, 59개 계열사, 60개 사업부문, 임직원 40,000명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접수기간 : 9월 1일 ~ 10월 8일
·접수방법 : 동부로닷컴 www.dongburo.com

1969년 1월 24일 자본금 2,500만원과 직원 2명으로 미륭
건설(현 동부건설)을 설립하면서 출범한 동부그룹은 1970년

동부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과 혁신

대 초반, 해외 건설시장(중동)에 선발기업으로 진출하여 대대

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경재력을 갖

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사업복합

춘 인재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관행에 얽매이

화를 전략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동부그룹의

지 않고‘기업가정신과 혁신’
으로 변화와 미래를 선도해 가는

기초를 다졌다.

사람, 세계 최고를 향해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

동부는 사업복합화 과정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수익
금을 철강, 비료, 건설, 물류,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에 전액

는‘전문성’
을 가진 사람,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을 이끌 수
있는‘글로벌 역량’
을 갖춘 사람이다.

투자했으며 대부분의 계열사들을 신규 면허 취득 또는 신규

계열사나 사업분야, 직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

설립을 통해 발전시켰다. 그리고 하위품목에서 사업을 시작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룹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재

하여 상위품목으로 사업을 확장·발전시키는 성장 드라마를

에 대한 인식은 그 형태를 같이 하고 있다.

만들어 내기도 했으며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대규모 투자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우량기업으로 변화시켰다.
1990년 20대그룹으로 진입한 동부는 2000년에 10대그룹

동부그룹은 이러한 인재 발굴을 위해 9월부터 캠퍼스 리쿠
르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인
학생들에게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선발기업들보다 30~40년 뒤늦게 출

캠퍼스 리쿠르팅에는 인사팀원과 함께 해당 학교를 졸업한

발한 후발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였다. 지

선배사원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편안한

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형 친환경 전기로 제철,

분위기에서 기업이나 입사에 관한 궁금증들에 대해 정확하고

첨단 소재, 친환경 영농 및 농수축산물 유통, 플랜테이션, 임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업, 바이오, 유기농·건강기능식품, 종합 가전, 시스템반도
체, 로봇, LED, 친환경 발전, 환경 플랜트 등 친환경 첨단사

계열사를 1, 2지망으로 지원 가능해

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부의 힘

동부그룹의 채용전형은 서류,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

찬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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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으로 진행되며, 1차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2차 면

접은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채용이 직무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 직무별 채용

동부그룹의 채용에서 특별히 눈여겨 볼 점은 다른 그룹사들

규모에 따라서 합격여부가 달라지거나 한 회사로 지원이 몰

과는 달리 1지망, 2지망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이 이러한 문제

필수적으로 반드시 두 곳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r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제도를 시행한 결과, 80%가 넘는 지원자들이 2지망 회사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채용담당자 인터뷰 Ⅰ 최동섭 동부그룹 인사팀 차장

미래의 CEO로 클 수 있는 곳, 두려움을 떨치고
날개를 펴고 싶은 지원자들을 기다립니다!
B2B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 남성

싶은 업무와 가고 싶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긍정적인

적인 기업문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 회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면 취

많은 동부기업이지만 실제는 이와

업의 문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한 인재

다릅니다. 성별을 떠나 인간자체를

를 요구하는 곳이라 하여‘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안되겠구

중시하는‘정’문화가 발달하여 사

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열린 마음으

람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역량을

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더 넓은 곳

무한정 발휘하면서 CEO를 꿈꿀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

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진 오픈 마인드를 갖춘 나라면

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동부그룹 기업문화의 기본입니

가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해보세요.

다.

저희 동부에서는 이러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

작년이나 지난 상반기 공개 채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것은 없지만 여성인력 수요 확대의 사회적 추세를 여전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문

따라가고 있으며, 능력과 포부를 가진 능력 있는 여성 지원

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잠재력과 가능

자들의 채용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재 육성에 대한

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면 누구나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애착으로 신입이나 경력직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키울것을 약속하며, 우수 인재에게는 평생직장을 보장할 것

회사에 빠르게 적응해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니다. 이런 동부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가시길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말라”
는 현 동부그룹 김

우수한 인재를 기다리는 채용 담당자로서 몇 가지 팁을

준기 회장의 철학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올 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은 일부 타 회

반기에도 꾸준한 신입 사원 채용을 진행하는 저희 동부그룹

사들에 비해서는 짧은 분량일 수 있지만, 본인의 생각을 압

은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도전정신이 있으며 글로벌한 능동

축해서 표현하는 능력 또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적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은 스펙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스펙과의 싸

면접에서는 지원자는 본인의 생각을 장황하게 이야기하

움을 하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물로 스펙을 무시할 수는

기보다는 짧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를

없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스펙만 있다

위해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답변의 결론을 먼저 이야

면, 더 이상 스펙에 몰두하기 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기하고, 이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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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취업률과 낮은 등록금은 기본,

학생 위한 지원과 제도 변화 아끼지 않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높은 취업률과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 다양한 장학 혜택과 복지 제도, 최신 실습환경 등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
고 있다. 시대에 딱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를 찾
아가 본다.

현장실무중심의 창의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

개 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된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책대학으로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고유의 학사시스템인

Poly(종합)와 technic(기술)이 합쳐진 종합기술대학이다. 현

FL(Factory Learning)시스템은 산업현장을 강의실로 옮긴

재 전국에는 8개 대학, 34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그 중 성남

현장 실무중심 학사운영제도로서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

캠퍼스는 한국폴리텍1대학에 속해있다.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멘토링과 취업관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에는 컴퓨터응용기계, 스마트

리를 해주는 소그룹 지도교수제, 기업전담제 운영, 프로젝트

전기, 자동화시스템, 금형디자인, 스마트시스템제어, 전자정

실습, 주문식 맞춤교육을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보통신, 신소재응용 등 총 7개학과가 운영 중이며 2015년에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대 산업에 꼭 필요한 ICT관련(금융소프트웨어,바이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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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지도교수제는 지도교수 1인당 학생 10~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월 1회 모임을 통해 인성 및 진로지도는 물

이 가능하다.

론이고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기업전

또한 성남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3개

담제는 교수 한 명이 10개 기업체를 전담하여 기술동향을 분

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

석하고 현장실습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씩

이러한 인력양성시스템을 통해 취업이 잘되는 학교라는 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30여개의 기업체들과

판을 얻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2013년 대학정보고시

협약을 맺고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향상훈

취업률 83.4%를 달성해 경기지역 1위를 차지했고, 올해에는

련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84.6%를 달성하여 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한편 성남캠퍼스의 최대 강점인 높은 취업률의 질적 향상
을 위한 노력과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한 성남캠퍼스는 7개 학과 중 6개 학과가 신성장동력학

84%를 상회하는 고 취업률을 달성한 성남캠퍼스는 경력개발

과로 선정되어 교육커리큘럼의 획기적 개편과 최신 교육장

센터 운영을 통해 최신 취업정보를 수시로 학생들에게 전달

비의 보강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었는데, 신소재응용

하고 있으며 취업캠프 등을 개최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

과로 명칭까지 모두 변경된 금속공학과의 경우, 변화에 필요

성법 및 면접스킬 향상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는데 10억 이상을 투자했으며 작년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매칭시켜 선배들의 취

한 해에만 현대제철에 학과 학생 11명이 선발되기도 했다.

업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기업의 CEO를 초청
한 취업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

취업의 질적 향상 위한 제도 마련해

하고 있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취업포트폴리오 프

국책 특수대학으로 기술 중심의 실무기능 엘리트를 양성하

로젝트도 폴리텍대학의 대표적인 취업프로그램이다.

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2년제 학위 과정 이외에도

성남캠퍼스는 취업 이후의 이직률과 퇴직률을 낮추고 학생

기능사 야간 6개월 과정을 3개 학과에서 운영 중이다. 야간

들이 현장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시간에 컴퓨터응용기계 직종, 기계설계제작 직종, 공조냉동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요청한 선발인원과 커리큘럼에 맞

기능사 직종의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춰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맞춤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들은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지원

또한 2학년 때의 이른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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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 대한 평
가를 기업체에서 대신 평가하여 학교 성적에 반영하는 제도
를 작년부터 도입하여 실행 중에 있다.
한 학기 등록금 115만원, 장학금 수혜율 81%
디스플레이제조장치, 5축 가공기 외 2,200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캠퍼스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학기 115만원이라는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등의 해외

택으로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성남캠퍼스는 작년의 경

연수기회를 늘리고 있는 성남캠퍼스는 취약계층 교육과 나

우,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총액이 1,241백만원으로 장학금 수

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과 함께 고교와 상생할 수 있

혜율이 81%를 기록했으며, 24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의 한

는 고교 직업 체험 학습도 운영 중에 있다. r
글·사진│이상미 기자 trustme@hkrecruit.co.kr

학기가 이용료로 38만원을 받고 있다.

INTERVIEW

권 영 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을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설되는 ICT학과 또한 스마트시대에 걸 맞

인성교육에도 비중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

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이 발빠르

다. 즉, 학장 및 기업체 CEO특강, 영어교육

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강화, 도서관 확충과 독서왕 선발대회, 멘

업트렌드의 흐름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늘

토·멘티 만남의 장 전개 등이 그것입니다.

고민하고 실행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과 예비 대학생들에게
요즘 모든 대학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애쓰
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설사 취업에 성공했
다 할지라도 이직이나 퇴사가 많은 것이 현

아무래도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

실입니다. 취업은 회사 이름이 아닌 본인의

학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

두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면 취업률을 신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퍼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의 가치가 인정받는

만 너무 취업률에 얽매이다보면 자칫 학생들

장 중요합니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이

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보다는 단

우리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기술

나 스위스는 일찌감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

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들어가고 보자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인재를 환영합

고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뿐

니다. 주위의 추천이나 권유보다는 자기 스스

신만의 특화된 기술이 있다면, 비록 지금 이

만 아니라 결국 학교의 피해로 이어지는 그

로 기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

릇된 실례라고 할 수 있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대학의 문을 두드

는, 또한 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밑거름
이 될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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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교육의 포인트를 현장실무형

리십시오. 최상의 교육서비스로 여러분의 꿈

인재 양성으로 두고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

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에 투입할 수 있는, 기업에서 먼저 찾는 인재

하겠습니다.

취업 시사상식

매달 가장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들을 요약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고, 주요 키워드별로 분석해보고 시사상식에 대비해
주요 키워드 용어와 신개념 용어들을 정리, 분석해본다.

세월호법 내일 처리 불투명…파행정국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 2014-08-12 이귀원 송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처리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파행정국이 장기화할 조짐
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있는 세월호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하중략
반면 전날 재협상을 결의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무런 공식 회의도 잡지 않은 채 일단 내부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며 향
후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
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어떻게든 추가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것으
로 보이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워낙 커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의 일환인 정부조직법 등의 통과가 절실한 만큼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
성이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세월호법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연쇄적으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협상
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을 요
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과 관련,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세월호특별법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진상
규명하도록 만든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독립적이고 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참사원인과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법 제정
의 목적이다.

* *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로,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조사 사
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위원회 의결로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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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행복한 삶’
이
대학의 핵심가치이자 최고의 경쟁력
정화의 역사는 1951년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설립자 故 권정희 여사는 극빈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전쟁미망인과 전
쟁 고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미용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52년 문교부 인가를 받아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정화예술대학의 모태이자 대한민국 미용교육의 원류(原流)가 되었다. 대한민국 미용교육의 원류
에서 2008년 정화예술대학으로 제2의 창학을 실현하고 있는 정화예술대학을 알아본다.

전장에서 태동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60여 년 정화의 역

명동캠퍼스 본관을 신축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교

사는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시대를 선도하는 개척의 역사로

수진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도 대학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집약될 수 있다. 1953년에는 이·미용 자격 관련 소관 부처

하는 등 탄탄한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 보건부로부터 최초의 미용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아 취

그 결과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아 정화예

업의 활로를 넓혀나갔고, 1960년에는 문교부로부터 2년제

술대학으로 제2의 창학을 선포하며 오랜 숙원을 이루어냈

사범과인 미용전공과를 인가 받아 미용지도자 양성의 포문

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창학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여 정

을 열었으며,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의 시기에는 최

화의 60년 역사를 반추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학내 구성원

대 규모의 미용고등기술학교로 성장하며 직업기술교육의 명

의 의지를 한 데 모은 바 있다.

문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였다.

미용교육의 요람으로 60여 년 역사를 이어온 만큼 2만 여

그러나 고등교육 인구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이르러 대학

동문을 배출해 낸 막강한 인적 인프라 또한 자랑 할 만하다.

에 미용 관련 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재도 산업현장 곳곳에서 정화의 인재들이 대한민국 뷰티

미용교육 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등 지도

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수많은 교육기관이 폐

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문도 상당수다. 주변에 미용 관련업

교의 수순을 밟는 가운데, 본교 또한 존립의 최대 위기에 직

종사자가 있다면 직간접적으로 정화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

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체념하는 대신

을 것이다.

2004년 미용 단일 교육기관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인 현재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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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특성화 대학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4학부 체제

스로 활용하는 도심형 대학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배

2008년 헤어디자인과와 피부미용과의 2학과 체제에서 출

움은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동이 곧

발한 정화예술대학은 2014년 현재 미용예술학부(미용, 피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활력 넘치는 캠퍼스가 되는 것이며 미

미용, 메이크업 전공), 방송영상·연기학부(방송영상, 연기

래의 일터로 이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2년 동안 명동에서

전공), 관광학부(항공서비스, 호텔관광경영 전공), 사회복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배움과 성장의 과정

학부(사회복지, 영유아보육 전공)의 4학부 9전공 체제를 이

이라 할 수 있다.

루고 있다.

명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地價)를 형성하고 있음에

서울권에서 1천 여 명의 입학 정원을 보유한 비교적 작은

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 명동캠퍼스에 이어 남산캠퍼스를

규모의 대학이지만 지금의 4학부 체제를 완성하기까지는 나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에의 지속적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름의 심도 있는 의미들이 전제되어 왔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배움터를 제공

미용예술학부와 사회복지학부는 국난 극복의 의지를 사회

함으로써 지역사회 대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고자 했던 정화의 설립이념을 반영하

인재를 양성·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른바 인력

고 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뿌리에 대한 고찰은 생존과 존

양성 및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립, 그리고 역할수행의 범위를 한정짓는 데 든든한 버팀목으
로 자리하게 한다.

커리어매니지먼트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취업 교육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삶의 기반을 상실한 전쟁미망인과 전

정화예술대학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취업지도와 학생상담

쟁 고아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고등기술학교로

기능을 통합한 커리어매니지먼트센터를 개설하여 직업 준

출발하여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으

비, 직업의 선택, 취직, 직업생활 적응 등의 진로준비를 단계

로 제2의 창학을 일궈낸 지금, 미용예술학부와 사회복지학

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재

부는 그 성장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

학 기간 중 매 학기별로 달성해야 할 진로목표를 구체화하여

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된 커리어로

다.

드맵을 운영하고 있다. 정화예술대학의 커리어로드맵은

한편, 방송영상·연기학부와 관광학부는 지역사회에 기반

Life Plan-Career Plan-Job Plan-Success Plan의 4 단계

한 방송문화 및 공연연기, 관광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전

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학생

략적 특성화 학부이다. 정화예술대학이 위치한 명동은 영화

들의 진로요구에 맞춰 취업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

의 메카 충무로, 공연예술의 허브 혜화동을 잇는 문화예술의

다. 커리어로드맵에 따른 진로지도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접점지이며, 교통방송 및 케이블 방송국 등을 가까이 두고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시

있다. 또한 명동관광특구를 비롯한 5개의 관광특구가 조성

간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기이해의 기회

되어 있는 중구 일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쇼

를 제공하고, 전공에 대한 직업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핑, 관광의 중심지로 다양한 유형의 관광 상품 및 특급호텔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목표에 적합한 학습

들이 포진해 있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커리어로드맵을 통

이러한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캠퍼

해 자기탐색과 개인별로 수집된 직업정보는 온라인 커리어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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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통해 누적 관리하고, 지도교수와 학교에서 의

동에 위치한 대학의 지리적 특성은 휴먼 서비스 관련 전공

뢰한 멘토들을 통해 학생에게 최적화된 경력개발이 될 수 있

중심의 대학 특성과 맞물려 유수한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도록 준비 중에 있다.

통한 현장실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실습 후 취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 하나가 현장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실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

습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학

하기 위해 교원들에게 커리어 코칭 교육을 실시하여 진로지

점을 취득하는 학제를 기획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

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

해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명

운영하고 있다. r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효과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적 시도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되었습

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또는 소외

니다. 즉,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배

된 사람들에게 나누며 취한 정신적 만족은 영속

경과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

적이며 그 파급효과 또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범

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도할 경

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 교육의 참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NTERVIEW

허 용 무 정화예술대학 총장

삶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을 이루

입학과 동시에 학생 개인 수준을 반영한 레벨을

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교

구성하고, 학생은 자신의 레벨에 맞추어 수업에

육을 통해 변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

참여토록 한 것이 레벨 수업입니다. 이러한 맞춤

Q. 정화예술대학이 표방하는 대학 경쟁력의 근간

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삶이 그 누구의

형 시스템을 통해 동일 교과목이라도 기초가 형

에는‘학생의 행복한 삶’
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삶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

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기본기부터 탄탄히

대학 총장으로서 전달하고 싶은 행복론의 핵심

니다. 부언컨대 정화예술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익힐 수는 기회가, 기초가 다져진 학생에게는 창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차별화된 정화만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

대학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인재양성에 대한

미용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함

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총장

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자

정화인증제란 전문교육의 최상화를 목표로 한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이 바로 정

신의 삶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기

우리 대학만의 교육품질 인증시스템으로, 졸업

체성 회복을 통해 정화만의 교육철학을 공고히

를 희망합니다.

후 직업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즉시 적응 가능한

다져 나갈 수 있는 가치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그것이 바로 총장으로서

수준의 전공능력과 성숙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비전임과 동시에 교

야 할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 프로그

교육은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돕는 것이기보다

육목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우선

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용예술학부

학생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이 되는 대학, 인간 존중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

내 미용전공이 중심이 되어‘미용인증제’
를 시범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용을 비롯하여 실용학

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고, 올해 2학기에는 피부미용과 메이

문 분야를 주요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에게

하여 교육의 근본에 충실한 정화만의 교육 정신을

크업 전공에서, 그리고 2015학년부터는 모든 학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현하는 데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부에서 인증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은 교육의 수단일 뿐

이렇듯 정화인증제는 우리 대학이 보유한 교육

근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최근 강조되고

Q. 정화예술대학의 대표적 특성화 전략인 수준별

역량을 최대한 집결시킴과 동시에 미래에의 대응

있는 행복론의 핵심 키워드는 나 혼자 움켜 쥔 행

맞춤교육과 정화인증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보

복이 아닌 나눔을 통한 만족에서 출발한 행복을

정화예술대학 미용예술학부의 대표적 특성화

루로서 타 대학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영역을 구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성공 또는 물질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준별 맞춤교육, 즉 레

축하는 데 중요한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적 풍요로부터 취한 만족은 단기적이며 그 파급

벨 수업은 학부 운영 규모가 방대한 만큼 다양한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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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학자금 대출 받으세요!
그토록 꿈꿔온 대학생활이건만,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다. 공
부 외에도 큰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교에 다니려면‘등록금’
을 내야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닌 큰돈을 꼬박꼬박 내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학자금 대출이다.

등록금 대출규모와 이자는?
등록금 대출규모와 이자는?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기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성회비 등)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원(방송통신
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0만원)
대출이자 : 2013년 2학기 연 2.9%(변동금리? 매학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을 수 있어 큰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데, 2012년을 기준으로 일 년에 1,728만 원 이상의 소
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만약 연봉이 2,500만 원이라면 기준소득 초과분 772
만 원의 20%인 154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그럼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의 금액이 원천징수 된다. 또한,
액수에 상관없이,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
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대학원은 든든학자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학
부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소득 소득
분위가 1~7분위에 해당하며, 만 35세 이하인 분들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분위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체계에 따른 환
산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든든학자금 신청대상은?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
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가
구소득 7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분위를 따지지 않
는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신입생, 편
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대학원
대출이자 : 2013년 2학기 연 2.9%(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고시)

취업 전 상환 부담이 없는 '든든학자금'
든든학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상환’기준이다.

9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대학(원) 및 전문

일반학자금 상환방식은?
든든학자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

상환

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무이자 학자금융!‘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농어촌출신 학부생을 위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도 있다.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2%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일반상환학자금'

나 본인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은 2%대의 낮은 이자율과 여러 상환

다. 단,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졸업하고 2년 후부터 분할로 할 수 있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자
만 갚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상환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은?

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본

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대 10년까지 설

인 자격인 경우에는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여야 한다.

정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개인신용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와 학제에 따른 제한이 있고, 소득 8분위 이상의 학부
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신입생, 편입
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성적 또는 이수

일반상환학자금 신청대상은?

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당 2번 특별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

추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
소득 8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은?

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신입생, 편
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융자조건 : 무이자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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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 패션 디자이너

“매 시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역동적인 직업이죠!”

장미정
㈜LS네트웍스 스포츠사업부 프로스펙스 의류디자인실장

Q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업무를 간단해 소

요 기능들을 탑재합니다. PROSPECS의 Power 시리즈의 경

개해 주십시오.

우 뒤축의 흔들림 방지, 11자 보행, 쿠셔닝 등의 기능을 중심

패션 디자이너는 사회적인 동조에 의해 유행되는 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까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으로 그 기능을 최적화시키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을 합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라 할 수
있죠. 최근에는 패션 디자인 분야가 세분화 되는 추세입니다.

Q

모자·선글라스·장갑 등의 악세서리 디자이너, 배낭·가방

저희 집안에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릴 적부

등을 디자인하는 용품 디자이너, 운동화·구두 등을 디자인

터 패션이 친숙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옷을 좋아

하는 신발 디자이너, 재킷·바지 등 의복을 디자인하는 의상

하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상디자인은 제품만

디자이너 등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종합 예술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

패션 디자이너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적정한 판매 가격에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된 이후에
Q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구두

는 제품이 판매시기에 맞게 매장으로 출고되어야 합니다. 또

디자인과 운동화 디자인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지기 위한 마케팅적 접근도

브랜드에 맞는 컨셉, 컬러, 트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움

요구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직임에 대해 어떤 기능을 탑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합

하나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흥미롭고 그 최

니다. 즉,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운동화는 운

선봉에 패션 디자이너가 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기능을, 구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기획됩니다. 예
를 들어 운동화는 어떠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Power Walking, Running, Trekking, Golf, Tennis 등 목
적에 따라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운동에 적합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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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정한 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
셨나요?

대학의 의상학과에 입학해서 디자인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고 직접 작품 생활을 하면서 준비했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

론 매출성과가 좋을 때도 보람을 느끼지만, 그보다 제가 만든

지고 작품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열정 덕분에 졸업 후 바로 패

옷을 사람들의 멋지게 연출한 모습을 볼 때, 그 때 패션 디자

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너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낍니다.

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Q
Q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이 있는데, 유학이 꼭 필요한 걸까요?

현직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패션 디자이너의 전망을 어떻
게 보는지요?

