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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곧 ‘전투력’, 공부하는 장병들
대한민국 육‧해‧공군 TOEIC 활용 현황

‘군대와 영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조합이지만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영어는 중요하다. 여러 국가와 긴밀히 연결된 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한민국 육‧해‧공군에서는 진급 심사 또는 카투사, 기술병 모집 시에 
어학 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TOEIC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TOEIC 활용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자. 

Inside TOEIC Zoom 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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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해‧공군 선발 기준 변경 
자격기준‧가점으로 TOEIC 성적 활용

지난 2016년부터 해군 일반병‧일반 기술병과 공군 일반 기술병 선발 기준이 달
라졌다. 100점 만점 중 35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고교수능성적이 사라지고, 자
격 면허점수 50점, 전공점수 40점으로 개편된 것이다. 병무청과 해‧공군에서는 
50점에 달하는 ‘자격 면허점수’ 부문에 TOEIC을 비롯한 어학 성적을 포함했다. 
성적 기준과 활용 내용은 지원하는 군(軍)과 부문에 따라 다르다. 해군 일반계열
에서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TOEIC 840점)를 우선 선발하고, 일반 기술계열에서
는 지원자가 제출한 TOEIC 성적에 따라 가산점(1~4점)을 부여한다. 
공군도 이와 비슷하다. 지원자의 성적을 520점에서 860점으로 구분해 가산점
을 준다. 단, 이는 전문화 관리병(일반)과 기술병(일반 기술)에 한해 적용되며 자
격형인 영어 어학병과 항공관제병은 각각 TOEIC 900점, 700점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군, 공군 TOEIC 활용 내용

해군 공군

해병대

내용

우선 선발 대상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선 선발
(일반계열 지원자에 한함)
- TOEIC 840점 이상 

일반 기술 계열
TOEIC 점수에 따른 가산점 
 - TOEIC 800점 이상 ~  : 4점
 - TOEIC 700점 이상 ~ 800점 미만 : 3점
 - TOEIC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 2점
 - TOEIC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1점  

모집 분야

기술병

전문화관리병

내용

영어 어학병 
- TOEIC 900점 

일반 기술
TOEIC 점수에 따른 가점 제공(영어 어학병은 제외) 
- TOEIC 860점 이상 : 4점 
- TOEIC 730점 이상 ~ 860점 미만 : 3점 
- TOEIC 600점 이상 ~ 730점 미만 : 2점
- TOEIC 520점 이상 ~ 600점 미만 : 1점

항공관제병 
 - TOEIC 700점 이상(자격형)  

일반 
TOEIC 점수에 따른 가점 제공(영어 어학병은 제외) 
- TOEIC 860점 이상 : 4점 
- TOEIC 730점 이상 ~ 860점 미만 : 3점
- TOEIC 600점 이상 ~ 730점 미만 : 2점
- TOEIC 520점 이상 ~ 600점 미만 : 1점

모집 분야

기술병

모집 분야

기술병

내용

어학 우수자 가산점 
- TOEIC 745점 이상 : 10점 

* 해군 : 모집 시에 일반 계열/일반 기술계열로 구분 
* 공군 : 일반 기술계열로 일괄 모집하고 ‘일반 기술병’이라 통칭한다. 일반 기술병은 군사특기 없이 입영하고, 
 이후 특기와 적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특기병이 될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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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육‧해‧공군 부대에서 연 평균 3회 시행, 
응시 편의성 높이고 학습 분위기 조성한다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2016년 군부대 TOEIC 특별시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군사관학교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750명이 TOEIC 특별시험을 치렀고, 이 점수는 교육 평가 과정에서 활용됐
다. 응시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방대학교로 재학생 233명이 총 10회에 걸쳐 
응시했다. 
지난해 육군 10개, 공군 15개, 해군 1개 총 26개 육‧해‧공군 부대에서 연평균 
3회 TOEIC 특별시험을 시행했으며, 2017년 3월 육군3사관학교에서 TOEIC 특
별시험을 도입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육‧해‧공군 부대에서는 ‘장병들의 영어 
실력이 곧 전투력’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인사 제도에 어학 성적을 활용하는 한편, 
TOEIC을 시행하여 장병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한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장병들이 부대 내 예비군 교육장에서 TOEIC 특별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 제공.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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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특별시험 시행 부대(2016년 기준)

(1)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편하게 보는 토익, 학습 동기 높여” (국방일보, 2017.03.20.)

