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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겨울방학 자격증 도전

Amy Jang 외 | 자유로운상상 | 2020년 11월 

국제학교, SAT,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나

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총5개의 유

닛으로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글쓰

기의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

에서 단계별로 풀어낸 책이다. 브

레인 스토밍을 어떻게 시작하고 

각 문단 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자주 하는 실수’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집어준다. 왜 틀린 지 설명해주고 더 나은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

준다. ‘표현 배우기’는 한국 학생들이 자주 하는 회화 실수에 

대해 다뤘다. 일반 교재 및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화 및 문법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 Amy Jang은 영어교육 분야에서 8년 넘게 교재 연구

와 스터디에 많은 일을 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 상하이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을 주로 대상으

로 문법 및 라이팅 과외를 하고, 국제학교 상담 통번역을 해왔

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교 학생들(초중학생)에

게 꼭 필요한 영어 라이팅 스킬을 담아서 이 책을 냈다.

저자는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

은데 한국에는 적합한 수준의 라이팅 책이 없었다. 한국에 나

와 있는 초등학생용 라이팅 책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한국식으로 어법을 가르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용 라이팅 책은 외국에서 공부하

는 아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복잡한 문법용어를 사용해 설명

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만한 실용적인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8년 이상 외

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을 파악하고 분석해 문제점을 단계별로 풀어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에세이, 설명문, 논설문, 독후감, 픽션과 같은 다양한 

글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쓰는 사고가 생길 것”

이라고 전했다. 

<Write Better>은 현재 상하이 English plus의 디렉터이자 

Penguin English의 메인 강사로서 일하고 있는 Stephen M. 

Champ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현재 상하이 국제학교 WISS

에서 ESL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Nigel이 감수를 맡았다. 

사물인터넷 전문가(IOT Developer) Write Better 영어글쓰기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은 가장 간단하게 ‘사물

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대화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출 중인 

주부가 창문을 닫지 않았는데 갑작스

럽게 비가 올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안 창문을 닫는다든가, 집주인이 집

을 나서면 문이 잠기고 집안의 모든 

전기가 차단되거나 가스불을 잊고 끄

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가스 불을 끌 

수 있는 등등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을 실현하게 한다. 사물인터넷은 컴퓨

터, 기계가 사람의 직접적 작동이 없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기계 또

는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

계 각 나라가 이러한 꿈을 실현하게 

할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중국에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 

각종 자격증과 시험을 모아 보았다.

韩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사물인터넷 전문가로 일하려면 정

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컴퓨터공학, 소

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

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프

로그래밍 언어뿐 아니라 컴퓨터의 운

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 이러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력이 중

요하다. 어느 나라나 사물인터

넷 전문가라 명칭 하는 자격증

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 전문

가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마다 

관련 학과의 학생 수를 늘려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물인

터넷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

한 관련 자격증과 시험이 있다. 몇 가

지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학력

의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에 관한 지식

이 없이는 쉽지 않아 고교 이상의 학

력이 필요하며 관련 대학 입학을 위

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고교생들

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컴퓨

터 관련 학과의 대학에 진학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증을 취득한다.

中 사물인터넷 관련 전문가 과정

중국도 일찌감치 사물인터넷 분야

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

다. 베이징과학기술대학교를 필두로 

2018년에는 490개의 대학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 학과를 개설해 전문가

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사물 인터

넷에 관련된 직업군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 사물인터넷 어시스턴트 엔지니어(助理物联

网工程师): 관련 전공 대학, 전문대 졸

업 이상
● 사물인터넷 엔지니어(物联网工程师): 어시

스턴트 엔지니어 자격 보유자 중 석

사 이상 학위 보유자, 대학졸업자 후 

관련 직업 1년 이상 경력자,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직업 2년 이상 경력자 

● 사물인터넷 고급 엔지니어(高级物联

网工程师): 사물인터넷 엔지니어 

자격 보유자 중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와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 가진 자, 대학 졸업 후 관련 직

종 2년 이상 경력 자,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직종 2년 이상 경력자

이 3가지 모두 국가 공인 자격시험

이 있다. 자격시험 합격 후에는 직업 

자격 증서를 정부에서 발행하고 증서

는 인터넷에서 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 시험

이다. 시험은 매년 5회 시행하며 지역

에 따라 연수 비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IT 관련

(Computer Software) 자격시험은 27

개 전문 분야의 자격증 시험이 있다. 

중요 관련 자격증 시험은 정보처리기

사, 어시스트 엔지니어, 엔지니어, 고

급 엔지니어 등이다. 초, 중, 고급의 3

단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며 한국의 

관련 자격도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
● 초급: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 중급: 소프트웨어 설계사, 네트워크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

감독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 엔지니어, 시스템 안전 엔지니

어, 빅데이터 시스템 엔지니어
● 고급: 인포메이션 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분석사, 시스템 기

획 매니저

학생기자 한주영(상해한국학교 10)

자격증 시행사

사물인터넷 IoT 지식능력검정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네트워크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리눅스마스터 한국정통신진흥협회

CCNA CISCO

사물인터넷 전문가 유용한 자격증

자격
시험

등록
비

인증
비용

시험
비용

연수
비용

논문
심사
비용

사물인터넷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10元 130元 200元 1280元

사물인터넷 
엔지니어

10元 160元 240元 1580元 200元

사물인터넷 
고급 엔지니어

10元 260元 400元 1580元 700元

국가공인 사물인터넷 전문가 자격시험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