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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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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 혹은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제3 혹은 제4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하여, 청년들과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해외 여행자들에게 영어 
능력은 시야를 넓히고 장벽을 낮추고 정보 교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영어 학습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유창한 영어 능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반향으로 수립된 교육 제도를 통해서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을 우선시하는 문화로 인해 
성인들은 새 기술을 익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긱(gig)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쇠퇴하는 
기회를 버리고 새로 떠오르는 기회를 재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영어 능력 자체가 경쟁력을 위한 요소이지만, 당사 
분석에 의하면 영어 능력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연결’에 대한 중요성 또한 동일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각 개인이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질적으로 연결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호기심, 만남,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책임감을 공유하는 의식 등과 함께 글로벌 
시민을 특징 짓는 요소 중 하나이며, 오늘날 영어 
구사 능력은 이러한 연결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영어 능력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EF 영어능력지수 리포트 2020에는 2019년에 
당사의 영어 시험에 응시한 성인 2천 2백만 명의 
시험 결과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상하고 있는 영어 능력
전 세계의 인구 가중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26개국의 점수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0점 이상 상승). 
반면 7개국은 눈에 띄게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영어와 혁신의 밀접한 관련
영어는 국제 협업을 위한 주언어이며,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투자 방안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관리자를 갖춘 회사들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쟁사보다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좀 더 국제적으로 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능력이 높은 국가는 더 공정하고  
더 개방적이다
국제 세계를 향한 사회의 연결성과 국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정치적 평등 간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회는 시선이 
내부로 향해 있고 엄격한 계급 서열을 형성합니다. 
개방적인 사회는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고,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성격을 띕니다. 국제적인 연결 
수단으로서 영어는 평등 및 외부 세계와의 교류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한 영어의 확산
기술 지원 기반의 원격 교육으로 언젠가는 누구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어디에서든 영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을 아직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당 안전한 서버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광대역 가입자 수 등과 
같은 기술 적용의 척도와 영어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어 미디어에 대한 접근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학습 진도 또한 빨라진 것입니다.

가장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20대 성인
26~30세 성인의 영어 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대학 
교육에서 영어 강습의 저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 영어 
연습과 일부 공식 교육을 통해 성인이 직업 경력 
초기에 영어 능력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21~25세 성인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리자 직급
전 세계적으로 관리자와 일반 직원들 사이에 
영어 능력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는 일반 직원보다 더 
정기적으로 해외의 동료 및 고객사와 소통하므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어 능력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갖춘 
사람이 관리자로 승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은 좀 더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고, 이들 
대다수는 영어 능력의 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될때 
비즈니스 환경에 뛰어든 연령대입니다. 모든 
상급자 레벨에 높은 영어 능력이 확대된다면 
회사가 조직 간에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더 
다양한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직무의 비영어 구사자군
평균 영어 능력이 높은 직군과 언어 기술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직군 간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결과는 꽤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 및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수에서 단일 국가로 계산한다면 올해 100위 중 
100위를 차지할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업에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 내지 5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만 종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어 능력은 적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구분,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 구분이 더 커지기만 할 것이며, 그 
결과 회사의 유연성과 개인의 이동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줄어드는 성별 격차
2년 전, 전 세계 및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영어 실력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상다히 좁혀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와 남성의 영어 
실력이 동일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소한 점수 차로 앞섰습니다. 
중동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약간 우세하였으나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인들의 영어 능력 양극화
유럽 연합에서는 우수 등급에 속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영어 능력 수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점수는 지난 3년 동안 향상하였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아직까지도 나머지 EU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아시아
아시아의 영어 능력은 조사 대상 국가의 
절반의 점수가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는 영어 능력 수준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그 크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에 걸쳐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판도 변화를 보이는 라틴 아메리카
올해 라틴 아메리카의 조사 대상이었던 19개국 
중 12개국은 2018~2019년 사이에 영어 능력이 
향상했으며, 이들 중 많은 국가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아프리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머지 국가들의 저조한 성적에 비해 꽤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점수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 차이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훨씬 뒤처지고 있는 중동
중동의 영어 능력은 전 세계에서 큰 차이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평균은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했습니다. 중동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그마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들의 변화를 위한 
대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영어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더 유용한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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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EPI 2020 순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양호

우수

미흡

보통

부족

영어능력지수 등급

01 네덜란드 652

02 덴마크 632

03 핀란드 631

04 스웨덴 625

05 노르웨이 624

06 오스트리아 623

07 포르투갈 618

08 독일 616

09 벨기에 612

10 싱가포르 611

11 룩셈부르크 610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607

13 크로아티아 599

14 헝가리 598

15 세르비아 597

16 폴란드 596

17 루마니아 589

18 스위스 588

19 체코 공화국 580

20 불가리아 579

21 그리스 578

22 케냐 577

22 슬로바키아 577

24 리투아니아 570

25 아르헨티나 566

25 에스토니아 566

27 필리핀 562

28 프랑스 559

29 라트비아 555

30 이탈리아 547

30 말레이시아 547

32 한국 545

33 홍콩, 중국 542

34 나이지리아 537

34 스페인 537

36 코스타리카 530

37 칠레 523

38 중국 520

48 도미니카 공화국 499

49 온두라스 498

50 인도 496

51 아르메니아 494

51 우루과이 494

53 브라질 490

54 튀니지 489

55 일본 487

56 엘살바도르 483

56 이란 483

56 파나마 483

59 페루 482

60 네팔 480

61 파키스탄 478

62 에티오피아 477

63 방글라데시 476

63 과테말라 476

65 베트남 473

66 아랍 에미리트 472

67 베네수엘라 471

68 스리랑카 466

69 터키 465

70 쿠웨이트 461

71 카타르 459

72 요르단 456

73 니카라과 455

74 바레인 453

74 인도네시아 453

74 모로코 453

77 콜롬비아 448

78 몽골 446

79 아프가니스탄 445

80 앙골라 444

81 알제리 442

82 멕시코 440

83 이집트 437

84 캄보디아 435

85 수단 434

86 아제르바이잔 432

87 시리아 431

88 우즈베키스탄 430

89 카메룬 419

89 태국 419

91 코트디부아르 414

92 카자흐스탄 412

93 에콰도르 411

93 미얀마 411

95 르완다 408

96 키르기스스탄 405

97 사우디아라비아 399

98 오만 398

99 이라크 383

100타지키스탄 381

39 파라과이 517

40 벨라루스 513

41 쿠바 512

41 러시아 512

43 알바니아 511

44 우크라이나 506

45 마카오, 중국 505

46 볼리비아 504

47 조지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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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EPI 2020 도시별 점수

