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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oom in

지난 11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YBM 한국TOEIC위원회의 
‘2018 TOEIC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4 Skills 향상 방안 
(Empowering Korean Learners of English to Develop Four Skills)’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학교 학사행정 관리자, 군부대 
인사·교육 담당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영어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균형 있는 평가로 4 Skills 고루 계발해야…”
2018 TOEIC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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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며 영어 
4 Skills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영어 말
하기·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듣기·읽기 능력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희경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고 대학, 기업 순으로 사
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림대학교 국제교육부장 노은미 
교수는 한림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서 평가 도구로서의 TOEIC의 유용함을 밝히는 한편, ‘영
어 클리닉’ 등 한림대학교만의 독특한 사례를 공유하여 
좌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발표한 LS 미래원 엄기성 
부장은 LS그룹의 사업 현황과 최신 이슈를 소개하면서 
“해외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에서 외국어를 사용하
는 비중도 커졌다”며 임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에 힘쓰는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TOEIC 시행기
관인 IIBC의 소이치로 나가이(Soichiro Nagai) 부장(IP 
unit manager)과 ETS Global의 허번 반 렌트(Gerben 
van Lent) Executive Director가 각각 ‘일본의 TOEIC 
활용 현황’과 ‘유럽의 영어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모든 세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
희경 교수는 “TOEIC 프로그램이 글로벌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양
대 영어교육과 한문섭 교수는 “2018 TOEIC Seminar를 
통해 영어의 4대 영역을 고루 교육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국내 영어 환경이 이러한 방향으
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더욱 정교
한 영어 실력이 요구되면서 영어 4 Skills의 균형 있는 학
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영어 교육 환경이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점검할 때입니다.”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8 TOEIC 
Seminar의 막이 올랐다. YBM 이동현 사장은 개회사
에서 “최근 들어 영어 말하기 · 쓰기와 같은 생산적 언
어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며, “2018 TOEIC Seminar
가 국내 영어 교육 발전에 일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
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의 쉘리  
펀챗(Shelly Punchatz) 부사장은 “균형 잡힌 영어 소통 
능력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영어 교육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
회의소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회장은 기조연설에
서 “영어를 학습의 도구로 삼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며 “영어 자체를 ‘공부’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경계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로 공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ETS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한 수잔 하
인즈(Susan Hines) ETS Executive Director 는 “효과적

YBM 이동현 사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회장

ETS 수잔 하인즈 Executive Director

ETS 쉘리 펀챗 부사장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한문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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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David Crystal)
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배운 언어를 소유한다. 즉, 영
어가 모국어인 사람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라면 누구든지 영어의 주인이 되어 영어에 대한 소유권
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이러
한 주장에 따라 한림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에
서 실용 영어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영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도구로 TOEIC 채택, 
졸업 요건 충족하고 취업도 준비해”

2013년에 첫 시행된 한림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
램>에서는 TOEIC 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 1,800여 명
을 4개(초심자, 초ᆞ중급, 중급, 고급) 반으로 나누고 있
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즉시 TOEIC에 응시해 자신의 영
어 실력을 확인한 후, 성적에 맞는 반을 수강하고 각 단
계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 번째, 
네 번째인 중·고급자 단계를 영어 회화 수업으로 구성하
여 학생들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프
레젠테이션, 조별 수업 등을 포함하고 TOEIC과 TOEIC 
Speaking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4 Skills
을 고루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재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관하여 편히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영어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영어 클리닉
은 한림대학교 영문과와 국제학부 고학년 학생들이 튜
터가 되어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튜터링하는 프로그램이
다. 튜터들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영어 클리
닉’을 찾는 초급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주 1회 열
리는 튜터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주로 영문과 고학년
이나 국제학부 학생들이 튜터로 활동하는데 ‘영어 클리
닉’은 튜터와 학생들로부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
가받는다. 

이밖에 ‘국제 기숙사 방 꾸미기 대회’, ‘노래 경연대
회’, ‘문화의 밤’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열린다.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
을 위해서 ‘이머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머전 프
로그램’은 방학 중에 진행되는 4주 TOEIC 프로그램으로 
매년 450여 명이 참여하는 인기 강좌다. 

