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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성어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준성어학원 원장 위준성입니다.
벌써 2022년 5월이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학원을 개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후 2년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도약을 바라보던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모두에게 그러했듯이 저와 학원에도 쉽지
않은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2년, 진심으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맘을 먹고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품고 노력하고 애쓰며 많은 것을 이루고 성장하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Get a fresh start –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Your action today will make a life-changing difference tomorrow.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Bryan We’s Diary (162) - What’s your wish for 2022?
I meant to write the very first diary of 2022 a bit earlier but time seems to be going by even faster this year. A fews days just
passed by so quickly.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a year consists of 365 days, not more than a thousand days. Every day is
such a precious day, isn’t it? and yet, it’s never too late to make a wish for 2022. What is your wish for 2022?
My wish for 2022 is good health. Good health includes financial status as well as physical health. Quite frankly, I want
to make money. As many of you know, my business has been in the red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primarily due to
Covid-19. As this WJS school has entered its fifth year since its founding, this year will be a very critical year now that the
rental agreement I signed with a landlord will expire at the end of this year.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I will be at a
crossroads. I sincerely hope I can turn my business around for the benefit of all the people concerned.
As for my physical health, I experienced something frustrating on the first two days of this year. The moment I woke up on
the morning of Jan 1, I felt something strange in my head. Roughly a year ago, I suffered from a migraine type headache
that tortured me for three weeks. I felt similar symptoms for two days, which literally panicked me. I’m not kidding. I
was really scared of the possible resurgence of terrible feelings haunting me. The pain is gone now. Yet, I’m wary of the
problem.
This occasion is a good reminder that nothing is as paramount as health itself. As they say,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Aside from being physically healthy, I want to stay mentally healthy as well. It’s not that I have mental problems or
anything, but I just want to stay stable and at peace day in and day out though challenging it may seem.
Let me ask you this again. What’s your wish for 2022? For some reason, I’m not a big fan of making new year’s resolutions.
I don’t want to set up plans I can’t keep. I’m not asking you to come up with something huge or beyond your capacity. I’m
simply asking you to think to yourself about what you’d like to put into practice or do this year. Fostering a good habit will
suffice.
I wish you all the best but none of the worst.

Make English a part of your daily life and see what happens.
영어를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2015년 출간한 저의 저서 ‘영어는 지하철 2호선’을 드릴 때 책 안에 쓰는 문구입니다.

외국어를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여러분 삶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분명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여러분의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은 잡으시면 됩니다. 위준성어학원이 그 기회를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실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위준성어학원에서 즐겁고 재밌게 외국어를 맘껏 배우세요.

저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준성 원장 약력

경력

학력

위준성 잉글리쉬 라이프 컨설팅(WELC) 대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국제협력 전공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
EBS 라디오 중학영어듣기 진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무역 전공

Arirang TV e-Sports 진행

저서

YBM 어학원 신촌센터 토익 & 오픽 강의

다채로운 지식의 식탁 (2017년 6월, 지식과 감성)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톰슨에듀 한국무역협회 영어시험 대비반 강의

영어는 지하철 2호선이다 (2015년 1월, 수수밭)

관광통역안내사 영어면접 대비반 강의

어학 및 자격증

잉글리쉬유어즈 지텔프 강의

지텔프 '최고점수 296점(평균99점)획득'

시원스쿨 한판토익 강의

머니투데이 청년취업 아카데미 멘토
아시아경제 Global Biz 과정 강사

토익990점 만점 7 2회 이상, 오픽, 토익스피킹 최고 등급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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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왕기초

초중급
류현진
영드 셜록으로 배우는
영국식 영어
-월 8회
화 목 저녁 7:30-9:00

기수진
기본문법부터
탄탄하게 1:1수업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Steve Lee
Power Speaking!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Jennifer Sung
제니퍼쌤의 스피킹 왕기초반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초급

장소라
스파르타 초중급 탈출반
-월 4회
토요일 오전 10:00-12:00

미드시청 + 스피킹 + 리스닝
월요일 저녁 10-11

English Speaking Club
프리토킹 세션
화요일 저녁 9-10/10-11

권유진
초중급자를 위한 탄탄 영어
Speaking (초중급)
-월 8회
월, 목 오후 1-2:10

Jane Kim
교포와 함께하는 디스커션
영어회화
-월 4회
수요일 저녁 7:30-9:30

Jean Park
빌드업 스피킹

-월 4회
1:1 (주 30분)
1:2 (주 1시간)
1:3 (주 1시간)

English Writing Club
다양한 영어 글쓰기
수요일 저녁 10-11

English Reading Club
영어책읽기
금요일 저녁 10-11

YooJean Kang
미국 보스톤에 사는
유진과 영어회화하자!
페이스톡 잉글리쉬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월 4회
1:1 (주 30분)
1:2 (주 1시간)
1:3 (주 1시간)