양호

우수

미흡

보통

부족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코펜하겐 659

암스테르담 656

헬싱키 642

오슬로 639

비엔나 635

스톡홀름 631

베를린 627

함부르크 627

포르투 624

부다페스트 622

브뤼셀 616

바르샤바 614

부카레스트 612

리스본 612

쿠알라룸푸르 604

부에노스 아이레스 592

나이로비 592

프라하 589

뭄바이 588

파리 586

마닐라 582

소피아 580

코르도바 579

다바오 578

바르셀로나 564

마드리드 557

서울 556

타이페이 550

밀란 549

라고스 548

로마 548

산호세 545

홍콩 542

상해 537

하바나 534

하이데라바드 530

산티아고 529

뉴델리 528

상파울로 521

베이징 520

키예프 520

모스크바 520

상트페테르부르크 520

브라질리아 516

민스크 515

과달라하라 514

티라나 514

도쿄 513

리우데자네이루 512

두바이 508

트블리시 508

수라바야 507

리마 505

마카오 505

자카르타 503

산토도밍고 503

몬테비데오 500

파나마 시티 500

우한 498

산살바도르 495

튀니스 494

메델린 492

멕시코 시티 491

반둥 490

과테말라 483

하노이 481

몬테레이 481

카사블랑카 479

호치민 시티 477

카라카스 474

보고타 473

카이로 473

이스탄불 473

키토 471

티화나 471

칼리 469

앙카라 468

하르툼 463

마나과 459

누르술탄 448

알마티 442

바쿠 440

방콕 434

비슈케크 430

바그다드 428

타슈켄트 428

양곤 425

제다 402

리야드 399

두샨베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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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별과 나이가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성별 차이

26
평균 연령

60세 미만
여성

남성

EF EPI 점수EF EPI 점수

글로벌 세대별 차이

연령대

총 응시자 수

세

18-20 26-3021-25 31-40 41+여성 남성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EF EPI 2020 지역별 점수

EF EPI 2020 지역별 동향

EF EPI 지역 평균

EF EPI 점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최고 점수 네덜란드
652

싱가포르
611

남아프리카 공화국
607

아르헨티나
566

이란
483

최저 점수 아제르바이잔
432

타지키스탄
381

르완다
408

에콰도르
411

이라크
383

최대 등급 
(국가 또는 지역) 8 2 1  2 4 

최소 등급
(국가 또는 지역) 2 2 1 5 0 

영어능력지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유럽 라틴 아메리카아시아

세계 평균 점수: 500

중동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2.2M
54%

46%
100
국가와 지역

중동 
10

아시아    
24

라틴 
아메리카  
19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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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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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와 1인당 연구원 및 기술자 숫자 등을 비롯한  
주요 혁신 척도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영어와 혁신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21세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영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여행 및 
소통의 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통해 이러한 교류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한 혁신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새 아이디어를 접해야 하는 연구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직 및 
직장인들은 국제적인 성공 사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영어 능력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엄두도  
못 냈을 능력 있는 전문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 및 확보하는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보고서인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그래프 A)와 영어 능력 간의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만남
협업을 위한 도구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무 기반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협업 툴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세계의 국제적 컨퍼런스와 회담도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발표한 논문 수를 보면 중국의 과학적 결과물이 
미국보다 점점 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국제적 협업이 부족하여 연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 
발표한 논문이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보다 
인용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2018년 11월, The 
Economist는 Nature지에 논문을 발표한 중국 
과학자들의 보너스가 165,000 USD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양성은 혁신의 핵심이지만, 연구원들은 
이제서야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학문적 연구를 
보면 이질적인 그룹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의견보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동질적 그룹보다 
의식적 편견이 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은 혁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McKinsey & Company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임원진이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회사가 업계 선두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3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이러한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2018년 톰슨로이터스 IX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지수(Thompson Reuters 
IX Global Diversity and Inclusion Index)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중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둔 회사는 단 7개뿐이었습니다. 

통해 동료 간에, 경쟁자 간에 네트워크를 맺고  
서로의 연구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기록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166개국에서 10,786회의 회의 및 컨벤션이 
열렸으며, 2018년에만 3,700회 이상의 TEDx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 최고의 협업 플랫폼이 있다 
해도 직원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및 대회는 거의 영어로 진행됩니다. 교사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영어 사용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최고의 마인드와 아이디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고 보여주고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적 연구는 복잡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 연구를 
진행하는 개별 연구소의 시대는 가고 다양한  
연구소에서 팀의 자원을 배가시키는 방식이 투자 
대상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ature  
Index의 2017년 기사 중 60%가 국제 협업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유례 없는 높은 비율이었습 
니다. 이를 보면 자본과 인적 자원 모두에서  
국가 간 영어 능력과 1인당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 수(도표 B),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비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7

EF EPI 점수
출처: Lanvin & Monteiro, 2020

영어와 재능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도표 A

양호

우수

미흡

보통

부족

영어능력지수 등급

양호

우수

미흡

보통

부족

영어능력지수 등급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백만 명당 연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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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EPI 점수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8