지난 수년간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
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재학생들의 TOEIC 평균 
성적이 446점(2013년)에서 728점(2018년)으로 상승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
도 약 90%에 달하는 등 TOEIC에 기반한 <대학영어 프
로그램>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림대학교에서
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영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다.

한림대학교 <대학영어>의 특징과 

언어지원 프로그램

한림대 국제교육부장

노은미 교수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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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국
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필수다. 영어의 
중요성은 지역과 부서, 직무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
된다. 

이러한 이유로 LS그룹에서는 채용과 진급, 해외 주
재원 파견 시에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참고한다. 채
용 시에 지원자에게 TOEIC S&W 점수(이공계 110~120
점, 인문계 130점)를 받는가 하면 진급 대상자들도 일정 
기준(TOEIC S&W 110~120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
야 한다. 해외 주재원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TOEIC 
Speaking 6레벨 이상을 받아야 한다. TOEIC S&W는 
LS그룹의 채용과 진급, 해외 주재원 파견 등 인사 영역 
전반에 활용된다. 

이밖에 LS 미래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
램도 있다. 해외 주재원들을 위한 교육과 외국어 인텐시
브 프로그램이다. TOEIC S&W는 이 두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로 쓰인다. 입소 당일과 5주 차, 마지막 날에 TOEIC 
S&W를 시행하여 점수를 측정한다.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은 기업의 사업 성과와 연결된
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 또는 해외 파견 대상자들
을 선발할 때 영어 실력을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LS그룹에서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TOEIC 
S&W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려는 노
력도 계속될 것이다. 

LS그룹은 1936년에 설립된 장항제련소(現 LS니꼬동제
련)에서 출발하여 LS전선, LS산전, LS엠트론 등으로 분
화하며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에 1만 2천 명, 해외에 1만 명
가량의 임직원이 LS그룹에 근무 중이며 25개국 100여 
곳에 해외법인과 지사를 운영한다. 경제 무대가 내수에
서 세계로 확장되고 해외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LS
그룹에서는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이하 
TOEIC S&W)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
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지 생산 단계 지향하는 LS그룹,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임직원 ‘영어 실력 키우기’에 집중”

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내수시
장 지향(1단계), 수출시장 지향(2단계), 해외시장 현지 
마케팅(3단계), 해외시장 현지 생산(4단계), 지역통합/
글로벌 통합 생산ᆞ마케팅’(5단계) 이다. 현재 LS그룹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해외시장 현지 생산 단계’에 있다. 
‘해외시장 현지 생산 단계’는 수출 비중이 높아 많은 업
무가 해외에서 이뤄진다. 

현재 LS그룹의 해외 매출은 전체의 60%가량에 달한
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큰 만큼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비롯하여 해외 학술지 논문 등 
각종 연구자료를 볼 때도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LS그룹 외국어 활용사례

LS미래원

엄기성 부장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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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미키타니 사장이 설정한 목표 점수는 800점이었다. 
라쿠텐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사원을 채용하고 국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OEIC 
성적을 Key Performance로 삼았다. 임직원들을 위해 
영어 연수를 시행하는가 하면 각종 이벤트를 열어 사원
들이 학습 동기를 가지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
력 끝에 라쿠텐 임직원 1만 6천여 명의 TOEIC 평균 성
적은 800점을 돌파했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에서는 2017년부터 영어 공
용화를 선언하고 TOEIC 730점, TOEIC Speaking 130
점, TOEIC Writing 140점을 관리직 승진 요건으로 정했
다. 한 가지 영역에 치우쳐서는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없
다고 판단하여 TOEIC뿐만 아니라 TOEIC Speaking과 
Writing을 포함한 것이다. 시세이도의 한 관계자는 “영
어로 말을 잘해도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정된 시간 안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TOEIC S&W를 활용하기
로 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공공서
비스 부문에서도 영어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관공서
에서도 영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에
서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TOEIC 성적을 가점 요소로 활용한다. 2020년부터는 대
학 입시에도 TOEIC과 TOEIC S&W가 활용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앞으로 일본 내에서 TOEIC의 활용
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TOEIC 응시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TOEIC
을 처음 시행한 1979년에 약 3천 명이었던 응시자는 
2017년이 되어 2백 4십 8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업과 대학이 있다. 현재 3천 3백여 
개의 일본의 기업과 대학에서 TOEIC 성적을 활용 중이
다. 2000년대 초반에는 TOEIC을 활용하는 기업이 히타
치, 쏘니, 도요타 자동차 등 전자 또는 자동차 기업에 국
한되었지만, 그 이후 글로벌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대
학과 고등학교에서도 TOEIC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속화되는 ‘영어 공용화’, 
기업, 공공기관에서 TOEIC 활용도 커져 