-월 4회
1:1 (주 30분)
1:2 (주 1시간)
1:3 (주 1시간)
1:4 (주 1시간20분

British English Club
영드보며 영국영어 배우기
수요일 저녁 9-10

English News Club
CNN 뉴스시청 및 기사 읽기
목요일 저녁 9:40-10:40

-월 8회
화, 목 11:30-1

빌드업 스피킹

위준성(Bryan We)
빌드업 스피킹

English Conversation Club

빌드업 스피킹

Jean Park

교포
교포에게 배우는 중급
영어회화 & 비즈니스
-월 4회
월, 화, 수, 목, 금
저녁 7:30-9:00

Club

Ji Ji
지지쌤의 원어민 표현
실생활에 응용하기!
-월 4회
월, 수, 금 중 택 1
오후 12-2

Jennifer Sung

Nessa
Daily English Magic
-월 4회
토 오후 1-3

중급

1:1/1:2
JKim
Jkim쌤의 토론잡는 영어회화

-월 8회
화, 목 오후 1:30-3:00
토요일 오전 11:00-12:30
오후 1:30-3:00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상담신청

English Movie Club
영화보며 영어 배우기
토요일 저녁 9-10

webama

청취&스피킹
박세정

영어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
고급 영어

장경미
With ME (Movie English)

김지영
YouTube & TED with Megan
멘토링 영어

박세원
통역사와 진행하는
올인원 미드영어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외항사 승무원 영어
Julie Jeon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Irene Kim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Tiffany Choi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장민아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오픈데이 특별반
(1:1 & 1:2)
-월 4회
주중 및 주말 1회 2시간
시간 협의 후 확정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김나현
싱가포르항공
집중관리 코스
(정원4명)

Jean Park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Amy Lee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Chloe Son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Kay Yoon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Anne Oh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1:1 & 1:2)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1:1 & 1:2)

Jinny Kim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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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외항사 8주 Course
주중 및 주말 1회 2시간
시간 협의 후 확정
카타르집중 4주 Course
-월 4회

위준성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1:3~1:4)

CV Drop 스몰토크 & 파이널

인터뷰 실전 연습반
(1:1 & 1:2)
스피킹 빌드업(1:2&1:3)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확정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스몰토크 & 디스커션
Ji Ji
Jane Kim
Amy Yim
위준성
Victoria Lee
Marta
Judy Choi
권유진
Nate Kent

위준성
Chloe Son
Jean Park
Amy Lee
Julie Jeon
Jinny Kim
Irene Kim
Kay Yoon
Tiffany Choi
장민아
Anne Oh
김나현

빌드업 온 더 폰 / Zoom
페이스톡 과외 (1:1)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시간 및 선생님 확정

-교포, 원어민, 한국인

토익
입문 600/650+
곽원주
나만을 위한 토익!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위준성토익 600/650+
-월 8회
월,수 저녁 7:30-9:10

초중급 700/750+
곽원주
나만을 위한 토익!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OPIc
외항사쌤에게 배우는 오픽
-월 4회
월요일 저녁 6:30-8:30

최고운
LUCKY 오픽 IM2-IH 목표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webama

위준성
위준성토익 900점 이상+ 오픽 IH 이상 대비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Jennifer Sung
Small Group
집중 토스 1달 완성
(레벨 6-7 목표)

TOEFL
YooJean Kwon
유진쌤의 토플 길라잡이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위준성 원장 직강
OPIc IM2목표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관광통역안내사
위준성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대비반

위준성
빌드업 토스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영어/한국어 면접 대비반

영어면접

통번역
김태영
시사영어 & 기초통역
-온, 오프라인 동시진행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박세원
통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클래스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프레젠테이션
Elena Lee
전문가처럼 말하는
똑똑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스피치
1:1&1:2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김기현
지텔프, 토플, 텝스, 토스
최고운
LUCKY 토익 스피킹 초중급 오픽 1:1 & 1:2 주말반
(Level 6 목표반)
-소수정예반

빌드업 OPIc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
취업 대비 영어 면접 준비반
(실전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위준성토익 850/900
실전문제풀이반
-금격주 월 10회
화목금 오전 11:10-12:50

상담신청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영어회화 & 영어면접도 동시에! 영어점수 & 영어회화 동시에!