영어와 학문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백만명 당)

도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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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EF EPI

영어와 업무

조직에서 이탈
오늘날 기업들은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인 구조와 내부의 전용 네트워킹 
툴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기업을 더 민첩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조직의 일부는 이와 같은 협업의 
대세에 합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행정, 사무, 기술직 분야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직무의 동료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은 
다국적 팀에서 생산적인 일원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그들의 경력 
전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업 중 3분의 2가 현재 기술로 자동화될 수 있는 상당히많은 
직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줄어들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영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전환은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승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임원 혹은 일반 직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격차는 성인 평균 영어 능력이 가장 높은 
유럽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기업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하면 주니어 레벨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소위 "영어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원급에 지원할 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더욱 까다롭고, 여타 
리더십 자격 조건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임원들은 평균 
직원들보다 대게 나이가 많으며,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영어 마스터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더라고 임원직에 항상 적합한 
후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현장은 디지털 기술과 긱 경제(gig economy)의 
성장, 개인의 소비 패턴에 있어 사회 자본의 가치 증가에 의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정 행위자들을 속출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Edelman Trust Barometer)는 
전 세계 사람들의 56%가 ‘옳은 일을 하는’ 기업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를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인해 직원 교육에도 붐이 일고 있습니다. 
슬로언 경영 평가 및 딜로이트(Sloan Management Review and 
Deloitte)의 2018 디지털 비즈니스 글로벌 경영진 연구 프로젝트
(Digital Business Global Executive Study)는 전 세계 임원 및 
직장인 4,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 중  
90%가 최소 연 1회는 본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4%가 일년내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동시에 계약직, 프리랜서, 파트타임, 긱(gig) 일자리 등 이례적인 
근로 시스템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육 모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인재 부문을 관리하고 인력 생태계를 최적화하려면  
교육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율 학습은 
직원이 관리하는 개별 교육 계정을 통해 사주와 정부 모두로부터 
출자를 받고, 외부에서 검증하는 단위 자격 인증(micro-credentials)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로 측정한 현재 종사자의 영어 능력을 특정 업계 또는 
직업에서 일하기 위한 영어 수준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전 세계 평균 대비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만큼 영어를 
충분히 마스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 교육 및 개발 담당자는 
조직 내 각 부문과 개개인의 영어 능력 조건에 대해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급별 EF EPI

 임원     관리자     직원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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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를 사용하면 국제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될수록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세계화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수출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20%에 육박하며, 이처럼 국제 무역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사는 기업 
경영의 용이성과 국가의 영어 능력 간, 그리고 
영어 구사와 광범위한 물류 관련 지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 개발
전 세계 경제와 관련하여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과 순수익,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 
니다(도표 C). 엄밀히 말하면 영어 능력이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과 경제 성장 간 복잡한 관계를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넓은 계획 안에서 영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수록 영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 향상된 영어 능력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영어
거래 파트너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필요한 요소이지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 요소는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Pankaj 
Ghemawat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거래량이 42%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술과 AI가 일상적인 
번역을 보조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인간이 일상의 소통에서 표현하는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엔진이 되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 보호론자들이 비난하는 영어 전용 비즈니스 
환경과는 거리가 멀게도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언어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 간에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 대세이긴 하지만, 다른 언어에 대한 투자도 
높습니다. 언어 홍보 담당 국가기관에 따르면, 
최소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언어를 학습하면 파트너의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반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시설과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제조업 
덕분에 부유한 국가들과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고갈됨에 따라 
이들이 국제 무역 기회들을 활용하고 서비스 부문 
산업을 개발하려 한다면 아동과 성인 모두를 
위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인적 자산 개발 지수와 영어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도표 D).

원거리 서비스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경제 활동 중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상품보다 수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iPhone은 어디로든 
운송이 가능하지만 회계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입니다. 영어 능력은 한 국가의 서비스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력당 부가가치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교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언어 숙련도에 대한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MBA 프로그램이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제2 혹은 제3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경제

영어 능력과 1인당 조정 순이익을 비롯한 인간 및 경제,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지표 간에 계속해서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영어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8

EF EPI 점수
출처: Cato Institute, 2017

영어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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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인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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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평균 영어 능력과 글로벌 연결성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이야기하다

성인의 영어 실력은 사회의 개방성을 강하게 
대변하는 요소입니다. 성인이 영어로 말하는 법을 
학습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더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더 많이 관여하며, 성역할에 
대해 좀 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글로벌 의사소통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개방성 확대와 불평등 
감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의 균형
성인 영어 능력은 Hofstede의 권력간격지수
(Power Distance Index)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조직 내에서 권력이 약한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직장과 
가정에서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주목한 것입니다.  
PDI 점수가 높을수록 전형적인 강력한 위계 
시스템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환경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 상식으로 
통하며 영어 능력이 낮게 나타납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보면, 더 평등한 협업적 조직이 번성하는 
국가와 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불평등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개인의 나이나 서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대체로 영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이 아닌 밖을 보다
영어가 위계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시야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높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소통하고 여행할 의향이 
없다면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이동을 통해 나머지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민주주의 지수, 시민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글로벌 연결성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접한 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글로벌 이슈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습니다. 한 국가가 그 역사와는 
별개로 전반적으로 인류애에 현재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 도표 E)와 
영어 능력 간에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 
니다.

