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Zoom in

2018년 상반기에 발표된 국내 주요 기업의 채용 공고 491건(2018년 1월 ~ 6월 기준)을 
정리한 결과, 채용 시 TOE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을 ‘참고’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EIC, TOEIC Speaking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자료 출처
·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
· 해당 기업 채용 페이지

활용 구분
· 참고 :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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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기업이 원한 TOEIC 성적은?
채용 공고로 보는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TOEIC 성적 ‘참고’, 
기준 점수는 ‘700점대 이상’이 가장 많아 

TOEIC 활용 현황

전체 조사 대상 중 채용 조건에 TOEIC 성적을 포함한 공
고는 모두 437건. 이를 활용 내용에 따라 ‘참고’, ‘필수’, 
‘기준 점수’로 나누어 비율을 정리한 결과 ‘참고’ 67%, 
‘기준 점수’ 28%, ‘필수’ 5%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는 
해당자만 성적을 제출하게 하거나 성적 제출 시 우대 또
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뜻하고, 일정 기준 점수를 
제시한 공고는 ‘기준 점수’, 기준 점수는 없으나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수’로 구분된다. 

참고

67%

기준 점수

28%

필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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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필수’ 14%, 
TOEIC보다 3배가량 높아 

TOEIC 기준 점수
(단위: 건)

‘기준 점수’는 다시 점수대별로 나뉘는데 ‘700점 이상’
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800점 이상’(27건), ‘600점 이
상’(23건), ‘550점 이상’(5건), ‘900점 이상’(3건) 순이었
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K하이닉스, 노루페인트, 현
대삼호중공업 등이 어학 조건으로 ‘TOEIC 700점 이상’
을 명시했고, KCC, 한전KDN,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는 
TOEIC 점수 외에 TOEIC Speaking 등 영어 말하기 성
적을 어학 조건에 포함했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공단, 한
국산업단지공단, KOTRA 등의 채용 공고에서는 TOEIC 
850점 이상을, 휴비스, 한국기계원 등은 900점 이상을 
원했다. 

550점 
이상

60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00점 
이상

5

23

64

27

3

한편 TOEIC Speaking 활용 구분별 비율도 ‘참고’, ‘기준 
점수’, ‘필수’ 순이었다. ‘참고’가 61%로 가장 높았고 ‘기
준 점수(25%)’, ‘필수(14%)’ 순이었다. TOEIC 활용 현황
에서 ‘필수’는 5%로 나타났으나 TOEIC Speaking을 ‘필
수’ 요건으로 명시한 공고는 TOEIC보다 3배가량 많은 
14%에 달했다. 
TOEIC Speaking 기준 점수 ‘130점 이상’이 35건으로 가

장 많았고 ‘110점 이상’과 ‘120점 이상’이 각각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TOEIC Speaking 기준 점수 130점 이상을 
요구한 기업은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 CJ 라이온 등이고 쌍용자동차, 연합뉴
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투자공사, 한솔섬유에서는 
TOEIC Speaking 140점 이상을 원했다. 

TOEIC Speaking 활용 현황

참고

61%
기준 점수

25%

필수 

14%

TOEIC Speaking 기준 점수
(단위: 건)

80점 이상 110점 이상 120점 이상 130점 이상 140점 이상 150점 이상 160점 이상

3

20 20

35

6 4

17

·	레벨은 점수로 환산	/	직군별로 기준 점수가 다른 경우 제외
·	2018년	1~6월 채용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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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성대학교
고려종합국제운송
고려특수선재
고려해운
국가정보원
국도화학
국립국제교육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라엠앤디
넥상스코리아
노루페인트
대한항공

덕양산업
동국S&C
동부건설
두산그룹
만도

만도브로제
메조미디어
미원상사
병무청
삼양그룹
서강대학교
서브원
서영
서울신문
서울청과
석영브라이스톤
세화아이엠씨
수산중공업
스태츠칩팩코리아
신도리코
신한다이아몬드공업
신한은행
실리콘웍스

아시아나항공

아이팩
아트라스비엑스
언론중재위원회
에릭슨엘지
에스마크
에스원
에어부산
엔투비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우창정기
유라
유라테크