소비자들은 On-Off 라인을 통해 많은 정보와 물질의 풍요

디자인이란 책을 읽는다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나
‘를 표현해 주는, 자신의

고 느끼고 감동 받은 것들을 구현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개성을 잘 살려주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을에 낙엽 지는 나무를 보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시즌 컬러

디자인의 차별화는 더욱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창작에 대

와 컨셉을 구현하여 디자인할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 열의가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디자인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스토리를 담아내는 것’
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

Q

다. 예를 들어, 프로스펙스의 브랜드 철학이‘격렬한 경쟁 구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이나 스
킬, 역량 또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도의 스포츠를 구현할 것인지 가벼운 움직임의 즐거움을 주

패션 디자인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역량, 자

는 감성 브랜드’
인지 등의 브랜드 컨셉 등 브랜드 스토리를

질이 필요합니다. 그 중‘컬러’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들은

다. 요즘 트렌드는 컬러풀한 아이템이라 컬러를 어떻게 믹스

이런 감성적인 면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

할 것이지, 어떤 톤을 사용하여 세련됨을 표현할 것인지가 중

렇다고 해서 유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유학

요합니다. 그런데 컬러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표현하기가 어

을 가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글로

렵습니다. 디자인은 잘 했어도 컬러를 제대로 못 입히면 디자

벌 국가입니다. 해외의 유명 전시나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들,

인까지 사장되기도 합니다. 어떤 컬러의 조합이 세련되게 표

세계의 트렌드한 문화들을 우리 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습

현되는지 스스로 평소에 컬러 배색을 자주 보고 컬러를 분류

니다.

하고 조합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현하는 기법에
따라 컬러가 달라 보이므로 여러 전시회들을 통해서 시각을

Q

패션 디자이너가 다른 직업보다 매력적인 면과 어려운 면

넓히는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컬러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되

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색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 시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지
루하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만든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역동적인 직업입니다. 즉, 항상 틀에 억매이

Q

패션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 않는 멋진 직업이죠.반면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

본인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지를 알고 준비

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번 2014 S/S에 저희 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본인이 입을 수 있고, 취미가 있는

스펙스의 의류 매출이 작년 대비 4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면 캐주얼

다. 저성장 시대에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론 다음

브랜드, 운동을 좋아하면 스포츠 브랜드, 산행을 좋아하면 아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웃도어 브랜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십시오. 입어보고,

Q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

느껴보고, 판매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것

가요?

입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열심히

가장 큰 성취감은 제가 처음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괜히 신나고 기분 좋죠. 물

준비해서 그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여 공략하기 바랍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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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신입사원 성공시대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
즐거울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한 직업이죠!

AM 7 : 30
버스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회사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일찍 눈을 뜬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의 근무환경 상 좀 더 여유 있는 아침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일
찍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하면 하루가 여유롭다. 부모님이
직접 갈아주시는 과일 쥬스를 마시고 출근길에 나선다. 이동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리라 버스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노래를 듣기도 하지만 요새는 러시아어나 영어 회화
파일을 들으며 출근한다. 지금까지 해놓은 어학공부들이 아
까워서라도 감을 잊지 않기 위해 틈틈이 노력하고 있다.

AM 10 : 30
출근을 하자마자 포스트잇에 오늘의 할일을 작성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 후 컴퓨터로 가장 먼저 하
는 일은 전날 퇴근 후부터 출근까지 들어온 예약자 수 확인하
기다. 상품마다 최소모객이 됐는지, 항공좌석 수보다 예약이
넘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며, 상품을 출발시키기도 하고,
좌석을 추가요청하기도 하며 상품의 전반적인 예약관리를 한
김 근 영 HNT 하나투어 유럽패키지사업부 동유럽/북유럽팀

다. 고객-대리점-세일즈직원을 통해 상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여행의 필수 구성요소들(항공, 호텔, 식사 등)의 관리,
상품 수질관리 등을 체크하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HNT 하나투어는 16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에서

다. 문의 시간이 몰릴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부동의 1위를 이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여행 기업이

여유로운 오전을, 때로는 바쁜 오후를 보내다보면 금방 퇴근

다. 하나투어는 호텔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개발과 운영에

시간이 된다. 여름 성수기엔 퇴근시간이 조금 늦어질 때도 있

서부터 문화컨텐츠의 제작과 유통까지 기존의 여행 사업을

지만, 평균적으로 칼 퇴근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라 제 시간 내

확대하고 진화시켜 관광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

에 업무를 끝내놓고 퇴근을 준비한다.

다. 끊임없는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2020 글로벌 No.1 문
화관광유통그룹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HNT
하나투어의 신입사원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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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카자흐스탄학과’
라는 다소 특이한 과를 전공하
며 기본적인 영어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지 않는
‘카자흐스탄어’
와‘러시아어’
를 공부했다는 근영 씨는 지난

해 8월 하나투어 인턴 사원으로 시작해 11월 대졸 공채로 입

된 사람을 맞는 직업’
이란 말을 듣고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

사한 1년차 신입사원이다.

고 생각했다는 그녀는 자신의 동기들만 보아도 여행사에서

“사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는 자율전공으로 입학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활동적이고 밝은 표

학과가 정해지기 전에는 사회복지, 실버산업, 무역 수업 등을

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들어보며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년이 올

“성실성이란 어느 회사에서나 요구하는 덕목이잖아요. 저

라가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일반적인 학과를 전

를 비롯한 동기들을 보면 성실은 물론, 외국어 능력과 긍정

공해서는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

적 마인드, 그리고 여행업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나요. 여

각에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전공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

행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은 필

서 카자흐스탄 학과를 전공해 언어부터 문화, 지리, 역사 등

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마다 업무 성향은 조금씩 다를 수

을 공부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었

있지만 상품기획 업무는 팀플레이보단 각자의 담당 상품이

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함께 준비했어요. 나중에는 카자흐스

정해져 있어 업무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탄으로 직접 유학을 떠나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스

취업준비를 했죠. 타지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

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 할 직업이에요. 반면 여

들을 만나고, 문화를 몸으로 배웠더니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매력 넘치는 곳이기도 하죠.‘여

현지인들과 협업을 하거나 상품기획을 준비하기 위해 접촉을

행사에 오고 비행기 타는 것이 쉬워졌다’
라는 말을 자주 하

할 때도 이해와 적응이 쉬워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곤 합니다.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편이라 싼 상품들

것 같아요.”

을 이용하여 여행을 정말 자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비
가 5:5에 가깝고 연령대가 젊어, 타 기업에 비해 비교적 자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흥미로워야

유롭고 화목한 분위기예요. 젊은 열정과 자유로움을 좋아하

차별화를 무기로 취업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간

며 여행을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회사입

근영 씨는 준비해왔던 언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투어라고 생각

니다.”
회사 분위기에 맞게 밝고 활동적인 성격의 근영 씨는 앞으

했다고.

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며 신입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이 언어였어

사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요. 토익과 스피킹의 영어는 물론이고 카자흐스탄어와 러시

“저희 회사의 상품을 통해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은 제 담당

아어 등에 관련된 공인어학시험은 다 점수를 가지고 있었거

지역을 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든요. 여행사 학원을 다니며 CRS 예약발권 자격증도 준비했

는 많은 고민을 하며 결정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가는 시간

었죠. 개인 공부 및 취업 스터디를 위해 꾸준히 취업 준비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행상품의 만족도에 따라 하나투어

했었어요. 이런 준비 외에도 밴드부 보컬, 총 학생회, 카자흐

의 이미지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될

스탄 한인 유학생회, 학과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

수 도 있겠지요. 휴식, 경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계획을 한 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 다른 고객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즐거움일 겁니다. 그러한

이런 활동도 회장이나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도 많이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역시 믿고 선택한 하나투어

키웠고요. 항목마다 나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경험들을 녹여

상품이구나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싶습니

내고,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

다. 좀 더 일을 하다보면 이보다 더 장기적인 목표가 생길 수

여주는 것에 신경썼어요. 언어에 자격증, 유학 경험 등 제 자

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일단은

소서를 읽어보면 여행사의 상품기획자를 뽑는 채용담당자의

신입사원으로서 제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하고, 제 고객

입맛에 맞는 지원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경험에서 발휘된 역

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저의

량을 어필하며 서류를 준비했었습니다.”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싶어요.”r

입사 후 교육을 받을 때 전무님이 말씀하신‘즐거울 준비가

글·사진│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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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신입사원 6인이 말하는 취업 스토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세요!”

리스크 관리팀 김시락 / 멤버스 마케팅팀 조혜미 / 인사팀 박재형 / 인사팀 장여진 / 멤버스 운영팀 류정원 / 자금팀 이정석 (왼쪽부터)

국내 최대의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는 고객들에게 힘이 되는 생활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안정된 경영기반과 실속 있고 편리한 부가혜택,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를 추구하는 롯데
카드는 최대가 아닌 최고의 카드사를 지향한다. 이러한 롯데카드의 정신에 따라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고객
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카드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는 롯데카드의 신입사원들을 만나 지원동기, 서류작성, 면접 등 취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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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입사 동기 및 담당 업무 등의 소

하는 학생’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M&B라는 공모전 학술동

개 부탁드립니다.

아리를 들게 된 이후로는 저에게‘논다’
라는 의미가 예전과

정석 올해로 입사 2년차, 자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석

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놀되

입니다. 저는 기자라는 꿈을 꾸고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 이후론 사람들과 같이

학했지만 군 입대 후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다양한 취업 준

놀면서 공모전도 하고 스터디도 하며 이전보단 의미 있는 시

비를 해보면서 금융권으로 취업 진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

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부터 각종 공모전 참

격증을 따보며 금융권이 나와 잘 맞겠다 생각했고, 지금은 운

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표자로 사람들을 이끌어도

이 좋게 롯데카드에 입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재형 저는 건국대 사범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였고, 현

여진 저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바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

재는 입사 2년차로 인사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창업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고, 학부조교와 학생회 간

다.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

부 활동을 통해 그룹 운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봉사

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은 롯데카드 인사팀에서 교

활동, 교환학생 등 해외에서도 생활했죠. 그러다 인턴생활,

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각종 취업캠프 등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

혜미 저는 지난 1월에 입사해 롯데 멤버스에서 마케팅을 담

를 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재형‘경험 하나는 곧 지혜 하나’
라는 생각으로 토익 1점보다

시락 저는 경북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혜미 씨와 같이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며 대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롯데카드의 신용관리부문 리스크 관

학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이나 학군단 임

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24시간 운영되

원진, 해외 교생실습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다양

는 카드의 프로세스가 매우 신기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우

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원하는 진로로 취업하기 위해 평

리가 자는 동안에도 늘 운영이 되고, 결제가 이뤄지잖아요.

생 교육사나 심리상담사 같은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학과 공

이런 것이 너무 신기해서 카드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부도 성실히 준비해 수석졸업을 하며 대학생활을 마무리했습

생각을 했습니다.

니다.

정원 올해 1월에 입사해 롯데카드 멤버스 사업부에서 시스

정석 저는 원래 기자라는 꿈을 가지다가 진로를 변경한 경

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멤버스의 전반적인 외부 제휴

우라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금융권으로 취업을 위

사나 캐시비 제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에서

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간 케이스입니다. 금융에 관련한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사 입사를 꿈꿨지만 적성에 맞지 않

지식을 쌓기 위해 경제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고, 금융3

는 것을 알고 진로를 살짝 바꿔 현재 롯데카드에 입사하게

종 자격증, RFM, AFPK 자격증 등을 준비했었습니다. 또한

되었습니다.

경제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

여진 저는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을 전

나 TESAT시험도 준비하고, 경제교육 봉사활동도 하며 금

공하다보니 금융권 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에 카드를

융권으로의 취업을 꿈꿨습니다.

사용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롯데카드

혜미 저도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을 한두 번 해보긴 했지만

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화려한 활동을 한 편은 아닙니다. 전공을 살린 공모전을 조

으로, 현재는 인사팀 교육파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 해봤던 정도예요. 대신 학과 소모임에 참여하는 등 과 생

담당하는 업무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의 입문과정 및 육

활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들을

아휴직 복귀자 교육, 자기계발 지원, 조직 활성화, 해외 주재

만나 다양한 조언을 얻었어요. 또한 취업을 위해 학내 취업

원 교육 등입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며 많은 도
움을 받았습니다.

Q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이 궁금합니다.

시락 제 대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참 놀기 좋아

정원 처음부터 금융권으로 취업을 꿈꿔 토익공부나 면접 스
터디 등의 취업준비를 위한 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막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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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며 왜 이러한 질
문을 던지는지, 이 질문을 통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뭔지, 항목마다 회사와의 연관성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시락

조혜미

연한 꿈이었지만 진로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준비는

으로 인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롯데카드

없었어도 오히려 취업 시기가 되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인턴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보다는 금융권 입사에

2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끝마친 뒤 임원면접과 PT면접을 통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KRX 한국거래소 자

해 최종 입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시장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금융권에 꿈을 가지고 있는 친

혜미 저 또한 시락씨처럼 공모전을 통해 인턴으로 입사한

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

경우인데요, 저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하게 되어 하계

학생활을 너무 안했다는 생각에 무작정 혼자 총학생회실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달간의 인턴십 과정 중 다양

들어가 기획부 활동을 하며 짧게나마 대학생활, 단체 생활도

한 과제와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재형 저는 학창시절 학군단(ROTC)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졸업 후 임관을 해서 군대 복무를 마친 뒤 장교 채용 전형으

Q

여러분의 입사 과정이 어땠는지,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여진 가장 일반적인 공채 전형으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롯

로 입사했습니다. 전형은 남들과 조금 달랐지만 입사 과정
및 채용절차는 공채와 같았습니다.

데카드는 그룹 채용으로 인터넷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를 제출하고, 합격자에 한해 하루에 인적성과 면접을 보는
원스탑 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였습니다.

Q

구직자들이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특별한 인상
을 남기는 여러분들만의 비법이 있었나요?

정석 저는 롯데카드에 인턴으로 들어와 정규직 전환과정을

여진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서

거쳐 입사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서류전형과 구조화 면접,

최대한 저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회사에서 요

인적성 면접의 단계를 거쳐 선발됩니다. 인턴의 경우 공채보

구하는 인재상을 생각하며 그 속에 저의 다양한 경험들을 최

다는 경쟁률이 낮고, 채용과정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던

대한 녹여 내려고 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혜미 저는 많은 대외활동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외

정원 저도 정석씨와 마찬가지로 인턴생활을 거쳐 공채 전환

체류 경험도 없어서 눈에 띄는 특별한 경험이 적다고 생각했

전형으로 입사한 경우인데요, 인턴들은 2개월간의 인턴 생

습니다. 따라서 많지 않은 경험들 속에서도 저만이 느끼고

활 뒤에 최종 PT면접과 임원면접을 거친 후에 입사통보를

배운 것들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었어요. 많

받게 됩니다. 저는 합격통보를 받고 그룹 연수에 들어가기

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문단 위에 한줄 요약에도 신경

전 2개월간의 조기 수습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을 써,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락 저도 인턴 생활을 거쳐 최종 입사했지만 인턴 입사 과

재형 욕심을 내서 모든 것을 적으려 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롯데그룹은 다양한 계열사가 참여하

곳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따라 잘 걸어왔다는 일관적인 흐름

는‘롯데공모전’
을 진행하고 있고, 입상자에 한해서는 부상

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기소개서에 작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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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꿈이었지만 진로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
에 다른 준비는 없었어도 오히려 취업 시기가
되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박재형

류정원

험 하나까지도 일관성 있는 흐름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 어

어필하는 것이 좋아요. 즉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수많

필하고자 했습니다.

은 자소서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차별성, 간

시락 저도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었

결하며 핵심을 건드리는 제목과 첫 줄, 인사담당자의 눈길을

는데요, 인터넷과 주변 지인들의 자소서를 보며 어떻게 쓰는

끌 수 있는 특별한 인상이 아닐까요?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설득력이 있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왜 기업이 이러한 질문
을 던지는지, 이 질문을 통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뭔

Q

면접에서 자신이 어필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기억
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지, 항목마다 회사와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원 면접에서는 자신감과 진솔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형씨 말처럼 다양한 대학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면접에서 옆 사람이

생활을 보여주기보다는 지원하는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경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 신경 쓰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와

험을 적어야 인사 담당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면접관 사이의 질문에 집중하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전체 질문을

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두에 던지는

여진 롯데는 구조화 면접으로 유명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두괄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

정석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회사에 대한 열정과 관심

는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회사 인재상에

을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해온 일이라도 곰

준비한 스펙들이 취업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해오지 않으면 소중한 면접 기회에서

평소에 내가 가졌던 흥미를 보여주기 위한 점들을 어필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학교 취업 진로처에서 자기소

또한 거창한 대답보다는 나만의 분석으로 솔직하고 당당한

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스스

자세로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로 읽어보거나, 같은 취업 준비생들이 읽고 첨삭을 해주는

정석 저는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며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전문가의 객관적

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어필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인 진단을 받아보고 지적 받은 것을 고치는 것이 큰 도움이

사이에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 칠판에 강연을 하

되었습니다.

듯이 저를 소개했었는데 그것이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남

정원 앞에서 이야기 해주신 팁들이 정말 다 중요하다고 생

들보다 먼저 강력한 인상을 주고 면접을 진행하니까 면접관

각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남들이 다 쓰는 식상한 어구

들의 인상에 제가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효과적으로 저를 어

나 정형화된 표현들을 지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

시락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면접관분이 한 지원자에게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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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좌담기 롯데카드

면접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 했을 때,‘저는
롯데카드에 입사하기 위해 롯데백화점에서 롯데카
드로 정장을 사 입고 왔습니다’
라며 코팅해간 영
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장여진

이정석

점수가 낮은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지원자는 토익대신
다양한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대외활동을 했고, 그만

Q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와 신입사원으
로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큼 다른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접관은‘다른 지

정원 연봉 몇 백만 원 차이, 회사의 네임 벨류 등도 물론 중

원자들은 당신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도 높은 토익점수를

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에 앞서 무엇보다도 이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어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되물었

일을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남들보다 내가 잘 할

습니다. 질문을 받은 지원자는 물론 옆에서 듣던 저까지 당황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게 만드신 질문이었습니다. 임원 분들은 허를 찌르는 질문

른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

들을 통해 지원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시고는 그 대처능력을

다. 이제 1년 남짓 다닌 회사에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참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편안하게 무엇이든 시킬 수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듬직한 후배가 되어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혜미 저는 인턴 생활을 하고나서 최종 전환 면접을 본 경우

미래를 보고 입사한 회사인 만큼 젊은 날의 선택이 후회로

라 면접관들과 안면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시락씨 말처럼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때

여진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

도 많아 평소에 미리 생각해두고,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면접장에

라면 면접에서 당황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평소에 늘 고민하

서 당당한 태도로 임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고 생각하면서, 질문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직자 분들 파이팅입니다. 대학 수업

답변보다는 사소하더라도 직접 겪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디

전에 합격 문자를 받고 너무 좋아서 방방 뛰던 1년 전이 기억

테일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네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일

재형 저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을 하는 센스를 길러서 제가 맡은 업무들을 멋지게 처리해보

소속된 회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면접관도 사람

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빈틈없이 처리해 회사 직원

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지원자에게 더 눈길

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싶

이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롯데카드에

습니다.

대한 애사심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관이 하고 싶은 말

시락 사상 최대의 취업난, 삼포세대 등 힘 되는 소리보단 힘

을 해보라 했을 때,‘저는 롯데카드에 입사하기 위해 롯데백

빠지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화점에서 롯데카드로 정장을 사 입고 왔습니다’
라며 코팅해

잃지 말라는 형식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위로를 해드리고

간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면접관이 좋아할만한 지원자

싶습니다. 스펙 쌓기에 목매여 인생에 단 한번 밖에 없는 대

가 어떤 사람일지 고민한 뒤, 인상적인 방법으로 저를 어필

학생활을 허비하지 마시고 젊음과 패기를 담은 멋있는 대학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생활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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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능력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

련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도 해보고 취업에 도움까지

니다. 저도 저의 능력을 믿고 제 자신을 늘 가치 있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험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며 생활합니다. 장난스럽게‘나는 회사의 임원이 될거야’

경험들을 통해 된 사람으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저의 장기적인 포부를 가지고

인적인 목표가 사람의 됨됨이를 기르자는 것인데요, 업무에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

서나 회식자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쟤는 없으면 안돼’
라는

고 싶습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보고 배울

혜미 뻔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출발점이 이르고 늦고 차이

수 있는 선배, 선배들에게도 사람 좋은 후배가 되도록 바른

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취업이 늦게 된다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고 해서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

재형 화려한 스펙보다는 뜨거운 심장을 갖고 도전하십시오.

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신입사원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해 하는 것은 최고를 앞 다투는

이지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배, 신뢰할 수 있는 신입

스펙이 아니라 회사와 지원 직무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

사원이 되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선

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멋지게 도전하시길 응원하겠습니

배가 많지만 후배도 생겼거든요. 막내일 때는 배운 대로 습

다. 신입사원으로서의 제 각오는 제 담당 업무 분야에서 빈

득만 하면 되는데, 후배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으니까 이게

자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든 자리는 몰

쉽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높은

라도 난 자 리는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입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만

지 오래 되지 않아 눈에 띄는 중요한 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들고 싶습니다.

묵묵히 제가 맡은 일을 다 처리해서 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정석 학점과 토익 점수에 매달려 내부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r

대학생다운 패기로 최대한 많은 외부활동을 즐겼으면 좋겠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습니다. 단, 이러한 외부활동들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관

사진┃한명섭 객원기자 prohan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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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프로젝트 해외 취업 유망국

청년 해외취업,
베트남, 싱가포르, UAE, 일본 등 유망해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유망한 10대

‘해외취업 유망국가’
란 해당 국가의 시장규모, 성장성, 진입용이성, 국내인력

국가는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

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여

포르,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

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를 의미하며 취업 유망국가를 선별하기 위해 금번

(UAE), 일본, 카타르, 호주, 홍콩

용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전 세계 103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

(이상 가나다순) 등인 것으로 나타

았다. 그리고 현지시장 매력도 및 진입용이성을 대변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취

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해외
취업·창업 유망 국가를 선별하기

업 고려대상 국가 45개를 일차 선별하고, 추가 지표를 적용하여 유망국가 10개를
최종 도출하였다.
■ 해외취업 유망국가 선정 지표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지

구분

난 7월에‘해외취업 유망국가’선

적용

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

거시 지표
분석대상(103개) 중
해외취업 고려국가(45개) 선정
시장매력도
- 1인당 GDP, 국가경쟁력지수
- 경제성장률, 외국인 직접투자
진입용이성
- 유학생 수
- GDP 대비 국내교역량
- 국가청렴도 지수

미시 지표
해외취업 고려국가(45개) 중
유망국가(10개) 선정
시장매력도
- 임금수준, 실업률
- 비자여건
- 언어 역량 요구정도
진입용이성
- 신규해외 법인 수
- 현지·해외법인의 국내인력수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영·미권 국가 외에도
아시아 선진국(일본, 싱가포르), 중동(카타르, UAE), 동남아 개도국(베트남) 역시
해외취업에 도전해 볼 만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유망국가로 선정된 10개국의 국가별 주요 취업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다.
독일

산업성장세가 견고하며 2025년까지 500만 명의 전문인력을 필요.

