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의 전반적인 직원교육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주)두산 사업부문은 두산의 철학인 두산 Credo를 근간으로 구성원을 육성하

고 있으며 교육 체계상 리더십과 직무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육성 방향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철학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배양하는 리더십 과정은 역

할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

요한 시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제도화하

여 (주)두산 사업부문에서 공통 실시하고 각 사업부별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는 전담 HRD담당자가 육성 니즈를 파악하여 HRD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의 목표 및 성과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두산 사업부문에서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어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두산 사업부문 소속 직원들은 매월 모바일 전화어학 및 화상어학 수강이 

가능하며, 상/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사내통합어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재원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재원 배치 전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문화 교육, 1:1 오프라인 어학교육, 모바일 화상 및 마이크로러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Biz PT 특화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함으

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외국어 교육 수요는 어떠한가요?  

두산은 중국, 베트남, 일본 등 해외 각지에 고객 및 사업장이 있어 각국 언어에 

대한 학습 니즈가 높고 따라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업무 중 외국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계발 차원에

서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육성 니즈를 파악하여 HRD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의 목표 및 성과달성 지원”
㈜두산 사업부문 VCC HRD팀 주형윤 과장



업무 수행에 따른 보람과 향후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사내 어학 교육, 신입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보

람을 느끼는 포인트나 순간 등은 다양하지만 학습자분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 

만족해 하시고, 특히 현업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과 연계되며 업무 현장에서도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역량 향상 과정 개발

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에서 글로벌 역량은 핵심이자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교

육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어학 교육만 진행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교육은 어학은 물론 해당 국가

의 문화나 제도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들 역시 Biz mind를 

기반으로 통합적 사고를 통한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캐럿글로벌과 교육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2022년 부터 사내 어학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캐럿글로벌과 함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간 제 경험을 토대로 캐럿글로벌의 기업 및 학습자 중

심 마인드, 퀄리티 높은 콘텐츠 및 훌륭한 강사진 등이 캐럿글로벌과 교육을 

시작하고 지금껏 관계를 유지해 온 계기이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캐럿글로벌 운영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지향하는 

부분이 교육담당자로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캐럿글로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캐럿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 

편의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기에 언제나 교육 담당자 및 학습자로부터 높은 만

족도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대내외 환경 및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기업에 제안해 주시기에 교육 담당자로서 캐럿글로벌의 교육 프로그램은 

늘 기대가 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캐럿글로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향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외국어 뿐만 아니라 국가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통합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

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별 학습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영상 등을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고(最古) 기업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두산 사업부

문은 지주사인 ㈜두산 산하에서 전자소재, 수소 연료전지, 수소 드론, 협동로봇, 물류 자동

화 및 유통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두산의 경영전략 ]  [ 두산의 핵심가치 ]

 [ 두산의 인재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