하늘 아래 절반의 사람
여성은 21세기 숙련된 노동력의 핵심적인 요소 
입니다. 강대국 및 개발도상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는 임금  
격차, 구조적 불균형, 그리고 가정에서 본인 몫  
이상의 가사일을 할 것이라는 문화적 기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성역할 관념이 정착된 사회의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합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성별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는 
경제적 참여와 교육적 성취, 정치적인 권한, 
건강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EF EPI는 이 지수 
(도표 F)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를 직접적 
으로 향상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평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는 더 부유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경향이  
있고 사람들이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환경이 구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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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사회

EF EPI 점수
출처: Anholt, 2018

영어와 국제 교류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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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01 네덜란드 652

02 덴마크 632

03 핀란드 631

04 스웨덴 625

05 노르웨이 624

06 오스트리아 623

07 포르투갈 618

08 독일 616

09 벨기에 612

11 룩셈부르크 610

13 크로아티아 599

14 헝가리 598

15 세르비아 597

16 폴란드 596

17 루마니아 589

18 스위스 588

19 체코 공화국 580

20 불가리아 579

21 그리스 578

22 슬로바키아 577

24 리투아니아 570

25 에스토니아 566

28 프랑스 559

29 라트비아 555

30 이탈리아 547

34 스페인 537

40 벨라루스 513

41 러시아 512

43 알바니아 511

44 우크라이나 506

47 조지아 503

51 아르메니아 494

69 터키 465

86 아제르바이잔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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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EPI 전년 대비 순위 변동 추이

유럽은 다른 지역을 여유롭게 제치고 가장 우수한  
영어 능력을 나타났습니다. EU와 쉥겐 지역 
국가만 지역 평균에 포함한다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가 교육 행정과 
EU 자체가 다중언어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빠르고 쉬운 
의사소통은 교환학생, 여행, 초국가적 업무와 
마찬가지로 유럽인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시킵니다. EU 프로젝트에 대한 민족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결속력은 강력해 
보입니다.

합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영어 능력을 갖춘 국가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의 
학교 시스템은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춘 조기 
교육과 교실 안팎에서의 일상적인 영어 노출, 
직업 학교이건 대학이건 상관없이 졸업연도에 
직업 관련 언어 교육 시행 등 여러 가지 주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의 활발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회원국 간 선례 
보급에 한 몫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 및 정부 출자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이지만 영어 과정은 너무 짧거나 
교육 강도가 떨어져서 효과를 보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외부 기관에서 
인증되고 교육의 질과 직업 간 이동성이 보장되는 
인증 시스템에 기반한 성인 교육을 도입한다면, 
특히 높은 연령대에 있어서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첩하지 못한 회원국
유로존의 4대 경제 강국 중 오직 독일만 영어를 
잘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데, 이는 EF EPI 
이전 판에서도 계속해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3
개국 중 프랑스만 지난 3년에 걸쳐 중간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15세 학생의 4분의 1만이 ‘대체로 맞는’ 
영어를 몇 문장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교육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능력의 차이는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때문인데, 유럽의 나머지 
국가와 더 빠르고 순조롭게 소통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불일치
유럽 대륙의 주변부 국가의 영어 능력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터키는 EU
에 가입하고자 했던 꿈이 사라지고 해결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 문제가 등장하면서 지난 5년간 
영어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은 실용적인 회화 능력 보다는 문법과 
번역에 초점이맞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교육이 
터키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고등학생 
수백 명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일부 듣기도 
했으나 정치적 사유로 터키 전역에 걸쳐 
중단되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터키 대학생들은 영어 수준이 학위 과정을 
수강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집중적인 영어 준비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이상적인 포럼으로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히 통합된 정치적 및 경제적 연합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공통된 언어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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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F EPI 순위

10 싱가포르 611

27 필리핀 562

30 말레이시아 547

32 한국 545

33 홍콩, 중국 542

38 중국 520

45 마카오, 중국 505

50 인도 496

55 일본 487

60 네팔 480

61 파키스탄 478

63 방글라데시 476

65 베트남 473

68 스리랑카 466

74 인도네시아 453

78 몽골 446

79 아프가니스탄 445

84 캄보디아 435

88 우즈베키스탄 430

89 태국 419

92 카자흐스탄 412

93 미얀마 411

96 키르기스스탄 405

100 타지키스탄 381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네팔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미얀마

필리핀

마카오, 중국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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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민간 및 공공 
부분 모두에서 지난 5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균 점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영어 
능력 수준의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인구 가중 지역 평균에서 중국의 
영어 능력이 다른 국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잘 잡아 주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변화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민간 사업에 문을 연 후  
40년 동안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 이래 전 세계 빈곤 감소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부터 중국은  
세계 최상급의 과학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소프트파워를 해외에서 육성하는 정책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중국은  
전국의 학교에 영어 수업을 확대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였습 
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평가 방법을 개혁하고 
외국어 교육을 받은 중국의 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귀국하도록 유도했으며, 
주요 대학을 최상의 영어 저널을 출판하는 세계  
최상급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데에 투자했습 
니다. 국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장기 계획을 
실행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는 거의 
없겠지만,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통해 정책 
개혁과 목적성 있는 투자가 어떻게 한 국가의 
영어 능력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 교육?
아시아의 최대 국가 중 일부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장년층 성인이 
은퇴를 미루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된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영어를 비롯한 성인 교육 제공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도와야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일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수년간 영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심지어 경제가 
침체되고 글로벌 거래의 축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도 직업 현장 
밖의 성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는 유럽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투자를 간과하면 
성장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노령화된 인력과 제한된 이민 허용으로 
인해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생 교육은 직장인의 커리어뿐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기회의 영역
중앙아시아의 영어 능력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소련  
연방의 궤도를 벗어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는 등 
국제 무역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2018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51개 
ChineseKazakh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1,200개의 공동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점점 더 
국제 무역에 비중을 둠에 따라 영어 구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스리랑카에서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 경제의 최소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 
직군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비교적 낮은 임금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미 연간 3천 8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들은 
주로 리조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부를 좀 더 골고루 분배하고 관광 
업계의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진행되는 
영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육 시스템은 영어 교육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13명 중  
1명은 파키스탄 아동입니다. 인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학년 학생 중 27%만이 두 자릿수의  
뺄셈을 할 수 있고, 38%는 간단한 단어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많은  
학교가 계속해서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개혁 중에서도 이들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더 많은 학생에게 모국어로 강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중심 주제의 이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영어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경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탄한 다국적 기업을 설립한 리더들이  
이러한 아시아 경제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좀 더 폭넓은 인구층에 수준 높은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일부 맥락에서는 성인 
대상의 교육도 거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개선의 여지

수십 년 동안 아시아는 전 지역에 걸쳐 경제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작업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영어 능력을 좀 더 개발해야 합니다.