취업비자 발급 조건이 완화되어 외국인의 취업이 비교적 용이. IT, 기계·자동차
엔지니어 등에서 인력 수요가 높음
미국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외국인력 채용 수요가 급상승하고 있음. 영어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인력이 인턴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이 활발하여 채용수요가 증가
베트남

대졸 이상 고급인력, 관리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가 늘고 있음. 베트

남어 혹은 영어 구사가 가능하면 외투기업,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취업 기회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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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우리나라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함
해외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며 ’
15년까지

싱가포르

IT 분야에서 8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 우리나
라 인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현지 리쿠르팅 기업
다수가 한국인 채용 전담팀 보유
실업률이 EU 최저(’
14년 5월, 4.7%)

오스트리아

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추진 중. 전문인력 부족
군에 대한 취업비자 획득이 용이. 유럽의 중심이라
는 지리적 이점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
아랍에미리트(UAE)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고 있어 취업비자 획득이 용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현지에 다수 진행되고 있어 관리직에 대한 채용 수요가 높음
일본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취업비자 획득이 비교적 용이. 50만명 이상의 IT 인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특히 SW 개

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지리적 인접성도 강점
카타르

실업률이 매우 낮고( ’
12년 0.7%)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취업비자 획득이 용이. 국내기업의 현지진

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한류가 확산되어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호주

연간 20∼40만명의 숙련노동자 이민을 받고 있음. 인력부족 직군에 대해서는 취업이 용이하고 연봉 수준도

높은 편임. 최장 2년간 워킹홀리데이 체류가 가능하여 언어 숙달 및 취업정보 획득에 용이
홍콩

실업률이 낮고(’
13년 3.3%) 취업비자 획득 및 연장이 비교적 용이. 우리나라의 6대 교역국으로서 경제적 교류

가 활발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 현지진출기업의 국내인력 채용 수요가 많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청년들은 해외취업과 관련해 정보 부족을 여전히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고, 취업이 유망한 국
가들에 대한 정보가 특히 부족했다”
며,“유망국가별 취업 매뉴얼을 발간해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
대하고, 유망국가·업종에 대한 진출이 정부 지원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해외취업 고려대상 국가 및 유망국가 선정 결과
권역
아시아(12개)
중동(6개)
CIS(3개)
북미(3개)
남미(5개)
유럽(11개)
오세아니아(2개)
아프리카(3개)

해외취업 고려대상 국가(45개)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가나, 남아공, 라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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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취업스토리 여성 취업

여성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
새출발을 위한 준비를 돕는 기관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미경씨(가명, 44세)는 최근 13년 만에 다시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갖게 되었다. 줄곧‘누구 엄마’
로 불리던 미경씨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듯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회사를 그만둔 건‘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
고
말하는 그녀는, 불과 1년 전까지 흔히 말하는‘경력단절 여성’
이었다.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재취업의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다시 취업하려니‘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김미경씨는 건대입구역을 지나다 역사에 붙은‘여성일자리

잘 오지 않고, 이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취업 자체

박람회’현수막을 보고, 서울새일지원본부(서울시여성능력개

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력이 아닌 자신감이

발원)를 처음 찾았다. 박람회 행사장에서 마주앉은 직업상담

문제라면, 관련 사회활동이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

사에게 막연히 생각하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해도 큰 기대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년 뒤, 구직상담에서
직업훈련교육 과정을 거쳐, 지금은 작지만 어엿한 회사의 구

여성 취업정보, 전문 기관을 이용하자

성원이 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전

경력단절여성을 상담하는 취업설계사들은 하나같이“자

국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

신감을 가지라”
고 입을 모은다. 서울새일지원본부의 김숙현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도 하에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

직업상담사는“이곳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여성이 처음에는

으며, 현재 전국에 130개가 있다(광역본부 10개소 포함).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고 말한다. 3년째 취업상담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도 같은 역할

있는 그녀는“구직 단계에서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이 자신감

을 수행하고 있다.

회복이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게 자신감 회복이니

취업, 특히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이런 취업지원

그런 때일수록 집에 있지 말고 취업지원센터에 찾아와서 프

기관들을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성의 특

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조언

성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 일자리 등을 전문으로 사업을 운영

했다.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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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업들을 발굴해내거나, 여성

친화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인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업지원 흐름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사업도 동시에 수행하

구직자 욕구조사

고 있다.
우선 새일센터(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를 방문하게 되면,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상담사와 초기상담을 하게 된다. 이때는 본인이 지금껏
해왔던 일이나 막연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상담이 오간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설정이나 목표가 분명하면 바로 취
업알선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성이나
흥미도 검사를 통해 좀 더 자신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다. MBTI나 STRONG검사 등을 통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1:1 진로상담

취업준비 컨설팅
맞춤형 교육안내

인근 취업처 정보 및 취업연계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을 주부로 보낸 여성은 이전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실무에 필요한 직무감각을 되살리기 위

어주고 챙기지 못한 부분을 대신 알아봐주는 등 구직자의 취

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환경의 변화가

업을 바로 옆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빠른 요즘은 재취업 시 직업전문학교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이 같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취업지원뿐 아니라 기업체를 대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

상으로 하는 사후관리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들은 지적한다.

추천하는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여성인턴제 등 인건비를 보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취업상담뿐 아니라

조받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성친화기업으로 일촌협

직업훈련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수강료가 매우

약을 맺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이

저렴하거나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많으므로,

나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인식개선 강의에 무료로 강사를

가까운 센터의 교육과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친화 공간(여직원휴게실, 수유실 등)

교육과정에 따라 선발과정을 거치거나, 자격제한이 있는 경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우도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회계사무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김미경씨는
“혼자서 재취업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저처럼 여성전문 직업

거듭되는 면접 낙방, 혼자 고민하지 말자

기관을 찾아 취업지원서비스를 알차게 이용하기를 권한다”

물론 취업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고 해도, 실제 서류나 면접전

며,“한 두 번의 시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족한 부

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스스로 준비하는 이력서나 자기

분을 상담 받으며 다시 준비하면 취업도 어렵지 않다”
고 취업

소개서작성에어려움을느끼거나, 면접준비역시별도로하지

성공의 소감을 전했다.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일센터(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

는모두이력서나자기소개서컨설팅을무료로진행하고있다.

1199(대표),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가령 이력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함께 작성해주기도 하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http://wrd.seoulwomen.or.kr)을 방

고, 기업에 제출하기 전에 첨삭을 요청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

문해보자. 여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정리와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

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r

준다. 또한 1:1 상담을 통해 면접을 보기로 한 기업의 특성에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맞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해주기도 하고, 본인에게 어울

사진│서울시여성인력개발센터 제공

리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현장면접 동행을 통해, 자신감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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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창업 우수 창업가 인터뷰

로봇을 통해 사람과
세상이 소통하는 날을
꿈꾸는 젊은 CEO,

Luxrobo 오상훈 대표
작지만 강한 벤처 기업, 어리지만 당찬 대표로서 우리나라 로봇산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가 나타났다. 로봇이라
는 과학 기술에 인간의 감성을 담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 오세훈 대표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창업
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청년 창업가다. 로봇밖에 모르던 학생에서 어엿한 한 기업의 대표로 성장한 그를 만나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Luxrobo’
의
오상훈 대표 이력
학력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과 석사 휴학중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1기 졸업

아시아 Asia of robot festival (한국) 4위
World of robot festival 2008 (미국) 2위
World of robot festival 2014 (미국) 1위
World of robot festival 2014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여
WISER 국제 컨퍼런스 2014 (미국) 발표

수상
경력

세계

International robot contest (한국) 6위
Global Challenger (호주)로봇과 건축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지 만남
ROBOCUP (멕시코) 140cm 인간형 휴머노이드 개발팀

젊은 나이에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연구도 하
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없을까라는 열망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슴을 정말 뛰게 하는 건
로봇에 대한 것이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로봇이
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봇을 중심으로 창업 아이
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 9월에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현재의
Luxrobo입니다. 모인 사람들과 하고자 하는 비전과 생각
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현재의
제품 방향과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ROBOT OLYMPIAD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여
World of robot festival 2014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여
[총 상장 수 136장]
창업 관련 활동을 통한 우수한 예비 창업자
2013년 청년 과학융합
*창업 아이디어 창출활동 사업 책임자
주요
경력사항

2013년 캠퍼스 CEO 5,000만원 사업 책임자
이공계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4,900만원 사업 책임자
서울 청년창업센터 우수창업가 경진대회 5위
세계창업경진대회 3위

Q. Luxrobo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력 아이템은 스마트
플러그(smart plug)와 스마트 화분(smart pot)입니다.
럭스로보의 홈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이 지금 개발 중인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전력망
을 매개로 집과 소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스마트플러그
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또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집안의
인테리어와 식물을 기르는 화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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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마트 화분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사람

제품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각 기술들에 대한 정

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부 인증과정이나 특허나 상표권 같은 여러 부분들에 대한

하면 식물의 반응을 쉽게 알아보며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또 현실적인 비용에 대한 인식이 낮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그냥 만들어 팔면 되겠지’

현재는 로봇의 자동센서링 기술을 활용해 식물의 상태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창업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경험이 있는 다른 분

향후 빛의 파장과 주파수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식물과

들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는 치유 기능이 포함된 감성조
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창업단계이기도 하고 투자를 받아서 시작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변변
한 대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 개발에 진입하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보니 일은 더 많아지고 힘들지만 제품 개발비용 때문에 함

처음에는 단순하게 창업이란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등을

께하는 분들의 처우를 크게 높여줄 수 없어서 대표로써 항

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

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라고도 생각했어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이라는 것을 시작

Q. 향후 각오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누구나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상상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개성이 다른 만큼 남들과 똑같은

은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

삶을 살기보다는 한 번밖에 주어지 않는 내 인생을 보다 값

즘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창업이라는

지게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 역시 창업을 시작하고 매 순간 두렵고 무서운 순간마

아직도 도전 중에 있지만, 처음 가졌던 창업에 대한 이런

다 흔들려요. 달콤한 유혹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모호함이 현재는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

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념과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그저 로봇을 통해 세상을 보다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과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흔들릴 때 마다 그들이 힘이 되

고, 사람들에게 로봇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해보자는 창업

어주니까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 일하지 마세요. 제가

에 대한 목표와 돈을 벌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마음

가진 장점마저 단점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껏 만들어 보자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창업이라는 과정을

중요하고 사람이 모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조금씩 진행하면서 좀 더 사회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변

를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된 목표를 향해 뜻을 합한다

화와 가치들을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들이 많이 구체화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목표보

Q.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는 세상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목표가 사업을 유지하

보통 청년 창업가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교생활만 경험한

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행복감을 주고 함께 하는 사람들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사회가 어

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r

떻게 돌아가는 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글│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서나 개인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것과 상업적으로 로봇을

사진│Luxro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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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
진흥공단
www.kspo.or.kr

스포츠산업 진흥 앱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참신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개발분야와 일반 아이디어 기획분야로 나
누어 진행하며 △개발분야는 스마트기기용 앱 개발(안드로이드, iOS)과 △기획서 양식의 아
이디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월)부터 12일(금) 15:00까지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
구나(기업참가 불가) 참여가능하고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 구성으로, 응모횟수는 제한 없다.
공모 주제는 ① 국내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지원프로그램 아이디어 ② 스포츠산
업(용품, 시설,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③ 스포츠자원(선수,
지도자, 각종 대회, 아마추어 및 프로리그 등)을 활용한 스포츠 비즈니스 개발 아이디어 ④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⑤ 기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실현가능성·활용성(40%), 창의성(30%), 논리성·완성도·편의성(30%)의 기준으로 평가하
며

9월 중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1차 심사를 발표하고 10월 중 2차 심사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입상자 발표 및 시상은 10월~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참가자들은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개발분야는 개발계획서를 자유형식으로 5P이내, 10MB이하로 작성하고, 기획분야는 아이디
어 전문 파일명은 반드시 [대표자명_작품명.pp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장개척팀 02)970-9665

AK몰

www.akmcafe.com

AK몰 MVP 서포터스 14기 모집
애경유지공업의 E-비지니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AK몰에서 스마트하고 다이나믹한 4개월
을 함께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수도권 거주 스마트폰 유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최대 선발인원은 총 40명
으로 △M 마케터 (Marketer) : 대학생 마케터 △V 바이럴 (Viral) : UCC 제작 가능하신 분
△P 파워블로거 (Power Blogger) : 파워블로거를 꿈꾸시는 분을 모집단위로 한다. 지원 기
간은 오는 9월 9일 (화)까지이며 활동기간은 9월 29일부터 4개월간이다.
AK몰 MVP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공통미션과 개별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1) M
마케터는 AK몰 카카오스토리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집행 예산은 최대 50만원,
명확한 실행 방법, 기대효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대학생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현실적
인 방안이어야 한다. 2) V 바이럴 분야는 꿈꾸는 카페(www.akmcafe.com)를 알릴 수 있는
Creative한 UCC를 만들면 되고, 3) P 파워블로거 지원자는 AK몰에서 갖고 싶은 상품이나,
AK몰 꿈꾸는 카페(www.akmcafe.com)/ 페이스북/ 트위터 등 AK몰 SNS에서 펼쳐지고 있
는 이벤트를 주제로 한 포스팅을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AK몰 실전 마케팅 프로젝트 참여(3~4주에 한 번 오프라인 회의)와 주
간 개인 미션, 월간 팀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수료자에게는 향후 애경유통 인턴 지원 시 우대(인턴 수료자 중 신입사원 선발)와 매달 개인
별 적립금 10만원 지급, 현업 마케터/MD 멘토링, 격주 우수 MVP 별도 포상, 활동 기간 종
료 후 최우수 3인에게 장학금 150만원, 체험단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의 : AK몰 마케팅기획 양상욱 대리 champyang@aek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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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건설사 취업선호도 / 우수건설사를 찾아서

국내외新시장개척,인재들과함께간다!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과 국내 주택 사업에서의 상승세에 힘입어 구직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
는 가운데 지난 8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와 <월간 리크루트>가 함꼐 건설워커 회원 26,496명을
대상으로 건설사 취업선호도를 조사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활약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직자 선호 우수
건설사를 찾아 기업과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게재순서는 가나다 순임)
글ㅣ이상미 기자 trustme@hkrecruit.co.kr
이가영 기자 young@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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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대우건설

글로벌 E&C 리더를 향한 비상!
동작대교, 서울 외곽순환 고
속도로, 지하철 2·7호선, 광
안대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

축하고 국내 최초 열병합 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대규
모 산업설비시설을 건설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함께해온
대우건설. 작년 7월 박영식 사장 취임과 함께 경영방침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를 내세워 부문별 책임
경영 체계 구축, 수익성 위주 내실경영, 글로벌 사업 경쟁력 제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는‘푸르지오
‘는 2010년

고,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건설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이후 5년 연속 국내 주택 공급 1위,‘살기좋은 아파트’대통령

가운데에도 글로벌 E&C리더를 향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

상 포함 최다 수상,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1위를 수상하며 소

1973년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대우건설의 40년 성장사에

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외환위기 시기 불황의 돌파구를 찾

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해외시장이다. 선발주자들보다 약 10년

기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한 오피스텔 브랜드‘디오빌’
,‘푸르

늦게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대우건설은 당시 수주 경쟁이 치

지오 시티’
는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지

열했던 중동지역에서 눈을 돌려 수익성이 높은 신시장을 공략

수 1위에 선정되며 소형 주거상품 부문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

했다. 1976년 국내 업계 최초로 남미 에콰도르 진출을 시작으

지하고 있다.

로 이듬해에는 아프리카 수단, 1978년에는 리비아에 진출하
면서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개척했다.

대우건설의 신성장동력, 발전에너지

특히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문화장벽이 높은 아프리카

대우건설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50억 달러가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

넘는 해외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

해 건설업계에서는‘아프리카=대우건설’
이라는 공식으로 통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월성원전 안전설비 설계용역 등 발전

용되며 아프리카에서 국내 기업이 올린 수주총액 747억달러

분야에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의 35%(263억달러)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리비

조력발전 분야는 프랑스 랑스 발전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우건설은 978년 당시 미수교 국가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

였던 리비아에 진출해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등 전 공종을

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랑스 발전소(240MW)보다도 용량이

걸쳐 114억달러어치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민간외교

큰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를 시공하여 상업발전에 성공

의 첨병 역할을 했다.“한국은 몰라도 대우건설은 안다”
는말

시킨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화, 시화, 가로

이 나올 정도였다.

림만, 아산만,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조력발전 벨트 건설 부분

주택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여준다. 아파트에 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초로 환경개념을 도입한 아파트 브랜드‘푸르지오’
를 2003년

1930년대 이후 수력발전 분야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론칭하고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각광을 받은 발전 분야로 대우건설은 인도 다우리강가 댐

주거상품‘그린 프리미엄’
, 맞춤형 주택‘마이 프리미엄’
,한

(500MW), 라오스 호웨이호 댐 (150MW), 파키스탄 파트린드

차원 높은 편의와 문화생활을 제공하는‘라이프 프리미엄’
을

댐 (150MW)의 해외 수주 실적을 지니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112 recruit ┃ 2014. 9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향후 수자원공사와 함께
해외 개발사업 분야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자발전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며 민자발
전 자회사 대우에너지를 설립했다. 작년 7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대우에너지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에 900MW
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진행중으로 2016년 12월
준공 및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분야는 런던 협약에 따른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
기 금지 조치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주목되는 분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대우건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바이오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

스 DBS 공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 및 진출을

발히 펼쳤다. 알제리 지젤주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바이오가스 DBS 공법은

들을 위해 장비 및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마을 재건에 힘을 보

가축 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

탰으며 지역 내 축구단을 지원하고, 학교에 놀이기구와 도서,

는 시설로, 이상소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메탄가스 등의 바이

학용품을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은 모로

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또 이탈리아의 Technofluid와

코, 오만,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해외현장 중심으로

기술제공 MOU를 체결하여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전개되고 있다.

거두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유럽, 동남아

한편,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우건설의 성장이

및 세계 최대 유기성 폐자원 시장인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할

라는 철학으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It’
s Possible”
을 슬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으로 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대우건설은 협력회사 자금 지원을 위한 242억 규모의 동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It’
s Possible!

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180억원의 추석 긴급 운용 자금을 무

2012년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전사 릴레이 봉사활동’
은

이자·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연중 내내 스스로 참여

진행했다.

하는 대우건설 사회공헌의 핵심 활동이다. 이는 전시성 이벤

특히 자금 지원과 교육지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동반성장

트나 단순 기부 차원을 넘어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는 시기에 시급한 자금난 해소를 돕는 한편 교육과 기술개발

지난해 12월 19일에는 박영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20여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에서‘사랑

장기적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

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우건설은 연탄 20,000장

서다. 대우건설은 신규수주의 해외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

을‘서울연탄은행’
을 통해 104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

다는 목표로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부했으며 특히 이 중 3,000장의 연탄을 배달이 어려운 영세독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협업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

거노인, 장애가정 등 빈곤층 30가구에 임직원이 직접 전달했

고 있다. 남들이 나가지 않은 곳,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에 도

다. 올해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요양시설인 우

전해 새로운 건설사를 쓰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

성원, 은평구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시립평화로운집’등

게 다가가는 대우건설의 글로벌 E&C 리더를 향한 다음 움직

을 비롯한 각종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이

임이 기대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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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롯데건설,

글로벌 건설회사로 도약하다!

롯데건설의 전신인 평화건

피하고 소통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매년 GWP(Good

업사는 1959년 설립되었다.

Work Place)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

이 후 1978년 롯데그룹이 이

다. 롯데건설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을 바탕

를 인수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롯데건설의 역사가 시작

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전국 각지

되었다. 1998년 IMF의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고자 공격적

의 저소득 가정 및 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인 경영으로 1999년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 개념을

펼치고 있다.

도입, 롯데캐슬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였으며, 이 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쳐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 건축,

해외 첫 대규모 발전플랜트 사업 성공과 새로운 도전

토목, 플랜트 그리고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롯데건설은 요르단 알카트라나(AL Qatrana)의 복합화력발

확대해가며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건설은‘Asia Top 10 Construction Value Creator’

전소 건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후, 해외발전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르단 수도 암만 남쪽 90Km지점에 위

라는 2018년 비전 아래 시설 및 관련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

치한 알카트라나에 400MW급 복합화력발전소의 설계, 시공

고의 가치를 선사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등을 일괄 수행해 요르단의 전력 공급확대로 향후 국가기반시

이를 위해‘고객 중심’
,‘창의·열정’
,‘기술 선도’
,‘사회 공

설의 창출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한층 올리게 하는 사업이다.

헌’
의 네 가지 핵심가치와‘현장 경영’
,‘인재 경영’
,‘창조
경영’
이라는 경영이념을 통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이 활발한 중동·아프리카 진출 모색

구하고 있다. 또한 롯데건설은 개방적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롯데건설은 중동지역 전반에 걸친 건설 수주를 위해 중동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직원의 직무 및 조직 몰

지역 핵심도시인 UAE 아부다비에에 해외 지사를 리비아 트

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충 및 건의 사항 등에 항상 귀

리폴리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기울이는‘고충처리제도’
를 운영 중이다. 회사/팀(현장)/개

아부다비는 UAE의 핵심지역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

인별 실적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 사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UAE의 오일달러 중심지로서 사회

‘인정과 칭찬의 날 행사’
를 시행하여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

기반시설 확충과 플랜트 시설, 부동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UAE를 중동 진출의 전략거점으로 삼아
카타르, 두바이, 쿠웨이트, 사우디, 요르단 등에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및 인프라개
발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
에 플랜트 산업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 건설 시장 진출 앞장서
롯데건설은 기존의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
장에만 진출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
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중동과 동남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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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을 통해 듣는 채용정보>
Q. 인재상과 채용 전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롯데건설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 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
여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인, 자율성과 환경
적응력·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진취적
인 자세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서태근
롯데건설 인사팀장

를 지닌 유능한 지력인,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자
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기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롯데건설에서는 크게 A-Grade공채 및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Grade 공채전형은 서류전형, LTAB,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매년
2회(상반기 4월 접수, 5월 면접 / 하반기 9월 접수, 10월 면접) 정례적으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학업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점,
직무와 유관한 자격증 또는 직무경험, 글로벌 마인드 역량과 관련된 어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다양한 경험 및 목표
의식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를 중요한 척도로 하여 지원자를 보다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한“역량 구조화 면접”
, 지원 직무에 대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 해외 건설사업에

한 직무적합도 및 직무능력검사(LOTTE Talent Assessment Battery[LTAB]), 토론면접 및 임원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 위험요소가 적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건설시장

인턴십 제도는 단순히 회사의 직무를‘체험’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실

에서 높은 기술력과 리스크 및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

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용’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2회

며 2011년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건설

(상반기 5월 접수, 6월 면접 7~8월 실습 / 하반기 11월 접수, 12월 면접,

강국인 일본에서 100번째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음해 1~2월 실습) 진행되며, 서류전형-역량구조화면접-직무능력검사
[L-TAB]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8주간 현장실습 후 PT면접, 임원면접
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해외진출
롯데건설은 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발맞춰 베트남, 러시아,

Q. 면접 방식과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VRICI(Vietnam, Russia, India,

신입사원 면접의 핵심은 지원자의 잠재 역량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

China, Indonesia)지역에 그룹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롯데건설은 2008년 부

롯데그룹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층 규
모 대형 주상복합빌딩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베트남을 비롯

터‘역량 구조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회사의 핵심가치와
고성과자의 면담과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을 도출하여 해당 역
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약 40여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문과 지표를

한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통해서 판단하는 면접방식입니다. 보다 좋은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간결

함께 베트남에서 이미 롯데마트 1호점을 성공적으로 완공하

하고 솔직하고 구체화된 표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게

였으며, 러시아에서는 호텔-비즈니스 센터와 롯데제과 공장

되면‘많은 경험을 한 것은 같은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 부족하

을, 인도에서도 제과공장을 완공했다.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네’
라고 생각되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 시 생각해
서 바로 답변하기 보다는 면접 일정이 확정되면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

서도 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오피스 및 아파트가 들어서는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서 보다 자연스럽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r

게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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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2014 시공능력평가 1위 새롭게 올라,
건설업계 최고 회사 등극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역량, 성공적인 수행과 사전에 철저

이 지난해 본격적인 성장에 더

한 고객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통한 수의 계약 등 양질의 프

해 2014년 안정적인 수익구조

로젝트로 손꼽히는 프로젝트들이다. 본격화된 공사와 함께 자

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4년 경영목표인

연스럽게 이익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Profitable Growth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글로벌 시장과 고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과

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신뢰를 높여 성장성을 유지

고객을 향한 관점이 기본으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

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간다

객의 신뢰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전략이다.