일본 정부에서는 2013년에 1억 2천 7백만 명이었던 일
본 인구가 2050년이 되면 4천 만여 명 감소해 8천 6백
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이유
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해외 주재원 수가 늘
면서 TOEIC 응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화를 모색하는 일본 기업들이 TOEIC을 
활발히 활용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라쿠텐이 TOEIC을 활용하여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
는 기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10년 라쿠텐 미키타
니 사장은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사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당시 라쿠텐 임직원들의 TOEIC 평균 점수는 526

Session 2.

일본의 TOEIC 활용 현황

IIBC 

소이치로 나가이(Soichiro Nagai) 

부장



9NEWSLETTER   vol.113

ETS Global은 ETS의 자회사로서 한국과 중국, 유럽과 
중동에 총 7개의 사무소를 두고 TOEIC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영어 학습, 평가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 학습자들의 기대
치, 영어 학습 및 평가 정책,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상황 등은 영어를 활용하는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시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TOEIC 활용 사례 증가한다”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EU Macro data>에 따르면 
15~34세, 35~54세 영어 학습자가 감소하고 55세 이상
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의 영어 학습
자 수를 예상하여 2015년과 비교한 결과 35~54세 그룹
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에서는 35~54세 그룹의 영
어 숙달도가 높고 더 이상의 학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55세 이상인 영어 학습자들은 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증가 요인으로 ‘세계화’와 ‘은
퇴’를 꼽는다. 즉, 은퇴 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
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
에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을 권장한다. 

교육의 범위가 평생교육으로 확장되면서 인정되는 
교육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에 교육을 일임한다. 외국어 교육 회사에 외주

유럽의 영어 능력 평가 및 적용
ETS Global

허번 반 렌트(Gerben van Lent) 

Executive Director

를 주거나 ‘CEFR B1 이상’과 같이 외부 업체의 기준을 
매개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해군이다. 지난 2006년 프랑스 해군은 ETS Global과 계
약을 체결하고 장병들의 승진, 교육 과정에 TOEIC을 활
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
여 영어 학습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학습자들이 특
정 기간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학습 성과
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TOEIC은 영어 
학습 성과를 나타내는 시험 중 하나이며 프랑스는 유럽
에서 TOEIC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다.

또 다른 사례로 폴란드가 있다. 산업이 쇠락한 상태
에서 유럽연합에 합류한 폴란드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
은 다국적 기업을 받아들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영어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대폭 채
용했고, 폴란드 정부는 시민들의 채용 가능성을 높이고
자 유럽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학습 비용을 지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TOEIC이 채용 요건으로 활용되었고 
폴란드 내에서 신뢰받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마
침내 공무원 자격 요건에도 포함됐다. 프랑스와 폴란드
의 사례에서 확인하듯 앞으로 유럽국가에서는 평생 교
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OEIC은 유럽 
내 기업, 학교, 사설 교육 기관 등에서 더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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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A. 
많은 경우 해외 기업과는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합니
다. 시차 때문인데요. TOEIC Writing을 시행한 후로 실
무자들의 이메일 작성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TOEIC Writing을 활용하여 얻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
다.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도
구로 TOEIC Speaking만 활용하는데 재정적, 시간적 여
유가 있다면 TOEIC Writing을 병행하면 직원들의 역량
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기성 / LS미래원 부장

A.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주에 한 번씩 
트레이닝 세션을 열어 튜터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 튜터로 참여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도 ‘학
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등 ‘영어 클리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통해 예
산이 많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성공적인 프
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은미 / 한림대학교 국제교육