 하락    소폭    상승    소폭 상승

EF EPI 전년 대비 순위 변동 추이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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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EF EPI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코스타리카

볼리비아

파나마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라과이

쿠바

25 아르헨티나 566

36 코스타리카 530

37 칠레 523

39 파라과이 517

41 쿠바 512

46 볼리비아 504

48 도미니카 공화국 499

49 온두라스 498

51 우루과이 494

53 브라질 490

56 엘살바도르 483

56 파나마 483

59 페루 482

63 과테말라 476

67 베네수엘라 471

73 니카라과 455

77 콜롬비아 448

82 멕시코 440

93 에콰도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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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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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격차

EF EPI 추세

성별 간 격차

 하락    소폭    상승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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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F EPI에 포함된 19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중 12개국이 전년 대비 성인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4개국은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멕시코의 하락으로 인한  
부담으로 전체 인구 가중 지역 평균의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고무적입니다. 

투자 성공 사례
지난 20년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능력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계는 영어 
구사자에 대한 필요성에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폭넓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인의 영어 능력 
수준만을 기준으로 이러한 개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국가적인 테스트의 학생층 분석 
결과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은 이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루과이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도 원격 영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였습니다. 도시의 공립 학교는  
현재 모두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2014년에는 졸업 시험에서 A2 레벨 이상을 받은 
초등학생이 56%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거의 
80%에 달합니다.

비록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볼리비아는 지난 10년 동안 극도의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농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맹률이 낮아졌고,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영어 능력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안정성과 성장
라틴 아메리카는 폭력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으로, 
살인율이 높은 전 세계 50대 도시 중 42개 
도시가이에 속합니다. 이들 도시 중 15개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이 국가는 2017년 이래로 
영어 능력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와 
폭력 수준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두 지수 모두 국가 서비스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높은 
폭력수준으로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꼽히지만, 
안전과 치안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2015년 이래 절반으로 
줄었고, 온두라스 역시 2011년 이후 동일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이들 3개국은 2017년 
이후 영어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아직 
절대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말하지만, 폭력 수준과 영어 능력 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사회가 부강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공평한 접근성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에서 영어를 법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영어 수업에 
대한 접근성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법적으로 영어 의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0%가 채 안됩니다. 2014년 기준, 
에콰도르의 경우는 7% 미만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특히 시골과 도시 지역, 
그리고 사립과 공립 학교들 사이에서 극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장에서 영어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학교 교육은 미흡하여 엄청난 수의 
직장인이 따로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브라질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87%가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사비로 영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결과

수년간의 침체기를 겪은 후, 라틴 아메리카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마침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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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앙골라

수단

코트디부아르

EF EPI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607

22 케냐 577

34 나이지리아 537

54 튀니지 489

62 에티오피아 477

74 모로코 453

80 앙골라 444

81 알제리 442

83 이집트 437

85 수단 434

89 카메룬 419

91 코트디부아르 414

95 르완다 408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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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     세계

연령층

세계

세대 간 격차

EF EPI 추세

성별 간 격차

 하락    소폭    상승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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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유럽 식민지 강국들, 특히 프랑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가장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외국인 투자 물결을 
몰고 온 것은 중국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무역 거래,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아프리카에는  
320개 이상의 대사관과 영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식민지 탄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 부를 향한 과거의 쟁탈전은 아프리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향상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아프리카 
파트너들이 좀 더 투명한 계약을 맺고 좀 더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올해의 지수에서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다른 10개국 간에는 메워질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기도한 이 3개국이 지수의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지수에는 아프리카의13개 국가를 포함할 정도의 
데이터만 확보되었으나, 아프리카 전체를 
명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사실 
영어 능력 지수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것보다 영어 능력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아프리카 
성인들이 영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평등은 아프리카 전체에 만연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빈민가에 둘러싸인 고층 빌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 지방이건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구조적 및 역사적 이유가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UN은 향후 35년 안에 
아프리카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0대 도시 지역 중 21개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어마어마한 수의 청년층이 유럽으로의 이주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모국어 교육
식민지 역사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마음 
속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유럽 언어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현지 학교 시스템에서 종종 
그들의 언어보다는 영어나 프랑스어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관례를 깰 때가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를 읽고 
쓰는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이것이 영구적으로 
약점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탄자니아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모두 교육 시스템에서 강의 언어로 식민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수업을 영어 대신 
아동의 모국어인 콤(Kom)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5년 후 콤을 사용해 교육을 받은 
아동이 영어를 비롯하여 모든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매일 키와힐리(Kiswahili)어 수업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양한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 강의로 전환하려면 
커리큘럼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모국어를 사용하고 쓸 줄 
알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국제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는 
이점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지역들 간에는 이 언어가 지역 사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어떤 언어를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수년간의 모국어 교육의 이점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현재
북아프리카 성인의 영어 능력은 중동의 동일한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의 언어 환경은 아랍어 현지 방언과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현대 표준 아랍어 모두가 
개인의 삶과 교육 시스템,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영어는 이러한 복잡한 언어 환경에 새로 등장한 
언어이지만 특히 중립성과 사업적 잠재성 면에서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와 
리비아, 튀니지는 모두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할 청년 
인재를 준비하려면 영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더 활발한 개방과 교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북아프리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청년층의 4분의 1이 현재 실직 상태이며, 
성평등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 중 26%만이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이들의 급여는 남성에 비해 
30~50% 더 적습니다. 이러한 성역할은 
테러리즘에 대한 미디어 공포증과 부족한 영어 
실력과 결합되어 북아프리카인들의 ‘타자화’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회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인프라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더 나은 영어 능력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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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F EPI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시리아

