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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토익 대리의 표정이 밝습니다. 
드디어 며칠째 기다리던 
고객사의 답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받고 기뻤다’고 답장을 하고 싶은데요. 
막상 쓰려고 하니 
어떤 어휘가 적확할지 고민됩니다. 

친절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쓰는 
‘be happy to 동사원형’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이메일 쓰기 

상대방에게 친절한 인상을 주면서 “~해서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어
떤 표현을 쓰면 자연스러울까요? ‘be excited at’은 너무 열광하는 것 같은 느
낌이라 어색하고, ‘be pleased with’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꺼려지는데, 이
외에 마땅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영문 이메일 쓰기에서 도입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입 부분만 읽어봐도 영
어 실력을 알 수 있을 정도죠. 이메일 도입 부분에 많이 쓰는 “~해서 기쁘다”는 
표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be happy to 동사원형”을 쓰면 자연스
럽습니다. “be happy to 동사원형”은 한국어로 “~ 해서 좋다 / ~ 해서 기쁘다 / 
~ 해서 행복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 이메일뿐만 아니라 회화에
서도 자주 쓰입니다.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be happy to 동사원형  

1.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I am happy to meet you. 

2.	당신과 함께 일해서 좋습니다.  	 I am happy to work with you.  

3.	그 소식을 들으니 좋습니다. 	 I am happy to hear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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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 Part 2 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응시자들은 10분 동안 이메
일 하나를 읽고 두 문제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작문과 독해 능력을 동
시에 평가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Directions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From : Dream Consulting Company 
To : Jane
Subject : Your New Business 
Sent : August 15, 12:11p.m.   

Hi Jane, 
This is Jeff from the Dream Consulting Company. I am happy to 
contact you by email. I understand that you are planning to start your 
own business. Our company has a lot of experience in helping people 
to launch their own businesses. We can plan, conduct market research 
for, and advertise your business. If you tell us your new plan, we can 
help you. I am confident that you will be satisfied with our service. 

Sincerely, 
Jeff 

Dear Jeff, 

Thank you for your email regarding my new business. 
I am happy to hear that you can help me.
I am planning to open a coffee shop, and I am looking for a good 
location to do so, However, I don’t know which location is suitable 
for my coffee shop. I hope for my coffee shop to be located close to a 
subway station. Also, if there are many companies nearby my store, 
that would be perfect.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is matter in person.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your phone number or your company’s address? I hope to 
discuss my plan with you in detail.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Jane

답변 예시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2)

발신 : 드림 컨설팅 회사 
수신 : 제인
제목 : 귀하의 신규 사업 
날짜 : 8월 15일 오후 12:11 

안녕하세요. 제인 씨.
저는 드림컨설팅 회사의 제프입니다. 
이메일로 연락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시군요.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귀하의 사업 계획과 시장조사, 
광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프  

제프에게 

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메일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저는 커피숍을 오픈할 계획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가 제 커피숍에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커피숍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회사가 많은 곳이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나 귀사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계획에 대해 귀하와 자세하게 의논하고 싶습니다. 
답장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인

Directions: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will be opening a new store. In 
your e-mail, ask ONE question and give TWO pieces of information. 

지시사항 : 이메일에 답장을 하세요. 가게를 연다고 가정하고 한 가지 질문과 
두 개의 정보를 주세요.  

Directions에서 지시한 대로 한 가지 질문으로 전화번호나 귀사의 주소를 묻고, 두 가지 정보로 지하철역 근처에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것과, 직장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배운 be happy to 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1)	Directions를 따라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위에서 배운 표현 ‘be happy to’를 사용했습니다. 
(2)	전화번호 또는 회사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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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