1:1/1:2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TOEIC SPEAKING

Elena Lee
Elena쌤의 알짜배기 OPIc
및 영어 면접(IM-IH 목표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위준성 원장 직강
OPIc & IH-AL 목표반

위준성
위준성토익 700/800
중급반
-금격주 월 10회
월수금 오후 2:10-3:50

실전 850/900+

위준성
위준성토익 700/750+
-월 8회
월,수 저녁 7:30-9:10

위준성
위준성토익 750점 이상+ 오픽 IM2 이상 대비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Irene Kim

중급 700/800

지텔프
위준성
빌드업 지텔프 독해반
-월 4회
1:1 (주 1시간)
1:2 (주 1시간)
1:3 (주 1시간)
1:4 (주 1시간 20분)

영어 아나운서 김기현의
4회로 끝내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소수정예)

위준성 원장과

-월 4회

개별 상담 후 확정

1:1&1:2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최고운 듀오링고
듀오링고 대비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텝스
박현성
박현성의 점프텝스
400/430 목표 (중급반)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비즈니스 컨설팅
Jae Hong Kil
Wall Street 금융 전
문가와 함께하는 New
Yorker 영어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조주연
조주연의 나도 통번역
할 수 있다 (통번역 입문)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5

위준성 원장

토익의 神 - 수천명의 학생들이 인정한 바로 그 토익
이제 위준성어학원 에서 확인하세요.

토익만점 72회 이상의 위준성 원장 직강

방대한 학습자료 제공 (영상, 음성, 강의파일 제공) + 기출문제는 기본제공
어려워진 part 7 집중공략!
RC로 단어 및 구문 자신감 UP, LC로 한번 더 꾹! 실력 다지기
교차수업 가능 / 결석시 수업 전체 강의 파일 제공
무한 스터디 + 될때까지 스터디

곽원주 강사

나만을 위한 토익!

토익에 대한 두려움 해소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강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영문 기사를 통해 토익 이론 적용 및 활용!
정체된 점수 상승시키는 비법 전수!

피드백이 필요한 수강생을 위한 맞춤 강의

토익 1:1 Class

강의대상

- 토익 입문자 또는 400-500점대 토익 초보들을 위한 1:1 집중관리 Class!
- 토익 750-800점 돌파 목표 학생들을 위한 집중관리 Class
일주일 2번 1시간 30분 수업
한달 8회 360,000원 (교재비 포함)
학생들의 수준과 스케쥴에 맞춰 선생님 매칭 후 수업
시작.
(주중 주말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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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준성어학원 특강 >
초급 600/650+

초중급 700/750+

중급 700/800

실전 850/900+

입문

초중급

중급

실전

2개월

11:00-12:00
12:00-1:00

곽원주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2개월

토익전문강사
화목금(월 8회)
11:00 - 12:40

2개월

1개월

위준성
화목금(월 10회)
11:10 - 12:5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7:00-8:00

8:00-9:00

기수진

토익전문강사
화목금(월 8회)
2:00 - 3:40

곽원주

토익전문강사
화목금(월 8회)
4:00 - 5:40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토익전문강사
월수(월 8회)
7:30 - 9:10
위준성 원장의 즐거운 토익

주말반

토익이 처음!
토익을 신나게 배우고 싶으신분을 위한
완벽한 강의!
-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

위준성
월수금(월 10회)
2:10 - 3:50

토익 1:1 Class

- 토익 입문자 또는 400-500점대 토익 초보들을 위한
1:1 집중관리 Class!

- 토익 750-800점 돌파 목표 학생들을 위한
집중관리 Class

소수정예반 모집 중

- 토익 750점 이상 + 오픽 IM2 이상 대비반
- 토익 900점 이상 + 오픽 IH 이상 대비반

1:2~1:4 로 평일 및 주말에 진행합니다.
-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7

600/650+

700/750+

입문

초급 / 초중급

2개월

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00

토익전문강사
월수금(월 8회)
11:10 - 12:50

2개월

곽원주쌤의 나만을 위한 토익

<입문>

<초중급>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곽원주

곽원주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토익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수진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ETS 토익 단기공략 600+ + 해커스 신토익 보카
+스터디 40분
나만을 위한 토익 - 곽원주

곽원주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곽원주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ETS 토익 단기공략 600+ + 부교재

+매수업 스터디 40분
·ETS 토익 단기공략 750+
나만을 위한 토익 - 곽원주
곽원주

7:00-8:00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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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매수업 스터디 40분
· ETS 토익 단기공략 600+

6:00-7:00

수강료

곽원주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8회 180,000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기수진 강사

곽원주 강사

토익&지텔프 기초부터 탄탄하게 1:1수업

(나만을 위한 토익! 600/700/750+)

- TOEIC 입문, 기초 대표강사 LC / RC
문제풀이 전략 및 필수 문법 중심의
디테일한 수업 진행
- G-TELP Reading Part 전문 강사
영어 Structure 파악 및 해석 방법을 다양한
예시문과 함께 수업
- 초급 회화 강의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 세심한 수업
- 위준성어학원 토익 온라인 (Zoom) 강의 점
담
- 위준성어학원 1:1 및 소규모 인텐시브 코스

2020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프랑스어교육과, 문화콘텐츠학과 졸업
-중등 2급 교사 자격증
2017-2018
Sydney Greenwich College, Australia

-

2016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U.S.