직원(정규직)	채용
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용공고
전산팀(서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신입사원 채용
2018년도 정기공채
2018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2018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모집 공고
2018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재무/세무회계 신입사원 채용
인사관리팀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신입/경력직 채용
2018년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2018년 하계 인턴 모집 안내
2018년도	2차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인턴 채용
재무 신입직원 채용
신입 채용
2018년 채용연계형 인턴
2018년 채용전제형 대졸인턴 수시 채용
2018년 하반기 채용전제형 대졸인턴 채용
신입 채용
2018년 신입사원 모집
각 부문 채용
2018년도	2월 육군 영어 어학병 모집
2018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정규직[신입]	채용
2018	상반기 신입/인턴 공개모집
2018년 상반기 생산관리팀/관리팀(공무)	채용
취재기자/그래픽기자/IT직 모집
신입 채용
경력직 모집
회계,	인사,	구매관리 정규직 채용
재무/회계 담당자 채용
직원 채용
2018년 상반기(2차)	정기공채	(신입 및 경력)
국내/해외 영업 부문 수시 채용
2018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
2018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Analog/Digital	회로 설계
2018년	1차 캐빈승무원 인턴 채용
2018년	3차 면장운항인턴(조종사)	채용 공고
해외 영업
신입 및 경력 채용
2018년도 제2차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 채용
R&D	신입사원 채용
경영관리팀 총무사원 모집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2018년(상)	항공안전담당(경력)	채용
대졸신입(구매영업)	및 경력(재무)	사원 채용
2018년도 상반기 직원 모집
2018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공고
영업팀 영업기획,	영업관리 경력사원 채용 공고
구매부문
재무부문 신입사원 채용
R&D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TOEIC	800점 이상
TOEIC	78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800점(중기)/750점(장기),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Speaking	130점(인문계),	110점(이공계)	이상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90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해외영업직)
TOEIC	800점 이상 제출 시 우대	
TOEIC,	TOEIC	Speaking	Lv.6	성적 우수자 우대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우대	
TOEIC	80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우대
TOEIC	65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제출 시 가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00점 이상
기준 점수 직군별 상이
TOEIC,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우대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기관명 공고명 활용 내용

2018년 상반기 주요 기업 TOEIC, TOEIC Speaking 활용 현황(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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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공고명 활용 내용

유성기업
유풍
이스타항공

인천공항운영관리
인천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일진그룹
자스포워딩코리아
제너시스BBQ그룹
제일기획
제일기획
제주항공
제주항공
지투알
지투알(구	LG애드)
진에어
진주햄
큐알티
킨텍스
티웨이항공
평화발레오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대우

포스코엠텍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포항공과대학교
풍산시스템
하나마이크론
하림식품
하이엠솔루텍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국내영업팀 사원 모집 공고
2018년 하반기 공개 채용
2018년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운항승무원(신입 부기장)	채용
운항승무팀 일반사무직 신입직원 채용
재무회계 경력직원 공개 채용
신입사원 채용
2018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모집
2018	상반기 공개 채용
항공수출 업무 담당자 채용(신입/경력)
2018년 대졸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
2018년 대학생 인턴 모집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2018년 상반기 공개 채용
2018년	2차 신입 부기장 공개 채용
2018년	HS	Ad,	LBEST	광고제작 인턴사원 채용
2018년 신입사원 공채
2018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해외영업 경력직(대리,사원급)	모집
2018년	1분기 신입사원 채용
2018년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 채용
객실승무(신입인턴/경력)	채용
정규직(신입/경력)	모집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전역장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8년 경력사원 모집
2018년 상반기 전역장교 신입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2018년 직원 채용 공고
자동차부품 품질관리자 채용(영어 필수)
SAP·ABAP,	MES	운영 및 개발 신입사원 채용
회계담당자 모집의 건
영업관리(기획)	담당자 모집
2018년 상반기 신입직원 모집
2018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상반기 직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직원 채용
직원 채용 공고
2018년 상반기 정규직 공개 채용
해외개척단 채용
영업 경력직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 채용
2018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
2018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2018년	NCS기반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
2018년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2018년	NCS기반 청년인턴 블라인드 채용
2018년 제1차 대졸수준 인턴사원 채용
2018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일반 공채
신입 채용

TOEIC	65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4	이상
TOEIC	800점 이상 우대
TOEIC	Speaking	Lv.6	이상
기준 점수 직군별 상이
기준 점수 직군별 상이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Speaking	Lv.6	이상 우대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55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850점 이상 우대
TOEIC	730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Speaking	150점(인문사회계),	110점(이공계)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Speaking	150점(사무계),	110점(기술계)	이상
TOEIC	860점,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Lv.5	이상
TOEIC	Speaking	Lv.4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Lv.6	이상
TOEIC	650점,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IC	8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OEIC	83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900점,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우대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Speaking	Lv.7	이상 제출 시 가점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850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IC	75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