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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영어교육 개혁에 나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신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가 동시에 변경된다. 
 『신학습지도요령』은 1958년부터 꾸준히 개편되었지만,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2020 교육혁명’이라 불리는 이유다. 

‘듣기·읽기에 치우친 영어교육은 그만’
교육개혁 시작한 일본, 
영어 4 Skills 기르기에 나선다

* 참고자료:
“지키는 교육만으론 미래 없어 영어평가 민간에 과감히 위탁”, 한국경제, 2017년 11월 29일
“日, 2년간 219회 회의…’2020 교육혁명’ 준비”, 한국경제, 2017년 11월 29일
“영어 수업진행 목표…일본 영어교사 자격 기준 대폭 강화”,연합뉴스, 2016년 2월 29일
“日, 영어교육 개혁…중학교부터 영어로 영어수업”, 연합뉴스,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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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영어교육 시작 시기, 교사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영어교육 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
육 시작 시기가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빨라진다. 또한, 중학교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
하거나 고등학교 토론 수업 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영어 교사의 자격 기준도 강화되
는데 이는 개혁안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함이
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지침을 발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려면 
대학졸업 때까지 영어검정 준 1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제도화했다. 듣기·읽기에 
치우친 일본 영어 교직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책이다. 이 밖에 교직원 지원기구
를 만들고 지역별로 ‘슈퍼티처(Super Teacher)’를 뽑아 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중·고교 
영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400여 개 학부과정과 초등학교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
하는 240개 학부의 교직과정 재승인 때 해당 커리큘럼 편성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교육개정안을 일
컫는다. 문부과학성에서는 1958년 첫 개정부터 최근까지 시대의 교육적 요구를 『신학
습지도요령』에 꾸준히 반영해 왔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신학습지도요령』의 목표
는 ‘암기하는 교육’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이른바 ‘능동적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이
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객관식으로 이뤄진 시험에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등 다방
면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대입시험에 민간 시험을 활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부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균형 있는 영어 학습과 평가를 이루기 위한 대대적인 
영어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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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영어민간 시험, 가점 혹은 응시조건으로 국립대학협회가 지침 공표’ (일본경제신문, 2018.03.30) 

TOEIC, TOEFL 등 7개 민간 영어시험 도입, 달라지는 대입제도 

일본의 교육개혁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입개혁안에 있다. 문부
과학성에서 대학 입시에 민간 자격시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대입시험 명칭
도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 ‘대학입학공통테스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개혁안이 시행
되는 2020년도부터는 일본 대입시험에 TOEIC 등 7개 민간 영어시험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민간 영어시험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존 마크시트식(OMR카
드를 이용하는 객관식)시험과 병행 활용된다.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자 3년
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선정된 7개의 민간 영어시험 점수를 국제적 어학 능력 기준
인 CEFR의 총 6단계로 표시한 대조표를 공표했다. 일본의 각 대학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마크시트식 시험과 민간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점 등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4월~12월 사이에 최대 2회 응시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제출한 점수
는 CEFR의 총 6단계로 재구분되어 대학으로 송부된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언제, 어떤 민간 영어시험을 응시하는지 조사해 시험의 공정성, 편의성 등 향
후 과제로 거론되는 요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 시험

수험

마크시트방식 수험

마크시트식과 인정 시험

˙TOEIC L&R / S&W ˙TOEFL iBT 
˙GTEC ˙IELTS ˙TEAP 
˙TEAP CBT ˙Cambridge 英語檢定
˙實用英語技能檢定(실용영어기능검정) 

성적 송부

성적 송부

* CEFR(유럽언어공통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의 약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레벨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 출처: 월간교육 2017년 9월호 [해외교육동향] 일본 대학입학시험의 서술형 문항과 절대평가 도입 

명										칭
적용년도
출제과목
영어시험
평가영역
성적처리

개편 전
대학입시센터시험(센터시험)

2019년도까지
6교과	30과목

2기능(듣기/읽기)	중심

교과별로	1점 단위로 채점 후 합계점 산출

개편 후
대학입학공통테스트(공통테스트)

2020년도부터
개편 전과 동일,	2024년도에 간소화

4기능(듣기/읽기/말하기/	쓰기)		
대학별로 민간 시험 활용 방안 지정

CEFR*	6단계 평가

일본 대학입시평가 개편 전후 비교

공통테스트(영어)의 구조

대학 입시 센터 대학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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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50만 명 이상이 보는 대입시험
에서 응시자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 영어시험을 활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어를 균형 있게 익힐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이 듣기·읽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고 대학개혁의 배경
을 설명했다.