위준성토익 700/800

위준성토익 850/900+

중급

실전

2개월

1개월

위준성
화목금(월 10회)
11:10 - 12:50

위준성 원장 직강 (중급·실전반)

토익 만점 71회 이상의 위준성 쌤 미친 강의력!
꼼수나 기술, 비법전수가 아닌 진짜 영어 공부!
20년간의 어마무시한 자료, 문제은행 대방출!
시간 가는줄 모르는 유쾌한 강의!
학생들 한명 한명 피드백 및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공부멘탈 관리♥

원장
직강

· 자체교재 RC+LC 지정교재 + 부교재
원장
직강

(아티클 패킷 + 파트5 문제 모음집 + 파트7 문제 모음집)
+개인 피드백 + 면담 + 스터디 기본 40분

위준성
월수금(월 10회)
2:10 - 3:50

· RC/LC 지정교재 + 부교재
(파트5 문제 모음집 + 파트7 문제 모음집 + FAX)
+개인 피드백 + 상담 + 스터디 기본 40분

1. 토익만점 위준성어학원 원장 직접 강의
2. 대한민국 유일의 아리랑 영어방송
출신 국내파 토익강사
3. 방대한 자료와 반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목표 달성

줌 라이브 강의로 집에서도 편하게 실시간 수강

실시간으로 못듣는 강의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녹화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가능

어정쩡한 단어 레벨과 문법! 어떻게 끊을 것인가! 위토익 스페셜에서 해결하세요!
10회 210,000 (교재 값 포함)

10회 210,000 (교재 값 포함)

토익 + 오픽 소수정예반

- 토익 750점 이상 + 오픽 IM2 이상 대비반
- 토익 900점 이상 + 오픽 IH 이상 대비반

1:2~1:4 로 평일 및 주말에 진행합니다.
-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

위준성 원장 (중급/실전)
-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위준성 잉글리쉬 라이프 컨설팅(WELC)대표

Arirang TV e-Sports 영어 MC ,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출연
EBS Radio 중학영어듣기 Level2 진행 ,WELC 외항사 디스커션&인터뷰반 진행
전) YBM 신촌 위박토익 & 위박오픽 강의 ,시원스쿨 한판토익 강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학생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Debate Culb 진행 / OPIc Advanced Low (최고등급)
영어는 지하철 2호선이다(2015년 1월)

-방대한 학습자료 제공 (영상, 음성, 강의파일 제공) + 기출문제는 기본제공
어려워진 part 7 집중공략!
RC로 단어 및 구문 자신감 UP, LC로 한번 더 꾹! 실력 다지기
교차수업 가능 / 결석시 수업 전체 강의 파일 제공
무한 스터디 + 될때까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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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성어학원 최!고! 자부심!

영/어/회/화

듣고 말하자
LISTENING & SPEAKING
수강생이 뽑은 강추 of 강추

위준성 강력 추천 회화 넷!
지지쌤의 원어민 표현 실생활에 응용하기

스 파르 타 장소라쌤의 초중급 탈출반!

- 외국인과 대화는 하고 싶지만 막상 대화할 때 말이
안떨어지시는 분
- 알고 있는 표현임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드신 분들
- 연음듣기 연습, 기본기까지 탄탄하게!

- EBS 프로듀서 101 에서 전국 2등!
- 귀에 쏙쏙 박히는 발음과 설명
- 유쾌한 강의! 수업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기분 UP!
영어실력 UP!

스파르타
초중급 탈출반

Ji Ji쌤의
원어민 표현 실생활에
응용하기 (ZOOM)
월, 수, 금 중 택 1 (월 4회)

토요일 (월 4회)

오후 12시 - 2시

오전 10시 - 12시

제니퍼쌤의 " 빌드업 Class "

교포에게 배우는 초중급 영어회화

- 남들 다~ 하는 영어 나도 쉽게 해보자!!
- 듣기+말하기+필수 기초회화 문법 무한반복!
연음 잡고 원어민식 발음으로 교정

Judy Choi, Amy Yim, Jane Kim, Victoria Lee
- Beginners (영어 울렁증 극복하기!)
- Beginners/Intermediate

제니퍼쌤의
빌드업 Class
화요일,목요일 (월 8회)
오전 11시30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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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 9시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수강관련 상담 및 문의, 신청은

webama 로 해주세요!

