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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Since 2006, TOEIC Speaking을 돌아보다

2016년 8월, 누적 응시 인원 210만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고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의 위용을 드러낸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은 2006년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급변하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국의 영어 학습 열풍과 함께해온 TOEIC Speaking의 지난 10년을 소개한다. 

영어 말하기 능력 수요 증가 

2006년 12월, 한국 · 일본에서 TOEIC Speaking 첫 

시행

198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꾸준히 성장한 

TOEIC.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TOEIC 응시인원은 한

국 사회에서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경제 무대가 내수에서 세계로 확장되면서 사

회 전반에서 영어가 중요해졌고, 영어 능력 평가시험

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이다. 

2000년대 초,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영어 듣

기·읽기 시험 이외에 말하기·쓰기 시험이 필요함을 절

감했다. 그동안 TOEIC 성적으로 응시자의 말하기, 쓰

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지만, 말하기 능력이 중

시되면서 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TOEIC 평균 점수가 꾸준히 

향상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수준

이 갈수록 높아진 것도 영어 말하기 시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영어 말하기 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

다. 

ETS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TOEIC에 말하

기, 쓰기 영역을 추가하여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을 완

벽하게 포괄하는 비즈니스 영어시험을 구축하기 위

해 2004년부터 말하기, 쓰기 시험 개발에 착수했다. 

Speaking test는 발음, 억양, 강세 등을 평가하는 기

초적인 문제부터 논리적인 기술력을 파악하는 문제까

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었고, Writing test는 짧은 

문장 만들기에서 이메일 작성, 의견 작성하기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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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험자들이 시험 일정, 접수 여부, 성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YBM 브랜드 앱을 출시한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응시자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보다 종

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TOEIC·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통합 성적표 발급 서비스를 시작

했다. 

신(新)유형 도입, 진화하는 TOEIC Speaking

2016년 누적 응시 인원 210만 돌파 

2015년에는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신(新)유형을 도입했다. 신(新)유형에서는 통화, 

회의 등 여러 장면을 추가했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되 난이도와 채점 

기준은 유지했다. 또한, 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당일 

수험자 사진 촬영 제도를 운용하는가 하면 기출문제가 

담긴 TOEIC Speaking 무료 체험 앱을 출시하는 등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ETS와 YBM 한국TOEIC위원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지난 10년간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진

화해 온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현재 누

적 응시 인원은 210만 명을 넘어섰고, TOEIC과 더불어 

1,600여 개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ETS와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의 향상과 함께 평가의 정확성, 신뢰

성,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함되었다. 시험의 실용성과 범용성을 위해서는 한 가

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

지 않는 시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ETS에서는 방

안을 모색한 끝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IBT(Internet-

based test)방식의 시험을 개발했고 2006년 12월 9

일, 한국과 일본에서 최초로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가 시행되었다.

기업 활용 따라 응시자도 증가  

YBM 브랜드 앱 출시, 통합 성적표 발급해

수험자 편의 증대 

2007년 3월, 현대중공업에서 국내 최초로 TOEIC 

Speaking을 도입했다. TOEIC Speaking이 국내에 도

입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였다. 당시 사회 전반에

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히 말하기 능력을 중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다수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 시 영어 면접이나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형을 진

행했다. 해외로 직원을 파견하는 비율이 늘었고, 회의

나 보고서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영어 공용화 물결까

지 일었다.

이런 가운데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삼성그룹, LG그

룹, 포스코,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인사고과, 교육평가 등에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를 활용했다. 기업의 도입이 활발해지자 

응시자도 늘었다.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는 첫 시행 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2010년 누적 

응시 인원 20만을 돌파하며 당시 TOEIC Speaking을 

시행하는 전 세계 5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5월,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컴

퓨터 서버를 이용해 문제와 답변을 전송하는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을 도입했다. CBT

방식은 컴퓨터 이상으로 시험이 중단되어도 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어 시험 운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국내에 스마트폰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TOEIC 

Speaking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변화했다. 2010년 10

▲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인터넷으로 문제와 답변을 

 전송하는 IBT(Internet-based test)로 시작하여 2008년 5월, 컴퓨터 

 기반인 CBT(Computer-based test)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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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 o m  E T S

YBM의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시행 1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6년 12월 ETS에서는 TOEIC 상품의 다변화를 위

하여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를 출시

했습니다.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TOEIC Listening and Reading test와 함께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신뢰할만한 글로벌 인재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

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시행되

고 있습니다.

