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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기업에서 원한 점수는?
국내 주요 기업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채용 공고 553건(2017년 
1월 ~ 6월 기준)을 바탕으로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TOE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을 ‘참고’로 활용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기준 점수’, ‘필수’ 순으로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Inside TOEIC Zoom in4

자료 출처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 
해당 기업 채용 페이지

활용 구분
참고 : 해당자에 한해 성적 제출/성적 제출 시 우대 또는 가점/입사지원서에 성적 기재란이 있는 경우
필수 : 기준 점수는 없으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준 점수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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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최다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참고’, ‘필수’, ‘기준 점수’로 나누어 채용 시 
TOEIC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참고’가 71%로 가장 높았다. TOEIC 기준 점
수를 제시한 공고도 전체의 23%를 차지했는데 ‘700점 이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800점 이상’이 2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준 점수가 TOEIC 700점 
이상인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BGF리테일, LG전자, LS엠트
론 등이며 800점 이상인 기업은 쌍용자동차, 오뚜기,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등이다. 850점 이상으로 비교적 기준 점수가 높은 곳은 한국투자공사, 한솔섬
유 등이 있다. 

TOEIC 활용 현황

TOEIC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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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side TOEIC Zoom in

TOEIC Speaking 활용 현황도 TOEIC과 비슷하다. ‘참고’가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준 점수(27%)’, ‘필수(8%)’ 순이었다. TOEIC Speaking 
기준 점수는 ‘130점 이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110점 이상(28건)’과 ‘160
점 이상(23건)’, ‘120점 이상(16건)’이 뒤를 이었다. TOEIC Speaking 기준 점
수 130점 이상을 요구한 기업은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
력통제기술원, CJ라이온 등이고,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투자공사, 한솔섬유에서는 TOEIC Speaking 140점 이상을 원했다.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TOEIC Speaking 기준 점수

단위 : %

단위 : 건

참고
65%

기준 점수
27%

필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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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치아이주식회사
삼양그룹
서울대학교
서울신문사
신협중앙회
실리콘웍스
쌍용자동차
아트라스BX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연합뉴스
영풍전자
오뚜기
위닉스
이스타항공
인천항보안공사
일진글로벌
제주항공
진에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코리아오토글라스
포스코P&S STS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투자공사
한솔섬유
한전KPS
현대로템
홈&쇼핑
희성전자
BGF리테일
CJ라이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G실트론
LG전자
LG전자
LG히타치워터솔루션
LIG넥스원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
SPC파리크라상

신입사원 채용
2017 상반기 채용전제형 하계 인턴 모집
2017 직원 채용
2017년 수습사원 모집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2017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7년 상반기 채용
2017년 신입/경력 사원 모집
Product Manager 채용
신입/경력 사원 모집
각 부분 담당자 채용
2017년 상반기 전역장교 및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2017년 상반기 객실인턴 승무원 채용
2017년도 청년인턴(채용형)
2017년 대졸 신입 및 경력 채용
2017년 상반기 객실승무원 공개 채용
2017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채용형 인턴 채용
대졸 신입 채용
2017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수시 채용
2017년 관리직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일반 공채
2017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정규직 직원 채용
2017 정규직원 채용
NCS 기반 2017년도 일반직 및 청년인턴 공개 채용
2017년 상반기 대졸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7년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2017년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본사 사업부(해외영업) 신입/경력 채용
2017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및 채용형 인턴 모집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신입사원 모집
2017년 상반기 각 분야 신입/경력 채용
2017년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2017년 상반기 대졸 신입/경력 공채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안내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영업본부]B2B 엔지니어링 신입사원 모집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2017년 신입 공채
하계 R&D 인턴 채용
2017 채용연계형 하계 인턴 모집

2017년 상반기 각 부문 경력 채용
2017년 대졸 채용형 인턴 모집

기 관 명 공 고 명 활용 내용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695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20점, TOEIC Speaking 15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4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6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5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8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인문)
TOEIC 13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이공계)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인문계)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이공계)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2017년 상반기 주요 기업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가나다 순)

*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lobal TOEIC

프랑스 해군, 
TOEIC 점수 활용해 군사 인력 배치한다

지난 2006년 프랑스 해군에서는 자체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TOEIC을 
도입했다. 기존 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증명된 TOEIC을 활용함으로써 해군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 
TOEIC은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11년간 장병들의 ‘진급 심사’, 
‘취업’, ‘교육 과정 평가’ 등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ETS Global1 에서 전해온 프랑스 해군의 TOEIC 활용 내용을 소개한다. 