초중급 - 장소라
장소라쌤의 초중급 탈출반!
프로듀서 101 에서 전국구 강사들과 겨루어 2등!
-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전공 - University of Hawaii Student Exchange Program
- Cambridge 강사 양성 과정 이수 (CELTA)
- 오픽 AL 최고등급 - 토스 8급 200점 만점
- Produce EBSlang 최종 3인에 선출
- 대우건설, 후지 제록스 등 기업체 영어강의 경력 다수
- 숭실대학교, 한양대 오픽 및 토익스피킹 강의
- 평촌 민병철 영어회화 강의 - 안산 민병철 주말 집중 영어회화, 오픽, 토익스피킹 강의
- 수원 글로벌 어학원 토익스피킹 및 영어회화 강의
- 기업체 강사 채용 및 신입강사 교육 담당 경력 2년

초중급 - 권유진

초중급자를 위한 탄탄영어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
일상회화, 개인 취미생활, 사회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
- University of Georgia at Athens viola performance 학사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master of music 석사
(원장 직강)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잉글리쉬 라이프 만들기 프로젝트
subject teacher(music-including choir and after school violin class,
english/math/social studies etc)국내파 영어 고수가 알려주는 말하기 노하우
학생 및 성인 개인 지도 경력 7년
(영작문 티칭, 독해, 영어회화 및 토플)
-영국 Durham 5년 거주
-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

중급 - 위준성

- 위준성 잉글리쉬 라이프 컨설팅(WELC) 대표
- EBS 라디오 중학영어듣기 진행 - Arirang TV e-Sports 진행
-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 YBM 어학원 신촌센터 토익 & 오픽 강의 시원스쿨 한판토익 강의
- 잉글리쉬유어즈 지텔프 강의 - 머니투데이 청년취업 아카데미 멘토
- 아시아경제 Global Biz 과정 강사 - 토익990점 만점 72회 이상,
- 오픽, 토익스피킹 최고 등급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무역 전공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국제협력 전공
- 영어는 지하철 2호선이다 (2015년 1월, 수수밭)
- 다채로운 지식의 식탁 (2017년 6월, 지식과 감성)

초중급 - Steve Lee
재영쌤의 초중급 Power Speaking!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KGIC TORONTO - TOP STUDENT AWARD
-SEC TORONTO - BUSINESS PROTOCOL DIPLOMA
-KGIC TORONTO - POWER SPEAKING AND MODERN MEDIA CERTIFICATE
-Wall Street Institute 종로, 광화문 센터 근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교육박람회 밴쿠버 Burnaby 교육청 전담 통역

초·중·고급 - J.Kim
토론잡는 영어회화 / BIZ 중급회화
중·고급 회화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기업체출강] (현) CJ본사, CJ 제일제당, 롯데CM, GSSHOP, Transcosmos Korea 사내어학과정/ 임원수업
- (전) 삼성S1, CJ E&M, 롯데제과, Honeywell Korea Inc., 현대아울렛, STX, 한국카본
- (전) 시원스쿨 Grammar In Use-Basic Intermediate 온라인 동영상강의
- (전) YBM 어학원 신촌센터 '회화가 되는 영문법' 강사/ YBM "아침에 3분 회화" 학습칼럼연재
- M.A. in English (영어과 석사)/TESL certificate Bob Jones University, U.S.A
[공동저서] 영포자 오답노트 (2018, 그리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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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00

왕기초

초급
Jennifer Sung
스피킹 왕기초반

10:00-11:00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11:00-12:00
12:00-1:00
1:00-2:00
2:00-3:00

Nessa

왕기초 소수정예반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Jennifer Sung
제니퍼쌤의
스피킹 왕기초반

Daily English Magic
토(월 4회)
오후 1:00 - 3:00

Jean Park
빌드업 Class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류현진

영드 셜록으로 배우는
영국식 영어
화,목(월 8회)
오후 7:30 - 9:00

3:00-4:00

7:00-8:00

전문가처럼 말하는 똑똑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 스피치 - 1:1 & 1:2 개별상담 후 확정

8:00-9:00

9:00-10:00

주말반

수강료

Elena Lee 강사

現 (주)케이유에듀 유학반 미국 대학
교과목 영어 강의, TOEFL 강의
現 마포구청TV 영어 뉴스 앵커
現 TBS eFM 영어 보도국 기자 및 앵커
前 아리랑TV 뉴스센터 영어 방송 기자 출신
- 영어 스피킹, 영작 전문 개인 교습 경력 10년
- 직장인 영어 토론 및 면접 강의 통번역 경력 다수 서울대학교
- 국제대학원(GSIS) 국제협력 석사
- 서강대학교 법학 수석 졸업
- 미국 뉴저지 주 5년 거주
위준성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Jennifer Sung -200,000

초중급

중급

장소라
스파르타 초중급 탈출반!
토요일 (월 4회)
10:00 - 12:00
위준성
잉글리쉬 라이프 만들기

Steve Lee
재영쌤의 초중급
Power Speaking

목,금 (월 8회) 10:00-11:00
화,목 (월 8회) 저녁 8:00-9:00

위준성 원장과

권유진

개별상담 후 확정

초,중급자를 위한 탄탄영어
월,목(월 8회)
오후 1:00 - 2:10

YooJean Kang
페이스톡 잉글리쉬

Ji Ji

지지쌤의 원어민 표현
실생활에 응용하기
월, 수, 금(월 4회)
오후 12:00 - 2:00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JKim
JKim쌤의 토론잡는 영어
회화