목표는 ‘균형’, 듣기〮읽기에서 4 Skills로
영어교육 붐으로 어학 비즈니스 시장도 팽창할 것

일본 정부가 영어교육 개혁을 단행하는 이유는 균형 잡힌 영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 듣기‧읽기에 치우친 현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영어의 4 Skills(듣기‧읽기‧말하기‧
쓰기)을 고루 가르치고 평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영어 실력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시행
을 앞두고 공정성,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학습지도요령을 만든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전 위원장 안자이 유이치로(安西 祐一郎)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
터뷰에서 "부작용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확고한 개혁 의
지를 밝혔다. 또한, 『신학습지도요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문제점에 집중하
기보다 제대로 채점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 관계
자들은 개혁에 따른 영어교육 붐으로 일본의 어학 비즈니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것으
로 예상한다. 일본의 시장조사기관인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영어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어학 비즈니스 시장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2%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부터 교육개혁이 시행되면 일본 어학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실시 방침>, 일본문부과학성

CEFR

C2

C1

B2

B1

A2

A1
	

Cambridge 
English

CPE
(200+)

CAE
(180-199)

FCE
(160-179)

PET
(140-159)

KET
(120-139)

	

민간 영어시험 및 CEFR  대조표

英検

1級
(2630-3400)

準1級
(2304-3000)

2級
(1980-2600)

準2級
(1284-1800)

3級-5級
(419-1650)

GTEC CBT

1400

1250-1399

1000-1249

700-999

-699
	

GTEC for 
STudEnTS

980
L&R&W	810	
815-979

L&R&W	675-809	
565-814

L&R&W	485-674	
-564

L&R&W	-484	

IELTS

8.5-9.0

7.0-8.0

5.5-6.5

4.0-5.0

3.0

2.0
	

TEAP

400

334-399

226-333

150-225

	

TEAP 
CBT

800

600-795

420-595

235-415

	

TOEFL 
iBT

95-120

72-94

42-71

	

TOEIC /
TOEIC S&W

1305-1390
L&R	945~	/	S&W	360~	

1095-1300
L&R	785~	/	S&W	310~	

790-1090
L&R	550~	/	S&W	240~	

385-785
L&R	225~	/	S&W	160~	

200-380
L&R	120~	/	S&W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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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에서 2030 직장인 1,162명에게 직무 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직무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직무 전환을 위해 ‘영어 등 어학을 공부한다’고 답한 비율이 42.4%에 달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2017년 직장인 TOEIC 평균 성적이 소폭 상승하는가 하면 
목적별 응시 비율도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이 29%로 승진(29%)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근무 기간별 응시율부터 업〮직종별, 전공별 평균 성적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TOEIC에 응시한 직장인들의 응시 결과를 살펴보자.   

* 조사 대상: 2017년 TOEIC 정기시험 응시자 중 취업 상태를 정규직 또는 임시직에 마킹한 자 
* 조사 방법: 응시자 설문회답 내용 및 성적 분석
* 제외 대상: 부정행위자, 무응답자, 성적보류자

평균 675점, 
직장인들의 2017년 TOEIC 성적표는? 
업/직종〮근무기간〮직급별 직장인 평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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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2017년 TOEIC 정기시험 평균 성적이 675점으로 2016
년 666점(L/C 360점, R/C 306점)보다 9점 올랐다. 영역별 평균 성
적은 L/C(듣기) 364점, R/C(읽기) 311점으로 L/C(듣기)는 소폭 하락
했고, R/C(읽기)는 상승했다. 점수대별 인원분포를 보면 705~800점 
구간이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5~700점, 805~900점 
구간이 각 19%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승진’, ‘학습 방향 설정’ 위해 응시
‘승진’ 위한 응시 비율 높지만, 
평균 성적은 가장 낮아

직장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TOEIC에 응시했을까? 목적별 응시 비율
을 살펴본 결과 ‘승진(29%)’과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29%)’을 
위해 응시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27%), 기타(9%), 연수과정 
성과측정(6%) 순으로 높았다. 응시 목적별 평균 성적은 연수과정 성
과측정이 7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702점),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700점), 기타(687점), 승진(624점) 순으로 이어졌다. 