First launched in December 2006,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were developed by ETS 

to bolster the TOEIC assessment family. Combined 

with TOEIC Listening and Reading test,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provide the global 

workforce with a reliable measure of communicative 

English skills needed to work effectively across 

borders and cultures. Now 10 years later, through 

ETS’s strong relationship with YBM and partners 

across the globe, the TOEIC S&W tests have 

been administered in 76 countries worldwid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직원 채용, 

훈련, 승진 등 글로벌 기업의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

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영어능력 평가 도구로 활용되

어 왔습니다. ETS의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출시는 TOEIC Listening and Reading test와 

함께 영어의 4대영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

었습니다.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have allowed 

2006년 12월, 한국에서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가 첫 시행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시험으로 출발하여 컴

퓨터 기반 시험으로 활용되기까지,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시행 10주년을 기

념하여 ETS TOEIC Program Executive Director인 Feng Yu

가 글을 보내왔다.

글 | Feng Yu 
(Executive Director of the TOE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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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al companies to build a more effective 

workforce by providing a measure for functional 

and practical English skills required to hire, train and 

promote the most qualified candidates.Together with 

the TOEIC Listening and Reading test, the launch of 

the TOEIC S&W tests marked a significant milestone 

by ETS in the promotion of all four English language 

skills.

ETS에서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가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는데 

성공적으로 일조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

다. 10년 전 한국에서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를 처음 출시한 이후 한국의 누적 응시인원은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ETS와 YBM이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 능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ETS takes pride in the success of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and the key role the 

assessments have played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nglish-language speakers in 

Korea. Since the first administration 10 years ago, 

the cumulative number of Korean test takers has 

surpassed 2.1 million. The achievements of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in Korea are a 

testament to the dedication of YBM and ETS to the 

continued growth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for 

all Koreans.

현대중공업, LG전자, 두산, 삼성과 같은 한국의 대

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며 TOEIC L&R과 

TOEIC S&W를 활용해 직원들의 언어능력을 교육, 평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말하기 능력

을 포함한 한국인의 평균 영어능력이 타 아시아 국가

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rominent Korean companies that focu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uch as Hyundai Heavy 

Industries, LG Electronics, Doosan and Samsung, all 

rely on both the TOEIC L&R and TOEIC S&W tests 

to assess and train their employees. And over the 

years, statistics have shown that the average English 

proficiency, including speaking skills, is higher in 

Korea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한국인의 영어능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대한 YBM과 ETS의 노력과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TS에서는 YBM과 함

께 한국 TOEIC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his 10-year achievement displays the dedication 

and determination of YBM, ETS and all of 

Korea to improving the English-language skills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s. ETS 

looks forward to its continued work with YBM 

for future progress and success of the TOEIC 

Program in Korea. 

통계에 따르면 말하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인의 

평균 영어능력이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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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g r a p h i c

숫자로 보는 TOEIC Speaking 시행 10년

누적 응시자 2,100,000명

누적 응시자 수 2,100,000명, 시행횟수 1,531회.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국내 영어 말하기 시험 시장을 주도해온 TOEIC 

Speaking. 그 10년 동안의 기록을 숫자로 살펴보았다. 

