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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치대 학사편입 전형 발표!
TOEIC 기준 점수는?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2018년 27개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의‧치대 학사편입은 매년 전기모집 
기간(3월에 편입)에 진행된다.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과 TOEIC 활용 현황을 알아보자. 

Zoom in4 Inside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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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명 활용 내용

2018학년도 의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TOEIC 활용 현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
입학 정원은 681명(의학 585명, 치의학 96명)
으로 전년과 같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부산
대, 연세대 등 22개교(의학)와 경북대, 조선대, 
전북대 등 5개교(치의학)까지 총 27개 대학에서 
학사편입을 진행한다. 전형에 따르면 의〮치대 
학사편입 희망자들은 최대 2개교까지 교차〮복
수 지원할 수 있다. 단, 2개 교를 초과하여 지원
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은 무효처리된다. 

27개 대학에서 681명 선발, 최대 2개교 교차‧복수 지원 가능
자기소개서, 면접 점수 배점 제한으로 공정성 확보 

어학 성적 기준은 어떨까? TOEIC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학사편입을 진행하는 국내 의·치
대 27개 중에서 공인어학성적으로 TOEIC을 인
정하는 곳은 경희대, 아주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양대 등 16개(의대 12개, 치대 4개)다. 이중 

경희대, 연세대 의과대학, 이화여대, 충남대에
서는 제출한 성적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차등 
지급한다. 가천대, 연세대 치대, 영남대의 점수 
기준은 TOEIC 780점 이상이며 인하대 800점, 
전북대 의대와 한양대는 830점 이상이다.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제출 성적 따라 차등 적용
가천대, 영남대 TOEIC 780점, 전북대, 한양대 830점 이상 

또한,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여부를 대학에서 결정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 것도 특징이다. 각 대학에서는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외에도 학부 성적, 외국어, 선수
과목, 봉사활동, 사회 경력 등 전형 요소를 교육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입시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적 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
로 제한한다. 

가천대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의학과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의학과)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의과대학(의학과) 학사편입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TOEIC 78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제출 성적을 환산하여 점수 차등 지급
TOEIC 76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제출 성적을 환산하여 점수 차등 지급
TOEIC 780점 이상
TOEIC 성적 미제출 시 0점 처리  *제출 성적을 환산하여 점수 차등 지급
TOEIC 800점 이상
TOEIC 830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TOEIC 성적 필수  *제출 성적을 환산하여 점수 차등 지급
TOEIC 675점 이상
TOEIC 830점 이상

대학명 모집명 활용 내용

경희대
연세대
전북대
조선대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2018학년도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TOEIC 성적 필수  *제출 성적을 환산하여 점수 차등 지급
TOEIC 780점 이상
TOEIC 755점 이상
TOEIC 성적 필수

의과대학

치과대학



6 Interview

 “글로벌 역량의 기본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비즈 인재양성 사업단

경제 무대가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영어는 취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대학교에서 앞다퉈 각종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일찌감치 
어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영어강의를 도입했다. 
또한, 201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TOEIC Speaking을 활용한 영어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내/외국인 학생들의 교류를 위하여 재정비한 아주대학교 다산관

성민제 교수 김사랑 담당 박혜지 담당

Inside TOEIC

전문성과 어학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이 목표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국가 특성화 사업인 ‘글로비즈 인재양성 사업’
을 시작하면서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
다. 목적은 재학생들을 글로벌한 1인 1지역 전
문가로 양성하고 이중언어를 생활화할 수 있
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비율을 
맞추고 전공필수 과목 <Business English 1, 
2>(각 3학점)를 개설했다. 또한, 세계 여러 나
라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학을 전문적으

로 배우는 트랙 과정을 개설하고 각 권역 소학
회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경영학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 전 지
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려
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언어 능력이고요.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영역을 교과와 비교과 
과정에서 균형 있게 교육하고 있어요.” 
- 성민제 교수

2015년도 이후에 입학한 경영학과 학생이라
면 전공필수 과목인 <Business English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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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강하고 TOEIC Speaking 레벨 6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Business English 1>을 수강
하는 학생들은 방학 중 한 달간 기숙사에서 지
내며 하루 4시간 동안 영어 집중 교육을 받는
다. 교육의 목적은  TOEIC Speaking 성적을 
취득하고 기초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따라 튜터가 진행하는 회화 
수업,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내용의 수
업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 