Inside TOEIC

ETS Global, 프랑스 해군 자체 시험과 TOEIC의 상관관계 연구

프랑스 해군에서는 장병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까
지 자체 시험을 시행했지만,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신뢰성이 낮아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해군 영어 훈련 담
당자는 ETS Global 관계자를 만나 TOEIC 활용에 대한 회의를 열었
다. 이 회의에서 양측 관계자는 프랑스 해군의 영어시험이 NATO(북
대서양조약기구)2의 조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큰 규모의 시험이라는 데 합의했고 2006년 
TOEIC을 도입했다.
프랑스 해군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정의 규격서인 STANAG3

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군대 언어의 표준을 망라한 STANAG 
6001은 프랑스 해군의 언어 교육, 평가 등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STANAG 6001은 영어의 4대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별 활용 수준을 6개 레벨로 분류하고, 군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1 ETS Global은 ETS 계열사로서 ETS의 전문성을 
 활용한 글로벌 영업을 담당한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60개국에 영어 시험, 평가, 교육, 컨설팅을 
 포함한 ETS 상품, 서비스,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와 프랑스, 폴란드, 
 요르단, 터키, 한국,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49년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프랑스 등이다. 
 (위키백과)
3 STANAG는 나토 협의체 구성원 간의 규격서 
 약어로 군사용 또는 기술적 프로시저, 장비들에 
 대한 프로세스, 프로시저, 용어 및 조건들을
 기술하였다. (위키백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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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TS Global에서는 2009년 <TOEIC과 STANAG 6001 언
어 능력 수준의 상관관계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 영어 교수법, 
시험 개발 및 평가 전문가인 ETS 연구원 두 명과 NATO 7개국 출신
의 연구원 15명이 참여하여 프랑스 해군 자체 시험과 외부 시험의 상
관관계를 밝혔고 이는 ETS Global이 2011년 프랑스 해군의 평가인
증업체로 다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00여 명 대상 연 120회 시행
진급 심사, 군사훈련 이수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

프랑스 해군에서는 매년 장병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20회가량 
TOEIC을 시행한다. 기준 점수는 응시자의 응시 목적, 계급, 직무 등에 
따라 다르다. 공병학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785점이며 
엔지니어 학위위원회(CTI)도 785점으로 CEFR4 B2와 같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군사학교에서도 입학조건으로 TOEIC 
785점을 요구한다. 

프랑스 해군에서 TOEIC을 채택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다. 부대 일정에 따라 내부에서 시
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
의 개별 학습 성취도를 설정할 수 있게 채점이 빠르고 운영이 편리해
야 했다. 이 밖에 합리적인 응시료와 세계 각국에서 인정하는 TOEIC
의 범용성, CEFR, STANAG를 준수하는 것도 영어시험으로서 TOEIC
을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 해군 관계자는 ‘TOEIC을 활용함으로써 장병들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4 유럽 평의회에서 명확한 평가를 위해 만든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A1부터 C2까지 6단계로 나뉜다. (위키백과) 

프랑스 해군 업무에 활용되는 TOEIC

• 수병과 부사관 대상 교육과정
 (병과 및 군사 특기별 최저점수 기준 상이)

• 부사관 및 사병 진급 심사

• NATO, 대사관 취업

• 해군 장병의 보직 및 계급별 군사훈련 
 이수 대상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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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생, TOEIC 평균 684점
2017 상반기 대학생 TOEIC 성적 분석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 2017년 상반기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대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했다. 학년, 지역, 응시 목적, 전공별 평균 성적을 
자세히 알아보자. 

조사 대상  2017년 1월~6월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4년제 대학생
조사 방법  정기시험 답안지 설문 회답 내용 분석

Listening

371점

Total    

684점 Reading

313점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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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응시 비율

학년별 평균 성적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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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96681669
644

응시 목적 1위는 ‘취업’, 4학년 평균 점수 가장 높아

2017년 상반기에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대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 684점으로 나타났다. 목적별 응시 비율 1위는 단연 ‘취업’(47%)
이었고, ‘졸업 및 인증’(30%),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20%) 순으
로 이어졌다.
학년별 평균 성적을 살펴본 결과 고학년일수록 TOEIC 성적도 높았
다. 4학년 평균 성적이 696점으로 가장 높았고, 3학년 681점, 2학년 
669점, 1학년 644점 순이었다. 대학생 전체 평균 성적인 684점과 비
교했을 때 4학년은 12점 높았고, 1~3학년은 최소 3점에서 40점가량 
낮게 나타났다. 