675점
L/C

364점
R/C

311점

목적별 응시 비율 응시 목적별 평균 성적

평균 성적

승진
29%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

29%

취업
27%

기타
9%

연수과정 성과측정
6%

710
702 700

687

624

연수 과정 
성과 측정

취업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

기타 승진

점수대별 분포도

0~200점 205~300점 305~400점 405~500점 505~600점 605~700점 705~800점 805~900점 905~990점

1%
3%

6%
8%

13%

19%
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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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별 응시 비율은 5~9년 차 직장인이 24%로 가장 높았고, 
1~2년 차 20%, 3~4년 차 18% 순으로 이어졌다. 근무 기간별 평균 
성적은 1~2년 차가 708점, 3~4년 차가 697점, 1년 미만 691점, 5~9
년 차 662점, 10~14년 차 646점, 15년 이상 613점이었다. 

가장 많이 보는 연차는 5~9년 차
평균 성적은 1~2년 차가 가장 높아

근무 기간별 
응시 비율

근무 기간별 평균 성적

‘전문직(교육)’ 직종별 평균 성적 1위, 
업종은 ‘외교’

평균 성적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문직(교육)’, 업종은 ‘외교’로 나타
났다. 전문직(교육)의 평균 성적은 756점으로 전체 직장인의 평균인 
675점보다 81점 높고, 외교는 105점 높은 780점이었다. 이 밖에 직
종별 평균 성적 상위권에는 무역(754점), 외환(752점), 홍보(742점) 
등이 있었고, 업종별 평균 성적은 고등교육(779점), 초/중등 교육
(759점), 무역(743점), 금융(736점) 순으로 높았다. 

1년 미만

691

1년~2년

708

3년~4년

697

5년~9년

662

10년~14년

646

1년 미만
16%

1~2년
20%

3~4년
18%

5~9년
24%

10~14년
12%

15년 이상
10%

15년 이상

613

직종별 평균 성적

전문직(교육)

무역 외환 홍보 고위임직원

기획 전문직(법률/회계/금융)

자금 인사 행정직
영업 구매 기타 전문직(과학/공학)

업무 공무 전산 총무 서비스
기술직

경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756 754 752 742 739 739 732 718 704 700 693 689 673 672 658 654 654 644 632 621 620
595

542

업종별 평균 성적

음/식료
의약 화학 직물/제지

석유제품
철 기계 전기 자동차

유리/시멘트

의류 기타(제조업)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법률 외교 국방 의료 방송/오락/문화/운동

관광/요식

통신기타(서비스업)

도매/소매

농업/공업/어업/임업

무역 부동산
건설업

금융 운수공공사업(전기/가스/수도)

보험 기타(일반)

669

779

692
724

659

780

696

639

709

653654
639646

666 667
639 642

743

640
665

736

601

713 704
723 712

676

617

669
687 673

759

제조업 서비스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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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응시율 ‘공학’이 1위, 
경제〮경영학, 인문학 순으로 많아

직장인들의 전공별 응시 비율은 공학(33%), 경제〮경영학(17%), 인
문학(1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학 전공자들의 응시 비율이 4%
로 가장 낮은 반면 평균 성적은 759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84
점 높았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 능력에 따른 평균 성적

전공별 응시 비율 전공별 평균 성적

646

공학

714

경제학
경영학

724

인문학

718

사회과학
법학

659

자연과학 기타

589

의학
양학

간호학

670

교육학

759

음악
미술
체육

600

643

듣기

670

읽기

638

말하기

650

쓰기

649

듣기
말하기

702

읽기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729

공학
33%

인문학
14%

경제학/경영학
17%

듣기/말하기
23%

듣기/읽기/
말하기/쓰기

23%읽기
22%

읽기/쓰기
14%

말하기
9%

듣기
6%

쓰기
3%

사회과학/법학
13%

자연과학
7%

기타
7%

의학/약학/간호학
5%

교육학
4%

응시율〮평균 성적 가장 높은 응시자 
“4 Skills 영역 자주 사용”

직장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어 능력의 종류와 TOEIC 응시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조사 결과 4 Skills(듣기〮읽기〮말하기〮쓰
기)와 듣기〮읽기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응시율이 23%로 공동 1위
를 차지했다. ‘4 Skills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평균 성적이 
7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읽기〮쓰기 702점, 읽기 670점 순으로 이
어졌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 능력에 따른 응시율



12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기초교
육, 소프트웨어 전공교육,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7년에는 소
프트웨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했다. 

