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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국내 호텔업, 
채용 시 TOEIC 성적 활용한다
국내 호텔업 채용 특징 및 TOEIC 활용 내용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호텔리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다. 이처럼 호텔리어와 
영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호텔에서 이뤄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가 영어인 까닭이다. 국내 주요 
호텔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TOEIC을 어떻게 활용할까?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내 호텔업계의 
특징과 채용 동향을 살펴보고, 2017년 상반기 국내 주요 호텔의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TOEIC 활용 현황을 정리했다.

Inside TOEIC Zoom 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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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성장 따라 호텔 채용 규모도 커져
꾸준한 정보 탐색으로 입사 기회 잡아야

관광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2017년 4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발간한 여
행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입국한 외국인은 총 12,241,823명으로 2015
년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 관광산업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외래 관광객 
수보다 호텔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 실제로 2009년부
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은 매년 평균 120만 명씩 증가했지만, 객
실 증가율은 3.9%에 그쳤다.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업이 성장하면서 2019년까지 채용 수요도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서도 호텔업은 인력 공급 규모가 큰 직종으로 꼽
힌다. 호텔업의 인력 수요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관광진
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호텔의 채용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하지만 채용 수요가 늘어난다고 호텔 취업이 쉬워지는 것는 아니다. 호텔업계의 
채용 구조가 다소 폐쇄적인 탓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호텔 
채용은 11~2월에 증가하고, 3월에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호텔업
계에서는 공개채용보다는 상시채용을 진행하거나 결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하
는 경우가 많다.2)  따라서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꾸준히 채용 정보를 
탐색해 기회를 잡거나, 호텔 채용 박람회 등 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관광산업 주요 업종별 인력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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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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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점수 필수

Inside TOEIC Zoom in

18개 국내 주요 호텔의 채용 공고 55건 분석
52건에서 TOEIC 활용, ‘참고’ 최다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국내 4, 5성급 호텔 18개3)의 채용 공고 55건4)을 
분석한 결과, 52건에서 채용 시 TOEIC 성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내용별로 살펴보면 TOEIC ‘기준 점수’를 명시한 공고는 7건이었으며, ‘필수’ 
1건, ‘참고’ 44건이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무에 따라 TOEIC 활용 내
용도 달랐는데 객실운영, 식음, 조리 등 상시채용은 ‘참고’ 비율이 높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력 채용부문에서는 기준 점수를 명시한 곳이 많았다. 

기준 점수는 직무에 따라 최저 330점에서 최고 800점으로 편차가 크다. 커
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시되는 홍보, 사업개발, 객실 운영 등은 기준 점수가 높
고, 서비스 중심인 식음, 조리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교적 높은 기준을 
요구한 공고로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호텔의 Marcomm팀 
Communications Associate 경력직 채용 건과 메이필드 호텔의 객실팀 채용,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사업개발팀 해외사업개발 담당 채용 등이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호텔은 수시 채용이 많아 TOEIC 활용도를 정량화하기 어렵다. 하
지만 다수의 국내 4, 5성급 호텔에서 채용 시 지원자의 TOEIC 성적을 활용하는 
바, 호텔업의 채용 규모가 커지는 만큼 TOEIC도 활발히 쓰일 것으로 보인다.  

1) 신익수, “[호텔산업채용박람회] 외국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객실 7200개 부족”, 매일경제신문, 2015. 11. 02.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업종별 고용특성 분석(123p)
3)  4, 5성급 호텔 42개 중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없거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곳 제외
4)  2017년 4월 기준 각 호텔 홈페이지 또는 채용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

*	활용 구분
 참고 : 해당자에 한해 성적 제출 / 성적 제출 시 우대 / 입사지원서에 성적 기재란이 있는 경우
 필수 : 기준 점수는 없으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준 점수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TOEIC 활용 내용

44 7 1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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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호텔&카지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

그랜드힐튼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
라마다호텔군산
롯데시티호텔명동
메이필드호텔

엠블호텔고양
인제스피디움호텔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알펜시아	
평창리조트
조선호텔부산