오만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56 이란 483

66 아랍 에미리트 472

70 쿠웨이트 461

71 카타르 459

72 요르단 456

74 바레인 453

87 시리아 431

97 사우디아라비아 399

98 오만 398

99 이라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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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중동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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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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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인데, 공공부문이 
이들을 모두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 
니다. 게다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국가들은 
일명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가 곧 과거의 영광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는 젊은 인구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
지난 20년 동안 걸프 지역 국가들은 고등 
교육 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개혁들 
중에서도, 정부 지도자들은 공립 대학들의 
독점을 축소시키고, 서양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및 카타르의 
관료들은 서양의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여 자국에 
위성 캠퍼스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조치의 결과, 국립 대학이 교육 과정을 
서구화하고 일부 학위 프로그램을 영어로 
변경하는 등 개혁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런 결과
안타깝게도 학생들에게 기초 교육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서 문맹률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최근 PISA 
테스트에서 요르단과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테스트에 참여한 15세 참여자가 
읽기와 수학, 과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 
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4학년용 최신 TIMSS 
테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11개  
국가 중 8개국이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사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동 지역의 영어 능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 능력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중동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국가 대부분에서 인구의 
30% 이상이 해외 태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민자 중 일부는 도착하면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학생 
100만 명이 아랍 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민간 교육 기관인 영어 K-12 학교에 등록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총학생  
수의 20%에 해당합니다. 걸프 지역 국가의 고등 
교육 기관 다수에서 일부 혹은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평균 영어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당면한 과제
일부 국가에서는 영어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두바이의 경우 국가 전체보다 영어 
능력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구는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모든 학교에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특히 영어를 구사하는 성인의 
수가 너무 낮은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다른 거대한 국가들도 동일한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사립 학교와 
대학들이 해외 출신 교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 교사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사회 기초 서비스에 자원이 소요되면서 교육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인  
100만 명 이상이 이란에 살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 2백만 명 이상, 시리아인 백만 명  
이상이 요르단에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전체 
인구가 천만 명이 채 안 되는 데 말입니다. 

취약한 경제, 지속적인 갈등,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과잉 의존 등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젊은 청년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지역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열악한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야 
말로 이러한 변화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적 긴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

한때 과학과 문학, 무역에서 앞서갔던 중동의 문화는 오늘날 최신 연구 및 
경제적 생산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 SET에 응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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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럽 중고등학생의 97%가 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학교들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는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EF를 통해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공부할 언어로 영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러한 대대적인 공공  
및 민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고르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수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도 정작 대화는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영어 실력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갈 수 없을 경우 미래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업무 현장에서 영어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는 인터넷이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고, 
영어가 항상 교육되지 않았고, 선택 과목의 
일부로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빠르게 진화하며 초연결 세계가 된 지금,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영어
(Cambridge English)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분의 3이 비즈니스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을 포함하여 수십 년 전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현재 글로벌 일자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어 능력이 
출중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영어 교사
기술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또한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나누어주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도구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등  
진정한 디지털화를 이룬다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교사가 강의를 
맞춤화할 수 있어 학생에게 진정한 자료 및 연습 
모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챗봇으로 학생들이 
대규모 수업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회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과목별 
지원과 코칭, 전문적인 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에서는 학습 자료가  
탑재된 기기와 AI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기본적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교사 
훈련이 매우 시급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첨단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교사를 교육 시키는 것(영어 및 다른 
과목 포함)에 교육부 대다수가 이미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로 교사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학습
아동의 뇌는 특별히 언어 학습에 매우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영어를 학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생 후반부인 4분의 3의 성공적  
커리어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인생 전반부인  
4분의 1에서 모두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직업의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문화적 전환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첨단 기술로 인한 혜택은 성인들에게 더욱 
희망적으로 작용합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의 
유연성은 기업 교육 및 자기계발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광범위한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인에게 지엽적으로만 가능했던 강의보다 좀 
더 고품질의 강의를, 그것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단위 자격 인증(micro-credentials)을 
통해 직장인과 정부 후원자 모두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품질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고 있는 제2언어입니다.

빠르고 쉬운 영어 학습의 환상
인터넷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놀라운 3가지 팁, 쉽고 간편한 5단계, 훌륭한 
10가지 방법같은 블로그 글들이 널려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영어를 잘할 테니 영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없었을 겁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이 보통 직장에서 영어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 600시간의 수준  
높은 강의와 600시간 이상의 말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국어가 영어와 너무 다르다거나, 
고급 영어 실력이 필요하거나, 외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어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학습자는 본인의 진도가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할 때 매우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당 1~2시간에 불과한 영어 코스를 선택하면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1,200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대규모로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고용주와 정부 
역시 이러한 환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영어로 말해볼 기회가 없는 
포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이들 
과정의 유일한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뿐, 
이것도 결과를 알기 전까지일 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환상을 깨고, 연습에 집중할 때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영어 사용 학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이거나, 완벽하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 체계에서는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많은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관련 연구를 보면, 글을 읽고 쓰고 수를 
셀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모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중국어와 스페인어, 다른 높은 지위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히 
납득될 수 있지만, 수백 가지의 하위층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국어 교육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가진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 계층이 
영어를 사용하고 학생과 부모, 교사는 영어를 거의 
모릅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층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시스템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사용 학교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엘리트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규모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을 경우,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경우, 
아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실력이 이보다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려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노력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언어를 공유하려면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사람들은 연결되기를 원하고,  
연결이 필요하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영어와 영어를 접할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시스템,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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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영어 수업,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속한 조직, 국가, 
학교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고, 기회를 놓치고 좌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유일한  
솔루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패턴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기업용

 - 각 개인의 현재 수준과 목표 능력 수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 지사들을 포함하여 국제주의 및 이동성의 
문화를 구축합니다.