“해당 수업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뿐만아니라 비전
공자들도 다 듣습니다. 일종의 ‘코딩 맛보기’ 형식으로 학

Interview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사회 각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현업에서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코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2018년부터 
학내 교육에 코딩활용능력평가인 COS(Coding Specialist)를 도입했다. 

지금은 코딩 시대! 
COS로 키우는 코딩 활용 능력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최은정 교수

최은정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전교생의 IT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서울여자대학교는 1991년에 전자계산교육원을 설치
하여 오래전부터 IT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0년부터는 교육부의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에 2회 연속 선정되는가 하면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되어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성
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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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개념을 익히고 알고
리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죠.”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교
과목을 통해 초심자도 부담 없이 접근해 코딩 개념을 익
힐 수 있는 블록형 코딩 Entry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다. 수업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파이썬 등의 프로그
래밍 언어를 커리큘럼에 포함하기도 한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자격증 취득’이다. 이를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에
서는 올해부터 학내 교육에 코딩활용능력평가인 COS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다. 

필수 교양 평가 기준에 COS 도입
학생들의 1인 1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다

최은정 교수는 “급수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르지만, 대학
생 수준이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COS 자격증을 딸 수 있
다”고 말한다. 정규 수업만 잘 따라가면 코딩 활용 능력
을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하지만, 수업만 들어서는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
생들의 자신감이 상승해요. 영어도 단순히 ‘나 영어 잘해’
라고 하는 것보다 ‘TOEIC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요.”

COS는 시험 시작에서 종료까지 100% 컴퓨터상에서 진
행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된
다. 시험 종료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
터 프로그램에 기초한 평가 방식이라 수험자들의 선호도
와 신뢰도가 높다. 
 
“학기 중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응시
자별로 정확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여부
와 상관없이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매년 입학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신입생 수는 1,700명 

내외. 그중 전공자 200명을 제외한 1,500명의 비전공자
가 필수 교양으로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수업을 
듣는다. 해당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COS에 응시할 기
회를 얻는다. 1회 응시료는 전액 학교에서 지원한다. 

비전공자들의 코딩 이해도 높이는 COS
문제 분석 통한 논리력 향상 기대

Scratch와 Entry 등의 블록형 코딩은 코딩에 대한 기
초 개념을 익히기 좋아 코딩 진입 교육에 자주 활용된다. 
COS Entry에 한 차례 응시하면 최소 10가지 코딩 샘플
을 익힐 수 있어 초심자 교육 효과도 크다. COS가 코딩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비전공자들이 코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자신의 전
공 분야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요즘 강
조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도 연결되죠. 코딩 활용 능력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관련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활동이 더
욱 중요해질 겁니다.”

코딩은 오피스나 포토샵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혹자는 코딩을 ‘인프라’로 지칭하
기도 한다. 특정 체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사
람이 어떤 것을 기획하고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
만별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단순하지 않고 매우 길더
라고요. 긴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를 자
르는 겁니다. 코딩은 어떤 일의 절차를 세분화하는 작업
이에요. 덕분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
움이 되죠.”

서울여자대학교는 향후 일부 전공 수업에 COS Pro를 도
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
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한걸음 빨리 COS를 
도입해 학생들의 코딩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서울여자대
학교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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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인하는 유일무이한 평가 도구로서 지난 2016년, 
여러 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험 유형이 변경됐다.
Certiport 마케팅 총괄 부사장인 Craig Bushman 으로부터 새로워진 
MOS 2016의 특징과 활용 현황을 들어봤다.

“다수의 작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방식인
MOS 2016, 실무 능력 정확히 증명할 것”
Craig Bushman(Certiport 마케팅 총괄 부사장) 인터뷰

