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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oom in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눈길이 
공공기관으로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투명한 정보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중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도 그중 하나.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2018년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채용 과정에서 TOEIC, TOEIC Speaking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했다. 

2018년 공공기관 취업에 필요한  
영어 점수는?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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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 공공기관 중 85개 기관에서 TOEIC 성적 활용
TOEIC, TOEIC Speaking 점수 ‘참고’하는 기관 가장 많아 

2018년 채용 계획을 발표한 118개 공공기관 중 85개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 TOEIC 점
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구분별 비율을 보면 TOEIC 점수를 참고하는 곳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기준 점수(40%), 필수(9%) 순이었다. 기준 점수대별 활용 
건수를 보면 700점대가 2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800점대, 600점대 순으로 많아 일반 
기업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OEIC Speaking 점수를 활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50%였고, 활용 구분별 비율은 참고
(71%), 기준 점수(17%), 필수(1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점수대별
로 분류한 결과 TOEIC Speaking 130점 이상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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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당자에 한해 성적 제출/성적 제출 시 우대 또는 가점 
·필수 : 기준 점수는 없으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준 점수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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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참고

51%

필수 

9%

TOEIC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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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점수대별 활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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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SOC금융 문화예술
외교법무

산업진흥
정보화

고용보건복지 에너지농림수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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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 직원 정원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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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출연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뜻한다.
2 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기관 유형별
영어 성적 활용 비율

1%
전문 연구기관

분야별 활용 현황

16%
공기업

32%
기타 공공기관

51%
준정부기관

성적 활용도, 준정부기관 13% 늘었다

공공기관1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2018년도 채용 시 
TOEIC 등 어학 성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준정부기관이 
51%로 1위를 차지했고, 기타 공공기관이 32%, 공기업이 16%로 뒤를 이었다. 2017년
에는 기타 공공기관이 49%로 가장 높았으나 준정부기관의 활용 비율이 작년 38%에서 
51%로 13% 늘면서 순위가 변경됐다.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사업 
분야별 활용도는 전체 기관 중 ‘연구교육’이 가장 높았고, SOC2, 에너지, 산업진흥정보
화 순으로 이어졌다.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분야는 금융, 고용보건복지, 농림수산환경으
로 6~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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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18년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주요 공공기관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DN

한전KPS

행정직/건강직/요양직 등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 등

교원/연구원/일반 직원

통상직/전문직 등

소속변호사/일반직

사무직/기술직/전산직/연구직

일반 사무

사무직/기술직 등

축산물품질평가직

사무/기술/청원경찰

일반직

행정직/시설직/기술직

행정직/기술직

연구직/기술직/행정직 등 

한국관광진흥직(행정직)

행정직

국제개발협력 일반직

일반행정/전산, 회계

행정/토목/전산 등

행정직/기술직

행정직

은행일반/기술/전산

일반직/연구직/시험연구직

일반직/전문직/운영직

연구직(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직무)/행정직(경영관리)

사무/통신/토목 등

기술/연구/사무

사무직/기술직

연구/행정

경영기획/환경기술/환경사업

사무/전산/전기, 통신/정보보호

사무/기술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행정직 일반 지원에 한함)

TOEIC 76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 

TOEIC 75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레벨6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63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시간제 청원경찰 제외)

TOEIC 80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채용분야별 기준 상이)

TOEIC 750점 이상(행정직), 700점 이상(기술직)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860점 이상

TOEIC 800~85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점(레벨 6)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2017년 기준) 

TOEIC 70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기 관 명 모 집 부 문 세부 내용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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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사업 투자로 캐주얼 니
트와 블라우스, 셔츠, 액티브 웨어 등으로 생산 범위를 넓
혀왔다. 최근에는 제품 다각화를 통해 원스톱 구매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품군별 전담팀을 꾸려 기획 단계부터 생
산까지 맞춤형 구매도 지원한다. 다각화된 제품 기획과 
생산 역량을 통해 고객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는 셈이다. 콜롬비아, H&M, 갭, 타겟, 아베크롬비 
등 여러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블랙야크와 디스커버

