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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에 따라 1:1 맞춤 

교육이 가능

다양한 레벨이 구성된 1 Class의 문제를 1:1 맞춤형으로 최적화 진행

개인별 추구하는 학습 내용과 현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개인별 진행

레벨에 따라 맞춤형 교육 설계가 유용한 랭귀지랩 프로그램

대면과 비대면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맞춤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Needs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면 진행 방식 뿐만 아니라 비대면(언택트)으로도 진행 가능

대면↔비대면 스위치 진행 시 강사진을 그대로 배치

전문 교육 매니저도 대면-비대면 동일하게 관리 진행 (변경 사항 없음)

대면 및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

8명 대상 레벨테스트

(1 클래스 기준)

08:00~08:30 / 1:1 맞춤수업

08:30~09:00 / 1:1 맞춤수업

09:00~09:30 / 1:1 맞춤수업

09:30~10:00 / 1:1 맞춤수업

10:00~10:30 / 1:1 맞춤수업

10:30~11:00 / 1:1 맞춤수업

11:00~11:30 / 1:1 맞춤수업

11:30~12:00 / 1:1 맞춤수업
크게 2개의

레벨 그룹으로 나뉨

30분 단위의 

1:1 맞춤수업으로

학습자의 레벨과 

학습 내용을 맞춤형으로 

진행 가능 

1:2로 30분 단위의 

클래스 진행가능 

(1시간에 4명 수업)

레벨 
테스트

(SPAC^)

동일한 

강사의 배치

동일한 교육 

전문 매니저오프라인 클래스
(대면/집합)

비대면 클래스
(UNTACT)

상위레벨

하위레벨

01

02

03

화상교육 맞춤 교수법

(PRADA 원칙)

오프라인 강사진을

비대면에서 만나다

업계 최고의 

교육 운영력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를 없애다

Language Lab 
Program
랭귀지랩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랭귀지랩 과정은 신개념의 소그룹 맞춤 과정으로, 

어떤 레벨, 어떤 학습 주제이든지 100% 맞춤 교육을 실행합니다.

Task와 Feedback 중심으로 진행되는

30분 수업의 기적!

대면 비대면

온라인 화상수업을 넘어 온-오프라인 연계 된,

오프라인의 특징을 비대면으로, 회화 보다는 

비즈니스 직무를 기반으로, 공간의 장애를 넘어 

UNTACT PROGRAM이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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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다음 세션을 위한 Task, 

Action Plan 제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학습자와의 친밀감 형성

지난 세션에 대한 리뷰 

(Task Review & 

Action Speech 진행)

이번 세션에 대한 수업 목표 

확인 (Today’s Learning Objectives & 

Goals)

이번 세션에 대한 학습 

(Main Book & Topics)

캐럿글로벌은 화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클래스를 체계적인 진행 프로세스와 발화 중심의 

학습지 참여형 수업 방식을 PRADA의 원칙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Principle of PRADA

PRADA

Action Closing Positive Stroke

Revisit 

Agenda
Discussion & 
Development

체계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캐럿글로벌의 <가속 학습법 PRADA>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 교육 전문 약 3,800여명의 강사진 Pool을 보유, 교육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훈련된 강사진을 양성-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독일어

프랑스어

35명

48명

76명

103명

33명

32명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교포)

영어(원어민)512명

1,632명

722명

334명

241명

31명

국내 최대의 훈련된

약 2,000여명의
영어 강사진 보유

CARROT의 약 3,800명의 

기업 교육 강사진

개인별 니즈를 분석,반영하여 최적의 맞춤 교육으로 구성

국내 최대 기업교육 전문 강사진 보유 (대면+비대면)

개인의 니즈와 레벨에 맞는

Writing, PT, 협상, Meeting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해외 현채인 및 해외 협업자 

대상으로 E-Mail 작성 및 교정

업무 유관 커뮤니케이션 

학습 및 교정

화석화된 개인별 취약점* 및 

교정 포인트를 

집중 클리닉 진행

(*발음/어법/억양/톤/문장구성 능력 등)

OPIc, T/S, TSC 등 회사 내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개인별 맞춤 수업 진행

비즈니스 회화 & 

Skills
현업 적용 솔루션

Co-Active 

클리닉
Test 자격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