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 회화인텐시브 과정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S기업의 반도체 부분을 대상으로 회화 실력 향

상을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2주, 10일 동안 하루 8시간 인텐시

브 하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일정 언어 실력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

이 입과가 가능한 선발형 과정입니다.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로 나

뉘어져 있으며, 영어는 초급과 초중급, 중고급반, 그리고 중국어

는 초중급과 중고급반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회화, 비즈회화, 이

문화, 문법, 시사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됩

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요?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은 맞춤형 주제 선정, 

학습자분들의 분반과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선 

최대한 학습자분들께 적합한 교재와 주제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자의 입장에서 커리큘럼을 준비하였고, 이후에는 이전 차수의 피

드백과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 및 교재를 수정 보완하였

습니다. 

더불어 레벨에 따라 반이 나누어지며 제대로 분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습자분이 수업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

존 OPIc 점수와 사전레벨테스트 SPAC^, 부서와 팀, 그리고 성별

에 따라 최대한 다양하고 레벨에 맞는 반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

습니다. 분반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좀 더 맞춤형 과정이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Hailey K(김묘진) 주임컨설턴트 과정 종료 이후 학습자분들께 전달하는 개별 레포트

일반회화, 비즈회화 등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2주 Intensive Course



또한 한번에 여러 반이 개설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

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1차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과

정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께 레슨플랜을 전달받은 이후 1:1로 

2차 미팅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생님과 매니저 단

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기업 교육의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기업 교육은 일반회화와 비즈회화, 이문화, 그리고 시사토론

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과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언어 회화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 8명이 한 반으로 구성되며 1:1 피드백

시간 또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맞춤화된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차수가 지날 때마다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좀 

더 나은 과정으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현

재까지 4차수를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며 1차수 때부터 학습자분

들의 피드백, 선생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구성

이 좋다거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컨설턴트로

서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담당자로서의 보람과 포부를 말해주세요~ 

지난 3월 1차수부터 9월 4차수까지 과정을 운영하며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주어진 

문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차수가 남았는데 4차수 마무리도 잘 

하고, 다음 차수에는 4차수에 나온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좀 더 수

정 보완하여 좀 더 나은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

으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학습자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

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민하는 컨설턴트가 될 것입니다. 

영어 중고급반 제이미신 강사님 일반회화 수업 시간

제준성 강사님의 영어 문법 수업 중

중국어 진이빙 강사님 마지막 수업날 단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