콘래드서울호텔

파라다이스호텔부산

홀리데이인알펜시아리조트

힐튼경주

JW메리어트호텔서울

SK네트웍스(주)워커힐

	

집행임원 모집 공고
경력직 모집 공고 
경력직 채용 공고 
Marcomm팀 Communications Associate 채용
객실운영팀 Jr. Bellman 채용

식음 부문 신입사원 채용

조리부문 신입사원 채용
신입사원 상시모집(전 부서)
경력사원 상시모집(전 부서)
각 부문 신입 및 경력 00명
라마다군산 객실팀 프론트 모집
롯데시티호텔 각 부문 인턴사원 모집
메이필드호텔 채용 각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식음팀, 조리팀 직원 채용
운영팀 식음 파트
사업개발팀 해외사업개발 담당 채용

면세점 신입/경력 직원 모집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객실팀 인턴사원 채용안내  

Assistant Manager – Guest Relations
Operation Coordinator- Rooms & F&B Service
Assistant Manager – Restaurant / Outlet Manager
F&B Membership Sales Agent
F&B Membership Sales Agent
Receptionist - F&B Services
Purchasing Clerk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 Cost
Luxury Sales & Marketing Coordinator(6개월 계약직)
Team Leader - Spa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Events Manager
F&B Manager or Assistant F&B Manager 
Commis – Western
Commis – Pastry
Guest Service Agent 
Guest Service Agent - Concierge & Front Desk
Waiter/Waitress - Restaurant
Associate Director of Sales or Sales Manager
신입/경력사원 모집
(법인영업/식음료팀/객실팀/조리/시설)
역량, 또는 경력사항 반영하여 협의 후 부서배치 
2017 신입/경력 사원 모집
알펜시아 상시채용
조리 부문 채용
객실 부문 채용
Front Office - Guest Sevice Agent 
Culinary - Temporary Associate (단기사원)
Pastry - Temporary Associate (단기사원) 
Front Office - Guest Relations Intern 
(Temporary Associate - 단기사원)
Kitchen Office - Kitchen Coordinator 
(총주방장 비서)
Housekeeping - Housekeeping Supervisor
워커힐 인천공항 환승호텔 서비스 사원 모집
워커힐 CS사업부 상반기 공개채용
경력사원 채용

호 텔 명 공 고 명채용 기간

2017-01-10 ~ 2017-01-20
2017-01-26 ~ 2017-02-08
2017-04-18 ~ 2017-05-02
2017-04-13 ~ 2017-04-26
2017-03-03 ~ 2017-04-30

2017-01-01 ~ 2017-12-31

2017-01-01 ~ 2017-12-31
상시채용
상시채용
상시채용

~ 2017-04-30
2017-04-18 ~ 2017-04-28
2017-04-10 ~ 2017-04-21

2017-04-17 ~ 2017-04-23
상시채용

2017-04-18 ~ 2017-04-30

상시채용

2017-03-16 ~ 2017-12-31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 채용 시까지

2017-05-20 ~ 채용 시까지

상시채용
상시채용
상시채용

2017-04-13 ~ 2017-04-23
2017-04-13 ~ 2017-04-23
2017-04-17 ~ 2017-04-30
2017-04-17 ~ 2017-04-30
2017-04-17 ~ 2017-04-30
2017-04-17 ~ 2017-04-30

2017-04-17 ~ 2017-04-30

2017-04-17 ~ 2017-04-30
2017-01-02 ~ 2017-01-12
2017-02-08 ~ 2017-02-19

상시채용

활용 내용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TOEIC 640점 이상
TOEIC 470점 이상,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TOEIC 470점 이상,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TOEIC 330점 이상
어학 성적 참고, 중국어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중국어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객실팀(G.S.O/프론트) TOEIC 700점 이상, 
객실팀(컨시어즈) TOEIC 500점 이상
어학 성적 참고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TOEIC 800점 이상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외국어 가능자 우대

TOEIC 800점 이상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 중국어 가능자 우대 
외국어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어학 성적 참고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어학 성적 참고

* 2017년 4월 기준 각 호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

2017년 국내 주요 호텔 채용 시 TOEIC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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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성적으로 
승진 심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1984년에 설립된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부문을 비롯해 주차설비와 물류자동화 시스템,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최고의	
이동효율을 창출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회사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다음 행보는	‘세계’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TOEIC	Speaking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키우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연착륙을 꿈꾸고 있다.	

