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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nion with Perfect Manners

It was a leisurely summer afternoon in a Seoul 
r e l a x e d

metropolitan subway car. A blind woman entered 
객실 . .

with a guide dog, a yellow Labrador Retriever, and 

sat on a seat reserved for the disabled and senior 

citizens. 

The passengers' attention was naturally drawn to 

the dog, some out of curiosity, and others out of 

admiration. Suddenly there came out a scream.

"Why have you brought this big dog on a subway 

train? Are you crazy?" A middle-aged woman nearby 

was yelling at the blind woman. She demanded that 

the woman leave the train with the dog immediately.
l e f t ( X )

She could not have known that guide dogs are 
안 내 견

allowed by law to accompany their handlers in public 

places and on public transportation. 

• be allowed to do = can / allow + N + to do:허용하다(사

람주어), 가능하게하다(사물주어)

Passengers around them tried to inform the woman 

of that fact, but she would not listen and called the 

train crew over the emergency phone.

완벽한 태도를 지닌 동반자

어느 한가로운 여름 오후, 서울 지하철 객실 안에서

의 일입니다. 한 시각장애 여성이 황색 레브라도 레

트리버 종인 안내견과 함께 들어와 장애인과 노인

을 위해 마련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안내견에게 쏠려

서, 몇몇은 호기심으로 또 다른 몇몇은 감탄의 눈빛

으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

습니다. 

“왜 지하철에 이 큰 개를 데리고 탄 거죠? 당신 제

정신이에요?” 가까이 있던 중년 여성이 시각장애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 여성에게 당장 개와 함께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안

내견이 주인과 동행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

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승객들은 그 여성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했으나,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지하철 승무원

을 비상전화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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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next stop, learning what was happening, crew 

members led the woman off the train, apologizing 

to the blind woman. Despite all the shouting, the 

guide dog made no noise or nervous gesture.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It sat quietly at the feet of its master. That dog had 

manners indeed. You may wonder how the guide 
w a n d e r ( X )

dog was able to remain calm amid the 

embarrassing scene, unlike ordinary pet animals. 

To the knowing  eye, however, it is no wonder. 
아는 사람의 눈으로 봄면

Dogs become guide dogs as the result of training. As 

with humans, a dog's manners do not come 

naturally. Only dogs that completed strict training to 
끝 내 다

assist humans have such manners.

Guide dog training is divided into two stages, first at 

a home as a puppy, and then at a guide dog school. 

The first stage is called puppy walking.

번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자, 승무원들은 

다음 역에서 그 여성을 내리게 하고, 시각 장애 여

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고함이 오고 갔

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견은 소리를 내거나 불안

해하는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의 태

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다른 평범한 애완동물들과

는 달리, 그 안내견이 당황스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

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

이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로 개들은 안내견이 됩니

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들의 그런 태도는 자연

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돕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마친 개들만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됩

니다.

안내견 훈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강아

지일 때 가정에서, 그 다음에는 안내견 학교에서 이

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퍼피 워킹’이라고 불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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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uppy is sent from the school to the 

volunteer trainer, it learns the basics of obedience - 

to sit, lie down, and walk correctly on a leash - and is 

exposed to a variety of real life circumstances. 
s i t u a t i o n s , c o n d i t i o n s

After staying about twelve months at the trainer's 

home, the future guide dog returns to the school for 

four to six months of advanced training. One of the 

essential skills the dog learns at the school is how to 

cross the street. 

Due to the cars moving up and down the street, 

crosswalks present a huge challenge to the dog and 

the handler and they have to work closely as a team 

to cross the street. 

When they reach the curb, the dog stops. Based on 

the circumstantial information and the map he or she 

learned by heart, the handler recognizes they are 

about to cross the street.

• learn A by heart: A를 암기하다

Because dogs cannot distinguish the color of traffic 

lights, the handler listens for the audio traffic signal 

or the flow of traffic to figure out when the light has 

changed. 

 

번역

강아지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조련사에게 보내지면 

복종의 기본 - 목줄에 따라 정확하게 앉고 눕고 걷

는 것 - 을 배우고, 다양한 실제 생활환경에 노출됩

니다. 

조련사의 집에서 12개월 정도 지낸 다음 미래의 안

내견은 4-6개월의 상급 훈련을 위해 학교로 돌아옵

니다.개가 안내견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기술 중 하

나는 길을 건너는 법입니다. 

길을 오르내리며 움직이는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

는 안내견과 그 주인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그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 한 팀으로서 바짝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들이 도로변에 다다르면 개가 멈춥니다. 상황 정

보와 암기해 둔 지도에 근거하여, 안내견 주인은 자

신들이 길을 건너려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개들은 신호등 색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등 

불빛이 언제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서 주인은 청각

교통신호 또는 교통 흐름에 귀를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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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en gives a command to go forward, and if there 

is no danger, the dog proceeds in a straight line. If 

there are cars approaching, the dog waits until the 

danger is gone and then crosses the street.

How does a guide dog communicate with its 

handler? The guide harness and voice commands 
마 구 , 멜 빵

are the main too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 handle attached to the harness is firm, so the 

handler can feel the dog turn. The guide dog can 

indicate the presence of an obstacle by stopping or 

refusing a command to go forward. 

Then the handler gives directions to the dog using 

the voice commands that the dog learned at school, 

such as "right," "left" or "forward." Guide dogs are 

very intelligent, so with experience they can 

understand the handler's unique commands. 

Then, all the handler has to say is, for example, "go 

to the office," and the dog will follow the route it has 

learned for that command.

번역

그러고 나서 주인이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약 위험 상황이 없으면 안내견은 직선 방향으로 

전진합니다. 만약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안내견은 

그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길

을 건넙니다.

안내견은 주인과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안내견

용 하네스와 음성 명령이 그들 사이의 주된 의사소

통 도구입니다. 

하네스에 부착된 손잡이는 단단해서 주인은 개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멈

춰서거나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장애

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 또는 “앞

으로” 같이 안내견이 학교에서 배운 음성 명령을 이

용하여 주인이 안내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안내

견은 매우 똑똑해서, 경험만 쌓이면 주인의 독특한 

명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사무실

로 가자” 정도이고, 안내견은 그 명령에 맞게 알아

두었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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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dogs are mobility tools for the blind. They 

provide independence and confidence for their 

human partners. They help the handlers shake any 

feeling of isolation by inviting people to them. 

Handlers also consider their dogs a social asset, 

because people are easily attracted to trained 

guide dogs. However, when you see a guide dog on 

the job, it is important that you recognize that it is at 

work. 

Petting or talking to the dog breaks its concentration. 

The best thing you can do to help a guide dog is 

leave it alone. 

If you really want to pet or talk to the dog, ask the 

handler for permission.Then the dog will respond to 

you with perfect manners.

번역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동 도구입니다. 안

내견들은 인간 파트너들에게 독립심과 자신감을 줍

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주인에게 초대함으로써 주

인들이 고립감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인들은 또한 자신의 개들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내견이 쉽게 사람들의 주

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중인 안내

견을 보게 되면, 그 개가 작업 중이라는 것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를 쓰다듬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일은 개의 집중

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당신이 안내견을 도울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말을 걸고 싶으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개는 완벽한 태도로 

당신에게 응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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