부장 / 교수

Q. 
TOEIC Writing을 활용하여 얻은 실무적 성과는 무엇입
니까?  원준희/호텔롯데 인사팀 주임

Q.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튜터로 활용하는 
‘영어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같은 나라 사람끼리 영어로 훈련하는 일이 영
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
다. 영어 클리닉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윤정용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학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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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Q. 
일본에서 2020년부터 대입시험에 TOEIC과 같은 민간 
영어시험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
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현 / 

YBM 사장

Q. 
ETS Global이 유럽 각 국가의 평가 기관들과 어떻게 협
업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경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반응이 다양했습니
다. 우선 문부과학성에서 이렇게 결정한 계기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일본의 산업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
체연합회)이 문부과학성 내에 있는 워킹그룹의 좌장이
자 라쿠텐 사장인 미키타니가 TOEIC이나 TOEFL을 활
용하여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
한 것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한 
끝에 민간시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나 
정부에서 영어 4 Skills을 평가하는 시험을 개발하고 시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목소리
도 있지만 이번에는 문부과학성에서 ‘영어교육을 바꾸
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이치로 

나가이 / IIBC IP Unit Manager IP Division

A.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각국의 교육기관이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주
도적으로 교육정책을 펼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직접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ETS Global에서는 유
럽의 많은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MBA 연
합회, 각 대학 연합회 등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Gerben van Lent / Executive Director ET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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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취업 준비생 TOEIC 성적은?
평균 679점, 21~25세 가장 많아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취업 
준비생들의 성적을 분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1~25세 응시자가 가장 많았고, 
전공별 응시율 1위는 공학, 평균 성적 1위는 교육학이었다.

* 조사 대상:		2018년	1월	~	6월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취업 준비생(응시 목적에	‘취업’을 선택한 자)
* 제외 대상:			부정행위자,	무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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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응시율

평균 679점, 655~850점대에 집중 분포

취업 준비생들의 2018년 상반기 TOEIC 평균 성적이 679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
균 점수는 L/C(듣기) 371점, R/C(읽기) 308점으로 L/C가 63점 높았다. 취업 준비생
들의 인원을 점수대별로 살펴본 결과 755~800점대를 취득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 
655~850점대가 전체 응시 인원의 43%를 차지했다. 점수대별 인원 분포 그래프는 좌
에서 우로 갈수록, 즉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갈수록 높아지다 755~800점대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1~25세 최다 응시, 31세부터 평균 성적 소폭 하락 

TOEIC에 응시한 취업 준비생 55%가 21~2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세 미만이 31%
로 두 번째로 많았고, 26~30세(10%), 31~35세(3%), 36~40세(1%) 순이었다. 가장 높
은 평균 성적을 취득한 연령대는 26~30세로 716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21~25세(712
점), 31~35세(701점), 36~40세(687점), 20세 미만(646점) 순이었다. 

TOTAL

679점

L/C
371점

R/C
308점

점수대별 인원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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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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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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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6~40세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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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743 735 716 685 677 656 644 628

지역별 응시율 서울 1위, 전공은 ‘공학’

서울(27%)이 지역별 응시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3%)가 4%가량 적은 수치로 
2위를, 부산(8%), 인천/대구/경남(5%), 대전(4%)이 한 자릿수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
별 평균 성적도 서울(746점)이 가장 높았고 경기(700점), 세종(681점), 부산(680점) 순
으로 이어졌다. 

취업 준비생의 응시율을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공학(25%), 인문/경제/경영학(14%), 
사회과학/법학/의〮약학/간호학(10%), 자연과학/기타(7%), 음악/미술/체육(3%)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 평균 성적은 교육학(766점)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경영학
(743점), 사회과학/법학(735점), 인문학(716점)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성적 (단위: 점)지역별 수험자 비율 TOP 5

전공별 수험자 비율 TOP 5

서울

경기

부산

인천/대구/경남

대전

27%

23%

8%

5%

4%

공학

인문/경제/경영학

사회과학/법학/

의·약학/간호학

자연과학/기타

음악/미술/체육

25%

14%

10%

7%

3%

대전 강원 경남부산경기 세종 울산 광주 충북제주 충남 전남인천서울 대구 전북 경북

746

700
681 680 678 669 666 664 662

651 646 645 643 642 641 537 534

공학인문학경제학
경영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기타의학
약학

간호학

교육학 음악
미술
체육

전공별 평균 성적 (단위: 점)



