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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는 영어로 freely일까?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복잡하고 많은 업무 내용을 메일로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로 써
야 하면 더 어려운데요. 메일 내용만 보고는 상대방이 헛갈릴 수 있으니 마지막
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 궁금한 점은 물어보라고 얘기해두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을 
더욱 전문적이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므로 꼭 알아두
셔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하세요”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feel free to 동사원형’을 쓰
면 됩니다. 김 토익 사원이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가 되겠죠. ‘질문이 있으면’이라는 
표현도 질문 하나, a question보다는 any questions을 이용해 질문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feel free to 동사원형 : 
~을 편하게 ~ 하다. 

1. 부담 갖지 마시고 정보를 요청하세요. 	 Please feel free to request information. 

2. 편하게 질문하세요.  	 Please feel free to ask questions. 

3. 편하게 저희 가게 방문하세요. 	 Please feel free to visit our office. 

오늘도 김 토익 사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점점 영문 이메일에 언급할 내용이 많아져서인데요. 
메일 내용 끝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붙이려는 김 토익 사원. ‘질문이 있으면’은 
‘if you have a question’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는 어떻게 쓸지 막막합니다. 고민 끝에 
‘freely’로 결정하고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call me freely”로 완성했습니다. 
과연, 김 토익 사원은 잘 표현한 걸까요?  

free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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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 Part 2 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응시자들은 10분 동안 이메일 하나를 
읽고 두 문제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작문과 독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
어서 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Directions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From : James Moon, ABC Company
To : Peter Smith
Subject : Regarding my transfer to your branch
Sent : April 11, 7:52 A.M.  

Dear Mr. Smith, 

This is James Moon, and I am scheduled to be transferred to your 
branch next month. In order to adjust to the branch quickly, I’d like 
to request some information. I was wondering where the office 
is located and with how many coworkers I will be working.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Best Wishes, 
James Moon

Dear Mr. Moon, 

Thank you for your email. I am happy to provide you with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First our office is located in 
Myeongdong. It is within 5 minutes’ walking distance from exit 3 
at Myeongdong Station and is located on the 5th floor of ABC 
Tower. I have attached a map below for your convenience. 
Second, there are a total of 20 employees in our branch. As you are 
scheduled to work in the Marketing Department. You will have 
3 cowork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Sincerely, 
Peter Smith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제임스 문. ABC Company  
수신 : 피터 스미스 
제목 : 당신의 지점으로 전근하는 것에 대해    
날짜 : 4월 11일. 오전 7시 52분   

스미스 씨에게.

제 이름은 제임스 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지점으로 다음 
달에 전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점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정보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과 제가 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Best wishes, 
제임스 문 

문씨에게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한 정보들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첫째로 우리 사무실은 명동에 있습니다.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이며, ABC 타워 5층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지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둘째로 우리 지점에는 총 2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근무하게 될 마케팅 부서에서 당신은 3명의 동료들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Sincerely, 
피터 스미스 

Directions: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are Peter. 
Give three pieces of information.

지시사항 : 당신이 피터라고 생각하고 3가지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에 
답장하시오. 

Directions에서 3가지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메일에 
요구한 장소의 위치, 오는 방법, 직원 수를 언급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feel free to 동사원형’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은순 
YBM	e4u어학원 영작문 스타 강사로 현재 종로센터에서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과	‘TOEIC	Writing’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닷컴,	LG전자 등에서 영어 라이팅을 강의했고,	주요 저서로는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	<영작문 핵심 패턴	233>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