면 Profitable Growth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

삼성물산은 올해 Profitable Growth를 위한 보다 차별화

삼성물산은 특히 안전과 컴플라이언스 등 기본 확립에 집중

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삼성물산만의 글로벌 역량을 바탕

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고객의 신

으로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제공해 고객과 시장의

뢰를 얻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신뢰를 높여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기업

다. 우선‘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현장’
을 목표로 안전시스템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해외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안

과 조직문화, 임직원 마인드 등 전반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

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 또

다. 삼성물산은 안전 관련 시스템과 조직을 선진 수준으로 정

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

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모든 현장의 이슈는 경영진에 실

스모델을 적극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성장의 근간을 다져

시간으로 보고되며 정기적으로 유형별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건

컴플라이언스 역시 삼성물산의 기본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설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 3565억 원에 영업이익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 스스로가 컴플라

1103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
년 동기대비 29.6%, 80.2% 증가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수주
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와 카타르 도하 메트로, 호주 로이
힐 마이닝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의 매출액이 본격적
으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호주 로이
힐이 4분기 4800억 원에 이어 지난 1분기에 5000억원의 매
출이 인식됐다.
무엇보다 성장과 더불어 이익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 삼성물산의 1분기 영업이익은 양질의 해외수
주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79.9% 증가했다. 이익 상승에는 양
질의 수주와 완벽한 수행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본격적
인 매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기업과
의 적극적인 파트너십과 철도와 항만, 플랜트 등 각각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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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스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인사제도, 조직

모습을 갖췄다. 이를 통해 렘방지역 다다판(Dadapan) 마을의

체계 등 총체적으로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교육은 임직원은

100여 명의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

물론 협력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한

게 됐다.

다. 각 현장과 팀 단위별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지정하고
자체 교육 및 점검 활동 역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00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소외 이웃들
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를 진행해 지금까지 287가구를 건립했으며, 2006년부터는 나

건설업 특성을 살려 글로벌 책임기업으로 거듭나

눔 실천을 해외로 확대해 몽골, 필리핀, 인도 등 지역에서 매

삼성물산은 지난 2월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가 속출한 강원

년 집짓기 행사를 이어왔다.

도 영동지역을 찾아가 복구 작업을 벌였다. 삼성물산은 이틀

작년부터는 삼성물산 교육 인프라 구축 활동을 드림 투모로

동안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지역 고립마을에 포크레인, 덤프

우(Dream Tomorrow)로 이름 짓고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지

트럭 등 중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삼성물산 직원 160여명을 파

역밀착형 사업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 교

견해 제설작업을 도왔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노인세대 가정

육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으로 이번 폭설로 외부 도움 없이는 마을 왕래가 불가능한 상

써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황이어서 삼성물산 자원봉사자들은 우선 마을길 복구에 힘을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한 명의 일손이

쏟았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강릉시 강동면 독거노인 가정

아쉬운 농가에 삼성물산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팔을

에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과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인연을

걷고 나섰다. 삼성물산 6월 한 달간 삼성물산과 자매결연을

맺어왔다. 이렇듯 삼성물산은 건설회사의 특성을 살린 나눔

맺고 있는 전국 각 지역 농가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글로벌 책임기업으로 거듭나

21일에는 삼성물산 임직원과 가족 78명이 자매마을인 충남

고 있다.

태안군 이원면 내2리를 방문해 마늘과 양파 등 작물 수확을

삼성물산은 글로벌 책임기업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기위해

도우며 농가 일손을 도왔다. 이외에도 올 6월에만 삼성물산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

66명이 2003년부터 자매결연을 한 충북 보은군 탄부면을 방

고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문해 농가의 양파수확을 함께 했으며, 20일에는 삼성물산 플

건립 사업.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랜트사업부 직원들이 자매결연지인 강릉 강동면을 방문해 안

렘방(Rembang)지역 내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현지에서 완공

인해변 및 염전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삼성물산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번 초등학교 건립으로 기존의 낡고 위험했던 학교건물이
도서관,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6개의 교실건축물로 새로운

이 밖에도 사업부별, 현장별 봉사팀이 주축이 돼 주거환경
개선이나 환경정화, 마을도로개선, 각종 사회시설의 안전점검
등 각 봉사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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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포스코건설

창립 20주년 맞은 청년 포스코건설,
트리플 크라운 달성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극심한

는 방침이다. 수주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이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

익률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별 수금/지불 Tracking

구하고 수주액, 매출액, 영업

System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불확실

이익률 핵심 경영지표에서 목표 이상의 탁월한 실적을 거두는

한 대내외 한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형보다는 수익성과 현금흐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창사이래 최초로

름에 중점을 두고 경영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8조원을 돌파했으며,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구현했
다. 수주실적 또한 건축과 해외 에너지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해외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

12조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장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의 성공가도
를 이어가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사업전반에 걸
쳐 내실을 다지기 위해‘해외 수주기반 창조적 다변화’
,‘글로

(場)의 확대를 통해 전체 수주금액 중 약 49%인 약 5.9조원 가
량을 해외에서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대표 프로젝트로는 라오스에

벌 사업수행 인프라 확충’
,‘안정성장을 위한 재무구조 구축’

65MW급 규모의 남릭(Nam Lik)1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동

을 경영전략으로 정했다.

티모르서 3.5억불 규모 시멘트 플랜트 사업과 년산 80만톤의

우선‘해외수주의 창조적 다변화’
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양질의 수주 Pool 확대로 예측 가능한 수주를
추진하기 위해 ▲ 사업영역 다변화, ▲ 지역 다변화, ▲ 발주
처 다변화를 펼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핵심상품인 철강 및 발전사업으로 진출에 성
공한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토목, 건축 등 사업분
야를 확장하는 한편,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인접국가까지 지
역을 다변화하고자 한다. 또한,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패
밀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정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발주
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구축한 사업관리 프로
세스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업 전 과정에서 원가/리스크 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ruction)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별 최저가 사양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발전 설계조직 신설 등 엔지니어링의
자력수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장을 위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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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류(열연 20만톤, 냉연 60만톤)를 생산하는 6300억원 규

모의 브라질 CSS제철플랜트 등이다.

너지를 높여가고 있다.

브라질 CSS제철플랜트는 현재 준공을 앞둔 년산 350만톤

포스코건설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규모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건설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제공

로 순수자력기술로 수행하게 돼 포스코건설의 기술력을 대외

하는 스마트(SMART, Specially, Morality, Activeness,

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됐다.

Revolution, Top performance)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또,

올해 해외 사업의 수주목표를 7.4조원으로 정한 포스코건설
은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진출국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통해 스마트를 실현하는 인
재를 양성하고 있다.

주변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력사업 외에도

대졸 신입사원은 년 1회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서류전

신성장 사업분야에도 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형, 1,2차 면접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1차 실무진 면접은 블라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시작으로

인드 방식으로 지원자의 순수한 역량과 잠재력만을 검증하며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3차, 송도 더

성별,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

샵 그린워크 3차,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등 총 6,757세대를

포스코건설은 2013년에 챌린지 인턴십을 처음으로 실시하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러한 성공요인에는‘정성’
과‘세심한

기도 했다. 챌린지 인턴십은 열정전형과 창의전형으로 구분해

배려’
를 키워드로 한
‘헤아림’
의 주택철학과 고객의 니즈

운영하고 있다. 열정전형은 일반적인 전형과 같이 지원자가

(Needs)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전략에 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반해 창의전형은 지원자가 기본정보

올해도 구리 갈매보금자리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 세종

를 기재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를 심사해

시, 대구, 창원 등 전국에서 총 15,704세대를 분양할 계획인

뽑는 전형이다. 포스코건설은 지원자의 도전정신, 창의성, 가

포스코건설은 고객이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로 거듭

치관, 논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잠재력이 뛰어난 116명

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상품 개발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차

의 인재를 선발하기도 했다.

별화된 상품전략으로 고품질의 더샵 아파트를 선보인다는 계
획이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2020년 글로벌 톱 10위 기업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글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첨단 IT 기술과 친환경 기술이 도

로벌 건설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더십, 직무, 글

입된 명품 단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시장의 최신 트랜

로벌 역량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드를 반영해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공급하는 등 고객의 니즈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포스코건설은 차세대 핵심 리더로 기대되는 인재들

또한, 포스코건설은 조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

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리더십 인증시험, 전략과제 수행 등

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기술과 에너지

을 통해 직책보임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지

절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저에너지의 그린아파트 경

원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

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록 직원 개개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직무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한편, 글로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세스 운영해

벌 비즈니스 플레이어 양성을 위해 영어를 비롯해 제2외국어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회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의 미래비전 달성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포스코건설은 해외사업 수행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인재

거듭하기 위해 선진적인 인사제도와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

육성을 보다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가

와 직원 개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대형화, 복잡화 됨에 따라 EPC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프로

와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업무효율은 물론 조직간의 업무 시

젝트 관리 책임자를 양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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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화건설

Design the World,
그 꿈을 향한 한화건설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1952년 설립된 한화는 현재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
저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1개의 계열사, 해외 113개 네트워크에서 새롭고 차별화
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지속성장을 이루어 온
한화는 다시 한 번 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사업은 한화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 분야에 대
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은 그룹의 내실 있는 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청정한 환경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한화 건설은 한화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략거점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
카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를 아우르는 공공공사 수주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세
계 최대 규모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해외시장의 거점화, 상시 위기관리 대응체제 확립을 통해 해
외매출 65%에 달하는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포
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기술과 신공법개발에 성공, 기술 선도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기술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업을 펼치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다. 또한 국내 최초‘중대형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
의

을 갖춘 건설사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핵심사업을 강화

사업화에 성공하였고, 에너지자립형 수처리 기술개발로 환경

하고 해외사업을 다각화하여, 세계를 디자인해 나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미래 녹색철도 기술의 특화를 위

종합 건설사로 도약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여 철도교량 및 지반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에너지 공동주택기술과 친환경 특수 콘크리트 기술개발로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기술개발로 친환경 녹색기술 선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온 한화건설은 친환경 녹색기술

스템, 해상풍력 기초 기술, 바이오 에너지화기술 등 미래 신성

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그

장 동력을 위한 신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

화건설은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친환경 녹

자와 끊임없는 도전으로‘기술력 NO.1 한화건설’
의 내일을

색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열어갈 것이다.

또한 환경방침과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화건설은 차별화된 기술

반으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관리실무지

경쟁력확보에 주력해 왔다.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

침서를 작성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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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먼지·오폐수 유해물질 등의 관리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환경ㆍ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수행으로 환경 보호
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품질관
리와 전 과정에 걸친 VE(Value Engineering) 혁신활동을 수
행하며,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경영을 통해 각 현장마다 공기를 단
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꿈에그린 도서관 지원 사업을 비롯

빛나는 창의와 남다른 열정으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 노숙인 무료급식, 사랑의 김장 담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한화 건설의 임직원들은 밝은

기,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 매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나눔과 봉사에도 적극적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곳에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을 실천하고 있다. r

<인사팀을 통해 듣는 채용정보>
Q. 2013년도 채용결과와 2014년 채용 채용계
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사업 및 국내외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업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대 출신의 경우 다른 사항
보다 가산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 외 공모전, 인턴경력, 교육사항
들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2013년도에는 약 400명을 채용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
200여 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 채용계획은
미정이나, 경력사원 중심으로 채용을 이어나갈
하두완 ㅣ 한화건설
인사운영팀 매니저

예정입니다.

Q. 선호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한화건설이 선호하는 인재는‘하나 되어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
입니

Q. 면접 방식과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은 무엇인지요?
당사는 다수의 면접관이 한명의 지원자를 면접하는 것을 기본 방식
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반면 본인의
솔직한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본인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암기한 내용 또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당사 조직문화 및 건설업의 특성상 개인의 역량보다는 협업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면접운영은 합숙면접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

통한 성과창출이 중요하며, 나아가 최근 해외사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

다. 다대일 심층면접 외에 다양한 면접방식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모든

라 외국어 능력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구성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면

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늘 동료와 협력하려는 자세, 어려운 사업 환경

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도전적인 사람이 저희 한
화건설이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Q.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조언의 한마디.

Q. 학점이나 어학성적 커트라인이 있는지와 추가 가산점 여부는?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입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학점이나 어학성적에 대한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서류심사 상 커트라

달리 말하면 지원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점점 줄

인이 없기때문에 최종합격자 중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든다는 뜻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

자격증은 건설회사에 필요한 건축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

난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의식과 꾸준한 노력,

공사기사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은

두 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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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취업시장에서의 갑과 을

현명한‘을’
이 되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란 계약서상에서 계약

실제로 필자가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모의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보통 권력적

면접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면접관의 역할을 시켜보면

우위인 쪽을‘갑’
, 그렇지 않은 쪽을‘을’
이라 부르며, 기

계량화된 수치보다는 면접자의 태도와 인성 등을 중요한

업-구직자 간 고용계약 등 문서화된 계약 외에도 수없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러 명의 면접관이 선택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무언의 계약이 있다.

합격자 역시 동일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선택의

통상적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위치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 즉, 본인 스스로가 회사의 선택기

를‘갑’
이라고 표현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

준에 부합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는 사람을‘을’
이라고 표현한다.‘을’
이 약자란 느낌이 있

이다.

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

회사는 지원자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

냐에 따라 동일한 관계 속에서도 입장은 바뀔 수 있다. 회

한다. 그 가능성이라 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를 높

사에서는‘을’
의 위치에서 일을 하더라도 마트에서 물건

여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경력이든 신입이든 입사해

을 사는 고객이 되는 순간‘갑’
이 되듯, 역할은 늘 변할

서 바로 일에 투입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

수 있는 것이다.

다. 고유한 문화, 업무 프로세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회사에서는 채용 후 가능한

준비된‘을’
이 되어야

빠른 시일 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나아

취업도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경기가 활성화 되고 기

가 육성을 통해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업이 성장해서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을 때는 구

원하는 것이다.

직자가‘갑’
이 되고,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물론 회사마다 인재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

는 반대로 기업이 선택의 권한을 가지게 되듯, 갑을 관계

임감 있고, 성실하고 성과를 내는 인재를 원한다는 것은

는 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려져도 변치 않는 중요한 공통

취업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며, 이러

사항이다. 바다 위의 빙산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

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선택의 권한 역시

다 속에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재하듯, 사회생활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구직자와 회사는 서로 기

에서도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준에 맞는 상대를 선택 할 수 있다. 구직자는 입사 지원 단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을 우선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

계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

야 하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역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

은 직무와 역량에 맞는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는 창의력, 끈기, 도전정신, 능력 등은 자신의 기본 역량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회사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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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전제아래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점
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천 웅 스탭스(주) 대표이사
한국장학재단 멘토(現)
(사)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초대회장 역임
삼성전자 임원 역임
저서 : <졸업 전에 취업하라>, <신입사원 이강호>, <프로답게> 등 다수
cwpark@staffs.co.kr

“현명한 을이 되기 위해서는 갑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과연 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호감형인가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호감형 인간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위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호감 가는 사람,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사람은 취업준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덕목이다.”

며칠 전, 유명 어학원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특강

준이 적용된다. 물론 개인별로 선택에 있어 중요시 여기는

을 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영어 공

특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일부이며, 물속

부하는 학생이었다. 토익 점수나 소위 일컬어지는 스펙은

에 잠겨 있는 일반적 사항에 더해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입사지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일 뿐이지 채용의 당락을 결

것이다.

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특히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서는

현명한 을이 되기 위해서는 갑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과

객관화된 스펙보다는 대인관계 등이 선택 여부에 훨씬 크

연 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호감형인가를 점검하고, 스스로

게 작용한다. 물론 객관적 스펙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하

를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호감형 인간은 일상생활뿐

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스펙 쌓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위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것이다.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이다. 호감 가는 사람,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사람은

‘갑’
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현명한‘을’
기업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원하는 사
람, 채용 기준 등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

취업준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선
택받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r

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일 것이다. 나는 회사
의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인가,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를 조명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매자 대부분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양, 맛, 가격, 품질 등 누구에게나 합당하고 일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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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인재되기 전략

FTA 시대,
세계 곳곳에
당신의 일자리가
널려 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한 토막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면서 흥청망청 재
산을 탕진한 젊은이가 있었다. 결국 이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외투 한
벌. 때마침 추운 겨울. 벌벌 떨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의
눈에 제비 한 마리가 들어왔다. 젊은이는 제비를 보자 곧 봄이 올 거라
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나마 남은 외투 한 벌까지 팔아서 실컷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날씨는 더 추워졌다. 외투도 없이 길거리를 떨며 걷던
젊은이는 어제 본 제비가 얼어 죽은 것을 보았다. 젊은이는 철도 모르
고 날아와서 얼어 죽은 어리석은 제비를 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
저리게 뉘우쳤다.’
당신은 어떤 외투를 걸치고 있는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지금 대
한민국은 어떤 경제 계절을 나고 있을까? 또 10년 후는?
올해 3월 캐나다와 FTA가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김세준
(sejune69@naver.com)
잡바인더 대표(現)
국민대학교 경력개발센터 겸임교수(現)
YBM커리어캠퍼스 대표 강사(現)
아시아나항공 인사팀
<뽑고 싶어 안달 나게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총 18권 집필

연재순서
1. 취업의 모범 정답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2. FTA 시대, 세계 곳곳에 당신의 일자리가 널
려 있다!
3. 최고 스펙의 김군이‘찌질이’
라는 별명 때문
에 탈락한 사연
4. 기업을 찾아가면 구내식당에서 꼭 밥을 먹어
봐라!
5. 31살 C군, 학점 2.5의 K군이 대기업 여러 군
데에 동시 합격한 비결
6. 지원기업과의 인연을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
라!
7. 역량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8. 진상 면접관은 왜 탄생하였는가?
9. 채용 실패로 괴로워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서
보았는가?
10. 싸이와 김연아가 전 세계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은 OO이다!
11. 기업들은 왜 신입사원 채용에 목숨을 거는가?
12. 당신은 닭장 속에 사는 독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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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는 전 세계 3위가 되었다. 총 9건에 걸쳐 46개국과 FTA가 발효된
것이다. 물론, 경제 영토의 확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4월에는 호
주와 FTA가 체결되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영토도 우리의 것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FTA 계절을 맞고 있다.
물론,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
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의 경제 대국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
다. 1년 매출액이 한 국가의 1년 예산을 넘어서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한다.
1992년 발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로 인해 캐나다 토종기업들의 상당수가 타격을 받고 문을 닫은 사실에
주목해보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좁은 땅
덩어리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먹고 사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어마어마한 미국의 기업들까지 경쟁에 가세를 한다면 국내 기업들
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로 코스트코는 서울의 양재동에서 매
장 하나만으로 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코스
트코 매장이 우리나라에 11개 밖에 오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추운 계절에 당신이 입사하게 될 기업은 어떤 외투를 걸치게 될
까? 다음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

자료 : IMF(국제통화기금)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단위 : %, 2008~2012년 기준)
9.4
7.5

3.6

중국

인도

브라질

3.2

한국

세계 평균 3%
0.6

0.6

미국

독일

※ 2012년 수치는 IMF의 최신 공식 전망인 4월 전망치

일본

영국

스페인

-0.2

-0.4

-0.8

이탈리아
-1.3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자. 일본, 영

를 기울여보자. 이들은 10년 후 우리나라가 싱가폴이나 홍콩

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주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싱가폴이나 홍콩에 가보면

잡던 나라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브라질월드컵에서 16강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외국인들이 반 이상 사는 나라

에 탈락한 축구 강국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들이다.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140만

경제 성장률도 과거의 영화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명의 외국인들이 산다. 이들의 말이 현실화 된다면 2천5백만

이제 왼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중국, 인도, 브라질(남미)
등은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아랍, 동남아시아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가 공
용어가 될 것이다.

까지 더하고자 한다. 최근에 기업들이 스페인어, 포르투갈

TV에 등장하는 Two Sam (샘헤밍턴, 샘오취리)의 숫자는

어, 아랍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지원자들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 문화들의 박물관이

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 이유를 알겠는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인들이 이곳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

저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지였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차를 팔기 시작한 현

당신은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 10년 후, 혹은 20년 후 포부

대차, 루이뷔똥이 최근 점포를 연 인도 첸나이, 헬기를 타고

에 아직도‘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는 말을 쓰고 있지

초호화 고층 빌딩을 구경하는 중국 농부들, 엔저로 인해 빠

는 않은가? 아직도 영어 잘 하는 것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

져나간 일본 관광객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

고 있는가? 전 세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가 널려

아 관광객들,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는 브라질의 얼린 요거트

있는데, 국내에서는 취업이 어렵다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

체인,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대거 채용하고 있는 디

는 않는가? 지구의를 앞에 두고, Global하게 펼쳐질 미래를

즈니랜드와 허츠 등의 뉴스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외투를 걸

상상하면서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해외 연수 때 국산 자동차를

10년 후에 맞는 외투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r

보고 가슴이 찡했다거나, 외국 친구들이 국산 라면을 먹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10년 후에 맞는 외투를 준비하라
10년 후는 어떤 계절일까?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경
제 강국이 될 것을 예측한 바 있는 유럽의 미래 학자들에 귀
2014. 9 ┃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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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의 정석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작성하자
중소기업청에서 최근에 발표한‘2014년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1천 800개정도였던 대학교 내 창업동
아리가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는 약 3천여 개로 그 수가 증가했다. 또한 전국 80개 대학이‘창업휴학제’
를 도입하여 창업 시 2
년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어 창업 동아리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에
서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어 대학, 지자체 및 관공서의 창업공모전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정곤 교수
(現) 더플랜경영연구소 대표
(現) 국립목포대학교 겸임교수(과목 : 전략기획론, 전략과 선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MBA 졸업
공모전 전략서 <공모전으로 취업 바늘구멍을 뚫어라> 저자(공저)

공모전 전략서 <대한민국 공모전 한 번에 끝내기> 저자
마케팅 전략서 <바다를 본 청개구리> 저자
마케팅 전략서 <한국형 소셜미디어 마케팅> 저자(공저)

기획의 컨셉를 잡아라
다양한 창업 공모전
·농식품부 주최, 대학생 농촌 6차산업화 창업공모전
·한국관광공사 주최,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계명대 주최, 2014 대구·경북 학생창업경진대회
·한국경제신문 주최, 2014 장영실 발명·창업 대전` 아이디어 공모전
·도봉구청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계양구청 주최, 여성 희망 창업 공모전

기획서를 읽어본 심사위원들이 기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통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용은 많은데 말하
고자 하는 의도가 파악되는 않을 때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
은 컨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컨셉은 기획서가 말하고
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이며 키워드이다. 따라서 컨셉이 명확
할 때 내용이 일관적이고 기획서가 강한 힘을 갖는다. 컨셉
은 전체 내용의 전개뿐만 아니라 기획서의 디자인과 이미지
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는 7억 원의 창업 지원금을 내걸고 서
바이벌 형태의 창업 공모전을 진행하여 인기리에 종영되었

논리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다. 이와 같이 앞으로 창업 공모전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대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있으며, 어떤 흐름으

학생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 작성할 것이지 막연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기획서

창업, 마케팅, 아이디어, 전략 공모전 등을 참여하기 위해

를 작성하기 전에 1페이지 분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

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획서를 작

시나리오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논리 시나리오는 A1 →

성하는 것이다. 수많은 팀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차 심사는

A2 → A3처럼 내용을 시나리오 형태로 구조화 시킨 것이다.