영어 집중 과정의 취지는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
하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 동기를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어 발화에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 의의를 둔
다.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
어야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성취감이 생긴다
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글로비즈 인재양성 사업단에서는 팀
플 및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하
여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1박 2일간 
함께 지내는 ‘Discover Korea’를 개설했다. 학
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한편, 재학생들이 최소 한 번 이상 해
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학생들은 언어를 오로
지 학문으로서만 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입
시나 취업을 위한 영어로만 생각해온 거죠. 이
런 까닭에 영어를 십여 년을 공부해도 외국인
이 “How are you?”라고 질문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기계적으로 답하
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경영학과에

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영어를 일
상으로 받아들이게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다
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김사랑 담당 

수강자 42%가 TOEIC Speaking 
레벨6 이상 취득, “국가 특성화 사업 지원 
끝나도 교육은 계속될 것”

지난 2016년 2학기, <Business English 1>을 
수료한 28명 중 46%가 TOEIC Speaking 레벨 
5를, 42%가 레벨 6을 취득했다. 이러한 구체적
인 지표는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방학을 포기하고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 하기에 많은 학생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과정이 끝난 후에는 달라진
다.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직접 경
험할 뿐만 아니라 TOEIC Speaking 성적이라
는 눈에 보이는 결과도 생기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
를 느끼고 TOEIC Speaking 레벨 6까지 취득하
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중에는 영어 
강의를 스스로 찾아서 수강하거나 해외 체험학
습에 지원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이런 변화를 보면 뿌듯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
각이 들어요.”
- 박혜지 담당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정부의 특성화 사
업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학과 내에서 운영하
는 펀드를 기반으로 해외 파견 등 각종 프로그
램을 꾸준히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차를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여 TOEIC Speaking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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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즐기자, 꿈꾸자! 
제4회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대학생 42명이 경기도 화성 YBM 연수원에 모였다.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ETS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제4회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9시 반, 참가자들이 연수원에 도착하고 곧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 알아가기. 참가자 42
명은 7개 조로 나뉘어 서로 소개하고 조장을 선발한 후 
팀명과 팀 구호, 팀의 룰을 만들었다. 방방곡곡, 1/N, 비
타민 C 등 저마다의 개성만큼 팀명도 구호도 각양각색.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세 개의 사실 중 거짓
을 찾는 진진가(眞眞假) 게임, 스피드 퀴즈, 의자 뺏기 등
을 하며 어색함을 풀었고, 쉬는 시간에는 폴라로이드 사
진을 찍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저희는 OO조입니다. 만나면 인사하기,

무엇이든 빼지 않기가 규칙이에요"

팀 워크 활동, 레크리에이션

8 Inside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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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화두는 ‘리더십’ 이었다. 많
은 사람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리더십을 키울 것인
가’ 하는 물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무엇이 리더십이고, 어떻
게 리더십을 갖출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다. ET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리더십을 갖출 수 있
도록 다양한 강연을 마련했다. 
데일카네기코리아 양원선 대표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성과, 
행동, 책임감 등 글로벌 리더의 필수 요소를 소개했다. 더불어 ‘목
표를 수립하고, 성취하는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가
자들에게 오늘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울 것을 독려했다. 한
편, 영어면접 전략을 강의한 Simon Bureau 대표는 자기소개, 강
점/약점 등 질문별 유의사항과 팁을 소개하고 면접 상황을 연출하
여 참가자들이 실제 면접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
소 경험하도록 했다. 
다음날 오전에 진행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James Kim 회
장도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는 데 필요한 자
세와 방법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스펙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완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자유롭게 질문
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를 기억하세요."
  리더십 & CEO 강연, 영어면접 전략 특강 

귀
에

 쏙
쏙

요만큼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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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팀 프로젝트를 준비
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밤을 새워 가며 맡은 주제를 공부
하고,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준비했다. 제시된 주제는 7개. ‘한일 
관계와 과거사 갈등’, ‘인종주의와 민족 갈등’, ‘종교적 극단주의
와 테러리즘’ 등 다소 까다로운 글로벌 이슈였다. 조별로 흩어져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
을 방불케 했다.
날이 밝고, 팀 프로젝트 발표가 시작됐다. 첫 번째 순서는 ‘국내 원
자력 발전소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G조였다. 이어 D조의 ‘파리
기후협정과 자국 이기주의’, F조의 ‘한일 관계와 과거사 갈등’ 순
으로 이어졌다. 발표가 계속될수록 Q&A도 활발해졌고, 질문과 답
변을 주고받는 참가자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 프로젝트 1등의 영광은 ‘사드 배치와 북핵에 관한 국가별 이해
관계’를 다룬 A조가 차지했다. A조는 방송 토론 형식을 빌려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미국, 북한, 한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미국 트럼
프 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 등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을 
성대모사 하는 등 뛰어난 연기력과 입담을 보였고, 청중들의 호응
과 함께 심사위원들로부터 ‘각국의 견해 차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드 배치부터 파리기후협정까지, 

글로벌 이슈를 참신하게 소개

팀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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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이어진 폐회식 및 시상식에서는 참가
자 전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TOEIC Speaking 응시권 외)이 전
달됐다. 개인 우수자 1명(G조 박정훈)에게 부상으로 아이패드가 
지급됐고,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될 1명(C조 김홍주)과 ETS 코리아 유급인턴십 기회를 얻은 학생 
4명이 선발됐다.  