전유진 대리(인재개발부 글로벌교육팀)

Inside TOEIC

승진 심의에 TOEIC Speaking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제3외국
어 시험 성적을 승진 심의에 활용합니다. 대리 
승진 시에는 반드시 TOEIC Speaking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 활용 빈도에 따라 어
학 그룹을 세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해외사업
본부 등 영어 실력이 필수적인 부서는 A그룹, 
경영관리 등 일반적인 수준으로 영어를 사용하
는 부서는 B그룹, 제조와 생산 등 외국어 사용 
빈도가 적은 부서는 C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에 따라 TOEIC Speaking 가산점과 대리 승진 
기준이 다릅니다.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한 성
적으로 이듬해 승진 심의 시 가산점을 반영합
니다. 
 

외국어 성적 취득을 장려하는 배경을 이야기
해주세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Go Global’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TOP 7 승강기 제조기업
이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Service Excellence’, ‘Global Competence’, 
‘Respect Talent’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
다. 핵심공략 지역인 중국 외 여타 동남아 국가
에서는 영어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로 활
용되고 있어 임직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TOEIC Speaking 등의 성적 취득
을 장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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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사 근무자들은 어학원 접근성 등의 이유로 
상주 어학 강사가 진행하는 사내 어학과정을 선
호하는 편입니다. 사외 어학비 역시 어학원이
나 전화 영어 등 각자 선호하는 어학 코스를 선
택하면 일정 기준 안에서 지원합니다. TOEIC 
Speaking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는 15만 원 한
도에서 100% 어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TOEIC Speaking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1회씩 응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TOEIC Speaking을 활용함으로써 회사가 얻
은 실익이 있다면요. 
TOEIC Speaking 성적 추이에 따라 영어 말하
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OEIC Speaking 성
적을 인사 시스템에 입력해 우수 인재 관리 데
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1:6 이하의 그룹 클래스와 임원 대상 1:1 
어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o 
Global’이라는 회사 비전에 발맞추어 임직원
들의 어학 학습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현
재 2017년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1년간 중
국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영어, 중국어 집중 과정 
및 어학 우수 인재 과정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내수 시장 점유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국내 입지가 단단한 기업이다. 이
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시
장에서의 선전을 꿈꾸고 있다. 현재 중국을 비
롯해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
남 등지에 진출했으며, 앞으로도 여타 동남아 
국가로 진출 지역을 넓혀갈 것이다. 그 과정에
서 임직원들의 어학 능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TOEIC Speaking을 승진 심의 단독 기준으
로 사용 중이신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TOEIC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사
업 환경이 변화하고 영어 말하기 능력이 강조되
면서 TOEIC Speaking을 채택했죠. 2015년 10
월에 도입해 연 4회 사내 특별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TOEIC과 TOEIC Speaking을 
병행 제출하다가 올해부터 TOEIC Speaking으
로 일원화했습니다. 비즈니스 회화 중심의 공신
력 있는 시험이기에 임직원들의 어학 평가 기준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지원 제도가 있나요?
사내 어학과정을 운영 중이며, 사외 어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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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Speaking and Writing 성적 
다 가진 사람은 누구?  
2016년 TOEIC Master 현황 분석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성적을 모두 보유한 
이른바 ‘TOEIC Master’. 과연 TOEIC Master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TOEIC Master의 2016년 평균 성적, 성별, 
응시 목적 등을 알아봤다. 