10

육군

육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타 기관(5개) 

1

연평부대 

해군

15

공군사관학교

공군 비행단·비행전대(12개)

기타 기관(2개)

공군

특히 성적이 꼭 필요하지만, 여건상 정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TOEIC 특별시험은 더욱 편리하다. 지난 3월 TOEIC 특별시험에 응시한 공군 제
38전투비행전대 한재삼 상병은 “TOEIC 시험이 영어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응시 장병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1)

또한, TOEIC 특별시험은 장병들이 전역 후의 삶을 준비하고 더 생산적인 군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TOEI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대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일부 부대에서는 TOEIC 특강
을 열거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장병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TOEIC 특별시험을 도입한 육‧해‧공군 부대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했
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TOEIC 특별
시험을 도입하는 군부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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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응시료, 동아리 활동 지원… 
자기계발 문화 만들기에 한창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바야흐로 자기계발의 시대다. 사회 전반에서 자신만의 역량을 기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TOEIC 특별시험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세연 중위(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Inside TOEIC

수송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일선 공군기지
전문성 갖춘 장병들이 특수 임무 수행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수송’에 특화된 부
대다. 대통령 전용기와 백두‧금강 정찰기를 비
롯하여 각종 수송기, 탐색구조대대 등을 관리한
다. 또한, 최일선 공군기지로서 유사시 탄약 의
약품과 장비, 부품 등을 전방으로 보내고 중상자
들을 후송하는 전력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국
빈행사를 주관하고 전 세계 방산기업이 참여하
는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
회), 에어쇼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연합공정, 귀
빈공수, 경호경비 작전도 담당한다. 특히 귀빈공
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주요 임무다.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모두 이곳을 거치기
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
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바마 대통령 등 한국을 방
문하는 해외 국빈들은 모두 서울공항으로 입국
합니다. 서울공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이 주둔하는 공군기지이자 국빈 전용 공항이에

요. 우리 부대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는 물론, 해외 국빈들이 안전하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수송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이곳에
서는 그 특수함만큼 장병들의 전문성도 중요하
다. 이러한 까닭에 장병들의 자기계발은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의 중요한 화두다. 장병 개인
의 발전을 위함은 물론이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절대 완벽에 가까운 실력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부대 내에서 TOEIC 특별시험을 시행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
단에서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이래 평균 연 4회 
TOEIC 특별시험을 시행해왔다. 2016년에는 특
별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가 하면 부대 
내에서 TOEIC 설명회를 열어 장병들의 편의성
을 높이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했다. 
“TOEIC 점수는 진급 심사나 국외 연수자 선발 
과정 등에 활용됩니다. 진급 심사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국
외 연수에는 TOEIC 성적이 필수예요. 기준 점수
도 다른 부문보다 높은 편이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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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장병들의 
자기계발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자기
계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성남지역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을 시행한다. 산업
기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자 자격증 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응시료와 연평균 500여 권의 
교재도 지원한다. 
“방과 후 교육의 경우 전국 수학경시대회 입상자 
등 역량을 갖춘 장병들을 엄선해서 시행하고 있어
요. 2016년 4월부터 매주 1회 부대 인근 지역 학
생들을 찾아가 예체능 지도, 진로상담을 합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앞으로도 
TOEIC 특별시험을 꾸준히 시행하여 장병들의 편
의를 돕는 한편, 전문성 기르기에 박차를 가할 것
이다. 더불어 다양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
로써 수도권 2,50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
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다부진 계획을 내비
쳤다.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이자 최정예 부대로
서 끊임없이 성장 중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
단.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지역 학생 대상으로 수학, 예체능 등 
‘학습 멘토링’ 하기도 

부대 내 구성원은 크게 병사와 간부로 나뉜다. 
간부는 다시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구분
되는데 병사보다는 간부의 응시 비율이 현저히 
높고 그중에서도 부사관의 비중이 크다. 
“TOEIC은 점수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사정상 정
기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합
니다. 신분에 따라 진급 시기와 기준 점수도 각
각 달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장병이 각자 필요에 
따라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부대 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장병들은 필요에 따라 동영상 강좌나 전화 외국
어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복무자를 제외한 장
기 자원자에게는 연 2회에 한해 응시료도 지원
한다. 동아리 활동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
근까지 비행단 내에서는 TOEIC 동아리를 만들
어 주한 미군 3명을 TOEIC 강사로 초빙해 일대
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ROKAF 15th Special Activity Wing)은 공군 준장이 지휘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직할 비행단이다.
서울공군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수원공군기지와 더불어 수도권에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비행단이다.