<Mini Interview>

 〔망설임 끝에 잡은 기회, 
후회 없어요〕
- 김성민 

시험 준비 중에 우연히 이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고민 끝에 

최연장자로 참여했습니다.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대학 생활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드 배치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것도 AMCHAM 대표님의 

강연도 모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준비한 팀 프로젝트, 
잊지 못할 거예요〕
- 박정민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즐겁게 준비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3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많은 걸 얻었으면 합니다. 

 〔자신감 Up! 긍정적 기운 
듬뿍 채우고 갑니다〕
- 장지회 

Simon Bureau의 강연이 인상적이었어요. 

해외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앞으로 3개월간 ETS 

Korea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될 텐데 

이런 행사를 진행해보고 싶어요. 

언제?  2017년 8월 24일 ~ 8월 25일

어디서? 경기도 화성 YBM 연수원

누가?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성적(택 1)을 
 제출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 42명

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팀 워크 활동, CEO 강연,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으로 확인하는
2017 TOEIC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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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활용한 IT 전문 과정 신설 
 “학생들, 움직이는 로봇 보며 뿌듯함 느껴 ”
경희고등학교 이규섭 교장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고등학교는 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로 56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흔히 ‘자율형 사립고’ 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떠올리지만, 
경희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적성 개발에 더 힘을 쏟는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이고 여기에 개인의 특성을 더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희고등학교를 이끌어가는 
이규섭 교장을 만나 올해 신설된 IT 전문 과정과 COS 활용 현황에 관해 들어보았다.  

Cod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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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눈에 띄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커리큘럼인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경희고등학교에는 드론스쿨, 창의로봇스쿨, 미래인재프
로그램 등 대학 수업을 방불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
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의학 과
정과 IT 전문 과정인데요. 두 프로그램 모두 경희대학교
라는 탄탄한 교육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Q. 올해 신설된 IT 전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IT 전문 과정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교과 프
로그램입니다. 160여 명이 3개(해킹보안, 게임미디어, 웹
프로그램) 반으로 나뉘어 경희대학교 과장급 교수에게 매
주 세 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신청
을 받는데 전체 학생의 1/5이 수강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
아요. 3학년을 제외하면 1, 2학년의 절반 이상이 신청한 
셈이죠. 학교에서 단순히 가정통신문을 배포한 후에 신청
을 받는 게 아니라 학기 초에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
로 모집하고 있어요. 현재 컴퓨터실이 부족해서 대학교 
컴퓨터실을 빌려서 운영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Q. IT 전문 과정에 COS1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의학 과정 학생과 상담하던 중에 학생이 먼저 IT 
전문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IT 과정의 필요성을 연구해봤는데 앞으
로 IT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당
시에도 매주 두 시간씩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프로

1 Coding Specialist의 약자. Scratch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증이며 1~3급으로 나뉜다.
2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수많은 언어 중 하나이다. 타이핑이 아닌 
 블록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어린이가 놀이하듯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램이 있었지만,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
을 수용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IT 전문 과정을 개설했고, 
COS를 도입했습니다. 2학기 때 C언어를 배우는데 그전
에 학생들이 Scratch2 기반인 COS로 프로그래밍을 접하
게 된다면 코딩 원리를 비교적 수월하게 익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Q. COS 응시 현황과 시험 결과는 어떤가요? 
이번 여름방학 때 IT 전문 과정 수강생의 80%인 80여 명
이 처음으로 응시했습니다. 1, 2급이 대다수인데 성인들
도 1, 2급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 수준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은 일단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의학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코딩에 관심
이 많습니다. 두 과정을 모두 수강할 수 있게 개설해달라
는 요청도 있습니다. 