누적 시행횟수

1,531회

누적 센터 수

39,9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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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체험 앱 총 다운로드 수

170,000건

응시자 평균 나이

26.8세
평균 점수(레벨)

123.4점(5.3Lv)

성별 평균 점수

응시자 성비

54.6 45.4

* 2006년~2016년 11월 TOEIC Speaking 기준

5.6Lv

5.2Lv 118.7점

12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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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윤 기자의 J o b  S t o r y

1.  깐깐해진 자기소개서 항목

“하루(1일)’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

을 하고 싶고 그 이유는?”(KB국민은행)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생

각, 결과를 구체적으로 쓸 것”.(SK)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과

거 자소서 문항들이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등 지

원자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지원자의 경

험과 가치관을 묻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2. 공채 줄이고 수시 채용 늘리는 대기업들

지난봄 LG생활건강은 홍보 SNS분야 채용공고를 냈습

니다.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이었는데요. LG생활건강

뿐만 아니라 SK, 현대차 등 주요기업에서도 수시 채용

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

데, CJ 등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는 아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악화와 정년

연장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기업에서는 공채보다는 수

시 채용, 경력직 채용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핀테크, 모바일 금융 영향에 은행들 연1회 채용

올 상반기 대졸자 공채를 진행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은행(300명), 우리은

행(150명), 신한은행(200명), 기업은행(180명), KEB

하나은행(200명), 농협은행(140명)이 채용을 진행했

는데요. 상·하반기 200~300명씩 채용하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셈이죠. 모바일뱅킹이 확산하면

서 은행에서 영업점을 줄이고, 예대마진 또한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탓입니다. 게다가 핀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은행고유의 업무였던 송금분야에서도 자

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4. 현대글로비스, GS SHOP 사옥초청 설명회...기업

 들 “채용도 마케팅”

기업들의 인재채용 마케팅이 활발한 한해였습니다. 현

대건설은 지원자들을 회사의 모델하우스로 초청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서울 강남구 사옥을 지원자들에게 처

음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GS SHOP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취준생 초청 채용설명회를 열

었습니다. 이밖에 팟 캐스트방식으로 진행된 기아자동

차의 채용설명회 ‘SECRET K EXCLUSIVE’와 E1의 

아듀, 2016! 취업 시장엔 무슨 일 있었나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철강 구조조정, 해운업 추락, 김영란법 시행,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대내

외 경제변수는 2016년 국내 채용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주절벽을 맞은 조선업은 채용절벽을 낳았고, 대기업들은 채

용규모를 줄이고 수시 채용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핀테크(금융+기술)와 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은행권에서

도 채용 횟수를 하반기 1회로 줄였습니다. 2017년 채용시장은 혼란한 국내 정세로 인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전문가들은 “대기업에만 목숨걸지 말고 일단 취업을 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쌓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를 뜨겁

게 달군 취업시장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취업 시장 10대 뉴스

글 |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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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이 취업 준비생들의 눈길을 끌었

습니다. 

5. 현대모비스 ‘SW탤런트’, ‘세컨드 챌린지’ 포스코

 ‘계열별 채용’ 등 채용 전형 다양화

채용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삼성은 서류단계에서 직

무적합성을, 면접에서는 창의성을 평가했습니다. 현대

차는 면접 필수 요소로 영어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아

차는 글로벌인턴을 별도로 채용해 글로벌화에 대비했

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SW탤런트와 세컨드 챌린

지를 통해 SW전문인재를 채용하고 경력자들에게 재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6. 김영란법 시행! ‘주말 면접’, ‘야간 면접’…달라진

 풍경 

KT에서는 올 하반기 채용 때 주말 면접을 시행했습니

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수업을 빠질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한 배려였죠. 현대카드는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

간면접을 시행하고 지원자들이 면접일을 선택할수 있

도록 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

한은행, NS홈쇼핑 등 은행권을 비롯한 일부 기업에서

는 김영란법 취지에 맞춰 입사일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7. ‘정장 입지 마세요’ 면접 복장 자율화 바람

‘미용실 가지마세요, 불필요한 돈 쓰지 마세요, 정장입

고 오지 마세요, 평소 모습이 보고 싶어요’

신한은행에서 하반기 공채 수험자들에게 보낸 안내 메

일 중 일부입니다. 2016년 취업 시장에는 이른바 ‘탈

(脫)정장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

레콤도 자율 복장 면접을 시행했고,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광고회사에서는 2011년부터 정장 착용을 금

지해 왔습니다.  