서울, 751점, 교육학 745점, 지역·전공별 평균 성적 1위 

평균 성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751점인 ‘서울’이었다. 서울은 평균 
성적이 700점대인 유일한 지역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경기(697점)보
다 54점 높다. 그 밖에 평균 성적이 600점대 후반인 지역으로는 인천
(682점), 세종(670점), 부산(668점), 대전(662점)이 있다. 전공별 평
균 성적은 교육학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학(723점), 경제학, 
경영학(721점), 사회과학, 법학(709점)이 700점대 초·중반대 점수
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취업

47%
졸업 및 인증

30%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

20%

연수과정 
성과측정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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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TOEIC 평균 성적 전공별 TOEIC 평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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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일본 취업 문, 
국내 대학들 JPT로 취업 시장 공략

계속되는 취업난에 구직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일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의 2017 한국인 인턴 모집에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일본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한편, 
일본어 학과 또는 일본 관련 교육 기관의 취업 지원 활동도 활발해졌다.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마이넘버제 도입
인력 수요 증가하는 일본, 외국인 인재 유치 활발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서 2017년 3월 졸업한 일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취업률이 97.6%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 진출, 2020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한 관광객 증가, 마이넘버제1 
시행 등으로 앞으로도 일본에서는 사무직, 관광 서비스직, IT 관련 직
종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와 달
리 일본의 인력 수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
입을 장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5년 기준 90만여 명으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
다. 현재 일본에서는 부족한 IT 인력 14만 5천여 명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네시아

중남미 중동 기타

K-move 사업지원 국가별 취업 현황(2013 ~2016년)

1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제도
 사회보장, 세금 공통번호라고도 한다. 
 마이넘버제가 시행되면 일본인들은 할당 받은 
 번호로 연금, 납세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고용보험, 의료보험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마이넘버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일본 IT 시장에 
 3조엔 규모의 IT특수가 발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출처 : 네이버 트렌드 지식사전 2)

2,370

1,885

1,371

910 805
631

412 582
291 182 155 125

1,281

단위 : 건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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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서도 국내 구직자들의 해외 취
업을 장려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를 통해 어학,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
다. K-move를 통해 해외에 취업한 사람은 지난 2013년 1,607명에
서 2016년 4,8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은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16년 기준 2,370명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전
체 해외 취업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백석대, 영진전문대, 조선이공대 등 일본 취업 과정 개설

일본 취업이 주목 받으면서 국내 대학과 연수기관에서는 본격 취업 
준비에 나섰다.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계열에서는 일본취업반을 
개설하여 일본 취업에 최적화한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5년 연속 
재학생 전원을 일본 취업에 성공시켰다. 또한 가톨릭상지대, 백석대, 
조선이공대 등 11개 대학이 2017년 1분기 K-move대학으로 선정되
어 일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일본어 능력 시험인 JPT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학을 비롯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JPT를 활용하여 재학
생들의 일본어 역량을 기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또는 일
본어 학과가 있는 국내 대학 93개교 중 29개교에서 JPT를 교과목으
로 활용하는가 하면 57개교에서 졸업인증에, 20개교에서 학점인정 
기준으로 활용 중이다. 일본 취업이 각광 받고 일본어가 취업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각종 일본 취업 기관과 국내 대학에서의 JPT 
활용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move 선정대학(1분기)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 학 명
가톨릭상지대
경일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순천향대
영진전문대
인제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기 관
국제교류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청해진대학사업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학생 취업처 글로벌인재육성센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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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자료 요청할 때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영문 이메일을 쓰다 보면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중하
게 요청하고 싶지만, 급하게 쓰다가 틀릴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토익 대리가 생각한 표현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an you send me the information?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틀린 문
장은 아니지만 정중하게 요청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표현을 생
각해 볼까요? 이럴 때는 조동사를 써서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동사원형” 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문장을 완성하면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some information”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장의 완성
도도 높고, 더욱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동사원형 : ~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understand me. 

2. 저에게 그 파일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the file to me. 

3. 우리는 당신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면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attend this  
 감사하겠습니다. meeting. 