서류 평가로 진행된다.

이들 각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사례는 B1,2,3와 같이 하부

따라서 공모전 참가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획서와 같은

구조 나타낼 수 있다.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획서는 파워포인트를

이 논리시나리오를 응용하면 [상황분석] → [문제점 발굴]

활용하여 작성하는데, 설득력이 있으며 논리적이고 시각적

→ [세부 계획 수립]과 같이 시나리오 구조로 간결하게 표현

인 기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킬(Skill)이 필요

할 수 있다. 이 구조화된 논리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우측의

하다.

그림처럼 논리적인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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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디자인과 정보를 결합한‘인포그래픽’
을 익히면 도식화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템플릿을 활용하라
현재 공모전을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잘 정리 되지 못하면 심사위
원의 이목을 끌 수 없다.
핵심 메시지는 상단에 배치하라

기획서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 서체, 디자인 작업

기획서에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은 매우 소중하다. 기획서

을 한 장 한 장 진행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경

를 검토하다보면 슬라이드에 그림이나 도표를 몇 개만 넣고

우 템플릿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템플릿은 일단 일정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도표나 그림이

하게 구성된 페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반복되

무엇을 뜻하는 지 심사위원을 알지 못한다.

어 글과 이미지, 내용의 배열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된다.

따라서 기획서에서는 두괄식 형태로 상단에 핵심메시지를

템플릿은 공모전 주최사를 고려하여 주최사의 로고와 추구

1~2줄 정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를 들

하는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용된 템플릿은

여다 볼 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림이나 표를 보고 이것이

주최사에게 친근감을 주며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제공

의미하는 바를 찾는다. 이때 상단에 핵심 메시지가 작성되어

한다.

있으면 기획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 슬
라이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템플릿을 화려할 필요는 없다. 간결하면서 자신의 기획 내
용이 돋보일 수 있은 디자인이면 좋다.

때로는 미괄식 구조로 핵심 메시지를 하단에 배치할 때도
있는데 위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괄식이나

이와 같이 기획서는 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작성되어야 한

미괄식으로 작성할 경우 전체적인 구도의 통일성을 갖추는

다. 정돈되지 않고 복잡한 기획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것이 좋다.

없다. 항상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답이 보인다. r

도식화하라
기획서 작성에 가장 주의할 점이 소설을 쓰는 것이다. 소설
을 쓴다는 것은 파워포인트에 너무 많은 글을 넣어 보는 사
람이 소설을 읽듯이 하나하나 읽어가는 모습을 말한다. 이것
은 최악의 기획서가 될 수 있다.
기획서를 검토하는 심사위원은 하나의 기획서에만 많은 시
간을 할애할 수 없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식화된 문서로 작성해야한다. 잘 작성된 시각적
인 기획서는 정리된 문장과 이미지, 도형 등을 바탕으로 작
성되어 있는 것을 볼 있다.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해서는 텍스
트 → 표 → 그래프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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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한의 취업 적성검사 크래프트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형적인
스피드 테스트,
훈련에 집중!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이나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등이 속해
있지만, 역시 메인은 아시아나항공이다. 저가 항공사들의 등
장으로 스튜어디스가 되는 길은 넓어졌지만, 그래도 아시아
나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최고의 워너비
기업 중의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대한항공과 더불어
아시아나의 적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 아직 준
비하는 학생들이 푹 빠져 공부하는 경향은 덜하다. 하지만,
기업에서 점점 채용 관문으로서 적성의 역할이 커져가는 만
큼 꼼꼼한 준비가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독이 될 리는 없다.

금호그룹 인적성시험은 전형적인 스피드 테스트다. 쉬운
문제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풀어서 순발력을 체크하는
스피드 테스트 형의 문제들이다. 보통 적성 문제들은 어려
운 문제를 상대적으로 넉넉한 시간 안에 풀어서 능력을 체
크하는 파워 테스트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서 순발력을 테스트 하는 스피드 테스트로 갈리는
데, 최근 분위기는 대기업 등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일수
록 자체 출제를 하는 파워테스트로, 출제할 능력이 안 되어
서 외주로 맡기는 중·소기업 형태들은 주로 스피드 테스트
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금호 그
룹은 손꼽히는 대기업인데도 중·소기업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적성을 치르고 있어 기업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조
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다.
어쨌거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기술적인 훈련에
집중하면 금호그룹의 인·적성 준비는 끝난다는 이야기니
나쁘지 않다. 대신 좋은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당일의 컨디
션이 안 좋다거나 잠깐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 이 시 한
SH미래인재연구소 대표
www.jobcraft.com 운영
전주대 겸임 교수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EBS TV <취업가이드> 강사
직업방송 TV 잡매거진 고정패널
저서 <시험에 꼭 나오는 SSAT>, <시험에 꼭 나오
는 대기업 적성검사>, <이시한의 면접불패노
트>, <이시한의 자소서 불패노트> 등 50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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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위험이 있을 뿐.
금호그룹 인·적성시험의 구성
언어, 수리, 추리, 지각능력, 판단력, 상황판단, 직무상식
등이 있고 한자가 있다. 대략 한 영역 당 30~40문제 정도가
나오고, 주어진 시간은 5~12분 사이다. 그러니까, 시험감독
관서부터 시험을 치고 나오는 사람, 지나가다가 이 구성을

영역

문항수와 시간

이 있을까마는 금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내용

1. 언어

40문제 / 5분

단어 사이의 관계, 문장배열, 독해

더욱 심하다. 보통 스피드 위주의 시험들은

2. 수리

30문제 / 12분

사칙연선, 응용계산, 간단한 자료해석

다양한 유형이 나오지 않는데 반해 다양한

3. 추리

30문제 / 6~7분

문자, 수, 도형 추리

유형에 내용까지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

4. 사무지각

40문제 / 6~7분

좌,우의 숫자나 문자 틀리거나 맞는 것 찾기 등

5. 분석판단

30문제 / 6~7분

명제문제, 참인 것 찾기, 오류

6. 상황판단

30문제 / 6~7분

직무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선택

7. 직무상식

40문제 / 6~7분

컴퓨터, 영어, 에티켓, 경제, 시사, 과학 등

8. 한자

50문제 / 40분

독음 다른 것, 반의어, 문맥 단어

니 체감 시간이 더욱 짧은 것 같다. 그러니
금호그룹의 인적성은 시간에 맞춰서 문제
를 풀어보는 스피드 연습이 처음부터 끝이
라고 보면 된다.

들은 사람 등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미친 스피드’
다.

② 직무상식은 정말 상식이다.

수리처럼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30문제에 12분을 주는

사실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일상적으로

데, 사실 상대적으로 후할 뿐 따지고 보면 한 문제 당 30초도

보는 것들이라, 여전히 못 풀긴 하지만, 낯설진 않다. 그런데

안 되는 꼴이라 막상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간

직무상식은 SSAT 유형의 상식이 아니라, 옛날 필기시험의

구성이다. 게다가 더 두려운 사실은 다른 영역은 이보다 훨

상식 같이 정말 상식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전통 상식이다.

씬 짧다는 것이다.

영어 문제도 나오고, 경제 문제도 나오는가 하면 컴퓨터의

2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으로 문제에 대한 풀이 요령을 설

단축키를 물어보기도 하고. 기내 에티켓이나, 식당에서의 상

명한다고 하니, 이 때 문제 풀이 요령을 정확히 듣고 적응성

석 같은 예절 문제도 나온다. 그러니 이런 상식 문제를 따로

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때 자신이

대비하긴 힘들다. 경제나, 환율 같은 기업의 면접을 위해 필

잘 풀만한 문제들을 감별하고 과감히 포기할 것을 선정하는

요한 부분 정도를 미리 봐 놓고, 직장 예절이나 그런 부분 정

작업 등을 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라 한 가지 간단한 유형만

도만 공부해 놓도록 하자.

을 시전해야 할 것 같은 시간 구성인데도, 위의 표를 살펴보
면 한 유형 안에 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것

③ 한자는 승부처가 아니다.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처음 보는 아주 생소한 유형들

한자에 배정된 시간은 40분이다. 50문항에 40분이니, 한

은 없어서 평소에 연습만 충분히 했다면 유형에 대한 적응

문제 당 거의 50초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 문제당 8초 정도

시간과 노력은 따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되는 언어에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에 비해 시간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보통은 10~20문제 정도는 못 푼다.

이 너무‘널널’
하다. 상공회의소 3급 수준의 한자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반 정도 풀었는데 붙었다는 사람도 있으니, 남들

데, 3급이라는 것은 한자를 공부한 친구들은 쉽고, 공부하지

도 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시험

않은 친구들은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당연한 이야기 같

지에 풀지 못하고, A4용지에 따로 풀게 한다고 하니, 아마

지만, 사실 어려운 한자는 공부해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보

시험지는 재활용이라도 하는 듯 하다. 그러니 문제 유형이

람이 없을 때도 많다. 금호 그룹의 적성을 위해 한자 공부를

하루아침에 뒤집힐 일은 없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한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유
리하긴 할 것이다. 단 알아 둘 것은 한자는 찍다시피 했는데

금호그룹 인·적성시험의 고득점 비결

도 합격했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면 큰 영향력은 없다는

①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드

것이 중론이다. 과락 정도가 있어 Pass/Fail을 가른다는 말

금호를 시험보고 나온 취준생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으는

도 있는데, 과락이 있다 해도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임에는

것은 바로‘스피드’
다. 적성 시험치고 시간이 남았다는 시험

틀림없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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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는 이공계 취업

군대 경험,
자기소개서의‘애물단지’
일까?
“아니, 아니 공짜로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매일 수련회야! 수련회! 장난 아냐 장난
아냐 ~ 정말 총도 줘 !”예전 한 강의에서 방송인 노홍철 씨가 군대에 대해 한 말이다.
개성 넘치는 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다들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난다. 노홍
철 씨는 군대에 가기 전날 설렘에 잠이 안 왔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군대 생
활을 했다고 한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많은 이들이‘나는 왜 이렇게 경험이 부족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진다. 그러다가 경험 에피소드로 쉽게 떠올리는 것이 군대 이야
기다. 군복무 기간 동안 신임에서부터 선임까지 여러 계급을 거치며 학교에서는 겪지
못했던 파란만장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에 군대 경험을 쓰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군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군대를 다녀온 사람 중에 입대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
람이 얼마나 될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없다. 그날 강의장에서 만났던 노홍철 씨처럼
군대에 가기 전날 설렘에 잠을 못 이룬 이는 더더욱 없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 그곳 군
대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고참으로 모시고 충성하며 후임들을
가르치고 리드한다. 나도 군 시절 30개월 동안 정해진 규율을 지키고 명령에 복종했다. 그
기간에도 여가시간은 주어지지만 자유는 없었다. 군대에서 겪은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
우 특별한 일이 맞다. 당신은 군대를 다녀온 뒤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는
군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키웠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이러한 역량은 당신 혼자만 터득한 것일까? 당신이 군대에서 경
험한 일은 당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온 이들 모두의 특별한 경험이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시기와 장소, 군대 종류와 주특기가 달랐을 뿐이다.
내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지만, 나만이 겪은 사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남과 다른 스토리를 듣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원
자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 경험은 어떠한가? 대부분이
겪은 스토리로는 당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군대는 건강한 남성이라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누구나 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
임영찬
커리어프렌즈 대표 컨설턴트,
‘이공계 성공 취업스토리’
커뮤니티 운영
<뽑히는 이공계 취업>,
<인턴은 전략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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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군대 이야기를 거창하게 부풀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군대 이야기를 가지고 남들
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기는 무척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인사담당
자는“군대는 그 특성상 창의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창의성이나 도
전정신 등을 평가하고자하는 항목에 군대 에피소드를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 군대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오는가?

하지 않는지 고려해보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군
대 입대의 계기가 남다르다면 그것을 쓰는 것도 좋다. 자신은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그 희생으로 국방부장관 표창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을 상황이었지만 여러 번 재검을 통해

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면 차별화를 노리기 힘들다. ROTC나

입대 의지를 밝혔고, 군대에서 배우고자 했던 것들을 성취하

군 장교 출신자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군 시절 이야기를

고 제대했다는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장황하게 기술하기보다는 색다른 성과와 경험을 중심으로 어
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시절 휴가기간 동안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그 역시 괜찮
다. 군대 안에서는 타의적으로 대민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

그렇다면 군대 이야기는 무조건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지만 휴가를 나와서‘그 귀한 시간’
에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할까? 물론 그건 아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군복무 기간 동안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봉사를 했다면 매우 돋보일 것

차별화된 스토리를 쌓은 이들도 꽤 많다. 자기소개서에 쓸 스

이다.

토리를 정하는 것은 당신 마음이다. 꼭 인사담당자에게 들려
주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획일적인 가이드’
와 상관

지원 직무와 연결시켜라

없이 소신껏 판단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 군대 경험을 적고

군대에 가기 전 희망 직무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했다면,

싶다면 다음을 고려하라.

군 시절 에피소드는 더욱 돋보인다. 여기 2명의 학생이 있다.
그들의 선택과 노력은 탁월하다.

다른 사람이 군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이야기는 환

자동차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

영이다

로 육군 정비병에 지원했고 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인천의 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쉬는 시간에 토목학

군 생활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며 ’전반적인 차량 구조

과 학생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를 이해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 군대 경험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군대 시절

있을 정도로 실력도 늘었다. 그는 군대에서 정비관련 자격증

장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꼭 인사담당자에게 전하고 싶

을 취득하고 대회에서 상도 탔다. 군 시절의 이런 경험은 얼마

거든요.”꼭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 그의 목소리에 귀를

나 값진가.

기울였다. 그는 군 시절 대대장 1호차 운전병이었는데, 그가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항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모신 대대장은 매우 부지런하고 잠이 없었다. 운행이 잦아 평

일부러 공군항공기 정비를 지원해 군 생활 동안 항공기에 대

일은 물론 주말에도 새벽 5시에 대대장 관사 앞으로 가서 대

한 이해를 높였다. 해외플랜트건설 분야 입사를 원하는 학생

기하고 밤 12시가 넘어 내무반으로 복귀하는 날이 이어졌다.

은 군대 시절 해외 파병 공고를 보고 6개월간 레바논으로 파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다 보니 처음에는 피곤하고

병을 갔었다. 무더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며 중동 환경에 미

힘들었지만, 한두 달 만에 몸이 적응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리 적응했으며 중동의 라마단과 같은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쪼개 부족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한자 등을 공부하

이처럼 군대 시절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쌓았다면, 빼놓지 말

며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절로 박수가 나

고 꼭 강조하자.

왔다. 얼마나 매력 있는 스토리인가. 성실함과 시간관리 능력

지금부터 자신의 군 경험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괜찮은 경

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인데, 단지 군대이야기라서 빼놓

험이 있는지 체크하자. 꼭 어필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는다면 얼마나 아까울 것인가.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육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자. 단, 자기소

기관의 40대 남자 과장님도“ 평소 교육을 들을 때도 성실해

개서에 군대 경험을 하나 이상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

서 돋보이더니 군대 생활도 잘했다.”며 그 학생을 칭찬했다.

어,‘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써라(800자 이

이처럼 군 시절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는 사회생활은 물론

내)’
와 같은 질문이 있다면, 군대 경험 하나로 이를 모두 채우

당신의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스토리가

기보다는 군대와 사회 경험을 각각 하나씩 골라 자신의 매력

있다면 이를 어필하라.

을 균형 있게 보여줄 것을 추천한다. r

단, 기업 인사담당자가 어떤 이유에서 군대 이야기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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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길라잡이(53)

■ 국어
한문과 실용문 독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한문은 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별
출제경향

근 3~6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주로 한자어 쓰기 문
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한문 문제도 2문제나
출제되었다. 또한 실용문 독해의 비중도 크게 늘어
4~8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의 수준도 크게 높아져
이번 시험에서는 비문학 독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법 비중도 굉장히 높았는데 현대 문법에
서는 2~5문제는 기본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 중 수

자료제공 | 에듀윌(www.eduwill.net)

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품사나 문장 영역에서도 자주 출
제되고 있다. 맞춤법과 표준어, 띄어쓰기, 비문의 유형
은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이 실시됐

■ 영어

다. 이번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730명

전년도에 비해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평이하다

선발에 6만 1252명이 접수해 83.9 대 1의 경쟁률

고 보여진다. 세부적인 지식 정보를 묻는 문제를 지양

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하고, 구조적인 이해와 영어의 논리적 지식을 배경으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의 과목

로 한 문제 출제는 앞으로도 국가직 시험이 나아갈 방

별 출제경향을 살펴보자.

향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지엽적인 지식 정보를 묻는 숙어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독해의 경우 내용 일치 문제가
반으로 줄어든 반면 생활영어 빈칸 추론 문제가 두 배
로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문장 구조상의
어법‘수동태’
,‘관계사’
를 묻는 문제가 올해도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각 어법의 문장 내에 구조적 이해
를 하는 학습이 필요하며,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
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어야 한다.
■ 한국사
한국사 시험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가 출제되었고, 지난해 문제보
다는 훨씬 어려워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기존에 빈출되었던 주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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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사료 및 제시형) 문제가 18문제나 출제되었지만,

실히 학습하는 습

‘해인사 묘길상탑기’
를 제외하고는 익숙한 자료였다. 따라

관을 길러야 하

서 기본서와 문제집을 통해 핵심 이론 정리와 문제 풀이에

며, 법령 규정의

집중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의미를

합격권 평균은 90점 정도로 예측된다.

이해하는 것이 법

한국사는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직한 과목

학 공부에 있어 기

이다. 기본서의 세부적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역사 지식의

본이 된다는 점

외연을 넓히고, 독도 문제 등 시사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

을 잊지 말아야

져야 한다. 또한 공무원 기출문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다.

고급 문제는 시험 전에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 행정학
■ 헌법
지난해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으며, 판례의

행정학 전 영역에서 고
루 출제되었고, 기존에 비해

출제비중이 높고 헌법조문과 부속 법률의 출제비중은 낮았

난이도가 다소 낮아졌다. 또한 기존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

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낯선 판례가 등장해 수험생 입장

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행정법령에 관련한 문제가

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

다수 출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볼 때 빈출문제는 반

은 판례의 출제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드시 숙지해야 하며,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령을 숙지해야

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의 출제범위도 광범위하게 출제되

한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학습하면서 점차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

확장해 가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자주 출제되는 빈출문

법 과목은 기출된 조문과 판례가 대부분 반복 출제되기 때

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최근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

문에 여기에 최신판례와 개정된 중요법률 등을 추가해 학

다.

습하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 경제학
■ 행정법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 7문제, 거시경제 10문제, 국제경

행정법의 각 분야에서 고루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6문

제 3문제가 출제되었다. 내용적으로 계산 7문제, 재무관리

제가 출제되었다. 판례비중이 높기는 했지만 종래보다 법

1문제, 필수문제 15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최소 15문제 이

령규정과 이론에 관한 문제비중이 높아졌다. 지엽적인 내

상은 반드시 맞추어야 하며, 시험의 평균 난이도는 대체로

용보다는 기본적인 사항, 쟁점을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

중상 수준이었다. 재무관리 계산문제, 국가 간의 노동이동

었고,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전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7급과

에 관한 효과, 금융상품의 기대수익률에 관한 문제 등은 어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는 별로 보

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문제가 15문제 정도

이지 않았으며,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학습한 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

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었을 것이다.