8. ‘4차 산업혁명’, 입사 시험 단골 문제로 등장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도전에 대해 논하고 어

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올해 한국은행 논술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산업은행은 논술 시험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4차 산업혁

명 예문을 제시하고,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해 서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입사 주

제는 세계적으로 화두였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9. 막힌 국내취업에 일본취업으로 눈 돌려

일본기업으로 눈을 돌린 구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로 일본에서 취업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현황에 따르

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에서 고용된 한국인의 수

는 4만1천461명으로 2014년 10월 말(3만7천262명) 

보다 약 11.3％ 증가했습니다. 야마시다 히로키 일본 

마이나비 한국지사장은 “한국의 20대 취업준비생들은 

경험과 스펙이 뛰어나 다른 나라 학생보다 훨씬 준비

되어 있어 일본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다.”면서 “일본

과 가까운 한국인들의 일본기업 문화 적응력이 뛰어나

다”고 말했습니다

10. 티슈인턴, 금턴, 흙턴, 자소서포비아...고달픈 20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

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기업 대부분이 정규직 채용

을 꺼리는 상황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정규직 채용이 

안되어 휴지처럼 버려졌다는 의미의 ‘티슈인턴’, 인턴

만 반복하고 입사가 안되는 ‘호모인턴스’, 빽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금턴’ 등 고달픈 20대 젊은이들의 자화

상을 담은 신조어가 올해 취업 시장을 장식했습니다.



12

V o i c e

최근 LIG넥스원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현재 LIG넥스원에서는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컨설팅

을 받고 불필요한 작업을 간소화시키는 중이에

요. 한 가지 예로 이전에는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

려면 반드시 팀장님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팀장

님 결재가 나지 않으면 수강신청 기한이 지나서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를 자기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팀장 승인 

없이도 신청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또, 사내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기구인 NB(Nexone Board 이하 NB)를 통

해 사업 영역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어요. NB에서 의견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회사 측과 교섭

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시작한 승진 · 승급 전 필수 교육에 대해서도 

NB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 및 운영차원에

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

TOEIC, TOEIC Speaking 활용해 

직원 역량 개발한다

LIG넥스원

LIG넥스원은 지난 40년간 정밀유도무기 등 최첨단 무

기체계를 생산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일조해 

왔다. 지난 11월 3일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체 PT.LEN

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적 기

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Level 

5를 4회 연속 인증받는 등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LIG넥스원. 최근 이곳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

을 위해 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하기 좋은 문화

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LIG넥스원 

HR지원팀 김혜희 매니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

어봤다. 

Q. 

김혜희 매니저
(HR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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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TOEIC, TOEIC Speaking을 도입하셨

나요?

사내 특별 시험으로 TOEIC을 처음 도입한 건 2005

년이예요. 그 이후로 쭉 시행해 오다가 2007년에 

TOEIC Speaking도 도입했어요. 

사내에서 TOEIC, TOEIC Speaking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1년에 TOEIC, TOEIC Speaking을 각 2회씩 총 네 차

례 시행합니다. 작년에 직급 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

터 개편된 직급 체계가 적용됐는데 어학 성적 기준도 

이에 따라 변경됐어요. 점수 기준은 직급에 상관없이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입니다. 

한 번 기준 점수를 넘으면 다시 진급하기 전까지는 시

험을 보지 않아도 돼요. 현직급 체류기간 동안 획득한 

점수는 그 직급에서만 유효한 점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TOEIC 600점 이상을 받은 대리급 직원이 있다

면, 과장으로 진급한 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서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10점에 상응하는 

어학 성적을 받아야 해요. 

 

사내 시험의 응시 비용은 전액 지원 되나요?

네 전액 지원이에요. 단, 처음 응시한 점수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응시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간혹 사

내 TOEIC, TOEIC Speaking을 신청만 해놓고 응시

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다음 사내 시험

을 볼 수 없어요. 직원들이 안이해지지 않고, 자율성

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는 

거죠.