벌써 10분째 메일을 썼다가 다시 지우기를 
반복 중인 김 토익 대리. 고객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고객사라 어려운 데다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 
최대한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뜻을 
“Can you send me informations?”라고 표현하자니 
정중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고, appreciate를 쓰려니 
문장의 어순을 잘 몰라서 어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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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 Part 2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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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ison White
To : World Camera Company’s Customer Service Center
Subject : Lost Instruction Manual
Sent : October14, 9:20 A.M.  

To whom it may concern, 

I purchased your camera two months ago. I love it, but I lost the 
instructions so I can’t use it. What can I do to get another set of 
instructions? My brother’s graduation is next week, and my family will 
be there. Please tell me how I can use this camera as soon as possible. 

Thanks,
Allison White 

Dear Allison White, 

Thank you for purchasing our product. I am sorry to hear you lost the 
instructions.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resolve this issue. First, you can sign up on 
our site on the internet. Afterward, you can download it for free. Finally, 
you can go to a service center near your house. If you want to find the 
nearest service center, you can search on our homepage. Also, if you 
don’t have time to go there,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tell me the 
model number via email or phone. I will send instructions and explain 
how to use the camera. I hope my information will help you use your 
camera to capture precious moments with your family. 

Thank you very much, 
World Camera Company’s Customer Service Center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엘리슨 화이트
수신 : 월드 카메라 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
제목 : 사용 설명서 분실
날짜 :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 

담당자에게
저는 두 달 전에 카메라를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설명서를 분실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를 
하나 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동생 졸업식이 다음 주라서 가족들이 모두 갈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앨리슨 화이트 

앨리슨 화이트 씨에게 

저희 상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취급 
설명서를 분실하셨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난 후 설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보셔도 됩니다. 
만약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찾으시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모델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내 드릴게요. 카메라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담는 
데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 카메라 고객 서비스 센터

Directions :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are in charge of the Customer 
Service Center. Give TWO methods for finding the instructions and make ONE 
request for information.   

지시사항 : 당신이 고객 서비스 센터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설명서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고 한 가지 정보를 요청해라 

(1) Directions을 따라 설명서를 구할 방법을 2가지 제시했습니다. 
1.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할 수 있다. 
2. 서비스 센터를 직접 갈 수 있다. 

(2) Directions을 따라 고객의 주소를 요청하는 문장을 오늘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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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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 ‘태도’부터 점검하자

토론 면접은 해당 주제에 관한 지원자의 견해와 
이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토론 면접에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평소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각종 사안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태도에 관한 부분은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비교적 수월히 준비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부터 점검해 보자.   

이기고 싶다고? 토론 면접은 싸움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토론 면접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논리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
면접에 관한 가장 큰 오해다. 토론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무엇을 전하는가’보다 ‘어떻게 전하는가’에 방점이 있다. 전체 속에서 개인의 리더십, 판
단력, 설득력, 협동심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토론 면접이기 때문이다. 

16

모 대기업의 인성 면접을 끝내고 
‘토론 면접’을 앞둔 당신. 
‘어떻게 하면 토론 면접에서 돋보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예상 주제를 뽑고,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한다. 
‘이만하면 경쟁자를 이길 수 있겠어’ 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면접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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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부르기
같이 토론 중인 다른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 분~”이나 
“끝에 계신 분~”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 “OO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성의 있고 배려심 있다는 인상을 준다.  

흥분, 비아냥, 따지기
누군가 아니꼽게 행동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차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와 동의 표현하기
“저는 OO 씨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보다는 
“OO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 내용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개진하는 것이 좋다. 

양으로 승부! 말 많이 하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토론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자칫하면 배려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하자. 

잘 듣기만 해도 반은 성공
고개 끄덕이기, 잔잔한 미소, 중요한 말 받아적기, 시선 마주치기 등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몸짓으로 표현하자.

넋 놓고 다른 곳 보기 
집중력이 낮고 주의 산만하게 보일 수 있다. 
내 발언 시간이 아니더라도 표정, 눈빛으로 잘 듣고 있다고 말하자.  

두괄식으로 말하기
핵심을 먼저 짧게 언급한 다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처음부터 설명이 장황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알기 어렵다. 

다른 사람 발언 중에 내 답변 준비하기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는 태도다. 
여럿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토론 면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시간 체크하기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시계를 보며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자. 

말끝 흐리기
비단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지양해야 할 태도다. 
자신감 있게 말하자. 