직하겠다. r

이론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이론에 해당하는 대
표적 판례 2~3개 정도를 병행 학습하여 기본적 사항을 충

2014. 9 ┃ recruit

133

KT그룹 희망
나눔재단

ww.ktgf.or.kr

제3회 스마트 ICT 콘텐츠 공모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서‘안전한 ICT, 행복한 스마트 세상’
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
한다. 공모주제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건강한 윤리의식 확산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보호
와 보안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스마트기기 과몰입 예방과 올바른 활용에 관한 내용
△안전한 ICT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다.
응모자격은 초등학생과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뉘며 일반부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반부는 글짓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며, 10월 중에 개별 통지 및 공모전 홈페이
지 공고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짓기(수기) 양식 응모는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13포인트 바탕체 글씨로 A4용지 5매 내외의
분량이어야 하며, 온라인 작품접수 페이지나 오프라인(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
빌딩 13층 KT그룹희망나눔재단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작품성과 창의성, 완성도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평가해 수상하는 사람에게는 1등 미래창조과
학부 장관상과 시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시상금 150만원, 우수상 시상금 50만원,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의 : 0contest@ktcf.or.kr / 02)3414-2070

현대자동차

www.hyundai.com

제5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수기공모전 개최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8월 6일(수) 교통방송(tbs),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시 중구
교통방송(tbs) 방송국에서‘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수기공모전 협약식’
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제5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수기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민생활 에피소드, 한국생활 적응기 등 다문화가정 생활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이
번 수기공모전은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 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모전 요강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
일(dream@childfund.or.kr)로 제출하면 되며, 분량 및 형식을 엄수해야 한다.
공모는 지난 8월 4일(월)부터 오는 9월 5일(금)까지 현대차 및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가
능하며, 우수작은 9월 22일(월) 현대차 및 어린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우수작에 선정된 20명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여행상품권과 30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홍렬의 라디오 쇼’
에 초청돼 본인이
작성한 사연을 청취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 현대차(www.hyundai.com) / 어린이재단(http://www.child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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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구인정보

<월드잡 해외채용 정보>
월드잡(www.worldjob.or.kr)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전문사이트입니다. 공공해외취업지원사업 추진기관으로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모집내용(직종)

국가

경력

학력

SUNBIRD INTERNATIONAL

마케팅, 고객관리 담당자

캄보디아

2년~5년

대졸

Recruit 4you services

지면 및 웹디자이너

싱가포르

무관

전문대졸

Mynavi Corporation

광고 및 홍보 사무원

일본

무관

대학교 재학

cRc SYSTEM(주)

WEB 설계 개발자

일본

무관

전문대졸

현대건설(주)

교량공사 전문 행상비계공

쿠웨이트

5년~30년

고졸

Rosewood Abu Dhabi

그 외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아랍에미리트

무관

대졸

keb abudhabi

은행 사무원

아랍에미리트

무관

대졸

CJ SE Asia Pte.Ltd.,

식품 영업원

싱가포르

5년~8년

대졸

Sejong Korean Language School

한국어 강사

싱가포르

2년

대졸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내
해외채용정보

<민간 해외취업 알선 정보>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외 민간취업알선기관을 선정하여 해외취업에 소요되는 소개요금을 알선기관에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직종

알선업체명

현지취업 업체명

국가명

경력

학력

예약 및 접수 사무원

㈜아이비코리아

유니몰(주)

일본

무관

대졸

인도 현지기업

인도

무관

전문대졸

GHR

마카오 현지기업

마카오

무관

전문대졸

코웨이홀딩스 유한공사

중국

무관

대졸

Wynn Macau / Hotel(casino,spa)

마카오

무관

무관

Energy Progress LLC

미국

무관

대학원졸

Abraham Natural Foods Corp

미국

무관

대학원졸

Kaltec, Inc

미국

무관

대학원졸

항공운송관련 관리자
호텔 서비스원
전자제품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호텔 서비스원

주식회사단잡

회계 사무원
경영기획 사무원
그 외 시각 디자이너

㈜이솔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내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

<연수 프로그램 정보>
연수사업은 어학 및 직무에 대한 연수(교육)를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국비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기관

연수과정

연수기간

모집인원

(주)친HR

베트남 글로벌마케팅 전문가 연수과정(2기)

14. 9. 22~12. 16 (총 3개월)

30명

(주)친HR

중국 호텔 영업관리 실무자 연수과정

14. 9. 29~15. 3. 30 (총 6개월)

20명

조선이공대학교산학협력단

JAVA 스마트 웹 개발자과정

14. 9. 22~15. 6. 19 (총 9개월)

30명

(주)케이앤피글로벌인턴피아

대만 헤어디자이너 취업실무연수

14. 10. 6~15. 1. 30 (총 4개월)

17명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내
연수정보

※ 상기 모든 내용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채용, 연수 등의 관련 상세내용을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드잡 회원가입 및 이력서 작성 등록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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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JOB.or.kr 구인정보

이공계인력중개센터 RNDJOB.or.kr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채용 속보
채용 속보

(2014. 8. 21 ~ 9. 20)

기업명

모집내용

경력

학력

홈페이지

(주)NC소프트

몬스터 설정 및 시스템 기획자

2~10년

무관

(주)이노벡테크놀러지

의료기기 개발 및 KGMP 대응

5~10년

석사↑

www.innovactech.co.kr

㈜미코텍스타일

생산관리, 영업보조 및 캐드직원

신입

고졸↑

-

아이엔에스 엘티디

기술 영업

무관

초대졸↑

www.insltd.co.kr

㈜유니테코

전기(기계)관련 신입 및 경력직

무관

초대졸↑

www.uniteko.co.kr

㈜잉크테크

영업 마케팅 기술지원 정규직

무관

대졸↑

케이제이바스컬렉션(주)

제품디자인 및 개발

2~5년

초대졸↑

크리스피드(주)

자바 개발자

신입

대졸↑

www.crespeed.com

안나비니테즈

정부과제 및 플랜트 담당

무관

박사↑

www.abtez.com

㈜버즈니

마케터(인턴)

신입

대졸↑

www.buzzni.com

(주)웨이브피아

자산회계부 회계업무

무관

대졸↑

-

한국시설안전공단

계약직 채용(토목 분야 연구) 병역특례

무관

석사↑

www.kistec.or.kr

(주)지평스페이스

(R&D) DGPS 및 RTK 소프트웨어 개발자

무관

석사↑

www.jpspace.kr

동국산업㈜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신입

대졸↑

www.dkis.co.kr

(주)엔아이티코리아

대기환경 전문 연구원(경력, 신입)

1년↑

대졸↑

www.nitkorea.com

㈜대성울트라소닉

전기전자회로설계(생산기술겸직)

10~15년

대졸↑

www.daesungus.co.kr

(주)르코어테크놀러지

Analog/Digital 설계분야

무관

대졸↑

www.lecoretech.com

㈜라이콤

펌웨어 및 하드웨어(전문연구요원) 경력자

3년↑

대졸↑

www.licomm.com

㈜오스코텍

임상시험 연구지원 전문연구요원(생물학)

무관

석사↑

www.oscotec.co.kr

앨트웰텍(주)

연구원(기구설계/수질분석)

1~3년

초대졸↑

www.inktec.com
-

www.altwelltech.com

(2014. 8. 21 ~ 9. 20)

전문연구요원 채용 속보
기업명

www.ncsoft.com

모집내용

경력

학력

홈페이지

한국시설안전공단

토목분야 연구 계약직, 병역특례

무관

석사↑

www.kistec.or.kr

(주)르코어테크놀러지

Analog/Digital 설계분야

무관

석사↑

www.lecoretech.com

㈜오스코텍

임상시험 연구지원 전문연구요원(생물학)

무관

석사↑

www.oscotec.co.kr

marsen

기술영업팀, 연구개발부

2년↑

석사↑

www.marsen.co.kr

컴레이저 주식회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신입

석사↑

www.comlaser.co.kr

(주)퓨쳐시스템

R&D 개발직(병역특례)

신입

석사↑

www.future.co.kr

콘텔라㈜

2014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입

석사↑

www.contela.co.kr

(주)아이닉스

반도체설계 경력자

무관

석사↑

www.eyenix.com

(주)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

S/W Engineer(전문연구요원)

신입

석사↑

www.3dsystems.com

엠씨케이㈜

2014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근무 희망자

무관

석사↑

www.microchem.co.kr

이공계인력중개센터(RNDJOB.or.kr)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합니다.
제공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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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구인정보

건설워커(www.worker.co.kr)는 건설 분야 취업포털로서 건설/부동산/건축/토목/인테리어/기계/전기/설비/설계/시공/감리/안전 분야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연봉정보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건설워커(www.worker.co.kr)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모집내용

경력

학력

문의

(주)호반건설

현장 경력직

경력

무관

02)2007-7052

(주)삼호

전문(계약)직

경력

무관

www.samho.co.kr

GS건설(주)

건축(설비/전기)시공 분야 Project 전문직 경력사원

경력

무관

mskim22@gsconst.co.kr

신세계건설(주)

인테리어 경력사원

경력

무관

02)3406-6615

(주)포스코건설

품질분야

경력

무관

031)418-5640

제일산업(주)

건축/영업/전기 분야 신입 및 경력직

전체

무관

031)350-1013

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전체

무관

063)530-0810

지평건설(주)

아파트 현장시공 신규직

전체

무관

043)3944-1945

(주)대우건설

해외전문직(수시채용)

전체

무관

02)2288-5345

아트건설(주)

건설회사 공무 및 총무직

전체

무관

042)488-1420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기능인재)

신입

무관

02)6311-2183

GS건설(주)

통합공무구매실(Expeditor) 계약직 경력사원

경력

무관

kjh9@gsconst.co.kr

(주)포스코건설

환경관리직

경력

무관

070-4465-6743

(주)디자인그룹금성건축사사무소

계약직 경력사원

경력

무관

02)720-2646

(주)포스코건설

품질관리직

경력

무관

070-4465-6743

(주)포스코건설

현장 PJT 일반직

전체

무관

www.poscoenc.com

(주)포스코건설

국내 현장 안전관리직

경력

무관

032)748-2683

(주)포스코건설

안전관리직

경력

무관

031)469-9426

파슨스브링커호프

CM 분야(사업비 관리자)

경력

무관

02)2017-4821

GS건설(주)

건축/인프라(토목) Project 전문직

경력

무관

tikim@gsconst.co.kr

건설기술교육원

[국비]2014년 해외플랜트 건설기술인력 양성과정

전체

무관

032)460-0268

계룡건설산업(주)

각 부문 현장 계약직

경력

무관

www.krcon.co.kr

(주)정일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 관련 경력사원

경력

무관

02)701-0941

타임건설(주)

안전관리/건축

전체

무관

02)3415-5622

(주)포스코건설

건축시공 PJT 일반직

경력

무관

032)858-9737

계룡건설산업(주)

건축현장 안전관리직

경력

무관

02)3412-3831

삼성물산(주)건설부문

해외현장 토목시공 분야 경력사원

경력

무관

recruit.secc@samsung.com

계룡건설산업(주)

현장 공사(택지/산업단지)

경력

무관

043)873-1535

선광토건(주)

건축시공

경력

무관

sk59490@hanmail.net

대림종합건설(주)

건축 현장소장, 공사/공무 경력직

경력

무관

02)6936-1522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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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잡 구인정보

미디어잡은 대한민국 No.1 매스컴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디어잡(www.mediajob.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 8. 26 ~ 9. 25)
기업명

모집내용

경력

학력

홈페이지

MBC

조연출, 카메라보조, 사무보조 직원(상시 모집)

무관

무관

www.mjplex.co.kr

KBS

촬영보조, 오디오 직원(상시 모집)

무관

무관

www.mjplex.co.kr

SBS

연출보조, 사무직 직원(상시 모집)

무관

무관

www.mjplex.co.kr

CJ E&M

OAP, 조연출, 카메라보조 직원(상시 모집)

무관

무관

www.mjplex.co.kr

㈜MJ플렉스

카메라기자 및 보조

무관

고졸

www.mjplex.co.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상 디자이너

1년 이상

무관

www.mjplex.co.kr

아리랑TV

뉴스영상편집 프리랜서

2년 이상

초대졸

www.mjplex.co.kr

송영철공작소

쇼핑호스트 MC

무관

무관

www.songpd.co.kr

매치박스커뮤니케이션즈

광고기획

신입, 경력

초대졸

matchboxcom.com

㈜소울쓰리미디어

하반기 공채 PD, VJ, 방송운영직

무관

무관

㈜3i콘텐츠허브

방송편성 MD/OAP PD/AD

무관

초대졸

㈜한국낚시방송

FSTV OAP

무관

무관

www.fs-tv.co.kr

zoom

영화예고편관련 영상편집/OAP

신입, 경력

무관

www.trailerzoom.co.kr

SBS플러스

슈퍼주니어M의 게스트하우스 경력 PD

3년 이상

초대졸

sbsplus.sbs.co.kr

아이티투데이

취재 수습기자

신입, 경력

대졸

www.ittoday.co.kr

㈜골프존

해외영업/마케팅 담당자

7년 이상

대졸

golfzon.com

SBS CNBC

온라인 뉴스편집자

무관

무관

sbscnbc.sbs.co.kr

ASTA Int'l MEDIA

ASTA TV 매거진 잡지 취재기자

신입, 경력

초대졸

나비스피치학원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아나운서/MC

무관

대졸

www.navispeech.com

CJ E&M

tvN 고성국의 빨간의자 프리랜서 PD, 조연출

1년 이상

무관

www.cjenm.com

원

MBC 예능국 나혼자산다팀 FD

무관

고졸

www.mediajob.co.kr

㈜엔와이컴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 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지원팀 경력직

1년 이상

초대졸

www.nycommodel.com

㈜티피컴퍼니

PD, 편집

무관

초대졸

tpcom.co.kr

㈜하택미디어

2D/3D 모션그래퍼

5년 이상

무관

www.soul3.com
www.mediajob.co.kr

www.facebook.com/astatv

blog.naver.com/htmedia_ad

미디어잡(mediajob.co.kr)은 온/오프라인 종합 HR그룹 ㈜MJ플렉스가 운영합니다.
미디어잡 고객지원센터 ☎ 02)85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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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잡 구인정보

디자이너잡은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취업사이트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디자이너잡(www.designerjob.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 8. 26~9. 25)
기업명

모집내용

프라임칼리지

웹디자이너 경력직

베스

성실하게 일하실 영업사원

㈜이마트

경력

학력

홈페이지

2년 이상

무관

www.designerjob.co.kr

무관

고졸

www.designerjob.co.k

MD 부문 경력사원(상시 모집)

2년 이상

대졸

store.emart.com

신성통상㈜

그래픽디자인, OLZEN 영업 경력사원

2년 이상

대졸

www.ssts.co.kr

송영철공작소

모션그래픽, 편집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신입, 경력

무관

www.songpd.co.kr

㈜패션그룹형지

크로커다일레이디 디자이너 경력직(스포츠부문)

5년 이상

대졸

www.hyungji.co.kr

㈜LF

테크니컬 디자이너

3년 이상

대졸

www.lfcorp.com

㈜해피랜드 F&C

디자인실 경력/인턴

신입, 경력

초대졸

www.happyland.co.kr

㈜세정과미래

NII(엔아이아이) 디자인실 경력직

3년 이상

무관

www.sejung.co.kr

㈜시선인터내셔날

해외사업부 중국사업팀 신입 및 경력사원

신입, 경력

대졸

www.sisun.com

㈜컴투스

게임 UI/UX 디자이너(경력)

무관

무관

ir.com2us.com

㈜쿠팡

유아동 MD

무관

무관

www.coupang.com

㈜유나이티드디자이너스

BUILD 경력직 디자이너

5년 이상

초대졸

www.build.co.kr

CU(BGF리테일)

디자인팀 디자이너

3년 이상

대졸

cu.bgfretail.com

주식회사 세모르

인/편집/시각디자이너

무관

대졸

www.designerjob.co.kr

㈜커머스플래닛

11번가 각 부문 경력사원(상시 모집)

3년 이상

초대졸

㈜산세계

MD 부문 경력사원(상시 모집)

2년 이상

대졸

지딜즈트레이딩

대리급(의상, 잡화, 악세서리) 디자이너

3년 이상

초대졸

www.limpidbikini.co.kr

CATSI

커스튬쥬얼리 디자이너

1년 이상

초대졸

catsi.co.kr

㈜앰엔케이퍼

의상디자이너

신입, 경력

초대졸

www.designerjob.co.kr

㈜윌트래블

웹디자이너 경력직

3년 이상

무관

㈜포브커뮤니케이션

그래픽, 광고 디자이너

신입, 경력

초대졸

www.designerjob.co.kr

㈜아이디어파이

광고디자이너 경력사원

4년 이상

초대졸

www.designerjob.co.kr

주식회사 밀란로랭

컨템포러리브랜드 밀란로랭 MD

1년 이상

고졸

www.milanlaurent.com

www.commerceplanet.co.kr
job.shinsegae.com

www.guammall.co.kr

디자이너잡(designerjob.co.kr)은 온·오프라인 종합 HR그룹 (주)MJ플렉스가 운영합니다.
디자이너잡 고객지원센터 ☎ 02)85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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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2014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과 과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년에 두 번, 1월 말과 7월 말에 정례적으로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을 발표하는데, 이에 따라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요 수출업
종
〔2013년 기준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0.8% 차지〕
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가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각계 전문가와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
하고 직종·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구
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개 업종 중 기계 업종은 일자리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
선과 전자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
체 등 4개 업종의 고용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될 전망이고, 디스플레
이 업종의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개 주요 수출 업종의 일자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해외 수요 변동이지만 동시에 내수,
경기회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업종별 일자리 전망
이 영 대 박사
관동대학교 기초교육부 교수
직업평론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1) 기계 : 크게 증가(7.7%)
기계 업종은 미국 등 선진국 경기 안정세 지속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되며 제조업체의 설비 증설과 함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증감률은 2013년
하반기 증감률(6.9%)을 상회하고, 채용규모 또한 지난해 하반기 증가 수준(4만4천 명)을 뛰어
넘는 5만2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 중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70만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
천 명)의 6.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299
인 이하 중소규모 업체(90%)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기계기술직(35%), 사무직
(22%), 재료기술직(14%)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만6백 명, 채용인원은 3만3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만3백 개이다.
기계 업종 미충원율은 25.4%로 전년 동기(29.9%)보다 4.6%P 낮아졌지만, 전 산업 평균
(11.5%)과 비교하면 여전히 13.9%P 높은 수준이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임금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30%),‘구직자 기피직종이어서’
(18%), 이어서‘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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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업종의 201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크게증가(↑↑)
<7.7%>

증가(↑)
<2.3%>

증가(↑)
<1.7%>

유지(↔)
<0.2%>

유지(↔)
<-0.7%>

유지(↔)
<-1.0%>

유지(↔)
<-1.2%>

감소(↓)
<-3.7%>

※ <괄호> 안 수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고용 증감률
※ 지난해 하반기 대비 고용 증감률을 기준으로 4.5% 이상이면‘크게 증가’
,
1.5~4.5% 이면‘증가’
, -1.5~1.5% 이면‘유지’
, -1.5~-4.5% 이면‘감소’
로 표시

요구조건에 부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로 학력·자격 미비(14%), 경력 미비(11%)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7%(5만2천 명)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종별로는 주로 각종 기계장비의 설치·정비·조작 등의 업무
를 담당하는 기계기술직과 경영지원·행정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사무직에서 채용이 예상된다.
(2) 조선 : 증가(2.3%)
조선 업종은 주요 발주국인 유럽국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상반기 조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선진국 경기회복 및
초대형선 수요증가 등으로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였던 일자리 증가(5천명,
2.0%)와 비슷한 수준(4천명, 2.3%)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일감이 집중되어 있는 조선소가 다수 있어 경력
자 위주의 현장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상반기 현재 조선업종 근로자 규모는 17만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1.5%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30~299인 중규모 업체(45%),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42%)에 종
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재료기술직(32%), 사무직(21%), 기계기술직(18%)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분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9천9백 명, 채용인원은 8천1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천7백 개이다.
조선 업종 미충원율은 17.7%로 전년 동기(20.5%)와 비교하여 2.8%P 낮아졌지만 전 산업 평균(11.5%)에 비해 6.2%P 높
은 수준이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27%),‘다른 사업체와의 격심
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27%),‘구직자 기피직종이어서’
(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3%(4천명)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일자리 증가 인원의 대부
분이 30인 이상 중대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별로는 특히 고급 용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부족현
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3) 전자 : 증가(1.7%)
전자 업종은 시장선도 아이템 부족으로 하반기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고급 가전의
수출 호조와 함께 프리미엄급 TV 수요증가 등으로 ICT 관련 기업이 나름 호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하반기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만2천 명(1.7%) 늘어날 전망이다. ICT 융합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1만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6.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44%), 30~299인 중규모 업체(32%), 29인 이하 소규모
업체(23%)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기술직(40%), 사무직(23%), 기계기술직(9%)으로 구성된다.
2014년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만3천8백 명, 채용인원은 1만8천1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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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천7백 개이다. 전자업종 미충원율은 23.9%로 전년 동기(19.5%)에 비해 4.4%P 높아졌으며, 이는 전 산업 평균(11.5%)
에 비해 12.4%P 높은 수준이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24%)가 가장
많고, 이어서‘사업체 요구조건에 부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로 학력·자격 미비(19%), 경력 미비(17%)로 조사된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1만2천 명)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당수가 30인 이상 중대규
모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 관련 부품의 제조, 수리 등을 담당하는 전기전자 기술
직에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4) 섬유 : 유지(0.2%)
섬유 업종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이 늘고 내수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반기보
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심화, 해외 중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유입 증가 등이 보합세로 작
용하여 하반기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0.2% 증가)할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9만1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1.6%를 차지(고용보
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29인 이하 소규모 업체(46%), 30~299인 중규모 업체(42%)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의류기술직(48%), 사무직(21%), 영업판매직(9%)으로 구성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천1백 명, 채용인원은 7천1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천 개이다.
섬유 업종 미충원율은 12.3%로 전년 동기(22.7%)에 비해 10.4%P 낮아져 전 산업 평균(11.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구직자 기피직종이어서’
(28%),‘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22%)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인 0.2%(4백 명)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채용 인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의복을 만드는 전체 과정과 관련된 의류기술직
에서 주로 채용이 예상된다.
(5) 철강 : 유지(-0.7%)
철강 업종은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철강 수요업종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강재 수요도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고용 침체가 하반기에는 완화될 전망이지만 일자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
워 하반기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천 명(-0.7%) 감소할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만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1.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근로자의 4/5 이상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48%)와 30~299인 중규
모 업체(34%)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재료기술직(37%), 사무직(20%), 기계기술직(19%)으로 구성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천9백 명, 채용인원은 4천2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
천7백 개이다.
철강 업종 미충원율은 28.7%로 전년 동기(27.0%)와 비교하여 1.7%P 높아졌으며, 전 산업 평균(11.5%)과 비교하여
17.1%P의 큰 차이를 기록하였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28%),‘구
직자 기피직종이어서’
(22%)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0.7%(1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일자리 충원은 자연감
소분 충원 수준에 머물 것이고 이들 상당수는 300인 이상 대규모, 30~299인의 중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직종별
로는 주로 금속·비금속 원료에서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재료기술직, 사무직, 기계기술직 등에서 인력충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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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 유지(-1.0%)
자동차 업종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등 외부충격이
예상되고 생산설비의 자동화 확대, 해외생산 증가 및 국내생산 증가 둔화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
용하여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에 다소 못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1천 명(0.3%) 증가에
그치고 금년 상반기 5천 명(-1.2%) 감소를 보였던 일자리 증감은 하반기에는 4천 명(-1.0%)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9만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3.3%를 차지(고용보
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51%)와 30~299인 중규모 업체(34%)
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기계기술직(53%), 사무직(19%), 재료기술직(8%)으로 구성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상
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만4천 명, 채용인원은 1만1천4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천6백 개이다.
자동차 업종 미충원율은 18.0%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전 산업 평균(11.5%)에 비하면 여전히 6.5%P 높다. 인
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27%),‘구직자 기피직종이어서’
(20%),‘사업
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16%)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에 못 미치는 1.0%(4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인력충원 일자리의
대부분이 30인 이상 중대규모 업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종별로는 주로 각종 기계장비의 조작·조립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계기술직, 행정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사무직에서 인력 충원이 예상된다.
(7) 반도체 : 유지(-1.2%)
반도체 업종은 메모리 가격의 하락, 프리미엄 모바일 기기 시장 성숙기 진입 등으로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
화될 전망이어서 업계는 생산설비 증설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의 인력 감소(-0.8%) 추세
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1.2%)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중규모 업체는 경력자 위주, 대규모 기업은 신규 채용과
더불어 경력직 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0먼8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167만4천 명)의 0.9%를 차지(고용
보험 피보험자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53%)와 30~299인 중규모 업체
(30%)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기술직(56%), 사무직(17%), 기계기술직(11%)으로 구성된다.
2014년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천5백 명, 채용인원은 3천1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5
백 개이다.
반도체 업종 미충원율은 13.5%로 전년 동기(19.1%)에 비해 5.5%P 낮아졌으며, 전 산업 평균(11.5%)에 비해 2.0%P 높은 수준
이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로는‘사업체 요구조건에 부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로 경력 미비(28%), 학력·자격 미비(24%)가
가장 많고, 이어서‘임금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14%),‘구직자 기피직종이어서’
(13%)로 나타났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에 미달하는 1.2%(1천3백 명)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중규모 업체는
경력자 위주, 대규모 기업은 신규 채용과 더불어 경력직 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주로 설계 분야의 기술직
과 생산직에서 경력자를 채용할 전망이다.
(8) 디스플레이 : 감소(-3.7%)
디스플레이 업종은 2013년 이후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대만과 중국의 공급 과잉 등 업종의 하반
기 전망이 불확실하여 금년 상반기 경기와 비슷하거나 위축될 전망이다. 일자리 증감률은 지난해 하반기(22.4%)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기존 인력유지 수준에도 미달(-3.7%)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감소분 충원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기계, 전
자, 전기, 화학, 재료공학 등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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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직종 설명
직종
사무직

내용
경영지원, 행정서비스 등 사무적인 일을 수행

기계기술직

기계 분야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기계장비 차량 등의 설치 정비업무, 조작 조립 등 업무를 수행

재료기술직

금속ㆍ비금속 원료로부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의류기술직

섬유로부터 실과 천을 만들고 의복을 만드는 전 과정과 관련된 기계조작이나 기능적 업무를 수행
(제화나 수선 등 업무 포함)

전기전자기술직
영업판매직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각 과정을 담당하거나 전기, 전자 관련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
상품, 서비스의 영업ㆍ판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수행.
영업, 중개, 판매, 판매관련 단순직으로 구성

2014년 상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만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051만2천 명)의 1.2%를 차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66%), 30~299인 중규모 업체
(26%)에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기술직(46%), 기계기술직(20%), 사무직(17%)으로 구성된다. 2014년 1
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천1백 명, 채용인원은 2천7백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백 개이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불황으로 인해 미충원율이 전년 동기(25.7%)에 비해 11.8%P 낮아진 13.9%로 전 산업 평균(11.5%)에
비해 2.4%P 높은 수준이다. 인력미충원의 주된 사유는‘사업체 요구조건에 부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로 경력 미비(26%),
학력·자격 미비(20%)가 가장 많고 이어서‘임금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
(13%),‘구직자 기피직종이
어서’
(13%)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고용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에 못 미치는 3.7%(5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중소 및 중견기업
에서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 기계, 전자, 전기, 화학, 재료공학 등 이공계 경력자를 위주로 이
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정책과제
앞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향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월 말과 7월 말에 정례적으로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을 발표하여 취업
지도에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위주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0.8%를 차지하는 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리크루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조사와 같이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직종?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과 구직자들 간의 구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각 산업이 주로 많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식 전략적 고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이들 대분분의 업종은 미충원율이 높은데
〔전 산업 평균(11.5%)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
,‘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에 맞아야 하고, 구직자들이 기피직종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조치’
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반도체분야에서는 요구조건에 부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경력 미비, 학력·자격 미비 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맞춘 인력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크루팅도 외국의 산업별 경제전망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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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이미지 메이킹
해외 여행
Hot trend

열등감으로 비상하라!
일본 나고야
취업 면접 시 옷차림 전략

이달의 시네마·공연
신간서평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새로나온 책
토익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회화
생활일본어·중국어
띠로 보는 취업 역학

이미지 메이킹

열등감으로비상하라!
조 성 희 / 이미지 컨설턴트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전임강사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이미지메이킹 강사
교육법인 글로벌인재평생교육원 교수
한국이미지경영교육협회 전임강사
shcho01@naver.com

열등감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 더불어 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을 겨우 겨우 견뎌가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같을

그 열등감의 감정을 정말 고이 간직하며 사는 듯했다. 아니 오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

히려 잘 되어 갈수록 그 과거가 뼈아프게 자신을 찌른다는 말

야 한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내 안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

까지 했다.