교포

화, 목 1:30 - 3:00
토요일 오전 11:00 - 12:30

Jennifer Sung
빌드업 Class
화,목 (월 8회)
오전 11:30 - 1:00

교포에게 배우는
중급회화 (월 4회)
화,수,금 7:30 - 9:00

Jane Kim

교포와 함께하는 디스커션
영어회화(월 4회)
수요일 7:30 - 9:30

장소라 - 160,000
위준성 - 180,000
권유진 - 120,000
JKim -160,000
Ji Ji - 160,000

Jane Park
빌드업 Class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Steve Lee -160,000
교포- 120,000
Jane Kim-160,000
JKim - 150,000

Jennifer Sung 강사
"최단기간 바로영어" 스피킹 기초반
& 빌드업 Class
-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in NY
패션 머천다이징 졸업
- 미국 Christ Way Academy High School 졸업
- 미국 NY: DKNY International 근무
- 미국 LA: Guess, Poison IVY, KNJ Fashion Inc
등 패션회사 근무
[기업] LG mma, LG 패션, LPGA, 티웨이 항공,
Leaders Travel, 신세계, 효성건설, 다옴코칭,
Yangyoo, IT기업 등 기업체 출강
- 파고다 어학원 영어회화 강사
- 서울패션학교 미국 취업생 영어강사
- Leaders Travel 여행 가이드 및 동시 통역사
- 우리말외국어(주) 영어 강사 및 교재 집필
- 몬테소리 교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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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진 강사
토익&지텔프 기초부터 탄탄하게 1:1수업
- TOEIC 입문, 기초 대표강사 LC / RC
문제풀이 전략 및 필수 문법 중심의
디테일한 수업 진행
- G-TELP Reading Part 전문 강사
영어 Structure 파악 및 해석 방법을 다양한
예시문과 함께 수업
- 초급 회화 강의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 세심한 수업
- 위준성어학원 토익 온라인 (Zoom) 강의 점담
- 위준성어학원 1:1 및 소규모 인텐시브 코스

영어 말하기 스터디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스몰토크 & 디스커션 실전 연습반

Jane Kim, Amy Yim, Judy Choi, Nate Kent
Victoria Lee 강사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
Arirang TV e-Sports 영어 MC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출연

Bryan We 강사

●
●
●
●

Wall Street 금융 전문가와 함께하는 New Yorker 영어

길재홍 강사
실전 New Yorker영어를
단계별로 골라 듣자!

엘지 전자 r&d 사내, Cj 제일제당 사내
어학 강의
가톨릭대학교 오픽 강의

Ji Ji 강사

●

New Yorker 영어

스몰토크 + 디스커션 + 워드슈팅
유용한 표현 + 논리적 말하기
Listening과 Speaking 동시에 업그레이드
자신감 배양
수강료 1회 15,000원~ 20,000원

카톡으로 (webama) 신청해 주세요.

영어학습방/외항사준비 단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 알맞은 단계를 골라 듣는 맞춤형 수업으로 탄탄하게
-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전문가가 알려주는 리얼 뉴요커 영어
- 뉴욕 주립대학교 석사, Computer Science 전공
- 2012~현재 미국 뉴욕 헤지펀드 Sentiment Alpha
Capital Management, CEO and Protfolio
Manager
- 2006~2011 미국 뉴욕 투자은행 Natixis, Vice
President, Quantitative Analyst/Trader
- 2005~2006 뉴욕 주립대학교 Computer Science
학과, Research Assistant
- 2004 웨슬리어학원 강사
- 2002~2003 고려어학원 강사
- 1999~2001 KATUSA
- Arirang TV, Contenders 출연
- 중국 북경어언문화대학 중국어 연수
- BBC News 인터뷰
- 영국 유력 금융 잡지, Automated Trader 콴트
헤지 펀드 특집 기사 인터뷰

- 미국 뉴욕 골드만 삭스, 씨티은행, 르네상스 테크놀로
지 등 다수 대형 투자 은행 및 헤지펀드 CEO 대상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진행
- 미국 뉴욕 소재 다수 금융 회사 및 교육기관 강연
- 미국 각종 금융 온라인 잡지 및 블로그 저자
-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금융 학회 강연 및 패널리스트
-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교 및 다수 대학 MBA 강연
및 동기부여 강연
- 미국 뉴욕 한인 대학원생 대상 영어 강의
-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및 한국 소재 미군 대상 한국어
강의
- 뉴욕 주립대학교 전액 장학금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지정)
- KATUSA, US Army Achievement Medal

승무원 영어 회화

New Yorker 영어

권유진 강사 (탄탄 영어 스피킹)

Daisy Kim 강사

중급자를 위한 실력 업그레이드 맞춤형 수업

교포에게 배우는 중급 영어회화 비즈니스 영어

-

-

University of Georgia at Athens
viola performance 학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master of music 석사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에서 subject teacher
(music-including choir and after school
violin class, english/math/social studies
etc)
-학생 및 성인 개인 지도 경력 7년
(영작문 티칭, 독해, 영어회화 및 토플)
-영국 Durham 5년 거주
-미국(알라바마, 조지아,일리노이)10년 거주