9



10

2016년, 기업이 원한 
TOEIC, TOEIC Speaking 점수는?  
국내 기업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TOE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을 
*활용(필수/기준 점수/참고)한 국내 기업‧기관의 2016년 채용 공고 762건을 정리했다. 
TOEIC과 TOEIC Speaking 모두 참고(476/491건), 기준 점수(201/161건), 
필수(57/73건), 미활용(28/37건) 순으로 많았고 평균 기준 점수는 
TOEIC 709점, TOEIC Speaking 137점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Data Analysis10 Inside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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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600점대500점대

* 모집 부문별 기준 점수가 다른 경우 최고 점수로 계산

* Lv은 점수로 환산(예: Lv.7은 180점)

700점대 800점대 900점대

140
점대

110
점대

130
점대

100
점대

150
점대

120
점대

160
점대

180
점대

190
점대

TOEIC

* 자료 출처
 -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 
 - 해당 기업 채용 관련 페이지

* 활용 구분
 - 필수: 기준 점수는 없으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기준 점수: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참고: 해당자에 한해 성적 제출/성적 제출 시 우대 또는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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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점수 

기준 점수 

활용 구분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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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TOEIC, TOEIC Speaking 활용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국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금호석유화학그룹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대림그룹
대림산업
대성전기
대우조선해양
대통령경호실
대한적십자사

대한항공
동국대학교
두산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매일유업
서강대학교
서울디자인재단
신협
쌍용자동차
아모레퍼시픽그룹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연세대학교
영화진흥위원회
유라코퍼레이션
유코카캐리어스
이노션
이스타항공
일진그룹
제너시스BBQ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항공
종근당바이오
중앙일보/JTBC
진에어
코오롱그룹
티웨이항공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기관명

NCS기반 2016년도 하반기 정규직 채용
2016년 사무직(교직원) 공개 채용
일반직(사무행정, 간호, 보건의료) 채용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2016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석유화학사업부 대졸 신입 채용
2016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개 채용
대우조선해양 2016년 대졸 신입 채용  
2016년도 7급 경호공무원 채용
2016년도 사무직 공개모집 
1. 모집부문-일반사무, 회계, 전산  
2016년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서울캠퍼스 직원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6년 하반기 가스터빈 연구원/엔지니어 채용(석사)
R&D 신입/경력사원 채용 공고  
2016년 대졸 신입인턴(채용연계형) 모집
대졸 신입사원 모집
정규직(신입) 직원 채용
2016년 정규직 공개 채용
신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  
2016년 쌍용자동차 신입사원 수시 채용  
2016 하반기 신입사원(일반직) 공개 채용
2016년 캐빈승무원 인턴 채용 공고
2016년(하) 캐빈승무원(신입인턴) 채용
정규직 운영직원 채용
정규직 직원 공개 채용
R&D부문 신입사원 채용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  
2016 대학생 하계인턴 채용
2016 상반기 각 부문 신입/경력사원 모집  
2016년 일진그룹 공개 채용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2016년도 NCS기반 직원 모집
2016년 하반기 공개 채용
구매팀 신입사원 채용
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6 상반기 진에어 신입/경력 채용  
2016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2016년 티웨이항공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일반직(사회형평 제한경쟁) 및 연구직 채용
NCS기반 2016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 채용  
NCS기반 2016년도 하반기 직원 공개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5급갑 전형)

공고명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인문계), 600점(이공계) 이상
TOEIC Speaking Lv.6(인문계), Lv.5(이공계) 이상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우대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130점(인문계), 110점(이공계) 이상
TOEIC Speaking 110점(이공계)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우대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830점, TOEIC Speaking 15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550점 이상(객실승무)
TOEIC Speaking 150점(인문계), 130점 이상(이공계)
TOEIC 65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일반직 6급)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우대

활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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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타이어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후지제록스
한미글로벌
한섬
한성기업
한솔그룹
한솔섬유
한솔제지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현대다이모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BGF리테일
CBS
CJ그룹
JW중외그룹
KOTRA
LG상사
LG생명과학
LG전자