러 가지 증상으로 표출되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열등감의 두 얼굴

언젠가 집단 상담을 위한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열등감. 이 감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

있었는데‘스티브’
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이 기억난다. 30대 중

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열등감이 자원이 되어 뛰어난 도약을

반의 그는 소개할 차례가 되었음에도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가가 되어 있

못했다. 그러다 서로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열등감의 실체가 평생을 따라 다니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어렵게 자신의 아픔을 내어 놓았다. 기

내면을 아프게 하고, 이상 증후와 방어기제로 표현되어 관계를

가 막히게도(?) 자신은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망가뜨리는 경우 또한 흔치 않으니, 열등감은 우리가 깊이 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 사실이 그에게는 그토록 부끄러운

구해 보아야 할 감정이다.

부분이었나 보다. 이 열등감이 그동안 그의 삶을 얼마나 구속

열등감은 우리 안에 없었으면 하는 부정의 감정임은 확실하

해 왔을지, 그리고 소중하게 맺어질 수 있었던 관계가 얼마나

다. 그러나 이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어그러졌을까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는 흔히‘열등감에서 벗어나자’
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열등감

그는 그 부끄러운(?) 공고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

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해 있는 힘을 다했다고 한다. 군대를 다녀와 열심히 공부해서

표현이다. 과연 이 열등감은 우리에게 부정적 요소만 주는 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괜찮은 대학을 들어갔고, 그것으론

정일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아래 세 가지 긍정적

만족이 되지 않아 법률공부를 하며 사법고시 준비도 해보았다

요인을 통해 살펴볼까 한다.

고 한다.

첫째, 열등감은 갈망이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그는 여건상 취업을 택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

예컨대 나는 TV나 매스컴을 통해 김연아를 보면 참 자랑스

고 있다. 그리고 좋은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마음 속의 공고출

럽다. 그녀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함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그

신이라는 열등감은 항상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고등학

러나 나는 김연아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겐

교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며 그 순간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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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멋

아름답게 비행하는 새가 그것이

진 강연을 듣고 나면, 내 안에 꿈틀거리

다.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

는 열등감 신호가 작동하곤 한다. 이것은

는 새가 가장 많은 나라는

무엇인가? 훌륭한 강사에 대한 갈망이 내 안

뉴질랜드라고 한다. 뉴질랜

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 갈망 때문에 나

드는 날지 못하는 새에 대한

는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다

천적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굳

가도 좋은 강의 소재가 떠오르면, 슬그머니 다이
어리를 꺼내 메모를 한다. 혼자 차를 타고 달릴 때는
대상도 없이 소리 내어 강의를 녹음해 보기도 한다.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 얻은 열정이 어제보다

이 날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자원 또한
풍부한 땅이다. 환경적으로 그 땅의 새들은 날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에 날개의 힘이 발전하지 못한
다고 한다. 반면 독수리는 덩치가 너무 크고 날개의 구

는 오늘, 나를 보다 나은 강사의 자세로

조상 날기 어려운 새라고 한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발전시켜가고있음을 확신한다.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적인 악 조건

둘째, 열등감은 고지 바로
앞에서 제일 커진다.

100등하는 학생이 1등
에게 열등감을 갖는 예는

을 이겨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이 고통을 견디고
어느 정도의 괘도에 올라가면 기류를 타고 아름답게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급부상하고 있는 한 회사는 신입사원 모집 시에 지원자들의

극히 드물다. 그러나 2등에 머물곤 하는 학생은 1등에 대한 가

스펙을 검토하며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

장 강한 열등감을 갖게 된다. 강하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결핍’
이란 스펙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듯한 화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목표를 뛰어

려한 스펙은 슬그머니 뒤로 물려 놓는다고 한다. 더 이상 채울

넘을 가능성에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자인 것이다. 용기를

게 없는 이들이 어디서 열정을 뽑아낼 수 있겠는가. 아직 채워

가지고 도전해보라.‘고지가바로 저기인데....’

야 할 것이 있고 그 결핍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자를 찾아

셋째, 열등감은에너지원이다.

내어 회사에서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에너지원은 올바른 방향

열정을 마음껏뿜어내는 인재가 된다고한다.

으로 목표를 정할 때 도약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열등감이

이제 열등감을 어떻게 취급하겠는가?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란 감정은 시기심으로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등감을

열등감을 점검해 보라. 이 열등감은 지금 이 곳까지 나를 이끌

유발시키는 그 대상이 목표가 될 때가 많은 것이다. 언제부턴

어 온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젠 고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자

가 아사다마오의 목표는 김연아가 되어 있었다. 아사다마오는

신감도 용기도 힘도 갈구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저 목표에 집

번번이 김연아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

중하라. 주위에 둘러쌓인 안개를 뚫고 과녁이 선명하게 보여질

지 못하고 좌절을 겪곤 했던 것 같다. 겨우 극복하는가 하면 어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나의 한계, 단점을 이겨낼 건설적인 지적

느새 김연아는 더 당당한 기품을 뽐내고 있었다. 아사다마오가

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자신의 목표를 김연아에게 두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

자! 이제는 열등감을 끌어안고 마음껏 사랑하자. 오늘의 나를

을 발전시키는 데만 더욱 집중했다면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자

만들었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낼 강력한 원재료임을 알았으

태와 기술들을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니, 나의 열정을 가지고 깃발을 흔들어 댈 고지를 점령하자. 비
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짓과 기류를 따라 아름답게 비상하는 당

열등감은 자기발전의 원동력

당함이 어느새나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r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한다.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새, 자기가 가진 힘으로만 나는 새, 그리고 상공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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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일본 나고야

일본 중부여행의 핵심

나고야
혼슈지방 중심에 위치해 있는 나고야

나고야는 일본의 4대 도서인 홋카이도( 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

는 도쿄, 오사카와 더불어 일본 3대

國) 중 혼슈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약 225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일본 내에선

도시로 꼽힌다. 일본 최대 공업도시

예로부터알아주는‘부촌’
이기도하다.

이자 연간 2,300만 명의 여행객이

오늘날 나고야는 일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나고

방문하는 관광도시 나고야의 매력은

야 항은 요코하마, 요베와 더불어 일본 3대 무역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빛의 속

실로 다채롭다. 근대 일본 통일의 주

도를 자랑하는‘신칸센’
은 나고야와 다른 대도시들을 편리하게 잇고 있다. 때문에

역인 오다 노부가나를 비롯해 도쿠가

나고야를 일본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 여행객들도 더러 볼 수 있다. 도쿄나 교토,

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오사카는 나고야에서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다.

배출한 곳으로‘일본 전통’
을 엿볼

이밖에 매일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다는 광역 터미널‘나고야역’
은 총 42층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엑스포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 빌딩과 연결되어‘세계 최대 역’
으로 기네스에 올라 있기도

나 각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해 한번쯤 방문해볼 만하다.

적인 활동으로 활발한 현대도시의 면
모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쿄

나고야 : JR 도카이도 신칸센(노조미 특급 / 1시간 40분)

● 교토

나고야 : JR 도카이도 신칸센(노조미 특급 / 40분)

●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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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 JR 도카이도 신칸센(노조미 특급 / 50분) or 긴테쓰 특급(2시간 30분)

일본 쇼핑의 중심지
나고야는 일본 현지에서‘쇼핑의 중심지’
로 통하는 도시이

있는 마을전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
나고야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는 다채로운 먹거리

기도 하다. 잘 정비된 깔끔한 거리에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고

다. 나고야가 독자적으로 고수해 온 향토요리는‘나고야메시’

급 쇼핑몰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특히 나고야 역 주변이 쇼

라 불리며 전국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 요리의 특

핑의 메카로 통하는데, 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그

징은 달고 매운 맛으로, 닭 날개를 기름에 튀겨 달달하면서도

물처럼 얽혀 있고, 지상으론 각종 명품샵과 도요타 쇼룸, 그리

매콤한 양념으로 내어 놓는‘테바사키’
가 특히 인기 있다. 이

고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 등이 자리한 미드랜드 스퀘어

밖에 새우튀김을 김으로 말아 한입 크기의 주먹밥으로 만든

(Midland Square)까지 연결돼 있는 핫 플레이스다.

‘텐무스’
,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발라 튀긴 다음 미소 소스를

다카시마야 백화점과 대형서점, 각종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

곁들여 먹는‘미소까스’
, 납작하게 빚은 굵은 면을 삶아 생선

는 센트럴 타워에서도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나고야의 최

다시로 우려낸 간장국물에 끓여 먹는‘키시멘’등 갖은 별미

대 번화가 '사카에' 지역에선 파르코, 마쓰자카야 등 10여 개에

들이 여행자의 식욕을 자극하곤 한다.

이르는 일본의 유명 백화점들을 차례로 돌아볼 수 있다.
볼거리가 무궁무진한 도시
일본 전통이 숨 쉬는 곳
흔한 대도시들과 달리 나고야에서는 일본의 전통을 엿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나고야는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

나고야는 해발 3,000m에 이르는 산과 아름다운 해안으로 둘
러싸여 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오랜 역사가
깃든 유적지도 다수 보유하고있어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가와 이에야스,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유명한 도요토

이를테면 나고야성은 일본 에도 막부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

미 히데요시, 그리고 오다 노부가나에 이르기까지 3영걸이라

고 있는 곳이다.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으로 건축된

불리는 거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그리고 봉건시대부터 이어져

후, 역대 유명한 통치자들의 거처로 애용되어 왔다. 현재 오사

온 도자기, 기모노, 직물 산업 등 장인 정신이 숨 쉬는 일본 전

카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의 3대 성으로 꼽히기도 한다.

통산업의 뿌리가 되는 도시로도 유명하다.

나고야성 근처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봄

옛 멋이 깃든 나고야 거리는, 걷는 이로 하여금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날의 산책을 즐기다 보면 나고야성을 둘러싼 2,000여 그루 벚
나무에 만개한 벚꽃들이 운치를 더하곤 한다. 그리고 이누야
마성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성의 천수가 건

온천, 그리고 식도락

축된 이후 한 번도 완전히 훼손된 적 없이 옛 모습을 그대로

나고야가 속한 중부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온

간직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 4대 국보의 하나

천명소가 많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나고야 바로 인근에

로 인정받고 있다.

위치한 기후 현의 게로 온천 마을. 이곳의 명성은 일본 에도시

나고야에는 현대적인 명소도 다양한데, 마치 우주선을 연상

대부터 이어져 왔는데, 당대의 유명 유학자였던 하야시 라잔

케 하는‘오아시스 21’
과 밤이면 총총히 빛나는‘나고야 TV

이 게로 온천을 구사쓰, 아리마 온천과 함께‘일본의 3대 명

타워’
가 대표적 명물이다. 그리고 일본 대표기업인 도요타 공

천’
으로 꼽았다고 일화가 전해온다. 온천은 피부미용에 좋아

장도 나고야에 위치해 있다. r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노천탕을 이용할 경우 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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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trend 취업 면접 시 옷차림 전략

분야에서 선호하는 옷차림으로
하반기 채용시장을 뚫어보자!
바야흐로‘패션도 전략’
인 시대다. 면접 시 첫인상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취업 준비생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면접 옷차
림은 자신의 지원 직종과 스타일에 따라 개성을 부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본적인 드레스 코드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옷차림도 마이너스가 될 뿐이니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공무원 분야 뭐니뭐니 해도‘신뢰감’
을 주는 것이 최고!

단정 男, 깔끔 女
금융/공무원 분야는 신뢰감을 주는 직종에 맞게 깔끔하고
심플한 정장 타입의 옷차림으로 연출한다. 가을/겨울 유행하

남성 신뢰감을 높이고 싶다면, 다크 그레이 컬러의 수트에 도

트 무늬 타이를 매치해 안정감을 준다. 셔츠는 깔끔한 화이트
셔츠로 코디, 전체적으로 어두운 칼라이지만 큐빅 장식이나 버
튼이 있는 셔츠를 선택해 포인트를주면 세련됨을 줄 수 있다.

는 컬러인 블랙, 감색, 회색톤을 중심으로 젊은 감성임을 보여

여성 깔끔한 화이트 재킷이나 블랙 스커트는 가장 손쉬운 코

줄 수 있는 절제된 수트 스타일로 코디한다. 보수적인 조직인

디법이다. 최근 유행하는 블랙을 활용 블랙 재킷과 바지 정장

금융권이나 대기업 면접을 위해서는‘짙은 네이비, 검정, 회

을 코디하면 단정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준다. 화이트 재킷

색’등 일반적인 무채색 계열의 정장이 적합하며, 기품이 느

이나 블랙 스커트, 블랙 재킷과 바지 정장은 매우 무난한 코디

껴지는 단정함에 면접관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법이기 때문에 자칫 답답해 보이고, 꽉 막힌 인상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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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밝은 원색이 들어간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옷차림 주의사항

좋은 방법이다. 스카프가 부담스럽다면 블랙 재킷 안에 푸른

처음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장이 익숙하지 않기

색 계열의 스트라이프 브라우스를 코디하면 매우 도시적이고

때문에 어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자신을 올바르게 연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

IT/전자 분야 진취적인 이미지를 심어라!

프로 男, 커리어

로 작용할 때는 몇가지 주의사항만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면접 옷차림이 될 수 있다.

IT/전자 분야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이면서 치밀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옷차림을 강조한다. 면접시 전문가적

남성의 경우

인 프로 근성으로 무장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선, 남성은 솔

자신에 맞는 정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는 감색 이나 회색

리드 한 (단색) 느낌의 수트나 무채색 계열의 가장 적합하다.

의 2버튼 기본형 정장이 무난하다. 기본 색인 감색은 셔츠와

남성 IT/전자 분야는 꼼꼼하고 치밀한 업무가 요구되는 직

타이의 매치가 다양하다. 회색정장은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

종이므로 단추의 여밈, 몸에 붙는 듯한 착장감, 벨트 등으로

하지만 개성을 표현하려면 셔츠와 타이의 섬세한 연출이 요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추의 여밈, 몸에 붙

구된다. 검은색 정장과 줄무늬 정장은 보다 세련된 감각이 요

는 듯한 착장감, 벨트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되므로 사회 초년병은 주의해야 한다.

여성 특히, 전자/IT가 기계적이고 테크놀리지가 강한 분야

옷을 입어 가로 세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어깨가 잘 맞아

인 만큼 논리적이지만 여성의 경우 친근감을 더 할 수 있는 옷

야 한다. 또 지나치게 어깨가 높으면 권위적으로 보이고, 좁으

차림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연한 갈색이나 와인

면 옹졸해 보일 수 있으므로 옷을 입은 어깨의 형태도 살펴본

칼라톤, 벨벳 재질의 옷은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자신감

다. 바지허리가 커 주름이 생기거나 길이가 짧은 것도 피한다.

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사교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

셔츠와 타이는 기본적으로 셔츠색보다 어두운 톤의 타이가

에 따뜻하면서도 진취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적합하다.

안정감 있어 보이고, 셔츠와 타이를 같은 색상에 서로 색깔의
차이만 다르게 매는 것도 무난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인다.

패션/유통/서비스 분야

나만의 개성으로 면접관을 녹이자!
자신만만 男, 생기발랄

패션/유통/서비스 분야는 정형화 된 정장보다는 자신의 개
성을 노출하면서도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세련

여성의 경우
재킷과 스커트의 정장, 검정, 네이비, 회색, 밝은 톤의 카키,
베이지, 와인색 등 차분한 이미지를 주는 색상들이 좋다.

된 정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무기이

재킷의 디자인은 몸에 너무 붙거나 너무 헐렁하지 않고, 히

며, 패션/유통/서비스 업종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

프선을 살짝 덮을 정도의 길이가 좋다. 재킷 안에는 셔츠나 셔

과 감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패셔너블한 정장이 제격이다.

츠형 블라우스가 무난한데, 목이 좀 올라오는 깔끔한 니트 웨

특히 상하의 한벌로 된 정장은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식

어도 좋다. 색상은 재킷과 같은 색보다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상하기 때문에 튀는 감각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좋다.

등 깨끗한 색으로 얼굴을 밝게 받쳐준다.

남성 바지는 재킷이 블랙이면 그레이로 재킷이 그레이면 블

스커트는 여성스러운 A라인이나 세련된 느낌의 H라인이 무

랙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셔츠는 푸른색 계열의 스트라이

난하며, 길이는무릎을가리는정도가적당하다. 바지와더불어

프 줄무니나 칼라에 포인트가 들어간 화이트 셔츠로 감각적

스커트의통이너무넓거나타이트하면좋지않다. 원피스는벨

인 코디를 해보는 것이다.

트가 달린 무릎 길이의 것으로 선택한다. 귀걸이, 목걸이 등의

여성 브라우스를 고를 때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기 보다

재킷이 화려하다면 심플한 디자인을 재킷이 심플하다면 독특
하거나 컬러감이 있는 브라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액세서리는 최근 유행이 불고 있는 늘어지는 스타일보다 단정
하게몸에붙어적절한포인트를줄수있는정도가좋다. r
자료 제공ㅣ LG패션

2014. 9 ┃ recruit

151

이달의 시네마·공연

<터널 3D>

재벌 2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
ㅣ감독 : 박규택 ㅣ출연 : 정유미, 연우진, 송재림 ㅣ개봉 : 8월 20일

기철, 영민, 유경, 세희... 그리고 은주.
관리자 동준의 안내로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사고로 김씨를 죽이게 된다. 사
실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숨기려 향한 곳은 20년간 출입이 금지된 터널. 단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싶
은 이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그 때. 어디에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그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
기 시작하는데...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유럽 최고의 마술사, 4차원 심령술사를 만나다!
ㅣ감독 : 우디 앨런 ㅣ출연 : 콜린 퍼스(스탠리), 엠마 스톤(소피) ㅣ개봉 : 8월 20일

1928년 유럽을 사로잡은 중국인 스타마술사 웨이링수. 모두가 감쪽같이 속은 그의 진짜 정체는 스탠리
(콜린 퍼스)라는 이름의 영국인이다. 세계 최고의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무엇
도 믿지 않는 스탠리는 어느 날 동료 마술사로부터 심령술사 소피(엠마 스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혼을 불러내 무엇이든 맞히며 남부프랑스의 카트리지 가문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소피의 심령술
이 가짜라고 확신한 스탠리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남부프랑스로 향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피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가족에 얽힌 비밀까지 모두 밝혀내고, 혼란에 빠진 스탠리는 설
상가상 그녀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

<익스펜더블 3>

새로운 팀! 새로운 미션!
ㅣ감독 : 패트릭 휴즈 ㅣ출연 : 실베스터 스탤론(바니 로스), 제이슨 스타뎀(리 크리스마스) ㅣ개봉 : 8월 20일

불가능한 미션이란 없는 절대 무적의 팀 익스펜더블.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적이 없을 것 같던 그
들 앞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적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바니(실베스터 스탤론)와 함께 익스펜더블을 창
립한 원년 멤버 스톤뱅크스(멜 깁슨). 바니는 익스펜더블을 배반하고 잔인한 무기상이 된 스톤뱅크스
의 악행을 막기 위해 그를 제거한다. 이후 바니는 젊고, 빠르고, 색다른 기술을 지닌 새 멤버들을 영입
해 더욱 강력한 익스펜더블을 만든다.
한편 극적으로 살아난 스톤뱅크스는 복수의 칼을 빼 들고 익스펜더블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
운다. 그 어떤 적들보다도 그들을 잘 아는 스톤뱅크스의 급습으로 인해 새 멤버들이 납치를 당하고,
익스펜더블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문학 작가 김유정, 이효석, 그리고 현진건!
ㅣ감독 : 안재훈, 한혜진 ㅣ출연 : 장광(운수 좋은 날 - 김첨지), 남상일(봄봄 -“나”판소리 도창) ㅣ봉 : 8월 21일

그림으로 되살아난 문학의 향연. 20대의 풋풋한 사랑 [봄봄], 40대의 처참했던 슬픔 [운수 좋은 날]
그리고 60대의 아련한 추억 [메밀꽃 필 무렵]... 슬퍼도 웃어야 했던, 고달퍼도 살아가야 했던 세 사람
의 인생과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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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조로

황량한 사막에 버려져 죽음의 위기에 놓인 한 남자. 집시퀸 이네즈는 그를 구한다. 그는 광산에서 강
제 노역 중 탈출하다 총을 맞고 버려진 디에고이다. 한편, 알레한드로는 총독 취임식에서, 자신의 딸 루
이사와 라몬의 약혼을 발표하고, 라몬은 캘리포니아 경제를 일으킬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며 사람들을
설득한다. 하지만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여전히 20년 전 사라진 영웅 조로를 기다릴 뿐이
다. 점점 심해지는 라몬의 악행과 횡포로 혼란에 빠져가는 위기의 캘리포니아, 라몬에게 복수를 다짐하
는 디에고에게 이네즈는 영웅이 되어 복수하라고 제안한다..
공연기간 : 2014년 8월 27일 ~ 2014년 10월 26일ㅣ충무아트홀 대극장ㅣ150분
출연 : 김우형, 휘성, 키, 양요섭, 서지영, 소냐, 안시하
티켓가격 : VIP석 13만원ㅣR석 11만원ㅣS석 8만원ㅣA석 5만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뮤지컬