15NEWSLETTER   vol.113

업무
5%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전혀 없다’ 62%
2년 이상 평균 성적 가장 높아  

취업 준비생의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과 TOEIC 점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기간별로 응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전혀 없다’고 답했
다. ‘6개월 미만’이 24%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7%), ‘2년 이상’(4%), ‘1
년 이상 2년 미만’(3%) 순이었다. 한편 체류 기간별 평균 성적은 응시 비율과 반대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체류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평균 성적이 8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평균 성적도 높았다. 

‘여행’을 위해 영어권 국가에 체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9%였으며 영어 연
수(28%), 유학(15%), 기타(13%), 업무(5%) 순으로 응시 비율이 나타났다. 그런가 하
면 ‘유학’을 위해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사람들의 평균 성적이 804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어 연수’(739점), ‘업무’(738점), ‘기타’(717점), ‘여행(691점)’ 순이었다. 

기타영어연수 업무 여행유학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별 평균 성적 (단위: 점)

영어권 국가 체류 목적별 평균 성적 (단위: 점)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별 응시 비율

영어권 국가 체류 목적별 응시 비율

2년 이상
4%

1년 이상
2년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7%

전혀 없다 
62%

6개월 미만 
24%

영어연수
28%

유학
15%

기타
13%

여행
39%

804

739 738
717

691

6개월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전혀 없다2년 이상

856
798 777

711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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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2018 하반기 한미 교류 
프로그램 WEST에 120여 명이 최종 선발됐다. WEST는 
Work, English, Study, Travel의 약자로 TOEIC 850점 
또는 TOEIC Speaking 레벨6 이상을 제출한 대학교 
재·휴학생과 졸업생(1년 이내)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8개월간 미국 인턴십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2018 하반기 WEST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ETS에서 
후원하는 WEST-TOEIC 장학금을 받은 김수현 씨에게 
WEST 프로그램 준비 과정과 합격 비법을 들어봤다. 

영어 성적은 기본! 준비부터 합격 이후까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세요 
2018년 하반기 WEST 프로그램 합격자 김수현 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에
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23살 김수현입니다. 제 대학 
생활의 목표 중 하나인 해외 인턴십을 하게 되어 요즘 기
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Q. 언제, 어떤 목적으로 TOEIC, TOEIC Speaking 성적
을 취득하셨나요?
WEST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제출하기 위
해 올해 처음 TOEIC에 응시했습니다. 2년 전에 TOEIC 
Speaking을 처음 봤고, 지금까지 총 서너 차례 응시했습
니다. 해외 체류 경험이나 사교육 없이 혼자서 영어를 공
부한 터라 공신력 있는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받을지 궁금
했어요. 여러 시험 중에서 TOEIC Speaking을 선택한 건 
파트별로 공부법이 명확하고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성
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TOEIC을 보고 난 후에 TOEIC Speaking에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TOEIC보다 TOEIC Speaking을 먼저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학 점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 영어 실력을 점검
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들과 함
께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피킹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이 시험을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
서 TOEIC을 하는데 저는 영어를 언어로 익히고 싶었기 
때문에 스피킹 위주로 공부했고 점검 차원에서 TOEIC 
Speaking에 응시했어요. 

Q. 영어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TOEIC, TOEIC 
Speaking을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도움이 됐어요. TOEIC Speaking을 공부할 때에는 
답변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표현을 배우고 익히
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스피킹 실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표
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순발력 있게 답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영어로 말하기가 더 편해진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TOEIC Speaking을 준비하면서 외운 표현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두었다가 꼭 실전에서 잘 활용했으
면 좋겠어요.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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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인성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하게 질문과 WEST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파악하고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인지 생각한 다음 내가 가진 것들을 목적에 잘 맞추는 게 중
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해 과거에 했던 활동을 모두 정리해보고 
WEST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인성 면접 스터디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조원들끼리 정보
도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체 메시
지 방에서도 교류는 가능하지만,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되지 않아
서 서로 잠재적인 경쟁자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
께 준비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프라인으로 만나
는 걸 추천합니다. 