Data Analysis10 Inside TOEIC

T

M T E RA S

CO IE

*	TOEIC Master : TOEIC(Listening/Reading),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성적을 모두 보유한 사람
* 조사 방법 : 2016년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정기시험 응시자 성적 분석
 (중복 응시자는 시험별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점수 기준(만점) : TOEIC 990점, TOEIC Speaking 200점, TOEIC Writing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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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평균 829점, ‘30세 이상’ 32%

TOEIC Master의 평균 성적이 TOEIC 829점(L/C 437점, R/C 392점), 
TOEIC Speaking 141점, TOEIC Writing 15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 응시 비율을 살펴본 결과, ‘30세 이상’이 32%이였으며, 24~26세 
29%, 27~29세 25%, 21~23세 12% 순으로 이어졌다. 

‘여성’ 응시율 52%, 성적도 ‘여성’이 높아

성별 응시 비율은 여성 52%, 남성 48%로 여성이 4% 더 높았다. 남
성의 평균 성적은 TOEIC 815점, TOEIC Speaking 137점, TOEIC 
Writing 152점이었으며, 여성의 평균 성적은 TOEIC 833점, TOEIC 
Speaking 145점, TOEIC Writing은 157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성
보다 여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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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Master 성별 응시 비율

TOEIC Master 성별 평균 성적 

TOEIC Master 연령별 응시 비율

여성
52%

남성
48%

 남성      여성

TOEIC Master 평균 성적

Listening

437점
Reading

392점

Speaking

141점
Writing

155점

30세 이상
32%

21~23세
12%

27~29세
25%

24~26세
29%

0~20세 
2%

TOEIC WritingTOEIC Speaking

200

180

160

140

120

100

137 145 152 157

990

800

600

400

200

0
TOEIC

815 833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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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2 Data AnalysisInside TOEIC

TOEIC Master 응시 목적별 TOEIC 평균 성적

835

798

870
836

810

TOEIC Master 62%는 ‘TOEIC 805~990점’ 취득자

TOEIC 점수대를 기준으로 TOEIC Master 비율과 그들의 TOEIC 
Speaking and Writing 성적을 알아보았다. TOEIC 805~990점 구간
이 전체 TOEIC Master의 62%를 차지했고, TOEIC 성적이 높을수록 
TOEIC Speaking and Writing 성적도 높았다. 

TOEIC Master의 응시 목적별 TOEIC 평균 성적 1위는 
‘연수과정 성과측정’

응시 목적에 따라 TOEIC Master의 TOEIC 평균 성적도 차이를 보였
다. TOEIC Master의 응시 목적별 TOEIC 평균 성적 1위는 870점을 
기록한 ‘연수과정 성과측정’이었으며,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836
점), 취업(835점), 졸업 및 인증(810점), 승진(798점) 순이었다.

TOEIC 점수대별 TOEIC Master 비율

805~990점
62% 505~700점

15%

705~800점
21%

TOEIC 점수대별 TOEIC Master 평균 성적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141
12

5 12
9 13
2 14

4 15
6

17
5

146 149
158

169

10~500점 
2%

705~750 755~800 805~850 855~900 905~950 955~990점TOEIC

취업 승진연수과정 성과측정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 졸업 및 인증

단위 : 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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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Servey

TOEIC 점수에 따른 영어 학습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듣기·읽기·말하기·쓰기

28.2%
듣기·말하기

42.3%
말하기

19.7%

읽기

2.7%
듣기

5.6%
읽기·쓰기

1.2%
쓰기

0.4%

듣기·말하기

24.1%
듣기·읽기·말하기·쓰기

53.4%
말하기

14.3%

읽기

2.8%
듣기

3.0%
읽기·쓰기

1.5%
쓰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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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성적 높을수록 영어 4대 영역 고르게 학습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TOEIC 수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OEIC 성적이 높을수록 ‘영어의 4대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EIC 500점 이하 수험자는 듣기ᆞ말하기 학습 비중이 42.3%로 가장 높았고, 듣기ᆞ읽기ᆞ말하기ᆞ쓰기는 28.2%
에 불과했다. 반면 905점 이상 취득한 수험자들의 듣기ᆞ읽기ᆞ말하기ᆞ쓰기 비율은 53.4%에 달해 500점 미만 수험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
였다. 영어의 4대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TOEIC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OEIC 500점 미만 수험자 TOEIC 905점 이상 수험자