Plus+

MOS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업들 사이에 MS Office 활용 능력에 대한 수요
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MCP1 조사에서 인사담
당자의 91%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증을 고려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MOS 2016 자격증은 대학이나 
취업시장에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S 2016에 포함된 소규모 프로젝트 시험 
방식을 소개해 주세요.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2013버전과 달리 MOS 2016
버전은 여러 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MOS 2016의 이러한 특징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MOS 2016에 나오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실
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응시자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Craig Bushman(Certiport 마케팅 총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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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방식은 응시자가 MS Office의 모든 특징과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업 중심(Task-based exam)에서 
프로젝트 중심(Project based exam)으로 
출제방식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MOS 2016이 응시자들의 실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교사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종합했습
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작은 프로젝트를 해
결하는 방식이 응시자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OS가 어떻게 공신력을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Microsoft의 유일한 공급업체인 Certiport는 중·고교 및 
대학, 직장을 대상으로 148개국에서 26개의 언어로 해
마다 300만 번 이상의 IT 자격증 시험을 시행합니다. 일
반적으로 MOS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의 대학 성적과 
졸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소득 직종에 취업
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MOS는 성과에 대한 교육기관의 
기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MOS가 전 세
계적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미국 유타주(州) 웨스트조던에 있는 코퍼힐스고교
(Copper Hills High School)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향상
과 취업을 위해 MOS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모든 교직원
은 학생들이 MOS Expert와 MOS Master 자격시험을 통
과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직
장이나 대학에서 학생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싱가포르 폴리텍대학(Singapore Polytechnic)에
서는 1,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MOS 자격증을 취득하도
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MOS 예비 응시자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MOS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믿
으십시오. 한국에서 시행되는 시험은 뉴욕, 런던, 도쿄, 

뭄바이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시험과 같습니다. MOS
는 글로벌 인증시험이며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MOS 세계경진대회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경진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면 
얻는 혜택도 알려주십시오.  
2002년 처음 열린 MOS 세계경진대회는 마이크로소프
트사에서 유일하게 인증하는 세계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2018년 MOS 세계경진대회에 약 50만 명 이상
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가 조건은 13세~22세 학생입니다. 참가자들은 MOS 
인증시험을 통해 MS Office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이 열리며 최소 
50개 국가에서 출전한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2018년 7
월 30일~ 8월 1일 기간 중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결선에 진출합니다. 
MOS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는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
고, 특히 자국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승자는 TV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와 인터뷰
를 했고 현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OS 세계경진대회에서 우승하면 ‘MOS 월드 챔피언’이
라는 타이틀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는 유명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의 약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설치,	구성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증	
	 (출처: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영어 쓰기 실력,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TOEIC Writing 응시 후기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싶었는데 
작문 수업을 수강하신 건가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는데 쓸 줄 알아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수강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무래도 작문 수업이다 보니 수업을 들으면서 TOEIC 
Writing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죠.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는 관심만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흥미가 생
기고, 실력도 느니까 점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
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훨
씬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잘하고 싶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영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작정 시작한 영어 공부, 점점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취
업을 준비 중인 스물다섯 살 김예빈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아, 영어를 잘하나 보다’ 아니면 
‘영어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아요. 잘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요. 마지막 여
름 방학 때 인사동을 걷고 있었어요. 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그냥 “follow me”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말하기 실력을 기르고 싶어서 종로 YBM e4u에 있는 <
스피킹이 되는 영작문>이라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김예빈 씨는 지난 5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영어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TOEIC Writing에 도전한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던 그가 
TOEIC Writing을 보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응시 현장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6 Aft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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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Writing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나중에 누군가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요. 그런데 그냥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
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TOEIC, 
TOEIC Speaking 점수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은 특히 
영어가 중요하니까 더 욕심이 났고요. 성적이 있으면 
나중에 원하는 기업에 저를 어필할 때 제가 어떤 능력
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화해서 보여 줄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시험을 본 소감은 어떤가요?
에세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난했어요. 평소에 
교재를 보면서 공부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
려운 단어로 복잡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점을 기억하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구분

Questions 

1~5

Questions 

6~7			

				

Questions 

8 

문제유형

Write	a	sentence	based	

on	a	picture_ 

사진에 근거한 문장 만들기

Respond	to	a	written	

request_	

E-mail	답변 작성하기

Write	an	opinion	essay_ 

의견 기술하기

문항 수

5

2

1

	

시간

총	8분

문제당	

10분

30분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이만큼 열심히’를 위해  

‘아이디어’가 먼저, 
답변은 짧지만 정확하게 작성해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무작정 문장을 외우기보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했
어요.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활용도가 떨
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렇
게 답변을 해야겠다’ 하는, 즉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을 
많이 정리했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 ~~~에 대해 찬성인
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제 생각을 
‘~~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라고 정리하
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먼저 떠올린 후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고 다
시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TOEIC Writing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취업 공백기를 보내는 분 중에 ‘내 영어 실력을 더 객
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TOEIC 
Writing 점수를 취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
고 문장을 쓸 때는 어렵고 길게 쓰기보다는 짧지만 정확
하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
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원 수업 과제로 영어 일기를 꾸
준히 썼는데요. 영작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됐
어요. 처음에는 쓰는 게 어려웠는데 한국어를 그대로 옮
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중심으로 썼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좋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TOEIC Writing 목표 점수는 몇 점인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첫 시험의 목표는 레벨 7이에요. 그런데 레벨 7이 나오
면 레벨 8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은 공채
가 많지 않고, 수시로 채용하니까 영어 공부를 계속하
면서 기회를 노려볼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영어를 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영어공부는 계
속할 생각입니다.  

