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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Ha 강사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티칭을 하게 됐고, 텍사스, 애리조나에서 살았다가,
뉴욕주립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
니다. 한국에 와서는 티칭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전공
은 경제학, 정치학이었는데, 기업 강의 때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티칭을 했
으니 8년여 정도 됐고요, 티칭을 시작한 것은 고등
학교 졸업하고 나서 부터이니 꽤 오랜 시간 이어오
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교육 흐름은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는 것 같습니다. 암기 위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암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면 인풋아웃풋을 계속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
한 것 같아 암기를 한 것에 대한 아웃풋 모멘트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
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성인교육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학습자분들은 공
부도 잘 하셨고 문법도 단어 지식도 높으십니다. 일
단 발화량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말만 하다 끝나는 경
우가 있어서, 구조와 틀을 만들어주고 이를 체화시키
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이 위
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영작을 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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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은 사고와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 라고만 바라 보지 말기를 학습자 분들
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캐럿 출강을 제안해준 절친 구윤미 매니저와 함께

24

는 것입니다. 틀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서 발화로 이

중시하라고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네이티브가 되는

는 점이 비대면 수업의 강점이겠죠. 비대면 수업에

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어민 처럼 되

것은 어려우니 일단 보류시키고, 최소한 내가 할수

서는 타이핑을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 즉각적인 커

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어민에 근접하는 달변가

있는 말을 중시하자고 강조합니다. 컬쳐도 잘 모르

렉션이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양쪽이 호응도 면에

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는 상태에서 슬랭은 무리입니다. 슬랭에 너무 목매

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 훨씬 재미있

달지 말고 일단은 표준어를 사용하자는 주의입니

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 두 수업 방식을 잘 조합해

강사를 꿈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다.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분

서 상호 보완하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야의 최신 리포트를 구해 와서 수업에 활용하면 학

여러 가지의 길을 시도해 봤습니다. 티칭은 지속적

습자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으로 이어왔었고요. 어느 때인가 존경하는 교수님
을 문득 뵈어야 겠다는 생각에 교수님이 계신 하와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캐럿글로벌에 합류한지는 7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갔다오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좋

계시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

캐럿글로벌은 매니저님들의 매니지먼트가 탁월한

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

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편입니다. 강사와의 관계도 수월하고 의사소통도

니다. 그것은 바로 ‘티칭’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

원활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

면 수업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내면서 강사 뿐만 아

고 있습니다. 강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니라 학습자 분들도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수 있다

다는 점이 캐럿글로벌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은 사고와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진다
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 라고만 바라 보
지 말기를 학습자 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학습자 분들이 의사
표현을 더 잘 할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입니다. 다
른 직업에 비해서 다양한 영역을 접하게 되고 그를
통해 제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에 비타민이 있다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무엇
인가요?
재미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 성격이라 어느 하나
에 빠져서 몰입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
다. 일종의 ‘재미헌터’라고 할까요. 최근에 시작해서
깊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텐딩’
입니다. ‘사운드 온 잠실’이라는 곳에서 알바로 수업
삼아 바텐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의 가

친언니 결혼식때 축가 부르는 순간

장 큰 비타민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
하는 것이 있다면?
재미있는 것들을 자주 생각해보시라고 주문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다 하기 싫어지니까요. 재미있는 것
을 끌어내어 발화량을 늘리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어를

사운드 온 잠실에서의 바텐딩

홀로 떠난 하와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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