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 & Job Job Lesson

해외 경험 無, 
영어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국내파 취준생을 위한 영어 면접 준비 전략

YBM 한국TOEIC위원회 블로그 방문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면접 유형으로 ‘영어 면접’이 꼽혔다.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답변을 영어로 해야 하는 탓에 취준생들의 부담은 두 배!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국내파 취준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어 면접,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영어 면접을 떠올리면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국내파 
취준생들을 위해 3단계 준비 전략과 빈출 질문으로 알아보는 Do&Don’t를 
소개한다.  
글. 한지훈(에듀북스 대표 /『스펙업 취업 영어』저자)

대기업～외국계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채용 공고를 발판삼아,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과 부서를 선정한다. Targeting한 그룹/계열사별로 최근 2~3년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되, 합격한 사람의 답안을 반드시 Good Example로 삼는다. 

자기소개, 성격, 장단점, 취미/특기, 학교생활 등 기본적인 유형 문제를 준비하되, 반
드시 개별질문마다 ①질문의도, ②답변전략, ③호감 키워드를 엮어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연습한다.

<Example>  현대자동차

〮 기출문제	 What are you good at?/Tell me your experience of failure.

〮 공략 포인트	 ① 질문의도 :	 평소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실패에 대처하는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

	 ② 답변전략 : 	 취미생활의 구체적 예를 들고, 배운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말한다.

	 ③ 호감 키워드 :	Skills and strengths that will benefit HYUNDAI MOTOR.

HR, 세일즈/마케팅, 유통, 금융, E&C 등 13개 주요 직무별 특성을 파악하고, 직무 적
합성에 초점을 둔 영어답변을 준비한다.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대학전공, 인턴/경력, 
유학, 봉사 등의 경험과 연관 짓는다.

Step 1.
기업별 영어 면접 분류하기

Step 2. 
빈출 문제 유형별 분류하기

Step-3. 
직무 적합성에 맞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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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step. 
Do & Don’t for 
Successful Job Interview

성공적인 영어 면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Do)’과 ‘해서는 안 되는 것
(Don’t)’이 있다. 빈출 문항으로 구성된 아래 가이드라인을 꼭 살펴보고 영어 면접
에 임하자.

What are your strength and weakness?

Do Don’t
- promote your strengths and sell yourself.

- focus on the process of overcoming your weakness

- don’t reveal the negative part of your personal life.

- don’t say that you have no weakness.

What people say about my strength is that I am a considerable 
person. When I work with others, I try to listen carefully. I think 
that by doing this and also respecting others, I am seen as 
a considerate and understanding person. I used to be less 
confident about written communication. I prefer speaking 
face-to-face talk to email, expecially when resolving conflict. 
However, I’ve practiced email communication and have greatly 
improved.

사람들이 말하는 제 장점은 제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면, 저는 신중하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
람들을 존경하니까, 제가 사려 깊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
습니다. 저는 글을 통한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일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마찰을 해결할 때 그렇
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메일을 통한 소통을 연습하고 있으며, 지금은 상
당히 향상되었습니다.

<Example>

Tell us about your college life.

Do Don’t
- discuss any successful experiences like CA or 
   project in college

- end your answer with what you learned in your 
   college life.

- avoid using poor language, slang and pausing 
   words  like ‘um’, ‘yeh’, ‘well’. 

- don’t exaggerate your previous experiences.

I met a variety of people when I ran an English study group. 
And I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s 
while sharing information with foreigners. By hanging out 
and socializing with others, I grew more confident and could 
develop good relationships. I think this confidence will help 
me a lot in the future. 

저는 영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
국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문화를 배울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
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앞으
로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Ex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