Interview

태평양물산은 1972년에 창립한 의류 제조 전문 상장기업이다. 
전 세계 6개국에 2개 사무소와 27개 현지 법인이 있다. 
태평양물산의 최근 화두는 영어 공용화.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TOEIC Speaking을 활용한 영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해외생산법인과 소통을 하나로!
TOEIC Speaking으로 영어 공용화 기반 마련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인사팀 
한수경(좌), 정재필(우)

글로벌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 알짜 기업 

태평양물산은 옷을 만드는 회사다. 주문자 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통해 축적한 
46년 노하우로 GAP, 아베크롬비 등 유명 의류 브랜드 회
사와 함께 성장해왔다. ‘태평양물산’이라는 기업명이 생
소한 사람도 단번에 알 만한 여러 유명 브랜드의 옷들이 
여기서 생산된다. 
상품군과 수출 지역도 다양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
계 곳곳에 재킷과 바지,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등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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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 국내 유명 브랜드도 태평양물산을 통해 제품을 생
산ㆍ구매하고 있다. 
소재 사업에도 일가견이 있는 태평양물산은 국내 최고 다
운(Down) 가공 업체이기도 하다. 프리미엄 다운 소재인 
프라우덴(PRAUDEN)이 바로 태평양물산의 대표 브랜드. 
남다른 소재 기술과 제작 노하우를 결합해 ‘소프라움’이
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도 선보였다. 그 밖
에도 국내 최초 습식 쌀가루 전문 생산 및 유통 기업인 웰
라이스를 통해 식품사업과 부동산사업도 병행 중이다. 

영어 공용화 대비 
TOEIC Speaking 승진가점제 도입
연 4회 사내 특별시험과 응시료 전액 지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6개
국에 2개 사무소와 27개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태평양물
산의 최근 화두는 ‘영어 공용화’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어와 생산기지가 해외에 있어 영어 사용빈
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학 도구가 있고, 번역기가 아무
리 발달해도 감성 공유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사람 
사이의 감성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중장
기적으로는 공식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업무상 언어
도 영어로 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수경

태평양물산에서는 2018년부터 승진 차수에 해당하는 임
직원들이 TOEIC Speaking 점수를 제출하면 가점을 부
여하고 있다. 현재는 선택이지만 향후에는 필수 사항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태평양물산에서는 사내 특별시험을 
도입해 TOEIC Speaking에 응시하는 임직원들에게 응
시료를 지원한다. 연 4회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며 지원
자 수가 늘어나면 시험 일정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태평양물산에서 TOEIC Speaking을 승진가점제에 활용
하는 까닭은 비즈니스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기본적으로 태평양물산에서 영어 공용화를 추진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
하는 것’이므로 영어 학습 과정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익
히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영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어 실력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직원들도 있어요. TOEIC Speaking은 영어 공용화의 시
발점이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지금부터 영
어만 쓰세요’라고 하면 제도 정착이 어려운데, TOEIC 
Speaking 등급을 정해놓고 그 이상 취득하도록 하면 그 
자체로 학습 의욕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어학 공부
는 개인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크지만, 우리 회
사에서는 조직 역량의 일부로 보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 정재필

상주 외국인 강사를 통한 일대일 학습
개인 역량을 넘어 조직 역량으로서의 ‘영어’

태평양물산에서는 직원들의 응시료와 어학 학습도 지원
한다. 오픈 클래스 형식으로 사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강
사가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가르치는가 하면 최근 트렌
드와 미국 드라마 내용을 주제로 한 영어 프로그램도 운
영 중이다. 사외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싶은 임직원들에
게는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임직원들은 전화 영어를 
수강하거나 외국어학원에 등록해 80% 이상 출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태평양 물산에서는 
e-러닝, 모바일 러닝 콘텐츠 학습도 전액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
직원들의 영어 학습 의욕도 높다. 대개 영어 공부는 직원 
개인의 자기계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태평양물산
에서는 영어 실력 또한 조직 역량의 일부로 보고 적극적
으로 지원한다. 현지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앞으로
는 현지 직원들에 대한 영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든
든하게 키워낸 글로벌 인재들이 태평양물산의 도약에 힘
을 싣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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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TP로 학생 부담 줄이고 
참여율은 높였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교류팀 최미령 담당자