시험 구성                                                                         



18 Job Lesson

뽑히는 자소서는 제목부터 다르다  
인사담당자의 눈에 띄는 소제목 작성하기 

한 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인사담당자들. 
이들에게 제목은 자기소개서의 첫인상과도 같다. 
첫인상이 나쁘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듯 제목이 눈에 띄지 않으면 
내용을 소개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뽑히는 자소서의 제목은 무엇이 다를까?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토대로 그 비결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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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 2% 상승, OOO한 경험으로 이루겠습니다(입사 후 포부)

② 신청자 30명에서 100명이 되기까지, 모객의 달인이 되다

 (학창시절/강점)

③ 민원신고 60% 감소시킨 소통 에이스(위기 극복 사례) 

여러 문자 사이에 있는 숫자는 돋보인다. 성취나 입사 후 
포부를 수치로 표현해 보자. 내용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단, 면접에서 수치에 관해 질문할 수 있으므로 
부풀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입사 후 포부를 수치로 표현
했다면 더욱 조심하자. 지나치게 크고 막연한 수치는 허황
된 이야기를 하는 지원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① 학습지 보조 선생님과 은행의 공통점은?? 

 (IBK기업은행/지원동기) 

② 고등학생 OOO, 100만 원으로 5개국 여행한 사연은? 

 (GS리테일/성장 과정)

③ “해봤어?” 비결은 OOO의 도전 정신 

 (롯데코리아세븐/직무 역량)

질문형 제목은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읽고 싶
은 마음이 들도록 작성하되 반드시 뒤에 나올 내용과 자
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써야 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만 치중한 나머지 자극적으로 작성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의문형으로 쓰면 의문
형 제목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니 평서문 형태의 제목과 
의문형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좋다. 

① 손님 옷에 구멍이? 위기상황을 해결한 OOO의 4분(관리직) 

② 여자 손은 곱고 예쁘다? 상처투성이 손에 담긴 호기심

 (연구 개발직)

③ 10년 10만 마일의 능력, OOO의 꿈을 펼치다(현대자동차)

지원하는 직무나 기업의 특성에 맞춰 소제목을 작성할 
수도 있다. 영업 직군이라면 본인의 진취적인 모습을 강
조하고, 관리직이라면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면모를 어
필하자. 기업의 대표적인 광고문구나 핵심 가치, 인재상
에 맞는 단어를 활용하거나 주력 상품 등을 언급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
니’,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등 속담이나 명언을 활용한 
소제목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속담이나 명언은 내용을 함
축적으로 표현해 주지만, 널리 알려진 만큼 참신함이 부족
해 인사담당자의 흥미를 끌 수 없고 자칫 ‘성의 없다’는 느
낌을 줄 수 있다. 쓰지 않으면 아까울 정도로 내용을 간명
하고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면 속담이나 명언은 지
양하자. ‘개발자 가는 데 테스터 간다’ 와 같이 속담이나 격
언에 자신의 스토리를 넣어 변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좋은 소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① 간략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표현한다.

② 글쓴이의 개성이 묻어난다. 

③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제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문 기사
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표현하
는지 연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면 계속 읽고 싶게 만드
는 소제목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도서	.『취업의 신 박장호 대표의 자기소개서 혁명』,	(박장호,	성안당)

1. 수치로 표현하기 2. 나의 강점, 회사의 대표성 활용하기

3.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형 제목 

5. 신문 기사 ‘벤치마킹’ 하기

4. 속담, 명언은 그만~



“~는 ~하게 해 준다”로 내 생각 표현하기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에세이 본론 쓰기 

자기주장을 표현하는 에세이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론’입니다. 흔히 ‘길게 쓰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작정 길게 쓰기보다는 서론에서 언급한 두 개의 아이디
어를 써야 합니다. 서론에서 본론까지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죠. 
본론에서 주제와 다른 내용을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긴 글을 쓰다 보면 또 다른 아이
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메인 아이디어를 기억
하는 것입니다. 또 본론 1, 2에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쓰면 일기처럼 보일 수 있으니 사
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도 필요합니다. 본론 1에서 개인적인 경험
을 썼다면 본론 2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표현을 이용해
서 연습해 볼까요?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Step 2. 단문 연습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 하게 해 준다. (허락해 준다)

1 	인터넷은 학생들이 숙제를 쉽게 하게 해 준다. 
	 The internet allows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easily. 

