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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비즈니스 상황에 중점을 두는 토익(TOEIC)이나, 학술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플

(TOEFL)과는 다르게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해양 분야에 특화되어 해양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STCW95는 다른 선박 및 해안국, 다양한 국적의 해양플랜트 근무자 및 선원과 의사 소통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영어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해상에서 검사, 비상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근무자 간의 일상의 소통을 

위해서도 영어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각종 해양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에, Offshore•선박 회사는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다수의 Offshore•선박 회사는 채용 과정의 일부분으로 영어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onoco Phillips, Clough-AMEC, Caltech를 비롯한 글로벌 Oil Major사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에 있는 

해외 채용 에이전트사에서는 Marlins Test를 통한 직원 자격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단(Offshore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은 국제 인증 

과정을 비롯한 여러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국내 인력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Marlins의 인증 심사를 통해 Test 진행 기관으로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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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Marlins의 테스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어 

독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Offshore Workers/Seafarers)은 Offshore Oil & Gas 

산업의 직무 관련 전문 지식을 평가하기보다, 안전 상황에서의 영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Offshore Oil & Gas 산업과 관련한 시추 및 생산 설비에 

대한 육•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Onshore 및 Offshore 또는 직급(직책, 직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Offshore Workers – for offshore workers of all positions

 ◉ ISF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Seafarers – for seafarers of all levels, departments and specialisations

 ◉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Cruise Ship Staff – for marine hotel personnel working on cruise vessels

Marlins에 대하여

1994년에 설립된 Marlins는 전 세계 해양플랜트 근무자 및 선원들에게 해양 영어 테스트를 제공하는 선도 업체로, 

전반적인 해양 산업에 대한 교육과 평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온라인 테스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Test 결과와 인증을 

즉시 제공하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는 채용, 승진, 재직자 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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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상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직종, 직급(직책, 직위)의 구분 없이, 

모든 Offshore 육•해상 근로자와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 Construction, Shift, Scaffolding, Rigging, Welding, Piping, Insulation, Painting, E&I, Electrical, 

      Instrument, Mechanical 관련 Supervisor

     (Project Manager, Offshore Superintendent, HSE Officer, Welfare)

 ◉ Rigger, Scaffolder, Fitter/Welder, Electrical, Insvtrument, Machinery Erection, Steel Structure 관련 

     Foremen

 ◉ Mechanical, Electrical, Instrument 관련 Technician

     (Project Coordinator, Logistics Coordinator, HR/ADMIN Executive, Firewatcher, Material Controller,     

     Materials man, Rigger, Rig Mechanic, Crane Operator, Marine Deck Ratings)

 ◉ Welder/Marker, Pipe, Instrument, Mechanical, Structural 관련 Fitter

    (Welder, Boiler Maker, Scaffolder, Millwright, Insulator, Painter/Blaster, Electr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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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Offshore Workers

ISF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Seafarers

TEST 소개

문제 구성

TEST 소개

문제 구성

Offshore Worker를 위한 Marlins Test는 Offshore Oil & Gas 분야 

육•해상 근로자의 영어 이해 능력을 평가합니다.

총 80문제

◈ 권장하는 최대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 28문제

•문법(Grammar) 28문제

•어휘(Vocabulary) 17문제

•시간과 숫자(Time and Numbers) 6문제

•독해(Reading) 1문제

Seafarer를 위한 Marlins Test는 영어를 사용한 의사 소통 능력을 

입증하는 평가 도구로, 국제해운연맹(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이 승인합니다.

총 85문제

◈ 권장하는 최대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 25문제

•문법(Grammar) 30문제

•어휘(Vocabulary) 15문제

•발음(Different sounds and pronunciation) 9문제

•시간과 숫자(Time and Numbers) 5문제

•독해(Reading) 1문제

◉ Marlins 테스트 플랫폼(www.marlinstests.com)에서 샘플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질문과 답변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문제의 지시 사항은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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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Test 결과) 예시

◉ Marlins 영어 시험(Marlins English Language Test)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시험이 아닙니다.

◉ 회사 또는 기관별, 직급 또는 직책별 요구되는 점수는 상이하나, Marlins에서 권장하는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arlins Required 
Minimum Score

70~80%

60~70%

50~60%

<FOREMEN, COORDINATOR, TECHNICIAN>    

    Project Coordinator    

    Logistics Coordinator    

    HR / ADMIN Executive    

    Firewatcher    

    Material Controller    

    Rig Mechanic

Job Title

Welder    

Scaffolder    

Insulator    

Painter / Blaster

<MANAGERIAL AND SUPERVISORY>                    

    Project Manager     

    Offshore Superintendent     

    HSE Officer     

    Welfare

Marlins Required 
Minimum Score

90%

90%

80%

Capacity

Master

Chief Officer

Officer of the Watch

80% Chief Engineer

80% Second Engineer

70% Engineer Officer of the Watch

[참고] 직급별 권장 점수(해양플랜트 근로자) [참고] 직급별 권장 점수(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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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진행 절차

TEST  문의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

문의

한국해양대학교 오시는 길

구분

◉ 한국해양대학교

조일형 팀장_ E-Mail : choilhyung@kmou.ac.kr / Tel. +82-51-410-5258

김다솜 연구원_ E-Mail : dasom@kmou.ac.kr / Tel. +82-51-410-4737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Offshore Workers

ISF Marlins English Language Test for Seafarers

95,000원

45,000원

응시료

영도대교 : 190번 버스 승차 후 한국해양대학교 정류장 하차

부산역 : 88, 101번 승차 후 해양대 입구 정류장 하차

김해국제공항 : 경전철 공항역     중앙동 하차     88, 101번 버스 승차 후 해양대 입구 정류장 하차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49112

홈페이지 신청 (www.otti.or.kr)

신청

Certificate 우편(등기) 발송

Certificate(Test 결과) 수령

담당자 개별 안내 이후,  응시료 납입

응시료 납입

시험장 입실 ▷ 오리엔테이션(주의 사항 안내) ▷
본인 확인 ▷ Test 진행(Online Computer Based Test) 

 ◉ 시험 시 여권 혹은, 선원수첩 필수 지참 (여권•선원수첩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결과는 Test 종료 후 바로 확인 가능하며, Certificate(Test 결과) 우편(등기) 발송은 2~5일 가량 소요됩니다.

 ◉ Certificate(Test 결과)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업체•기관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진행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727 Taejong-ro, 
Yeongdo-Gu, Busan, 49112, Korea 

Tel. +82-51-410-4737    Fax. +82-51-405-5247  

www.ot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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