사내 평가에 TOEIC 등 외부 어학 시험을 활용

할 때 생기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내에서 회화 수업을 운영하는 데 시험을 볼 때 강사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죠. 이럴 때 토익과 

같은 외부시험, 즉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이뿐만 

아니라 토익은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

부하기 편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사내 어학 교육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어학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원하는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자기가 보유한 성적표를 제

출한 다음 3개월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 점수도 함께 

제출하게 해요. 만약 3개월 후에 목표를 달성하면 이

에 대한 보상으로 학원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 

전화 영어 등을 꾸준히 수강하면 사외 어학원에서 본

인이 원하는 회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회사

에서 학원 비용을 50%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

내 어학실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 회화 수업이 진행되

요. 전화영어, 이러닝, 회화 수업 등 모든 교육은 반드

시 80%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

면 수강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어학, 교육 평가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

씀해 주세요.

올해 어학 점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체

계를 유지할 예정이예요. 더불어 직원들이 바뀐 제도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Q. 

Q. 

Q. 

Q. 

Q. 

Q. 

▲ LIG넥스원 판교 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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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u s +

면접의 첫 단추 ‘자기소개’ 

PER법칙으로 채워라

Step 1. 퍼포먼스(Performance)

퍼포먼스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지원하는 직군과 회

사 성격에 맞춰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이니셜로 묶어라

 단어의 첫 글자를 묶어 표현하면 기억에 잘 남는

 다. 키워드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공감하는 단어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상한 느낌을 주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3S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Sense입니다. 저

 는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Speed입니

 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감기한 전에 일을 빠

 르게 진행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집중력 덕분입니다. 셋째는 Sincerity, 즉

  진심입니다.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 “과연 나는

  ○○기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아침에 이 질문을 입으

 로 외치며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3S를 가진 저

  ○○○를 기억해주십시오.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습

득한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초두 효과

(primary effect)’ 때문이다. 면접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를 

잘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어지는 면접도 부드럽

게 풀어갈 수 있다.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PER(Performance - Episode - Resolution) 법칙을 적용

해 보자.  

글 | 임유정(라온제나 스피치 대표)



15

NEWSLETTER Vol.101

 재미있는 말을 넣어라

 재미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면접관을 끌어당겨

 야 한다. 이때 본인이 어색해하면 안 된다. ‘정말 재

 미있다’는 생각으로 나부터 그 멘트에 빠져야 한다. 

 “도를 아십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

 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편안한 인상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편안

 하고 푸근한 인상으로 ○○은행에 오시는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되고 싶어 죽겠다.” “되고 싶어 미치겠다.” 저는 이

 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만 다소 부

 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

 자에 입사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를 넣어라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추억,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

 기, 전문성을 쌓은 경험, 최신 이슈 등을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야기는 단연 ‘으뜸’이다.  

 여섯 살 때 충남 당진시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적

 이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출연하셨는데 뒤

 에서 춤을 추는 동네 꼬마 역할을 했습니다. ….(중

 략)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끼가 많았습니다.

 이 넘치는 끼를 ○○○방송국의 아나운서 생활을 하

 며 맘껏 표출하고 싶습니다.

Step 2. 에피소드(Episode)

퍼포먼스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에피소드 차례다. 퍼

포먼스만 들어가면 내용이 알차지 않다. 반드시 구체

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가진 소중한 경험을 말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에피소드를 먼저’, ‘어느 정도까지’, ‘몇 개

를’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Step 3. 결의(Resolution)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에피소드를 들어 말했다면 이제

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KBS에 뼈를 묻겠습

니다.” KBS 아나운서 면접에서 어느 수험자가 한 말

이다. 너무 입 바른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어쩌면 면접관들은 이런 포부와 결의

를 듣고 싶은 게 아닐까? 자 이제 PER법칙을 적용해 

면접의 첫 단추를 채워보자

 (P)프로란 좁게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 넓게는 회

 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

 는 항상 이런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E)

 대학시절 교수님께서 제게 영어 프로젝트를 맡기

 신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안에 그 일을 마쳐야 

 했는데, 사람들은 제게 ‘그 일을 3일 안에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끼처럼 눈이

 충혈될 때까지 하루 2시간만 자며 일에 몰두 했고,

 그 결과 3일 안에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이처럼 ‘반드시 하고 말겠다!’라는 집념과 끈기를

 갖고 ○○기업의 튼튼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잘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어지는 면접도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다.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PER(Performance-Episode-Resolution)법칙을 적용해 보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