 - 다양한 국가에 있는 팀들이 자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 백오피스를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다국적 팀을 구축합니다.

 - 전직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여 영어의 
전략적인 약점을 파악합니다.

 - 특정 직무를 위한 영어 커리큘럼을 통해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 대규모로 유연하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 다양한 직무별 최소 영어 능력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실력 있는 영어 구사자를 고용합니다.

 - 영어 실력 향상에 시간을 투자하는 직원에게 
보상합니다.

 - 임원과 관리자가 영어 학습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영어 학습에 앞장서도록 
독려합니다.

정부와 교육 기관용

 - 각 주요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커리큘럼 내에서 
영어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간과 달성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목표를 고려합니다.

 - 교사와 학생 모두가 출발점을 벤치마크하고  
학습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평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 및 졸업 시험을 개선합니다.

 - 모든 신입 교사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이미 교육을 받았다면 영어 
교사들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방법을 다시 
훈련합니다.

 - 영어로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어를 잘 
하는 사람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 레벨을 
설정하고,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교육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과 개인 대다수가 영어 능력의 이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들이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도록 모국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 모든 공무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의 현재 직무뿐만 아니라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센터 및 실업률 감소 프로그램에서 영어 
강의를 제공합니다.

 - 성인들에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 성인 언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인증하고 기술의 
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단위 자격 
인증제(micro-credentials)를 개발합니다.

 - TV와 영화를 볼 때 더빙이 아닌 자막으로, 
원어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사와 학교, 대학용

 - 의사소통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어를 
가르칩니다.

 - 영어 클럽과 테마의 날, 학급 결연, 학교 견학, 
초청 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학생에게 자주 제공합니다.

 - 교사들이 선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고 효과적인 영어 교습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 교사에게 자신의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 모든 대학의 전공에 영어 능력 요구 조건을 
포함합니다.

 - 학생 및 교수 모두가 필수 영어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과목은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용

 - 영어 학습은 장기전이므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향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백 
시간으로 계획합니다.

 - 여러 단계를 하나 하나 달성하는 기회를 갖고 
본인의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며 격려합니다.

 -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 한 번에 몇 시간을 공부하기보다는 20~30분 
단위로 학습합니다.

 -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합니다.

 - 직업 혹은 학습 분야와 관련된 어휘를 암기하고 
이를 즉시 활용합니다.

 - 책을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더라도, 말하기 
연습은 따로 합니다.

 - 영어로 된 TV를 시청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 영어권 국가로 여행할 때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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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정보

방법론
EF EPI 2020은  전 세계의 EF 표준 영어 테스트
(EF SET) 또는 2019년 영어 배치 고사를 치른 
2백 2십만명 이상의 응시자로부터 추출한 시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F 표준 영어 시험
EF SET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입니다. 또한, 
응시자의 언어 능력을 유럽 언어 공통 기준
(CEFR)에 따라 6가지 레벨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으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EF SET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 SET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efset.org/about를 방문하세요.

EF EPI 2020 점수는 2018 TOEFL iBT 점수
(r=0.79) 및 2018 IELTS Academic Test 
점수(r=0.68)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이들 
시험이 설계 방식이나 응시자 프로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영어 능력의 동향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응시자
비록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성인층에 치중되어 있지만, EF EPI
는 균형 있는 성비와 다양한 연령대 성인들의 
영어능력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성 응시자는 전체 표본의 54%를 차지합니다.

 - 성인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 전체 응시자의 79%가 35세 미만이며, 94%는 
60세 미만입니다.

 - 남성 응답자의 중간 연령은 27세로, 여성 
응답자 중간 연령인 25세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최소 400명 이상인 도시와 지역, 
국가만 지수에 포함시켰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험 
응시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EF EPI 
이전판에는 몰디브와 리비아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판에서는 이들 국가의 시험 응시자 수가 충분치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표본 편차
본 지수의 시험 응시자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궁금한 사람이 이들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보다 영어 
실력이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이므로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일부러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EF SET은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인입니다. 어디에서나 EF SET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시험 응시자의 30%가 
모바일 기기에서 시험을 완료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포맷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본 편차로 인해 빈곤하고 교육을 덜 받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온라인 시험은 광범위한 지표에 관한 매우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전 세계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부록 A

점수 산정 
EF EPI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영어시험과 2019
년 EF EPI 지수를 포함한 가중치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연도의 지수를 포함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안정화되지만 이전 연도의 시험 응시자들을 
이번 연도의 응시자 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평균은 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CEFR에 비교가 가능한 800점의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수치의 목적은 
EF EPI와 EF SET 점수 간의 혼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목적의 구분이 가능한 두 시험이지만 
지금까지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의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F EPI 점수는 
종종 백분율로 잘못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치는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할 것입니다.

점수 임계값에 따라 국가와 지역, 도시별 영어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대륙 내의 국가 및 대륙 간의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우수 등급은 CEFR의 C1 또는 C2 레벨에 
해당합니다. 

 - 양호 및 보통 등급은 CEFR의 B2에 해당하고 
각 EF EPI 등급은 CEFR 레벨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 미흡 등급은 CEFR의 B1레벨에 해당합니다.