2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게 해 준다. 
	 This program allows employees to get off work early. 

3 	정부는 18세 이하인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The government doesn’t allow people under 18 to 
	 buy alcohol or cigarettes.

회사 뉴스레터에 게재할 에세이를 작성 중인 김 대리. 
한글로 쓴 긴 글을 영어로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그대로 옮기면 회화체가 되어 어색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표현이 딱딱해져 고민인데요. 
특히 사물이 주어 자리에 오면 수동태를 쓰는 버릇이 
있어서 이럴 때마다 더욱 긴장됩니다. 사물이 주어일 때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표현, 없을까요? 

20 Biz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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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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길벗	–	TOEIC	Writing	동영상 강의,	YBM	-	net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 문법	/	패턴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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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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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는 것은 이기지 않고도 재미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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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읽고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예시를 들어 본론을 작성해 봅시다. 본론에
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언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난 호에 이어 아래와 같이 두 번째 
아이디어(2.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길게 쓰기보다
는 주제에 맞는 예문 찾기에 집중하면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3)

In addition, another reason why people can have fun 
playing games is that they can spend time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Nowadays, we are busy with work or 
studies. But when we have free time, we want to spend 
that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Playing games together 
is an easy way to enjoy our spa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because it allows us to talk and get along with 
each other more. Also, it can reduce stress, as well as be 
fun. This is why even though people lose games, they can 
enjoy free time to the fullest. As a result, playing games 
gives us a chance to spen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게다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다른 이유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일이나 공부로 
바쁘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게임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얘기하고 
어울리게 해 주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게임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얘기하고 어울리게 해 
주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또한, 게임은 재미있을 뿐더러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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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어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ETS Propell Workshop이 지난 5월 19
일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 문항 개
발 담당자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의 개발 배경, 유형 분석, 채점 방법 등
을 소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대학 및 기업의 영어교육 담당자, TOEIC Speaking 
강사 등 30여 명은 그룹 토의, 갤러리 워크,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교수법에 관해 토의하
는 한편, 프로펠 워크숍 수료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았다. 
ETS와 YBM 한국TOEIC위원회는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의 효과적인 교
수법을 알리고 국내 수험자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Propell Workshop을 매년 시
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3년째 참석하고 있다고 밝힌 대한항공 이주현 과장은 “실무
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영
어 능력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TOEIC® NEWS

5월 19일 국내 영어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ETS Propell Workshop 성료 
기업〮대학 관계자 3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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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영어는 필수, 
덕적도 해군 제8708부대 TOEIC 시행

5월 11일 해군 제8708부대에서 TOEIC 시험이 진행됐
다. 해군 제8708부대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 소속
으로 서해안 덕적도에 있다. 30여 명의 군 장병들은 인사 
가산점과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응시했다. 
제8708부대에서는 부대 내에 영어 학습 동아리를 운영
하고 매주 TOEIC 문제를 푸는 등 영어 실력 함양에 관심
이 높다. 이번 TOEIC 특별시험을 기획한 김가람 대위(유
도탄포대장)는 ‘군 복무 시 어학 성적을 제출하면 가산점
을 받을 수 있다’며 ‘간부들에게 어학 능력은 매우 중요
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제8708부대는 외부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TOEIC 특별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YBM - 한국산업인력공단 - ETS Global Korea 
업무 협약 체결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외부 고객 대상으로 
어학 교육〮해외취업정보 제공 등 협력
YBM과 한국산업인력공단, ETS Global Korea가 청년
들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외취업
아카데미 등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해
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훈
련 콘텐츠와 해외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YBM과 ETS 
Global Korea는 2018년 2월부터 해외취업아카데미 수
료생들을 대상으로 TOEIC 콘텐츠, 교육상품권, TOEIC 
Speasking 수험서 등을 지원하며 6월부터는 일어과정 
수료생들에게도 JPT(Japanese Proficiency Test) 수험
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8 MAY+J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