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합니다.

중국 헤이룽강성(黑龙江)에서 태어나, 3살 때 수

도 베이징(北京）로 이사가 대학 졸업할 때 23살

까지 베이징에서 생활했습니다. 2007년에 한국

에 입국해서 2년 동안 수원 아주대학교 한국어학

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2011년부터 삼

성전기 외국어 생활관에서 TSC 관련 집중 과정 

전문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삼성 반도체 평

택 사업장 글로벌 라운지에서 중국어 수업을 진

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어는 영어보다 생소한 언어이다 보니, 다소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내 어학 같

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에 성과를 취득해야 합

니다. 교육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평가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학습 기간은 짧은

데 학습 질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어 어학등급을 취득했을 때 성취감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중국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글로벌교육사업본부

이미영 강사

“중국어를 오랫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인내심을 학습자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에 높은 어학 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교

육은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알맞은 교육 자료

를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

육생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

는 것도 강조합니다. 중국어는 어려운 언어라기 

보다는 재미있고 학습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라고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500

개의 중국어 단어를 잘 활용하면 중국인과 의사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하루에 30개 단어만 익혀도 3개월 안에서 중국어

를 정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사를 꿈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웠을 때, 인생수업 처럼 느껴

졌습니다. 어학을 학습할 때 매일매일 새롭고 흥

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중국어를 많

는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교육생들이 중국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것, 

중국어를 오랫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꾸준히 

학습하는 인내심을 심어주는 것, 어학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 문화와의 

차이점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것 등이 저의 미션

입니다. 

생활에 비타민이 있다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무

엇인가요? 

가끔 사내 어학 교육 나갔을 때 교육생이 감사하

다며 건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때 힘이 납

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커피 한잔 어떤 때는 고소

한 과자 한 봉지 또 어떤 때는 달달한 젤리 사탕, 

그리고 진심이 담은 손편지 한통을 받으면 행복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원받았

을 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강사가 되고자 마

음을 다지게 됩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

하는 것이 있다면?

중국어의 특징인 4가지의 성조가 있다 보니 아무

래도 교육 시에는 성조의 정확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또한 중국어에는 ‘권설음’이라

는 발음이 있어 한국어 중 없는 발음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진행이 늘어났습

니다.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학공부 이다 보니 입모

양을 유심하게 잘 관찰하면서 해야 하는데, 가끔 

사내 보안 때문에 수강생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

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학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니터링을 잘하려고 

했고, 과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드리고,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대면 수업

을 진행하고 요건이 안 된 상황이면 카메라를 키

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만났던 캐럿글로벌의 매니저님들은 다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배려도 

많이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매니저님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도 잘 만들어져서, 사내 어학 교육 갔

을 때는 유악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출산과 육아 기간까지 잘 기다려줘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캐럿글로벌 정말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