레베카

‘나’
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
게 되는데…
맨덜리는 아름다웠지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기도 했다. 죽은 레베카가 마치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맨덜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레베카에게 깊게 물들어 있었다. 게다가 집사 댄버스 부인
은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새 안주인은 점점 숨통이 막혀옴을 느낀다.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그녀는 가면 무도회를 열기로 하고 댄버스의 조언으로 멋진 의상을 준비한다. 하지만 무
도회 당일,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레베카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심의 분노에 실망하여 깊은 자
괴감에 빠진다. 댄버스는 그런 그녀에게 레베카의 자리는 아무도 차지할 수 없다고 끝내 자살을 권하기에
이른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공연기간 : 2014년 9월 6일 ~ 2014년 11월 9일ㅣ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ㅣ170분
출연 : 민영기, 오만석, 엄기준, 옥주현, 신영숙, 리사, 임혜영
티켓가격 : VIP석 13만원ㅣR석 11만원ㅣS석 8만원ㅣA석 6만원

콘서트

존 레전드 내한공연

그래미 9회 수상. 현존하는 최고의 소울“레전드”
. 그의 전성기를 서울에서 만나다.
R＆B, 소울(Soul) 진영에서 현재 가장 핫(Hot)한 아티스트인 존 레전드(John Legend)가 세 번째 단
독 내한공연을 갖는다.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존 레전드의 <”
ALL OF ME”전미투어>에 이어, 올
가을 <”
ALL OF ME”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2014년 9월 28일, 유니클로 악스홀)을 다시 찾는
다. 아시아 투어 후엔 <”
ALL OF ME”유럽 투어>가 이어진다. 특별히 이번 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어쿠
스틱 버전의 언플러그드 사운드 (Intimate, Acoustic, Stripped Down, Unplugged) 로 팬들과 가까이
만나고 싶은 존 레전드의 뜻에 따라 서울공연을 이에 적합한 유니클로 악스홀로 정했다. 현존하는 최고
의 소울 ＂레전드”
, John Legend. 그의 최고의 전성기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기간 : 2014년 9월 28일 7PMㅣ악스코리아(구 유니클로 악스)
티켓가격 : 스탠딩 132,000원ㅣ지정석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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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 인문학자 8인의 절망을 이기는 인문학 명강의>

이 시대 최고 인문학자들이 무기력한 내 인생에 선사하는‘분노’
의 인문학!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맹자』
,『순자』
,『파우스트』
,『나는 왜 작은 일에
만 분개하는가』
,『감정 독재』
,〈광인일기〉
,〈분신〉등에서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규명한다. 인
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들을 적나라하게 해체하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찰케 한다. 2부에서는『동물농장』
,『리시스트라테』
,『절망의 시대를 건너
는 법』
,『이것이 인간인가』
,『구운몽』
,『별 방랑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성
과 홀로코스트』등에서 나타난 부도덕한 사회와 인간 그리고 소외와 극복을 살펴본다.
1부와 2부의 작품들은 모두‘인간, 욕망, 불안’
으로 우리 삶을 낱낱이 파헤치는 고전이다. 우
리에게 진실을 목도해버릴 것을 강요하면서 절망하게 한다. 절망하게 하면서 곧 분노하게 한
다. 동서고금을 모두 아우르는 고전의 향연이자 절망과 분노의 협연이다. 인문학을 논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강신주, 강준만, 고미숙, 노명우, 문태준, 이현우, 정병설, 정여울 공저 | 메디치미디어 | 15,000원>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 세계 최고 교육기관을 만든 서른 살 청년의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법>

25달러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을 만들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연필 한 자루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을 세우기까지 자신이 굳게
믿고 따라왔던 서른 가지의 특별한 삶의 원칙을 소개한다.‘사소하지만 남들에게는 커다랗게
여겨지는 일을 하라’
,‘불가능한 방식을 고집하라’
,‘일을 했으면 매듭짓는 법을 배워라’
,‘필요
성이 아니라 가치관을 판단 근거로 삼아라’
,‘쓰는 단어를 바꾸어야 자신의 가치를 바꿀 수 있
다’등이 그의 길잡이가 되어준 원칙들이다. 그는 좌절할 수도 있는 삶의 순간마다 이 지침들
을 잊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자산 없이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
한 강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
지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젊
은이들에게“사소한 결정은 머리로 내리고, 큰 결정은 가슴으로 내려라”
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애덤 브라운 저 / 이은선 역 | 북하우스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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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경제·경영

자기계발

인문·문학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 28세 18억 젊은
부자, 7년간의 돈벌이 분투기>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가 : 최고
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

<다음 인간 : 분석 심리학자가 말하는 미
래 인간의 모든 것>

김수영 저 | 퍼플카우 | 14,500원

김철호 저 | 토네이도 | 15,000원

이나미 저 | 시공사 | 13,000원

내용 온갖 스펙을 쌓고 자기계

내용 지난 25년간 세계 비즈

내용《다음 인간》
은 기술이 우

발에 열중하며 귀한 세월을 보내

니스 무대에서 최고의 협상

리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놓고, 정작 은퇴 후까지 치킨을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카이

미치는지, 그리하여 앞으로 나

튀기며 먹고살 궁리를 해야 하는

스트(KAIST) 김철호 교수. 그

타날‘다음 인간’
의 모습은 어

것이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현실.

는 우리나라에 현대 협상학의

떠한지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

이제 받아들여라, 어차피 월급으

세계적 흐름과 주요 이론을

동안 기술이 인간의 뇌에 어떤

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회사는

최초로 소개하고 강의한 선구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는 책은

더 이상 당신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취업준비보다,

자로 평가받는다. 하버드대 로스쿨과 컬럼비아대 로

간혹 있었지만, 이러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인간

승진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일하지 않고도 돈 버는

스쿨을 거쳐 미국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는 책은 없었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당신도 늦지 않았다. 이

글로벌 기업들과 일하며 거둔 수많은 비즈니스 성공

다. 이 책은 그간의 기술 중심의 미래 예측에서 벗어

제라도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

사례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어떤 사람이 원하는

나‘인간’
에 집중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라. 28세에 18억 자산가로, 평생의 돈 걱정을 이미

것을 얻는가』
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과 탁월한 의사

해결해버린‘진짜 부자’김수영이 당신의 멘토가 되

결정,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하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여자 없는 남자들>

어줄 것이다.

맨들의 필독서다.

무라카미 하루키 저/양윤옥 역 | 문학동네 | 13,800원

<벌 땐 벌고 쓸 땐 쓰는 여자를 위한 돈
버는 선택>

<판세를 읽는 승부사 조조 : 우세와 열세
를 아는 자가 이긴다>

로만 30만 부의 판매고를 올

이지영 저/안지선 그림 | 릿지 | 14,000원

자오위핑 저/박찬철 역 | 위즈덤하우스 | 16,000원

설집. 1983년 출간한 첫 소설

내용 일본 출간 당시 예약판매
린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

내용 삼성SDS, 평창정보통신

내용 이 책은 중국 국영방송

콘텐츠팀 팀장, SK커뮤니케이

CCTV가‘고급지식의 대중화’

션스 금융팀장, (주)에듀머니

를 모토로 기획한 인기 교양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지표이자 새로운 시도

교육본부장, (사)여성이 만드는

프로그램〈백가강단〉
에서 자오

의 장으로서, 때로는 잔혹동화를 연상시키는 비현실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

위핑 교수(베이징 유덴 대학 관

적 상상력을, 때로는 청춘의 기억을 건드리는 섬세한

푸른살림 등을 거쳐 오랜 기간

리학과)의 조조 강의를 엮은 것

감성을 담아내며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소설

가정경제 상담사로 일하며 많

이다. 자오위핑 교수는 중국 매

집에서는‘여자 없는 남자들’
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

은 여성의 경제 문제, 재테크 문제를 해결해 온 이지

체가 선정한 대륙 10대 명강사 가운데 한 명으로,

래 써내려간 여섯 편의 작품과 함께, 프란츠 카프카

영 저자가 사소한 돈 문제에 관한 망설임부터 인생을

그의 전작인《자기통제의 승부사 사마의》
,《마음을

의 걸작『변신』
의 독특한 오마주이자 해외 판본에만

결정짓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딜레마 45가지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
은 한국에서도 10만 독자를

특별히 수록되는 단편「사랑하는 잠자」
를 가장 먼저

에 대한 해법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한다.

사로잡아,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

만나볼 수 있다.

집『중국행 슬로보트』이후로
그의 단편소설들은 앞으로의

았다. 자오위핑 교수의《삼국지》인물 강의 세 번째

<2030 대담한 미래 2 : 미래의 기회와 전
략적 승부>

시리즈인 이 책은, 열세 속에서도 위세를 만들고, 판
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해, 끝내 승세를 장악한 조

<죽기 전에 사기를 공부하고 삼국지를 통
하고 홍루몽을 즐겨라 3>

최윤식 저 | 지식노마드 | 28,000원

조만의 지혜를 보여준다.

김세중 저 | 스타북스 | 15,000원

내용 저자 최윤식(한국뉴욕주

내용『죽기 전에 사기를 공부하
고 삼국지를 통하고 홍루몽을 즐

아시아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꿈만 꾸어도 좋다, 당장 떠나도 좋다 : 인생
의 길 위에서 쓰는 꿈, 인연, 사랑 이야기>

조여오는 아시아 대위기의 가

김태광 기획/윤 청, 김호인, 박현정 등저 |

대를 통사, 역사 소설, 통속 소설

능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더

시너지북 | 17,000원

로 다르게 풀어 낸 책들을 선정해

립대 미래연구원장)은 한국과

겨라』제3권. 이 책은 각각의 시

중요한 것은 기회는 언제나 위

내용 이 책에는 여덟 명의 다

그 안에서 시대를 대표하고 인간

기와 함께 온다는 점이다. 위

양한 삶을 살아가는 작가들이

의 본질에 닿는 명언들을 엄선하였다. 삶을 풍요롭게

기의 징후들 때문에 다가오는‘세컨드 골디락스’
의

그동안 경험했던 국내외 여행

만드는 고전 속에 인간의 욕망을 담아 낸 걸작
『홍루

시대,‘미래 산업 전쟁’
의 큰 흐름들을 놓치지 말자.

이야기가 담겨 있다. 컨티키

몽』
, 천하를 두고 벌이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
『삼

1권이 위기 시나리오에 집중했다면, 2권은 기회와 전

여행을 홀로 떠났던 20대 작

국지』
, 역사 속에서‘인간’
을 본 사마천의 혼이 들어

략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초점

가,
‘국토종주와 4대강 자전거

있는
『사기』
를 통해 고전의 지혜를 음미할 수 있다.

을 맞췄다. 단순한 예측의 나열이 아니다. 위기와 기

종주’
를 꿈꾸는 중년의 작가,

회 요소, 기존 산업과 미래의 신산업이 어떻게 서로

중년의 꿈으로 이스터 섬의 방문을 꿈꾸는 이와 10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될지, 그 다

대와 20대 청춘의 낭만과 방황을 여행에 담았던 작

이내믹스를 담고 있다.

가들의 솔직한 여행담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따라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여행 경험이 떠오르거나
작가들처럼 미래의 여행 계획에 대한 꿈을 자연스레
펼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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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회화

토익은 가장 영어다운 영어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국제 비즈니스맨들의 실무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토익에 등장하는 어휘 및
표현들은 모든 사무실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특히 Part 3의 대화 유형만 제대로 공부해도 영어 회화가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업무 또는 해외 출장 업무까지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 본 칼럼은 TOEIC Part 3에서 실제 출제되었던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통해 영어실력과 토익점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That's your area of expertise.
그건 당신이 전문이잖아요.

M : Good morning, Amy. I didn't know you'd be back to work today. How was the medical conference?
W : The talks were really interesting, and I had time to network and make a lot of new business connections. In

fact, I met some potential investors who are very interested in our new pain medication.
M : Oh, that sounds promising. Did you tell them about the drug's effectiveness in relieving headaches and back

pain?
W : Well, I know that's your area of expertise, so I gave them your e-mail address and suggested that they contact

you. I hope you don't mind.

M : 안녕하세요, 에이미. 오늘 업무에 복귀하실 거란 걸 몰랐네요. 국제의료회의는 어땠나요?
W : 회의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게다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상 연줄을 많이 만들었어요. 실은, 잠재적 투자가
들을 좀 만났는데, 우리의 신개발 진통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M : 야, 기대가 되는 말씀이군요. 그분들에게 두통과 허리 통증에 대한 그 약의 효능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W : 어, 그건 당신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신 이메일을 드리고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말해두었어요. 싫지 않으시다면요.

특히 잘하는 일(what you do best)에 대해 보통‘그것이 내 주특기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특기를 영어로는 specialty(전문, 전공, 장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Express deliveries are our specialty."라고 하면“빠른 배송이 저희 주특기죠.”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초등학교 수준의 strong point(강점)를
사용해“Express deliveries are our strong point.”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처럼 국제 비즈니스를 배경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약간 격조 높은 표현
이 좋겠죠. 그렇다면 expertise(전문지식)를 사용한‘an area of expertise(전문 분야)’
가 딱입니다.“That's your area of expertise.”
는“그건 당신 전문분야잖
아요.”
라고 추켜세워 주는 말인데, 살짝 방향을 틀어서“You are an expert in that area.”
(그 분야에서는 당신이 전문가죠.)라고 해도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토익 문법에서는 같은 의미로 specialize in(~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응용해 본다면“That's
what you specialize in.”
(그건 당신이 전문으로 하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다. 토익 단어는 아니지만‘강점, 전문분야’
라는 뜻으로 forte(e는 발음하지 않는다)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Notes
be back to work 근무 복귀하다 medical 의료의 conference 회의, 협의회 talk 회의, 회담 interesting 흥미로운 have time to do ~할 시간이 있다 network 사
람들과 어울려 생각을 나누다 a lot of 많은 connection 연줄(=contact) in fact 사실은 potential 잠재적인, 예비의 investor 투자자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pain medication 진통제 sound ~처럼 들리다 promising 가망이 있는, 기대되는 drug 약 effectiveness 효과 relieve ~을 줄이다, 경감시키다 headache
두통 back pain 요통 area of expertise 전문분야 address 주소 suggest ~라고 제안하다 contact ~에게 연락하다 mind 꺼리다,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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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 보는 취업 역학

취업운

취업운

취업운

망설일 필요 없다. 자신 있게 도전하라. 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이 힘을 발휘할 수

업 시험은 이달에, 발표일은 다음 달에 있

대며 고민하는 시기다. 힘든 일은 주변에

있는 곳을 선택, 공략하라. 자격증 덕을 톡

는 곳에서 승산이 높다. 이달에 면접이 있

드러내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 자신의

톡히 볼 기회가 올 것이다. 주위의 추천으

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니 스스로에

로 지원하기 힘든 곳에 응시할 수 있는 기

받게 될 것이다. 책임감과 추진력을 확실히

게 용기를 북돋워주도록 하자.

회도 잡을 수 있으니 주변을 꼼꼼히 체크해

보여주는 면접 태도가 유효할 듯.
유망업종
기자, 전문기술, 언론기관, 스포츠회사, 물
류 및 유통회사
애정운

유망업종
공무원, 경찰, 검찰, 경비업체, 자동차 관련
기업
애정운
강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약하게 나가는 등

보도록 하라.
유망업종
여행사, 예체능, 인테리어, 컨설턴트, 인쇄
업, 출판업, 언론, 방송계
애정운

싱글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이성을

혼란이 다소 있을 수 있겠다. 너그러운 마음

싱글은 원거리의 이성을 소개받는다. 또는

만날 수 있다. 데이트 비용이 예산을 넘어

을 보여줘야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

특이한 직업의 이성을 만나거나 채팅을 통

갈 것을 각오하라. 커플은 친구모임에 자주

다. 커플의 경우 작은 다툼과 고집이 좋지

해 만날 확률도 높다. 커플들은 원거리 데

끼어든다. 알뜰 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 적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트는 가급적 자제하고 카드나 서류 문제

극 이용하라.

취업운

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취업운

취업운

취업과 관련된 시험을 치룬다면 최고의 행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이다. 희망했던 직장

자신 있게 원서를 내고 취업에 도전하자.

운이 오는 달이다. 갈고닦아온 실력을 최대

에 도전해보자. 성실함과 근면함을 충분히

추진력과 책임감이 돋보이고 윗사람이 만

한 발휘할 수 있다. 평소에 도움을 받은 선

발휘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믿어라. 다만

족할 정도의 유능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

배, 스승, 어른의 조언을 들으면 더 큰 힘을

너무 기합이 들어 마음이 경직되는 것은 좋

다. 여러 모로 좋은 운으로 조금 더 욕심을

얻을 수 있다. 이달에 합격발표일까지 있다

지 않다.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좋은 결

부려도 괜찮다.

면 더욱 좋다.

과가 있겠다.

유망업종
학자, 행정관, 관공계열, 군인, 경찰 공무원
애정운
싱글들은 좋은 만남이 있겠다. 융통성을 발

유망업종
금융계, 관리직, 유통업종, 교육업종, 연
구직
애정운

유망업종
공무원, 사법, 행정, 교육계, 경찰, 연구소
애정운
보수적인 안목으로 상대방을 선택해야 한
다. 이렇게 선택한 상대와는 긴 인연으로

휘하는 행동을 보여줄 것. 커플들은 윗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방을 지

이어질 수 있다. 머뭇거리고 때를 기다리던

의 덕이 따르니 주변에서 예쁘게 봐준다.

루하게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라. 커

커플이라면 상견례를 추진해도 좋은 시기

그럴수록 주변을 살피고 데이트를 신중하

플인 경우에는 지루했던 관계에 신선함을

다. 다만 너무 경직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

게 하라.

주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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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운

취업운

취업운

이리 저리 부산스럽고 몸과 마음이 바쁘다.

형제나 선배의 도움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충만한

취업 준비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전공

도할 수 있는 시기이다. 취직운이 좋고 자

시기여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성실함

점수보다는 논리성과 획기적 아이디어로

격증 시험의 결과도 좋겠다. 원한다면 아르

과 근면함을 인정받는다면 좀더 높은 목표

토론과 면접에서 고득점을 낼 수 있으니 이

바이트나 인턴십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에 대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니 자

달에 시험일, 다음 달에 발표일이 있다면

얻을 수 있다. 남쪽 방향이 길하고 새로운

신을 잃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판단을 해

합격의 승산이 높다.

분야가 좋다.

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윗사람과 상

유망업종

유망업종

무역, 금융기관, 증권, 투자회사, 유통회사,

건설회사, 무역회사, 철도공사, 건축설계사,

물류회사, 건설회사

증권사, 투자사

애정운

애정운

의하라.
유망업종
스포츠업계, 경비업체, 일반 관리직, 사무직
애정운

싱글은 소개팅으로 바쁘고 인기도 높다. 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도 잘 진행이 되지

친구의 친구와 인연이 닿을 수 있다. 그로

이트 비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커

않는 시기라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단 연결의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

플들은 데이트 영역이 넓어지지만 상대방

끈만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천

한다. 연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 하지 말

이 한눈은 팔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천히 기다리며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취업운

취업운

취업운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뜻이 너무 커도 실천이 어렵고 쉽게 만족하

신경이 예민하고 이 궁리, 저 공상에 빠져

수 있다. 돈독한 인간관계가 빛을 발하는

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시기다. 계

시기.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에 도

이론과 말이 행동보다 앞서 있고 마무리를

획했던 일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자. 결과와

잘 못하는 시기이니 결단을 내려 끝맺음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이

관계없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꼭 감사

잘 해야 한다. 전공을 살려 한 방향으로 꾸

겨내며 힘을 다듬는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를 표하는 것이 좋다.

준히 가는 것이 좋다.

마인드가 필요하다.

유망업종

유망업종

유망업종

식품가공업체, 전문기술직, 전문연구직, 관

보육사, 유치원, 음료회사, 제조업, 호텔, 사

번역, 가이드, 강사, 여행사, 출판업, 디자인,

공서, 의료계

회복지사

갤러리, 방송작가

애정운

애정운

애정운

싱글인 경우 지금까지 인연이 있던 사람이

예의바르고 겸손한 태도에 상대가 호감을

소개를 받기 전 조금 더 생각하라. 변덕스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직되고 서먹한

가져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베풀

런 행동으로 주변의 구설에 오를 수 있다.

분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 커플은

때 너무 헤프지는 말아야 한다. 커플인 경

커플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조금씩 늦

다소 시큰둥해질 수 있다.

우 과다한 지출을 주의해야 한다.

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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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월간 리크루트
2014년 9월호 Vol.34 제381호
(주)한경리크루트 발행
120-707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별관 3층 325호
등록번호 서울 라 09825
1982년 5월 20일 창간
회 장 정명석

현재 저는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남들이 다 하는 취업 준비 과정에 함께 합류
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저는 대기업을 준
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스펙 만들기에 열
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호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기업, 더 큰 회사에 입사하
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얽매는 것 같았습

발행인 대표이사 김영국
자문위원 정징대 전용표 조찬우 서춘현
취재편집팀 국장 오명철
취재기자 이상미 이가영
디자인팀 이응원 정지현

니다. 돌아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대기업 못

2014년 8월호

지않은 연봉이나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사진팀 객원기자 한명섭 김현수 김종오

<박재형 / 서울 서대문구 / 대학생>

교열팀 기자 남주영
기획·광고마케팅국 국장 조운희
차장 박성윤
교육사업팀 국장 오명철
손소망

● 마음의 안정을 주는 리크루트 고맙습니다.

학생기자 이봉주(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09학번)

평소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저는 이번호에 인터뷰들을 보고 더 관심이 많이

황찬수(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11학번)

갔습니다. 개그맨에서 최근 연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동우

장두원(연세대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13학번)

씨, 연극배우의 삶을 통해 청춘들에게 전하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연극배우 인터뷰 등

김창현(호서대 사회복지학과 11학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인터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니 늘 짜증이 났고, 삶에 화도 많아 졌지만 저보다 더한

인자쇄 (주)애드그린
출자력 seoulcnc

시련을 견디고도 묵묵히 잘 살아가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
는 이동우 씨의 기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로 많은 구직자들과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잡지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 서울시 중랑구 / 대학생>

www.hkrecruit.co.kr`
모바일 어플「파오인」
기사문의·제보 02)312-1701~3
mcoh98@hkrecruit.co.kr
광고문의 02)312-1701~3
good@hkrecruit.co.kr
구독신청 02)312-1701~3
FAX

02)312-1728

10월호 예고

COVER STORY

인적성검사의 모든 것!

해가 갈수록 기업들의 인적성검사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성검
사가 필터링의 도구라고는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실제 인적성검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본다.

값 13,000원│1년 정기구독 130,000원
SPECIAL REPORT
본지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
수합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 도표, 그림 등의 자료에 특
별히 저작권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은 본지에 저작권이

기업탐방/동반성장을 말하다

최근 경제 민주화와 맞물려 동반성장은 시대의 화두이다. 협력 기업
들과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은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있으므로 서면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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