Plus+

ETS에서 개발한 TOEFL ITP(Institutuonal Testing Program )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비영어권 국가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수준의 듣기 능력과 학문적 콘텐츠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내 55개 대학과 기관에서 신입생 분반평가, 
입학과 졸업, 교환학생 선발 등에 TOEFL ITP를 활용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영역은 교환학생 선발 부문이다.  
지난 2014년 부산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 
TOEFL ITP를 도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시험을 시행 중이다. 
국제교류팀 최미령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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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처음 TOEFL ITP를 도입하셨는데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프로그
램에 학생들을 더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
민을 하던 중에 TOEFL ITP를 알게 됐고, 여러모로 이점
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 TOEFL ITP를 
알았는데 다음 해에 바로 도입했어요.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TOEFL IT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용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일단 해외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학생들
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죠. 이뿐만 아니라 외
부가 아닌 학교 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입니다. 다른 시험을 볼 때는 접수를 늦게 하면 본인이 원
하지 않는 먼 지역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TOEFL 
ITP를 보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TOEFL ITP 활용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응시 인
원이 곧 학생들의 반응이에요. 첫 시행 때보다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니 학교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TOEFL ITP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해외 파트너 대학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학생
들이 TOEFL ITP 점수를 준비했는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201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교환학생 파견대학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파
견 교환학생의 약 70%가 유럽권 대학으로 갈 정도로 성
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신규 파트너 대학과 어학 조건을 
협상할 때 TOEFL ITP 점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
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당수의 대학이 TOEFL ITP를 받
아들였습니다. 

TOEFL ITP가 특히 유럽권 대학에서 잘 쓰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럽 대학 중에는 TOEFL IBT나 IELTS 등 특정 시험의 점
수를 요구하기보다는 CEFR*(유럽언어공통기준)에 따라 
언어의 레벨(B1, B2, C1 등)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
다. 해당하는 레벨에 상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학시험 
점수를 수용하는 편이죠. 즉,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자분들께 
TOEFL ITP를 추천하신다면?
많은 대학에서 확보한 파견 교환학생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막연하게 
교환학생 선발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
은데요.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
는 방안으로 TOEFL ITP를 추천합니다.  

TOEFL ITP 활용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TOEFL ITP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말하기·쓰기 평
가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대
학교에서는 해외대 파견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쓰기 훈련을 하는 정규 교과목(PNU WILL, 
PNU Writing & Interview and Skill Learning Lab for 
Study Abroad )을 개설했습니다. 학기당 80여 명의 학
생이 이 과목을 수강 중이고 평가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듣기·읽기는 TOEFL ITP로 평가하고 말하기·
쓰기 능력은 교과목을 활용해 계속 평가하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국제교류팀
최미령 담당자

*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레벨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레벨을 규정해 평가의 
 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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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코딩능력시험인 COS Pro가 지난 3월 처음 시행됐다. 
COS Pro는 블록코딩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COS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COS와 같이 CBT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들은 Python, C, C++, Java 중 하나의 언어와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신 있다면 
COS Pro로 보여주자!
파이썬, 자바, C언어 활용 능력 평가하는 전문코딩능력시험 ‘COS Pro’   

전공자만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던 시대는 갔다. 코딩이 
논리적 사고를 길러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와 직업, 연령을 막론한 다양한 사람들이 컴퓨터 프
로그래밍 배우기에 한창이다. 이러한 코딩 학습 열풍을 
따라 YBM COS 사무국에서 선보인 코딩능력평가시험이 
COS다. COS가 프로그래밍에 입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블록 코딩’ 시험이라면, COS Pro는 코딩 실
력자 또는 코딩 입문 단계를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코딩’이다.  

COS Pro 응시자들은 Python, C, C++, Java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시험 시간은 1급 90분, 2급 50분
이다. 총 10개 문항은 크게 완성형과 부분형 문제로 구성
된다. 완성형은 응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코딩하
는 방식이고, 부분형은 전체 코드 중 비어 있는 부분을 채
워 넣어 완성하는 방식이다.