 - 부족 등급은 CEFR의 절반 등급인 B1과 A2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료 출처
EF EPI는 국내 평가 결과 및 언어 관련 투표 
자료 혹은 기타 자료와 경쟁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자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세밀한 대신 특정 연령대, 
국가, 지역, 응시자 프로필에 제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EF EPI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폭넓은 자료입니다. EF EPI와 견줄만한 
크기와 범위를 가진 자료는 없으며, 자료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 학자, 분석가들과 
함께 영어 교육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F EPI는 유로모니터나 갤럽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OECD의 성적 조사인 PISA나  
PIAAC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을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표본은 보통 몇천 명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표본 선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능력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영어 능력 자료는 국내 교육 체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표준화된 국내 평가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 혹은 대학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육자와 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이용해 교육 체계 개편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내 평가는 각국 간의 호환이 
불가능하며 성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전 세계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고등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성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EF EPI 보고서
EF EPI 보고서는 총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영어 능력을 다루고 매년 발간되는 본 
EF EPI 보고서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영어 
능력을 다루어 2년 마다 발간되는 학생용 보고서
(EF EPI-s)가 있습니다. 올해는 EF EPI 2020이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EF EPI 보고서는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 (www.ef.com)는 언어와 
학문, 문화 교류, 교육적 여행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열다" 입니다. EF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교육 후원사입니다. EF 
영어능력지수는 Signum International AG가 
발표합니다.

CEFR EF EPI 점수

Pre-A1 1-199

A1 200-299

A2 300-399

B1 400-499

B2 500-599

C1 600-699

C2 7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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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영어능력지수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양호
헝가리 
케냐 
필리핀

보통
중국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미흡
도미니카 공화국 
파키스탄 
터키

부족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상황에 적절한 말투와 언어 구사하기

 수준 높은 문장을 쉽게 읽기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계약 내용 협상하기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

 노래 가사 이해하기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하기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관하여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활용하면 영어 능력이 
비슷한 국가를 쉽게 파악하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은 해당 등급에 포함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는 각 등급별로 상위 3개국을 표시하였으며,  
EF EPI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및 
지역에서만 조사하였습니다. 

우측의 표는 개인이 각 영어능력지수 등급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등급 간에 영어 구사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일 뿐임을 밝힙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영어 능력을 비교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목적에 따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인용문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 에서 C1 등급 내에 
위치하였습니다.

고급 영어 사용자
C2

B2

A2

B1

A1

C1

중급 영어 사용자

초급 영어 사용자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부록 B 부록 C

 직장에서 발표하기

 TV 프로그램 이해하기

 신문 읽기

 영어권 국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직장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 

 직장 동료의 짧은 이메일 이해하기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이름, 나이, 국적 등)

 간단한 표지판 이해하기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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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EF EPI 2019이 EF EPI 2020이 전년 대비 증감

네덜란드 1 1 0

덴마크 4 2 +2

핀란드 7 3 +4

스웨덴 3 4 -2

노르웨이 2 5 -2

오스트리아 8 6 +2

포르투갈 12 7 +5

독일 10 8 +2

벨기에 13 9 +4

싱가포르 5 10 -5

룩셈부르크 9 11 -2

남아프리카 공화국 6 12 -6

크로아티아 14 13 +1

헝가리 15 14 +1

세르비아 17 15 +2

폴란드 11 16 -5

루마니아 16 17 -1

스위스 19 18 +1

체코 공화국 23 19 +4

불가리아 24 20 +4

그리스 22 21 +1

케냐 18 22 -4

슬로바키아 25 22 +3

리투아니아 21 24 -3

아르헨티나 27 25 +2

에스토니아 28 25 +3

필리핀 20 27 -7

프랑스 31 28 +3

라트비아 32 29 +3

이탈리아 36 30 +6

말레이시아 26 30 -4

한국 37 32 +5

홍콩, 중국 33 33 0

나이지리아 29 34 -5

스페인 35 34 +1

코스타리카 30 36 -6

칠레 42 37 +5

중국 40 38 +2

파라과이 45 39 +6

벨라루스 47 40 +7

쿠바 43 41 +2

러시아 48 41 +7

알바니아 50 43 +7

우크라이나 49 44 +5

마카오, 중국 41 45 -4

볼리비아 51 46 +5

조지아 56 47 +9

도미니카 공화국 44 48 -4

온두라스 57 49 +8

인도 34 50 -16

EF EPI 2019이 EF EPI 2020이 전년 대비 증감

아르메니아 — 51 New

우루과이 39 51 -12

브라질 59 53 +6

튀니지 65 54 +11

일본 53 55 -2

엘살바도르 60 56 +4

이란 69 56 +13

파나마 64 56 +8

페루 58 59 -1

네팔 66 60 +6

파키스탄 54 61 -7

에티오피아 63 62 +1

방글라데시 71 63 +8

과테말라 46 63 -17

베트남 52 65 -13

아랍 에미리트 70 66 +4

베네수엘라 73 67 +6

스리랑카 78 68 +10

터키 79 69 +10

쿠웨이트 84 70 +14

카타르 80 71 +9

요르단 75 72 +3

니카라과 62 73 -11

바레인 55 74 -19

인도네시아 61 74 -13

모로코 76 74 +2

콜롬비아 68 77 -9

몽골 88 78 +10

아프가니스탄 89 79 +10

앙골라 91 80 +11

알제리 90 81 +9

멕시코 67 82 -15

이집트 77 83 -6

캄보디아 94 84 +10

수단 87 85 +2

아제르바이잔 85 86 -1

시리아 82 87 -5

우즈베키스탄 95 88 +7

카메룬 83 89 -6

태국 74 89 -15

코트디부아르 96 91 +5

카자흐스탄 93 92 +1

에콰도르 81 93 -12

미얀마 86 93 -7

르완다 — 95 New

키르기스스탄 99 96 +3

사우디아라비아 98 97 +1

오만 92 98 -6

이라크 97 99 -2

타지키스탄 — 100 New

EF EPI 
국가 및 지역별 
순위

부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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