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M사의 주재원 대상자들이 미국 파견을 가기 전에 비즈니스 회
화, PT, Email Writing 등 업무 상에 필요한 직무 어학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학습자, 강사, 매니저가 합숙하며 일 평균 9시간동안 진행되는
단기 집중과정으로 짧지만 핵심적인 비즈니스 표현과 실질적으
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M사
주재원 집합교육과정
단기간에 핵심적인
비즈니스 회화, PT 역량, Writing 역량까지
높일 수 있는 Intensive 과정

요?
학습자들이 모두 합숙을 하며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커리큘
럼 기획에 식사시간 등 생활적인 전반을 고려해야 하였습니다. 더
불어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 쉽게 피곤할 수 있는 점심
시간 후에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등 전반적으
로 에너지 있는 수업을 위해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M사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 내에 공정을 보유
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수많은 공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모두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려
1시간씩 복습을 하며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Renee(정인희) 주임컨설턴트
컨텐츠를 보고 관련내용에 대해 PT 발표하는 모습

학습자들이 롤플레잉을 하는 모습,
강사의 큐에 맞추어 일어나 롤플레이를 하고 강의실과 복도 모두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학습자분들 중 한분께서 직접 주신 과자들, 다들 고생하신다며
달달한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덕분에 당충전을 하며 오후에도 다함께 파이팅 하였습니다.

주재원 집학교육과정 인텐시브 커리큘럼

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많은 주재원이 다양한 국가로 파견을 나

는 것이 아닌, 자리에서 일어나 롤플레잉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일반 회화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나누는 토론 형태로 진행되어 배우는 재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

비즈니스 회화를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또한 상황에

습니다.

맞지 않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학습자와 담당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자로서 파견을 가기 때문에, 의사소

니다. 더불어, 저희가 교육 기획을 할 때 생각하는 깊은 고민들을

통과 언어 표현능력, 이해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며 이를 통

알아봐 주시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실 때, 컨설턴트로서

해 글로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습니다.

매우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교육의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습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일평균 9시

캐럿글로벌의 교육이 학습자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간의 학습을 하기에 집중력이 쉽게 하락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학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과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캐럿글로벌 컨설

또한 영상을 보고 해당 영상에 대한 PT를 준비하는 등의 유익하

턴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지만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학습자들이 앉아서 강사의 강의를 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