Q.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프로그래밍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상
위 10% 학생들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
으로는 저희가 더 연구해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도 충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코딩 교육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
라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
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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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장소 물어보기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영어 이메일로 회의나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장소를 물어봐야 할 때, 어떻게 쓰
면 될까요? ‘I would like to know where 주어 + 동사’라고 하면 좋습니다. 김 
토익 대리는 I would like to know where we have a meeting (저는 우리가 
어디서 회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문장 안에 의
문사가 들어가면 어순에 주의해야 합니다.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I would like to know where S + V : 어디서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어디서 인터뷰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ere I have an interview. 

2. 당신의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ere your shop is located.  

3. 그가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하는지  I would like to know where  

 알고 싶습니다.  he should give a presentation.

TOEIC Writing Part 2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응시자들은 10분 동안 이메일 
하나를 읽고 두 문제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작문과 독해 능력을 동시
에 평가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Directions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만들어보세요.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현재 시각 오후 2시. 잠시 후 김 토익 대리는 
휴가 중인 과장님을 대신해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김 토익 대리. 
너무 긴장한 나머지 회의 장소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동료에게 “나는 회의하는 곳을 알고 싶어”라고 메일을 쓰는데요. 
I want to know the meeting place.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고, 
Where do you have a meeting? 이라고 하려니 구어체 같은데…. 
장소를 물어보는 깔끔한 영어 표현, 어떻게 쓰면 될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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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John Hart (Joy company) 
To : New employees
Subject : Welcome to work!
Sent : May 10, 1:30PM  

We are happy to send you this welcome message. 
We’d like to inform you that new employees will start work next 
Wednesday. 
Please feel free to address any concerns you may have at the 
information desk on the first floor. Employees are expected 
to arrive at work no later than 9:00A.M. A detailed company 
orientation is scheduled during lunch, so each employee should 
have lunch with his/her respective department. Please feel free to 
contract us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Wednesday.

Sincerely, 
John Hart
Joy Company 

Dear Mr. Hart, 

Thank you for your e-mail. 
My name is Mary Rogers, and I have been assigned to 
the Marketing Department. I will be driving to work next 
Wednesday, so I’d like to know where employees can park their 
cars. Do we need to apply for a parking permit? 
In addition, I’d like to meet the rest of my coworkers, so I 
suggest a company dinner after the lunchtime orient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Wednesday. 

Sincerely, 
Mary Rogers 
Marketing Department 
Joy Company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존 하트 (Joy Company)
수신 : 신입사원들 
제목 : 환영합니다. 
날짜 :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여러분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입사원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1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늦어도 오전 9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회사 오리엔테이션은 점심시간에 진행되며, 
배정된 부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Sincerely, 
존 하트 
Joy Company  

하트 씨에게 

귀하의 이메일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 로저스입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회사까지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다른 동료들을 만나고 싶어 오리엔테이션 이후 
저녁 회식을 제안합니다. 
시간을 내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Sincerely, 
마리 로저스 
마케팅 부서 
Joy Company 

Directions: Respond to the e-mail. In your email, give two pieces of 
information and give one suggestion

지시사항 : 두 가지 정보와 한 가지 제안을 넣어 답장하세요.

(1) 우리가 배운 I would like to know where S + V을 사용하여 
 내용대로 두 가지 정보(이름, 차를 가져간다는 사실)를 전달했습니다. 
(2) 오리엔테이션 후, 동료들과 회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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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 Job Job Lesson

골치 아픈 PT 면접, 
세 가지만 기억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자신 없는 
면접유형’으로 PT 면접이 꼽혔다. 
한정된 시간 안에 주제를 파악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표자료도 만들어야 
하는 탓이다. 구직자들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PT 면접을 진행한다. PT 면접으로 지원자의 
논리력, 발표 능력, 실무 역량 등을 
고루 파악하기 위해서다. 

PT 면접이 시작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제 파악하기’다. 주제가 등장한 배
경과 기업에서 이를 제시한 의도, 결론에 대한 기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경우 PT 면접의 주제는 기업의 최신 이슈나, 상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문ᆞ상경계 지원자들에게는 신제품 기획, 신시장 진출 방안 등 전략적 이슈
가 자주 출제된다. 반면 이공계 지원자에게는 해당 회사의 신제품과 관련한 기
술적 문제를 제시한다. 주제를 파악했다면 내용을 구성할 차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하여 PT 면접을 완성해보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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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는 명확하게, 흐름은 설득력 있게

내용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목차 작성하기’다. 건축에 비유하면 목차를 작
성하는 일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 뼈대가 부실하면 형체가 무너져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목차만 봐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자. 이때 주의할 것은 명확하지만 간결하게 작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표현만 넣자. 이렇게 하면 내용은 많은데 무
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비효율적인 목차를 구성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목차가 
완성됐다면 흐름을 살펴보자. 각 항목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뜬금
없거나 억지스럽지는 않은지,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
다. PT 면접의 핵심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설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주어진 자료 내에서 말하기 

기업에서는 주제와 함께 일정량의 자료를 제공한다. PT 내용을 구성할 때는 제
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은 지
원자의 정보 분석력과 활용 능력을 알기 위해서다. 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신이 공부한 정보나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위험하다. 주어진 자료
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자.