● 영어 면접 인터넷상에 영어 면접 예상 질문이 많은데요. 돌발 
질문을 제외한 다른 질문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TOEIC Speaking을 꾸준히 공부한 분이라면 며칠만 집중해
서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과정별 준비 tip

Q. WEST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됐나요? 지
원 계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동경으로 외국 생활을 꿈꿨고 대
학에 와서는 해외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
습니다. 그런데 출국 준비, 비자, 구직 등 전 과정을 혼
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죠.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현지에서 일하게 될 회사 정보를 일일이 찾기도 버거웠
어요. 그러던 중에 WEST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월드
잡 홈페이지에 있는 웨스티들의 수기를 읽으며 나도 웨
스티로서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
니다. 

Q. WEST 프로그램 준비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어학 점수(TOEIC 900점대, TOEIC Speaking 180
점)가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2주가 전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계신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께 자기소개서를 첨삭받았고, 이후
에는 스터디를 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인성 면접을 준비
했습니다. 만약 어학 성적이 불안하다면 여유를 갖고 준
비하는 걸 추천해요.  

Q. WEST 프로그램 지원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WEST 프로그램은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
문에 합격하고 나서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시점뿐 아니라 최종 발표로부터 1~2개월까지도 WEST

에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또한, 최종 
합격한 후에도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진로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후 지원하면 준비 과정이 더욱 명확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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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약학 대학으로 학사 편입하기 위해서는 M/DEET, 학부 성적 외에 
영어 성적이 필수다. 국내 의〮치과 대학 17개교 및 약학 대학 35개교의 
학사 편입학 모집 요강을 살펴본 결과, 의학 7개교, 치의학 3개교, 약학 
대학 33개교에서 편입학 과정에 TOEIC 성적을 활용했다. 

Information

의〮치〮약학 대학 학사 편입에 쓰이는 TOEIC, 
기준 점수는?
의〮치대 8개교, 약대 33개교에서 활용 

전북대 의대 ‘830점 이상’으로 가장 높아 

2019학년도 의·치과 대학 학사 편입학 원서 접수가 지
난 10월 15일에 마감됐다. 최종 경쟁률이 작년보다 큰 폭
으로 상승하여 의대 10.18대1, 치대 11.67대1을 기록했
다. 의대 13개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이화여대
로 29.65대1이었고, 가천대, 인하대도 25대1이 넘는 높
은 경쟁률을 보였다. 치대 중에서는 전북대가 13.8대1
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희대(12.46대1), 조선대
(11.21대1), 경북대(9.78대1) 순으로 높았다. 각 학교에

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입학 정원은 의학 378명, 치의
학 78명으로 총 456명이며 학사 편입생을 모집하는 대
학은 의학 13개교, 치의학 4개교다. 
TOEIC 기준 점수를 살펴보면 전북대 의과대학에서 
TOEIC 8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했고, 인하대
(800점), 가천대(780점), 전북대 치과대학(755점) 순이
었다. 이 밖에 조선대, 충남대, 이화여대에서는 기준 점수 
없이 ‘TOEIC 성적 필수’로, 연세대와 경희대에서는 제출
한 성적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차등 적용한다고 모집 
요강을 통해 밝혔다. 

TOEIC

No
1
2

3

4
5
6

7
8

대학명
가천대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모집명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치과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의과대학(의학과)	학사 편입학 모집

활용 내용
TOEIC	78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	영어 성적에 따라 환산 점수 차등 지급
TOEIC	성적 필수
-	영어 성적에 따라 환산 점수 차등 지급
TOEIC	성적 필수	
TOEIC	800점 이상
TOEIC	830점 이상
TOEIC	755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의·치대 TOEIC 활용 내용 (가나다 순)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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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0% 이상 약대에서 TOEIC 활용, 
‘성적 필수’ 가장 많아 

2019년 학사 편입학 요강을 발표한 국내 약학 대학 35개
교 중 33개 학교에서 편입학 과정에 TOEIC을 활용했다. 
가천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등 25개교에