LIG넥스원
LS엠트론

SH공사
SK네트웍스
S-OIL
SPC그룹
STX

기관명 공고명

2016년 상반기 정규직(수습) 공채 공고 
5급 신입사원 채용
한국도로공사 2016년 신입(인턴)사원 공개 채용  
2016 직원 채용(일반직) 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채용 공고  
2016년 상반기 NCS기반 직원 채용 공고  
2016 정규전환형 청년인턴 채용  
201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
한국전력공사 2016년 1차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6년도 체험형 인턴 채용
2016년 하반기 NCS기반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
2016 하반기 PROACTIVE 공개 채용
신입사원 모집
2016년 정규직(전기분야 기술직) 채용 공고
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상반기 해외 인턴 채용  
2016 일반직 대졸 인턴 채용(정규직 전환)
2016년 경영지원실 인턴사원(채용연계형) 모집
2016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신입/경력 수시 채용
2016 상반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항공·방산부문 2016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2016년 상반기 한화토탈 
2016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 채용
2016년 상반기 현대제철 대졸 신입사원/인턴십 채용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인턴십 채용
2016 상반기 신입/경력 채용  
2016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2016년 CBS 사원 공개 채용
2016년 하반기 글로벌 인재 모집
2016 신입 100기 정기 공개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6년 연구개발부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6 상반기 LG전자 신입사원 공채 공고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2016년 상반기 신입/경력 수시 채용
2016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  
SK네트웍스 2016년 상반기 신입 모집  
2016 신입사원 채용
SPC그룹(삼립식품, 삼립GFS)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 모집  
(주)STX 대졸 신입사원 모집  

활용 내용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150점 이상 우대)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행정부문)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65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650점(이공계), 750점(인문계)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50점/650점이상(직무별)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인문), 600점(이공계열) 이상/ 
TOEIC Speaking Lv.6(인문), Lv.5(이공계열)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참고, TOEIC Speaking 필수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TOEIC Speaking 성적 필수
TOEIC Speaking Lv.6 이상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게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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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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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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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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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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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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에 
‘잊힐 권리’를 지키는 일
온라인평판관리사 김호진(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정보가 쌓여 자신의 평판을 좌우한다면 어떨까? 
내가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자유, ‘잊힐 권리’를 찾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온라인평판관리사가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김호진 대표를 만나 해당 직업의 역할과 전망을 들어 보았다. 

악성 댓글 관리에서 시작한 
‘온라인 평판 관리’

지난 201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구글 슈미트 회
장이 유망한 비즈니스 중 하나로 ‘온라인 평판 
관리 사업’을 꼽았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앞으로 온라인상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
는 업종이 부상할 것’이라 예견했다. 국내에도 이
른바 ‘디지털 장의사’라 불리는 ‘온라인평판관리
사’가 등장했다. 해당 직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신규 직군으로 인정받는 등 이 시대의 새
로운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평판관리사가 IT 시대의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잊힐 권리’가 있다. ‘잊힐 권리’
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또는 영구적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
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과거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김호진 대표는 
소속 모델의 악성 댓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온
라인 평판관리에 대한 높은 수요를 체감했고, 자
연스럽게 ‘온라인 평판 관리’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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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2008년 즈
음이다. 
“초반에는 연예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 
관리와 브랜드 평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에 올라간 정보를 급히 삭제해야 하는 개
인 고객의 요청이 점차 쏟아졌습니다.”

개인부터 기업까지, 넓은 업무 범위 
“사적 정보와 공적 정보의 맥락 파악이 중요”

금융거래기록이 공개되어 피해를 본 사람부터 
동영상 유출 등으로 이별한 애인에게 복수를 당
한 사람까지 고객의 범위는 다양하다. 과거 SNS
에 얼굴을 공개한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난 뒤 개
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 있다. 당시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게시물이 훗
날에는 잊고 싶은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출발
점이 어디든지 이미 온라인을 떠도는 정보를 개
개인이 접근해 일일이 삭제하기란 쉽지 않다. 그
럴 때 온라인평판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온라인 평판을 관리한다. 관리 영역
은 일방적인 비방이나 경쟁사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이다. 얼굴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인터넷 아이디 등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공개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지만, 기업
의 경우 ‘사실 적시’에 해당하면 포털에서 삭제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포털 등에 요청해야 한다. 
“법은 정해져 있지만,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사회
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평판관리사는 IT 직종이지만 드
물게 문과 출신에게 더 유리한 직업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문과 출신 신입사원을 주로 뽑고 있
고요.”
 

온라인평판관리사가 되려면?
“자격증은 시기상조, 관련 기업 입사하여 
실무 경험 쌓아야”

온라인평판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호진 대표는 “관련 업체에 입사해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말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나 자격증 도입 여부가 업계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지만, 김호진 대표는 “아직은 산업 도입기
에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빅
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이는  입사 후 수습 교육이나 사내 교육으로 충
분히 숙지할 수 있다. 
온라인평판관리사의 장점 중 하나는 재택근무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서 자유롭다. 
고객의 온라인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해결하는 과
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꼼꼼하면서도 성실한 성
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
고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유
리하다. 앞으로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It’s new>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직업을 소개하고, 
한발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