화상영어
YooJean Kang 강사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SUNY Albany)
회계학 학사 및 석사
현) 외국인학교 근무 현) 영어 회화, 리딩,
작문 개인과외
전) AIM서초교육센타 교육프로그램
보조업무
전) JES Island 반포 파트타임 영어강사
전) GnB어학원 영어강사
전) YES영도어학원 전화영어강사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S M&A 재무자문
전) 딜로이트 뉴욕오피스 회계감사 - AICPA
미국공인회계사

1:1 영어회화
- 왕기초 회화에서 고급 프리토킹, 원어민 회화까지

페이스톡 잉글리쉬

위준성 어학원에서는 모든 클래스를 1:1로 만나볼

현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시는
원어민 쌤과 현지 회화 배우기!

수 있습니다.

- 2004~2007 대한민국 국회 박진 의원실 인턴
- 2006~2008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진 영어회화 강의
- 2008~2009 IBK기업은행 영어회화 강의
- 2008~2010 국내 헤드헌팅펌 외국 회사계 헤드헌터
- 1996~2000 Acton 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 2000~2004 Randolph-Macon Woman’s College
- 2006~2008 Yonsei GSIS

-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자신의 레벨에 꼭 맞는
강사와 레벨을 찾아가세요.
webama

02)338-3583

www.wjs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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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텝스

중급

중급

2달

2달

유진쌤의
토플 길라잡이
(초급/중급)

9:00-10:00
10:00-11:00
11:00-12:00

소수정예 토플

12:00-1:00
1:00-2:00

클럽

토스
1달

비수강생 포함
누구나 참여 가능!

초/중급
최고운

럭키 토익 스피킹 초중급반

박현성

English Conversation Club
매주 월요일 저녁 10-11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위준성 원장님과
개별 상담 후
레벨과 단계 확정

-서울대 텝스 최신 기출 1200제
-2017 문제

빌드업 오픽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English Speaking Club
매주 화요일 저녁 9-10/10-11
British English Club
매주 수요일 저녁 9-10

4:00-5:00
5:00-6:00

6:00-7:00

7:00-8:00
8:00-9:00

원장
직강

위준성 원장

OPIc IM-IH 목표반
OPIc IM2 목표반

- 질문 유형별, 상황 공략법
- 템플릿 답변 만들기

- 적재 적소 영어 표현력

- 단기간에 목표한 점수따기

- 질문에 바로 답하기 반복연습

- 영어면접 합격 보장

9:00-10:00

수강료

위준성
원장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
Arirang TV e-Sports 영어 MC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출연
EBS Radio 중학영어듣기 Level2 진행
WELC 외항사 디스커션&인터뷰반 진행
전) YBM 신촌 위박토익 & 위박오픽 강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학생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Debate Culb 진행
OPIc Advanced Low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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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파트 1~3 집중 / 오답소거Tip
어휘
매일 VOCA 시험
사전적 의미아닌 실제 의미파악
문법
빈출+반복+실전감각
독해
문장구조 / 정답근거

Irean Kim

외항사쌤에게 배우는 오픽
월요일 6:30 - 8:30

1:1 &1:2 소수정예
(위준성 원장님과 개별 상담 후 레벨과 단계 확정)

강사님과 상담 후
시간,레벨,수강료 확정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박현성

지텔프, 토스, 텝스, 토스, 오픽 주말반

주말반

Jennifer Sung

Small Group
집중 토스 1달 완성
레벨 6-7 목표

2:00-3:00
3:00-4:00

위준성 원장과 개별 상담 후 확정

12회 260,000
4회 180,000
(1회 3시간)

박현성
강사

現 위준성 어학원 강사
前 웨슬리어학원 강사
토익 990 만점
텝스 980점 보유 (전국 0.03퍼센트)
개인 지도 고등학생
TOEIC 600→970 / 650→990점으로
동국대 진학
개인 지도 직장인
TOEIC 550→850점으로 정규직
전환 성공
그 외 다수 학생들 150~200점
점수상승

English Writing Club
매주 수요일 저녁 10-11
English News Club
매주 목요일 저녁 10:10 -11:10
English Reading Club
매주 금요일 저녁 10-11
English Movie Club
매주 토요일 저녁 9-10

1회 15,000
4회 50,000

김지영
강사

現 국제 행사 전문 한국어·영어 MC
- 제 20차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영어MC
- 2017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타이베이) 한국어MC
- OPIc (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 SPA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 & 영어 인터뷰
前 카타르 항공 프리미엄 객실
승무원 한국 관광 대학교 항공 서비스
학과 인성특강 강연
미국 대한항공 시애틀 지점 인턴
미국 시애틀 대학교
TESOL 성균관대–영어영문학 학사
네덜란드 폰티스 대학교 – 교환학생