등급별 검정구성 및 합격기준

등급

1급

2급

시험시간

90분

50분

문항 구성
10개 문항

(완성 :	3,	부분 :	7)
10개 문항

(완성 :		2,	부분 :	8)

합격 기준

600점 이상

600점 이상

샘플 문제 화면
객체활용 > 상속과 다형성 이용하기, 함수 오버라이딩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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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18년 03월	26일
2018년 05월	28일
2018년 07월	30일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1월	26일

마감일
2018년 05월	18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09월	14일
2018년 11월	16일
2018년 12월	14일

응시자들은 시험을 끝낸 후 바로 성적표를 받을 수 있
다. 평가 결과는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제공되고 합격 기
준은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다. 모든 응시자에게 
COS Pro Score Report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응시자
들은 취득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S 
Pro Score Report에서는 응시자들이 자신의 성취도와 
취약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에 필
요한 능력과 기술 수준을 0~100%로 제공한다. 평가 영
역은 프로그램 설계 및 이해, 프로그램 구현, 프로그램 검
사 및 수정으로 나뉘며 자세한 평가 기준은 홈페이지에
서(www.ybmit.com) 확인할 수 있다. 

회차

2
3
4
5
6

시험 일자

2018년 05월	20일(일)
2018년 07월 22일(일)
2018년 09월 16일(일)
2018년 11월	18일(일)
2018년 12월	16일(일)

접수 기간

COS Pro 응시료
1급 : 45,000원 / 2급 : 35,000원

2018년도 시험 일정

샘플 문제 화면    설계 – 빈칸 채우기

샘플 문제 화면    구현 – 전체 코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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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 사용 범위

구직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 지원
·	직접비(어학 응시료,	학원 수강료,	
   교재구매비 등)
·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Check Check

대상 연령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모집 시기

만	18세	~	만	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 청년
315명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6개월
연	2회	(2월/미정)

5.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부산시 시정혁신본부 비전추진단 청년정책팀

대상 연령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모집 시기

만	34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구직)	참여자
약	16만 명(1/2단계 교육 인원 포함)
최대	90만 원(월	30만 원)
3개월
상시

1. 청년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대상 연령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모집 시기

만	19세	~	만	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쳥년
약	7,000명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연	2회(3월/4월)

2. 서울시 청년 수당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대상 연령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모집 시기

만	18세	~	만	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약	2,300명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연	2회(3월/미정)

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일자리재단 구직지원팀

대상 연령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모집 시기

만	18세	~	만	34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약	5,000명
최대	180만 원(월	30만 원)
6개월
상시모집

4.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청년수당 받고 TOEIC 응시하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별 2018 청년수당 제도

취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학원 수강료, TOEIC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 제도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개월 ~ 6개월간 
매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기관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18 Job Lesson

내 자기소개서, 비문(非文)은 없을까?  
비문을 점검하는 세 가지 키워드  

비문(非文)은 문법에 맞지 않아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말한다. 
‘김치찌게’, ‘않되’처럼 단순히 맞춤법을 틀린 문장과는 다르다. 
한자를 해석하면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글에 비문이 많으면 글쓴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중요한 글일수록 더 그렇다.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담당자가 비문이 많은 글을 보면 어떨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 비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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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앞과 뒤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바른 문장이 되게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한다.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는 
물론이고 논리적 호응, 단어의 특성에 따른 호응 등 종류
도 다양하다. 각 문장 요소가 바르게 호응돼야 완전한 문
장이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보이는 비문은 
주술 호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글 쓰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어로 했는
지 잊어버릴 때 자주 발생한다. 