TOEIC Speaking은 취업, 
TOEIC Writing은 연수과정 성과측정이 가장 높아

응시 목적별 TOEIC Speaking과 TOEIC Writing 평균 성적을 살펴보
면 TOEIC Speaking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수험자의 평균
성적이 145점으로 가장 높았다. TOEIC Writing은 ‘연수과정 성과측
정’이 16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수험자의 
성적은 15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개별 응시자보
다 TOEIC Master의 평균 성적이 높고, TOEIC 성적이 높을수록 TOEIC 
Speaking 또는 TOEIC Writing 성적도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TOEIC Master 응시 목적별 TOEIC Speaking/TOEIC Writing 평균 성적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145 156

취업

133 150

승진

144 161

연수과정 성과측정

144 156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

138 154

졸업 및 인증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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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잘해!” 업무 능력 표현할 때, 
have no problem –ing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메일을 쓰다 보면 “~을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
가에게 나의 장점을 알리고 싶을 때 필요한 표현인데요. “be good at”을 쓰
자니 회화체 같아 걱정된다면 “have no problem –ing”을 사용해 보세요. 
“have no problem –ing”은 “~을 하는 데 문제없다”라는 의미로 “~을 잘한다”
라는 뉘앙스도 포함합니다.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I have no problem writing English email”. 
혹은 “I have no problem writing emails in English.”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
습니다.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Have no problem – ing : ~하는 데 어려움 없다. 

1. 그는 영어로 일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He has no problem working in English. 

2.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I have no problem using a computer. 

3.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We have no problem working on this project.

오랜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한 김 토익 대리. 
자신의 경력을 요약해 헤드헌터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영어 이메일을 잘 쓴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괜히 잘못 써서 망신만 당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완벽하게 쓴다”라는 의미로 
“perfectly”를 쓰자니 과장하는 것 같고, 
“so so”로 “웬만큼 쓴다” 또는 
“적당히 쓴다”라고 표현하자니 가볍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직의 첫 단추가 될 메일. 
과연, 김 토익 대리는 잘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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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 Part 2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응시자들은 10분 동안 이메일 하나
를 읽고 두 문제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작문과 독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Directions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From : Daniel, Job Agency
To : Advertising List
Subject : Open Position
Sent : April 23, 04:20 A.M.  

Hi our customers,
We regularly offer new positions to potential employees. 
If you are looking for a new job or want to change jobs in the future, 
please send us your resume including your work experience. 
We will try to help you find a good job.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Thanks, 
Daniel, Job Agency 

Dear Daniel, 

I received your e-mail regarding the open positions. 
My name is Alex. 
I am interested in your open positions. I’ve been working for So Company 
as a program designer for 4 years and can deal with many programs related 
to this field. Also,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so I am confident that 
I have a lot of related experience in this field. Moreover, I studied abroad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so I have no problem communicating 
with foreigner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work for a foreign company. 
Attached is my resume. If you want further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Thanks, 
Alex.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대니얼, 구직 에이전시 
수신 : 홍보 명단 
제목 : 일자리    
날짜 : 4월 23일. 오전 4시 20분   

고객들에게 
저희는 정기적으로 잠재적인 고용인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원한다면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좋은 직업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니얼, 구직 에이전시

대니얼 씨에게  

일자리에 관한 이메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Alex입니다. 
저는 귀사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So 회사에서 
4년간 프로그램 디자이너로 일해왔고 이 분야와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해서 이 분야와 연관된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 
게다가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향후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 보고 싶습니다. 첨부한 것은 제 이력서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Directions: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In your email, give 
THREE pieces of information about your career and your educational background. 

지시사항 : 당신이 직업을 찾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당신의 경력과 
학력에 관한 세 가지 정보를 주어라. 