서 TOEIC 성적을 필수 요건으로 정했고, 목포대와 순천
대, 전남대 등에서 750점 이상을, 부산대, 영남대, 우석대
에서는 700점 이상을 명시했다. 이 밖에 원광대에서는 특
별전형 계약학과에 한해 650점 이상을, 조선대에서도 특
별전형에 한해 750점 이상을 요구했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대학명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목포대
부산대
삼육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모집명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학사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편입학 학생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부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약학과 학사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편입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편입학 전형 모집
2019학년도 약학과 편입학 전형 모집
2019학년도	약학	대학	모집

활용 내용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75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75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일반전형/특별전형>	TOEIC	성적 필수(계약학과 제외)	
<특별전형 계약학과>	TOEIC	65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750점 이상
<일반 전형>	TOEIC	성적 필수	
<특별 전형>	TOEIC	75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약학 대학 TOEIC 활용 내용 (가나다 순)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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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업무 능력, ‘이메일’이 결정한다
직장인을 위한 이메일 잘 쓰는 방법

Job Lesson

이메일은 비즈니스의 시작이다.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업무의 양과 질, 
소요 시간이 결정된다. 제목부터 본문, 맺음말까지 이메일의 사소한 모든 것이 
업무 능력의 지표가 된다는 뜻이다. 직장인의 업무 능력을 수직 향상하게 하는 
‘이메일 잘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의 업무 능력, ‘이메일’이 결정한다
직장인을 위한 이메일 잘 쓰는 방법

개인 이메일 주소와 비즈니스용 이메일을 반드시 구분하자. 업무용 이메일이라면 회사 도
메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디를 만들 때는 이름이 즉각 연상되도록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이니셜을 쓰자. 만약 이미 사용 중이라면 숫자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단
어를 추가할 것을 권한다. 숫자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이
유로 아이디에 기호를 넣을 때는 이름과 성을 구분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 번만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숫자는 금물, 

‘정체성’이 드러나게  

메일 계정 만들기

수신인은 이메일을 읽고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받는 사람이 명확해
야 제목과 본문도 제대로 쓸 수 있다. 다수에게 보내는 공지나 회람이 아니라면 수신인을 
최소화하자. 수신인이 많아질수록 메시지의 힘은 약해진다. 회신할 담당자를 받는 사람
으로 지정하고, 내용에서도 그 사람 이름을 지칭해 정확히 요청하자. 

적을수록 좋다!  

수신인 설정하기

*	참고 도서:『일잘러를 위한 이메일 가이드	101』,	(조성도,	book	by	PU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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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쓰여진 이메일부터 답장들이 쭉 이어진 리스트를 의미한다.	

이메일을 여러 번 주고받거나 달라지는 상황을 모두 파악해야 할 때 참조나 숨은 참조를 
활용한다. 참조 필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참조에 들어갔는지 이메일 
스레드(e-mail thread)1)를 시작할 때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답장
할 때 실수로 전체 답장을 하지 않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내용은 공유하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숨은 참조를 이용한다. 참조와 숨은 참조
의 가장 큰 차이는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다. 숨은 참조에 있는 메일 주소는 받는 이나 참
조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에 따라  

참조/숨은 참조 이용하기

제목에는 메일 내용의 핵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
하기 어렵다면 ‘이메일 스레드(e-mail thread) 하나에 주제가 하나’인지 다시 살펴보자. 
주제가 하나 이상이라면 두 개의 스레드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잘못 쓴 제목의 특징은 용
건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용건을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도 좋고 해당 이
메일을 찾기도 용이하다. 아래 예시들을 통해 제목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핵심만 명확하게, 

용건을 알 수 있게 적자  

제목 쓰기

<나쁜 예> 

전화한 OOO입니다.
발신자 이름에 있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제공한 셈이다. 

문의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핵심이 빠졌다. 무엇을 문의하고 부탁하는지 밝히자.

<좋은 예>

[업체명] 2018 달력 견적 요청
제목은 3, 4어절이 적당하다. 말머리를 이용하면 내용 
전달도 효과적이고 검색 시에도 유용하다. 

[단체명] AA 서포터즈 역량 강화 강의 요청 
(11/11 토 14:00~15:00)
받는 사람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때는 
제목에 일정을 적는 것도 좋다.