“제 목표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 제 목표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귀사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위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호응되지 않았다. 사회에 기여
하려고 하는 건 주어인 ‘제 목표’가 아니라 글쓴이다. 따라
서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려면 위 예시처럼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한다. 문장을 시작할 때 무엇을 주어로 잡을 것인
지 분명히 하면 주어에 맞게 서술하기 수월하다. 문장이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말을 많이 
넣지 않거나 두 문장으로 끊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정한 사회를 이뤄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뤄지도록’은 수동형이므로 ‘공정한 사회’라는 주어에 
조사 ‘가’를 붙여야 한다. 조사 ‘를’을 그대로 살리고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를 ‘이루도록’으로 바꿔도 좋다. 두 
가지 표현을 뒤섞으면 이런 식의 비문을 쓰게 된다. ‘공정
한 사회를 이루도록’과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중 하
나를 택해야 하는데 둘이 뒤섞여 앞뒤 안 맞는 문장이 된 
것이다.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바른가?

1

조사
조사를 바르게 사용했는가?

2

위치 
수식어, 주어와 술어의 위치는 적절한가? 

3

“진정한 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 효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이 같은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귀여운 너의 인형’, ‘너의 귀여운 인형’처럼 수식어의 위
치에 따라 문장은 다르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수식어
는 바로 뒷말을 꾸미는 것으로 인식된다. 만약 수식어가 
지나치게 길어 수식 관계가 복잡할 때는 그 부분을 독립
시켜 별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진정한’이 수
식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 ‘의미’이고 ‘이 같은’이 수식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단어를 수식되는 
말 가까이에 놓아야 의미가 확실해지고 문장이 부드러
워진다. 

참고도서	.『문장기술』(배상복,	랜덤하우스)

과반수 이상 
근래 들어 

생명이 위독하다 
머리를 삭발하다 

결론을 맺다 
공감을 느끼다 
관점에서 보면 
서로 상의하다 

회사에 입사하다 
미리 예습하다 
계속 이어지다 

과반수
근래에	

위독하다
삭발하다

결론을 내다,	결론짓다
공감하다	
관점에서	
상의하다
입사하다
예습하다
이어지다	

▶	

▶	

▶	

▶	

▶	

▶	

▶	

▶	

▶	

▶	

▶	

자주 쓰이는 겹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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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로 요점 전달하기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에세이 쓰기 

What's the point??
? 한 달에 한 번, 업계의 이슈를 정리해 제출하는 

업무를 맡은 김 대리.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찰나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이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사 뉴스레터에 글을 
싣게 된 것. 비록 짧은 에세이라지만, 부담스럽기만 
한 김 대리는 회사 동기에게 자신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를 보여주는데…. 글을 다 읽은 동기의 
첫 마디. “그래서 이 글의 요점이 뭐야?”

자기주장을 펼치는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론’입니다. 본론 쓰기는 글의 핵
심이 들어가는 부분이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흔히 ‘본론을 쓴다’고 하
면 어려운 단어로 길게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한다면 쉬운 표현과 문법으로도 전달력 있는 본론을 쓸 수 있습니다. 본론
에서 자기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정확히 언급한다면 말이죠. 
TOEIC Writing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TOEIC Writing 에세이 영역에서는 
본론을 두 개 써야 합니다. 각 본론에는 자신의 의견과 예시가 나와야 하고요. 예시를 너
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쓰면 됩니다. 아래 간단한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면 본론을 쓰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It is important to 동사원형 : 
~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experience many things. 

2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workers to speak English fluently. 

3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가요?
	 Is it important for students to study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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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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TOEIC Writing으로 연습하기

TOEIC Writing Part 3는 ‘에세이 쓰기’ 입니다. 응시자들은 30분 동안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300단어 이상 쓰라고 하지만 분량보다는 글의 구성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호에 작성해 본 서론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본론을 써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laying a game is fun only when you 
win.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게임은 이길 때만 즐겁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를 사용하라.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3) 서론의 구성 

1 	주장
	 I agree that playing games can be fun without winning 
	 이기지 않아도 게임을 하는 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2 	메인 아이디어
	 1. there are important benefits to playing games, 
	 like learning rules that may be applied elsewhere. 
	 게임을 하는 것에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배울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이 있다. 
	 2.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위와 같이 서론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예시를 이용해서 본론을 작성할 텐데요. 길게 쓰기보다는 주제에 맞는 예문을 찾
는 것에 더 집중하면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내용과 예시를 작성
해 볼까요?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3)

To begin with, it is important to learn how games work. 
For example, one day I prepared for a swimming 
competition when I was a swimmer. Our team members 
always swam until late at night because we wanted to 
be winners in the competition. Unfortunately, we did not 
win the competition. However, we were not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because we realized that doing our best 
was more important than wining. Therefore, people 
should focus on the “process” instead of the result. 