기업에서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지원자가 입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지, 그리고 동료와 조화를 잘 이루는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반된 견해를 받아들이
는 태도를 점검하고 훈련해야 한다. 토론의 목적은 ‘얼마나 말싸움을 잘하는가’가 아닌 ‘합의된 결
론을 얼마나 잘 도출하는가’에 있다. 

간혹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지식만을 자랑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토론
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자. 해당 주
제에 관한 내 생각을 일반 면접이 아닌 굳이 토론 면접으로 물어보는 기업의 의도를 말이다.

토론 면접 ‘좋아요’ vs ‘싫어요’

토론 면접에서 ‘하면 좋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끝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취업뽀개기 편집위원회,『면접상식 사전』길벗  /  안현희, 황선길,『실전 면접에 강한 면접질문 202제』제우미디어

좋아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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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사도 ‘스마트폰’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新 농업을 이끄는 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서범석(한국온실작물연구소 대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딩,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ICT 융·복합기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 있는 스마트팜은 
1,000여 개. 전체 농가 수와 비교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스마트팜구축가들의 
노력으로 생산성, 품질향상, 비용 절감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전망이 밝다. 
스마트팜구축가로 활동 중인 서범석 대표를 
만나 국내 스마트팜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농업과 정보기술의 만남, 
비용 절감, 생산·품질 향상, 수확량 예측

기존 농가와 스마트팜은 어떻게 다를까? 차이
의 핵심은 ICT 융·복합기술에 있다. ICT는 ‘정
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
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
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융·복합기술
은 다른 업종의 두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 
방식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즉, ICT 융·복합기술은 사업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결합한 정보통신 기술이라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은 
있었어요. 그런데 로컬 단위가 대다수였죠. 하
지만 스마트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니 
더욱 광역화되었고, 언제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첨단 유리 온실만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다면, 스마트팜은 작은 온
실은 물론이고, 일반 노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이 다릅니다.”
기계화된 농가가 PC 기반이라면 스마트팜은 스
마트폰 기반이다. 과거 우리가 컴퓨터에서만 메
일을 확인하고 영화를 보다가 이제 스마트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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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농가를 관리하는 프로
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더 수월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은 규모에 구애를 받
지 않아서 대규모 농가는 물론이고 귀농한 사람
들이 운영하는 작은 농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면 품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4~2016년까
지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
성과 품질이 각각 30%, 40% 향상했고 비용은 
20% 절감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한국 농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이를 일일이 파악하려면 시간도 오
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만약 스마트팜
이 보급된다면 기상환경, 작물의 생육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습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확량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
고 해결책을 구하는 등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 수요도 늘고 정부에
서도 스마트팜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 설계, 사후관리까지 
스마트팜구축가의 일

스마트팜구축가는 시설원예, 첨단온실 등 원예 
분야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정부에서 
선정한 대상 농가 명단을 받으면 해당 농가로 
찾아가 시설 보유 수준, 요구 조건, 농장주의 마
인드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적
격 여부가 결정되면 설계도를 그리고 스마트팜
화를 진행한다. 3단계로 구성된 스마트팜 컨설
팅은 농식품부에서 100% 보조하는데 서범석 
대표는 이때 필요한 각종 컨설팅 및 교육 프로

그램도 운영 중이다. 
국내 스마트팜은 전 세계 스마트팜 성장 추세보
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증
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스마트팜은 전체 
농가 면적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국내 
스마트팜 기자재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수출하기 좋다. 
국내외 스마트팜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뜻이다.    
스마트팜구축가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
할까? 본래 농업을 전공한 서범석 대표는 1992
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거
치고 꾸준히 농업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다 10
여 년 전 지식경제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생장환경 관리시스템을 연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 스마트팜구축 사업에 뛰어들
었다. 
“정보통신 전문가와 농업 전문가가 2인 1조로 
농업 현장에 찾아가면 정보통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받
아들이는 농업인이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
가를 지원할 수 있는 농업 전문가의 역할이 중
요합니다. 지금은 거점지원센터나 민간 연구 기
관 등 전문 단체들이 많아져서 가능해졌죠.”
스마트팜구축가의 자격 기준은 아직 체계화되
지 않았지만, 농과대학이나 정보대학을 졸업하
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컨설팅 경
험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있습
니다. 강릉 KIST분원, 농촌진흥청 농공학부, 함
안 시설원예연구소 등 테스트베드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 뛰
어들기 전에 스마트팜의 명암을 숙지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도 검토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와 범위를 정하고 시작했으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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