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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시선을 끌고 싶다면? 
‘It is important to 동사원형’
TOEIC Writing으로 배우는 영어 에세이 쓰기 

‘에세이 쓰기’는 내 생각을 영어로 길게 말하고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세이는 어떤 주
제에 관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리는 글이므로 간단명료해야 하
는데요. 특히 서론이 중요합니다. 글이 시작되는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내
용을 넣는 것이 좋고 이때 표현은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장을 쓴다고 좋은 
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Step 2. 
단문 연습

1 	회사들이 새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가능하다. 
	 It is possible for companies to attract new customers.

2 	직원들이 퇴근 후에 쉬는 것은 당연합니다. 
	 It is natural for employees to rest after work. 

3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older people to drive their cars more safely.

Step 1. 
주요 표현 알아보기  

It is important / possible / natural(형용사) + to 동사원형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능하다 / 당연하다 

 “내 생각을 영어로 길게 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김 대리는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영어로 발표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영어 말하기에 에세이 쓰기가 유용하다는 정보를 
들은 뒤로 틈이 날 때마다 에세이를 쓰려고 하지만, 
한국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주제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론에서 쉬운 표현을 써서 사람들의 
집중을 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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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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300단어 이상 쓰라고 하지만 분량보다는 글의 구성력이 중요하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서론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야 합니다. 
본론에는 메인 아이디어 두 개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본론. 메인아이디어

1 	This free method of employee encouragement 
 not only increases employees’ self-confidence 
	 비용 없이 직원들을 고취하는 이러한 방법은 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여 준다. 

2   It creates a sense of closenes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고용주와 직원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문제 예시(TOEIC Writing - Part 3)

“Praising is the best ways to motivate employees”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above? 

“칭찬은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위 문장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서론. 주장

In my opinion, compliments, defined as verbal expressions of praise or admiration, are the best way to promote 
employee satisfaction. 
제 생각에 찬사 또는 감탄을 표현하는 언어인 칭찬들은 직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mployee productivity determines the success of a business.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employers 
to keep their employees motivated. In my opinion, compliments, defined as verbal expressions of praise or 
admiration, are the best way to promote employee satisfaction. The reason is that this free method of employee 
encouragement not only increases employees’ self-confidence but also creates a sense of closenes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직원의 생산성은 사업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의욕을 유지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찬사 또는 감탄을 표현하는 언어인 칭찬들은 직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없이 직원들을 고취하는 
이러한 방법은 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