경험담으로 시작하고, 문장은 짧게!

아무리 잘 만든 자료라 해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PT 면접의 마지
막 단계는 준비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PT 경험이 많지 않거나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을 기억하자. 이것만 지켜
도 기본은 할 수 있다.  

말이 길어지면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고 지루한 느낌을 준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군더더기를 없애고 키워드 위주로 쓰인 
짧은 문장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경험담으로 발표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주제와 관련한 나의 경험으로 화두를 던져 보라. 청중들의 집중도가 올라갈 것이다.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사람이 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 
긴장될수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핵심만 짧게,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자. 



18 Young & Job It’s new

맞춤형 의료 시대, 
유전 질환의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 
유전상담사 이봄이(단국대학교 제일병원 유전학연구실 연구원)

‘유전자는 병을 알고 있다?’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은 
가족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른바 ‘맞춤형 의료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환자에게 유전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새로운 직업이 있다. 
단국대학교 제일병원 이봄이 유전상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에는 검사와 연구 업무에 종사해왔는데, 
유전학연구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흔하게 나
타나는 염색체 이상도 있지만 개인 또는 가계 
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희귀한 염색체 이상
이나 유전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지를 쓸 
때마다 ‘이 내용이 산모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까?’ 싶어 고민이 컸죠. 검사실에 있을 때 많은 
산모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고요.”

전달을 넘어 최선의 선택과 대응까지
“표현은 쉽게, 말투는 따뜻하게”

유전 질환은 당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혹은 때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와 가족들의 충분한 이해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일반
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다. 유전검사법이 첨단
화되면서 고해상도의 대량 유전 정보를 짧은 시
간 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사가 환자 한 
명에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국내 진료 여
건상 환자가 깊이 있는 상담을 꾸준히 받기 어

유전 질환 이해를 돕는 조력자 
‘발병 원인’, ‘결과 해석’ 등 정보 제공

유전상담사는 유전적인 질환에 필요한 대응책
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한때 미국과 일본 등 외
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수 직업으로 통했던 유전
상담사가 국내에도 보편화되고 있다. 유전상담
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의학적ㆍ사회적ㆍ심리적인 부분에서 유
전 질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
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유전 질환에 대한 발병 원
인과 발병률, 가족력에 따른 우려, 필요한 검사
와 건강보험 정보, 관련 연구를 비롯한 진단 결
과 해석 등 유전 질환에 관한 모든 것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한다. 의료진과 검사실 사이에
서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연결고리 역
할을 하는 것도 유전상담사다. 이봄이 유전상
담사는 제일병원 유전학연구실에서 연구원으
로 근무하며 태아와 성인의 염색체 이상과 유
전 질환에 대한 검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오
던 중 제일병원 유전학센터장인 류현미 산부인
과 교수의 권유로 유전상담사의 길에 입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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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유전 질환을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
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제가 속해 있는 산과 분야에서는 이전 임신에
서의 태아 유전 검사 결과나 유산 이력 등이 다
음 임신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부
모에게서도 염색체 이상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
고요. 부모들이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유전상담사는 단순히 의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내담자들이 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표현
하는 것은 물론, 최선의 선택과 대응을 할 수 있
도록 따뜻한 태도와 말투로 상담하는 것도 필
요하다.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자격 인증
“2018년부터 유전상담 대학원 과정 이수한 
전문가 배출될 것”

의료와 이과 계열, 사회복지학, 심리학 전공자
라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회
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유전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아직 국가공인 

유전상담사 자격 제도는 없지만, 일부 대학원에
서는 유전 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해 임상유전학 
기초와 의료 윤리,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과 상
담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매년 유전학, 생화학, 
상담심리학, 통계학 등을 모두 이수하고 유전 
상담 연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
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
제 상담 경력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이들에
게 산과, 소아청소년과, 종양 분야에 대한 유전
상담사 자격을 인증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희귀
질환재단, 한국유방암학회에서도 유전 상담 교
육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학사 
이상의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 인증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는 대한의학유전학
회에서 인정하는 유전상담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전문 인력들이 주로 유전상담사로 활동한다. 
유전체 기반 정밀 의료와 맞춤 의학 시대를 맞
아 유전상담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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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