Directions에서 지시한 대로 경력과 학력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주어야 하므로 일하고 있는 회사와 직책 그리고 
출신 학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have no 
problem –ing 을 이용해서 자신의 강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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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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커버레터(Cover letter),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초보자를 위한 커버레터 작성법

외국계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당신.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맘에 딱 드는 공고를 발견했다. ‘바로 이거야!’ 하는 마음에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데… 아, 이런, 제출 서류 항목에 커버레터가 눈에 띈다. 
들어는 봤지만, 경험이 없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이름 커버레터. 
지원을 포기하자니 아쉽고, 도전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아래 네 가지 질문을 따라 인사담당자의 눈을 사로잡는 
나만의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자.    

외국계 기업에서 말하는 영문 이력서는 ‘커버레터+이력서’를 뜻한다. 이때 이력서 
앞에서 표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버레터다. 
편지이자 표지이므로 한 장을 넘기지 않고, 4~5문단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작성법의 기본이다. 

이력서가 있는데 굳이 커버레터를 쓰는 이유가 뭘까? 인사담당자들은 채용을 진행
하면서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이력서를 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빠르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커버레터가 쓰인다.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
의 커버레터를 보고 지원자의 이력서를 더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인터뷰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잊지 말자, 커버레터는 곧 ‘표지’다. 표지가 맘에 들어야 다음 장
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력서에 적힌 경력을 풀어쓰는 것이 커버레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력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가장 주목받았으면 하는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지원자의 강점 중에서도 공고와 관련한 핵심 사항만
을 골라 강조하는 것이 커버레터다. (1)자기소개, (2)지원 의사, (3)경력·기술, (4)미
래 포부, (5)마무리는 커버레터의 필수 요소이므로 꼭 기억하자.

Q1.
커버레터, 넌 대체 뭐니?

Q2. 
왜 쓰는 걸까?

Q3.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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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

① 분량이 A4 한 장을 넘지 않는가?
② 본문에 사용한 서체와 서체 크기가 통일되었는가?
③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사용했는가?
④ 오타나 비문이 없는가?
⑤ 내용이 강점을 잘 드러내는가?

*	참고 도서	:	김영진,	『영문 이력서 자기소갯 한 번에 끝내기』	예문

Q4. 
그럼 이제 한번 써 볼까?

이제 커버레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감이 잡힌다면, 실전에 도전해 
보자. 커버레터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로 마지막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자.

Kim Ji Moon
98 Jongno, Jongno-gu, Seoul 03191 Korea

+82-1-2345-6789 
jimoon@gmail.com

Dear Human Resources Manager:

I’m a recent graduate from [            ] University, currently working as a Sales Assistant at [            ] International Bank’s 
Institutional Sales Department. I am writing to express my interest in the recently advertised Junior Sales position at [            ]. 
As a fast-learner with a passion for Institutional Sales, I am confident that I can be a successful candidate for the Junior Sales 
position at your company.

Graduating in 2013 with 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I have always aspired to experience and become part of the 
dynamic world of financial investments. Through an internship experience at [            ] Local Bank and my current job at [            ], 
I gained the necessary skills and expertise that would allow me to become a competent Junior Sales professional that can 
contribute to your sales team. Highlights of my professional credentials and experience include the following: 

• Intimate knowledge of sales activities from working as Sales Assistant
• Strong understanding of documentation processes,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 requirments for successful sales activities and client satisfaction
• Proven history of performance as part of a team

Most significantly, I enjoy and have a passion for building ralationships with important clients and drive sales initiatives that 
will not only fulfill client’s investment needs but also build and enhance my professional sales and communication skills. Well-
known for broad institutional client base and exemplary client management, [지원회사명]’s Junior Sales position offers the most 
ideal opportunity which I can utilize to develop my career as a successful Sales preofessional while making contributions to the 
team effort.

I believe that my experience in sales ane passion and commitment for the sales profession make me a competitive candidate 
for the position. I would appreciate an opportunity to discuss in further detail with you how I may contribute to the team as a 
Junior-Sales professional. I hereby attach my resume for your further review. 