인사말-내용-맺음말, 

기본 구조를 기억하자  

본문 작성하기

인사말

급박한 상황이거나 연이어 
메일을 보내는 거라면 
생략해도 좋지만, 넣는 것이 
답장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메일을 처음 보내는 거라면 
자기소개도 간단히 곁들이자.

전달한 내용/상대방이 취해야 할 행동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상대에게 
명확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다.  진행 순서 
등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세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면 좋다.  수신인이 꼭 
취해야 하는 행동 등 핵심 전달 사항을 
굵게 처리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맺음말

감사 인사로 이메일을 
마무리하는 게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파일을 첨부하기 전에 본문에 써도 되는 내용이 아닌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파일만 가능
한 작은 용량으로 첨부하자. 파일이 여러 개라면 ‘프로젝트명_주제_작성한 날짜’와 같이 
파일명 규칙을 정할 것을 권한다. 만약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서 정한 규칙이 있다면 반드
시 따라야 한다. 파일을 첨부할 때는 본문에 첨부파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것만, 부담스럽지 

않은 용량으로

파일 첨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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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고 싶을 땐? 
‘encourage + 사람 + to 동사원형’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에세이 쓰기

Biz English

에세이는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때 쓰는 글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서 쓰기 어렵습
니다. 주장하는 글이므로 강하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의견을 
뒷받침할 탄탄한 구성력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동사들을 사용하면 내 주장을 더욱 타당
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Step 2. 
단문 연습

1 	내 매니저는 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My manager encourages me to work hard. 

2 	사장님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라고 압박하세요. 
	 My boss forces me to give a presentation in English. 

3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이 해외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My parents don’t allow my younger sister to work abroad.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encourage / force / allow + 사람(A) + to 동사원형
A가 ~하도록 격려한다 / ~하도록 압박한다 / ~하도록 허락한다 

요즘 김 대리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한국말로 고객사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장만 하기보다는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을 
영어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유용한 표현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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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순 
YBM	e4u어학원 영작문 스타 강사로 현재 종로센터에서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과	‘TOEIC	Writing’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YBM	시사닷컴,	LG전자 등에서 영어 라이팅을 강의했고,	주요 저서로는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	<영작문 핵심 패턴	233>	등이 있다.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TOEIC Writing Part 3는 ‘에세이 쓰기’ 입니다. 응시자들은 30분 동안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300단어 이상 쓰라고 하지만 분량보다는 글의 구성력이 중요하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읽고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예시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본론
에서는 반드시 서론에서 언급한 의견을 써야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내용을 
쓰면 일관성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지난 호에서 작성한 서론과 
연결 지어 본론을 작성해 볼까요?  

본론. 메인아이디어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3)

“Praising is the best ways to motivate employees”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above? 

‘칭찬은 직원들을 동기부여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위 문장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서론. 주장

In my opinion, compliments, defined as verbal expressions of praise or admiration, 
are the best way to promote employee satisfaction. 

제 생각에 찬사 또는 감탄을 표현하는 언어인 칭찬은 직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First, compliments motivate employees by increasing their 
self-confidence. When employees are praised after completing 
a task, they feel as if they are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company’s success. This feeling of importance to the company 
promotes self-satisfaction, which then encourages employees 
to work even harder and to be even more productive. For 
example, When I worked as a marketing intern at AAA SPORT, 
I had to prepare a product proposal and present it to my 
manager. Since my manager praised me as I finished each part 
of my proposal, I gained self-confidence and was motivated to 
perform an even more outstanding job on the remaining parts 
of my proposal. In the end, thanks to my manager’s consistent 
encouragement, I was able to present an outstanding proposal. 

첫째로, 칭찬은 직원들의 자신감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완수한 후 칭찬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회사의 성공에 직접 기여했다고 
느낍니다. 회사에 대한 이 중요한 감정은 자기 만족감을 
높이게 되고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 
인턴으로 AAA 스포츠에서 일했을 때, 저는 상품 제안서를 
준비하고 그것을 매니저에게 발표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안서의 한 파트를 끝내면 매니저가 저를 칭찬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제 제안서에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뛰어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결국 제 매니저의 지속적인 격려 
덕분에 저는 뛰어난 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