우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수영선수였을 때 나는 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밤늦게까지 수영연습을 했다. 
우리는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과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과 대신에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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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이 변화를 맞았다. 성적 처리 기간 단축, 접수 기간 연장 등 일부 운영 제도가 
변경된 것. 수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5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자.   

TOEIC, 성적 처리 기간 줄고  
접수 기간 늘어난다
달라지는 2018 TOEIC 운영 제도 안내      

TOEIC NEWS

1. 성적 처리 기간 단축

오는 5월 13일(일) 정기시험부터 성적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험
자들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후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월 
13일(일) 이후로 6월 7일, 10월 28일, 12월 15일, 12월 30일을 제외한 모든 시험에 적
용된다.

2018년 TOEIC 성적 발표 일정 (★ 성적 처리 기간 단축되는 시험)

시험일
05월	13일(일)
05월	27일(일)
06월	17일(일)
06월	30일(토)
07월 15일(일)
07월 29일(일)
08월 12일(일)
08월 26일(일)
09월 15일(토)
09월 30일(일)
10월 14일(일)
10월 28일(일)
11월 11일(일)
11월 25일(일)
12월 15일(토)
12월 30일(일)

성적 발표 일시
05월 24일(목)	오전	6시
06월 07일(목)	오전	6시
06월 28일(목)	오전	6시
07월 12일(목)	오전	6시
07월 26일(목)	오전	6시
08월 09일(목)	오전	6시
08월 23일(목)	오전	6시
09월 06일(목)	오전	6시
09월 27일(목)	오전	6시
10월 11일(목)	오전	6시
10월 25일(목)	오전	6시
11월 12일(월)	오전	6시
11월 22일(목)	오전	6시
12월 06일(목)	오전	6시
12월 28일(금)	오전	6시

2019년	01월 11일(금)	오전	6시

다음 시험 접수 마감 일시
05월	24일(목)	낮	12시
06월	14일(목)	낮	12시
06월	27일(수)	낮	12시
07월	12일(목)	낮	12시
07월	26일(목)	낮	12시
08월	09일(목)	낮	12시
08월	23일(목)	낮	12시
09월	12일(수)	낮	12시
09월	27일(목)	낮	12시
10월	11일(목)	낮	12시
10월	25일(목)	낮	12시
11월	08일(목)	낮	12시
11월	22일(목)	낮	12시
12월	12일(수)	낮	12시
12월	27일(목)	낮	12시

2019년	01월	09일(수)	낮	12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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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접수 기간 연장, 취소·환불 금액 비율 변경 

5월 27일 시행되는 TOEIC 정기시험(3월 26일 접수 시작)부터 접수 기간이 29~36일에
서 50일로 연장되고 특별 추가 접수 기간은 약 25일에서 10~11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취소환불금액 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수험자가 TOEIC 응시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취소 및 환불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도 기존 40%에서 50%~60%
로 늘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응시 기회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3월 26일(월)부터 무료로 TOEIC에 응시할 수 있다.(연 2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 접수 기간 연장 (2018년 05월 27일 정기시험 기준)

구분
기존
변경

정기 접수 기간
04월	02일	~	04월	30일(29일)	
03월	26일	~	05월	14일(50일)

특별 추가 접수 기간
04월	30일	~	05월	24일(25일)
05월	14일	~	05월	24일(11일)

* 정기 접수 마감 : 
 마감일 오전 8시까지, 
* 특별 추가 접수 시작 :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 세부 사항은 TOEIC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접수 취소 시 환불 비율 변경 (2018년 05월 27일 정기시험 기준) 

40%

취소 신청 기간

기존
변경

05월 14일  ~  
05월 20일

60%

05월 21일 ~ 
05월 26일

50%100%

05월 07일 ~ 
05월 13일

50%

04월 30일 ~
05월 06일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