Thank you for your time ane consideration,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Kim Ji Moon 

①

②

③

④

⑤

기본 소개,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지원하는 포지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순서대로 기재

과거 업무 성과, 경력, 스킬 강조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이 깊고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하이라이트

지원자의 전문적인 자격은 다시 한 번 언급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

미래의 역할 강조

⑥ 강조된 내용이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⑦ 수동적인 표현보다 능동적인 표현을 더 사용했는가?
⑧ 느낌표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⑨ 담당자(수신자)의 호칭이 정확히 적혀 있는가? 풀네임을 적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⑩ 기업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파일명을 작성하고 저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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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수납도 이제는 전문가 시대
정리수납전문가 정경자(한국정리수납협회 회장/(주)덤인 대표)

집안일로 여겨지던 정리와 수납이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15년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한국직업사전과 고용노동부 신직업에 선정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리수납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 
한국정리수납협회 회장이자 국내 최초의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기업 
㈜덤인 정경자 대표를 만나 정리수납전문가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간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사람
정리수납 대행을 넘어 시스템을 만들다

“정리수납에도 전문가가 있나요?” 혹자는 이렇
게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
라졌다. 정리수납전문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직업이다. 정경자 회장 역시 2000년
에 직장생활 중 주재원으로 파견을 갔던 캐나
다에서 정리수납전문가의 세계를 처음 접했다. 
언젠가는 한국에도 이러한 일이 필요해질 거로 
전망했던 정 회장. 2003년부터 창업의 꿈을 꾸
며 사업을 준비했지만,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정리수납을 의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정리수납 매뉴얼과 교육 
교재를 개발하며 기회를 보던 정 회장은 2011
년에 한국정리수납협회를 처음 설립하면서 본
격적으로 정리수납전문가를 양성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리수납
전문가를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변에도 전문가들이 없었죠. 그래서 협회를 만들
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자 회장은 정리수납전문가를 “공간을 업그
레이드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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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들어차 있는 물건을 지혜롭게 재배치하
기만 해도 공간의 가치는 올라간다. 정리수납은 
청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바닥을 
열심히 쓸고 닦는 사람이라도 정리수납은 제대
로 못 할 수도 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고 했
을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리수납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전문성 강화 및 입증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직업으로서 정리수납전문가의 장점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협회를 통해 교육 받은 수강생 중 최연
소자는 10세 초등학생이고, 최고령자는 84세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
는 이들 중에는 60대도 적지 않다. 디자인 감각
이 있으면 활동하기에 더욱 유리하다. 그런 점
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20~30대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경자 회장은 정리수납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정리수납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정리수납 기법을 익히려면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자격증 취득 
여부는 고객들이 정리수납전문가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은 크게 1급과 2급으
로 나뉩니다. 2급 과정을 이수하면 자신의 집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1급 과정은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정리
수납협회에서는 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강사가 되면 정리수납전문가를 희망하는 분
들에게 정리수납 노하우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98㎡ 기준 7~10명 전문가 투입
팀워크와 서비스 마인드 필수 

물건을 세분화해 체계를 만들고 재배치하는 일
이기에, 정리수납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예
상외로 많다. 98㎡(약 30평) 크기의 집이라면 
최소 7명에서 10명 정도가 투입된다. 평수가 같
아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많으면 서비스 내용
이나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리수
납 컨설팅은 반드시 사전 방문상담이 필요하다. 
팀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필수. 사람
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서비스 마인드 역시 갖
추어야 한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개인 고객과 계약
해 일할 수도 있지만,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업과 연계해 대규모 계약을 수주하
기도 한다. 가전업체의 냉장고 정리 서비스, 가
구업체의 수납 시스템 서비스, 건설회사의 정리
수납 컨설팅 지원 등 진출 분야도 다양하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정리
수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정리수납전문가 숫자도 많아
졌다. 현재 한국정리수납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
만도 5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언젠가부터 포장 
이사가 대세가 된 것처럼, 머지않아 정리수납 
서비스도 자연스러워질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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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