-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in NY
패션 머천다이징 졸업
- 미국 Christ Way Academy High
School 졸업
- 미국 NY: DKNY International 근무
- 미국 LA: Guess, Poison IVY, KNJ
Fashion Inc 등 패션회사 근무
[기업] LG mma, LG 패션, LPGA, 티웨
이 항공, Leaders Travel, 신세계, 효성
건설, 다옴코칭, Yangyoo, IT기업 등
기업체 출강
- 파고다 어학원 영어회화 강사
- 서울패션학교 미국 취업생 영어강사

5회 100,000
(9월 수강료)

박세정
강사

- 전 한국경제TV 앵커 - YTN DMB, CNM
cable, CJ 등 다수의 방송국에서 아나
운서로 11년 째 활동 중
- Business M News 영어 앵커, Living
Interview, Artists from paradise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영어MC
- MBC 스피치 아카데미, 가온스피치에서
아나운싱, 영어PT, 영어면접 강의 중 ‘대통령과 함께 하는 중견기업CEO 간담
회’ 등 정부 포럼, ‘World Climate
Change Forum’등 국제회의 550여 건
이상 진행 (한국어/영어MC, 순차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부 영미문
학과 졸업
-Canada VEC 졸업 - 캐나다에서 TEFL
자격증 취득, 미국에서 교생 실습 완료

Hot! 4! 강연과 미드를 통해 배우는 청취 LISTENING 앤 SPEAKING

장경미 강사

- 고려대 영어교육

English Movie Club

올인원 (All-in-one)

발음 전문 강사가 짚어주는 시크릿 팁으로

(회화+표현+스피킹 = 여기 다 있다!)

통역사와 진행하는 영어 공부

청취실력 향상!!

- 1:1 / 소수정예반

- Zoom으로 진행

영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고급영어

멘토링 영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고급영어, 현지영어!

유명 연설 무엇이 다른가?

멘토들의 강연을 통해 배우는 영어

11년차 현직 아나운서와 "진짜 영어" 익히기

박세정 강사

고급영어와 함께 영어실력 UP!

- 1:1 / 소수정예반

- 1:1 / 소수정예반

- 현) 영어 아나운서

통번역

김태영 강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지 프로젝트 순차통역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졸업
-Universita Lorenzo de Medici, Italy 수료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프레스센터 순차통역
-Pomfret School 특별세션 동시통역 외 동시통역 다수
-이탈리아 및 두바이 거주
-UN FAO 농정 보고서 외 번역 다수
-스웨덴 기업 M&A 순차통역
-덴마크 기업 합작회사 설립 순차통역
-2019 여성가족부 여성인권 행사 순차통역
-국제형사 재판소 젠더 아동 팀장 ”글로리아 아티바-디이비스” 순차통역
-International Floral Design Awards 2019 수상작가 인터뷰 순차통역

지텔프 1:1
위준성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장경미
강사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박사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EFL 석사
고려대학교 영어 교육& 가정 교육 학사
(현) 보이스컨설턴트, 국제행사 한국어 & 영어 MC
(현) 시원스쿨 ‘폼나는 영어 발음’ 강사
(전) 서강대학교 한국어 대우전임강사
(전) UBS (SBS 울산) 공채 아나운서
(전) EBS 중학영어듣기 라디오 진행
(전) 레인보우 외국인 학교 한국어, ESL 교사
(전) BHCS 국제학교 교사, ESL 교사
(전) PEAT MC 양성 기관 강사
(전) 영어 독서 지도사 양성 강사
(저서)- 영어 스피킹의 기술

김지영 강사

- 현) 영어MC
전) 카타르항공 승무원

박세원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졸업
순발력 있는 말하기, 순차통역, 뉴스 통한 통번역 연습
각종 주제 지식 습득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졸업
시사영어 & 기초통역

수강료

박세원 강사

- 현) 영어MC, 통역사

조주연 강사 -

2018 평창 올림픽 통역사

통번역 입문, 기본적인 통번역 입문과정, 순차통역

청취

강사님과 상담 후 시간,레벨,수강료 책정

조주연
강사

現 EBS 김과장 영어로 날다 진행
現 한-영 동시통역사 / 영어 MC
프리랜서로 활동
現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비상근 통역사
現 해양수산연수원 연구원 활동
現 TBS eFM <This Morning> 프리랜서 기자
Arirang TV <Global Business Report> 메인 MC
TBWA Korea 광고 AE로 근무 (3년)
LG Fashion 구매MD로 근무 (1년)

통번역

강사님과 상담 후 시간,레벨,수강료 책정

박세원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과 졸업
- 캐나다 및 일본 거주
(현) 영어MC 및 한영통역사
(전) 서울시 교통방송 영어방송 tbs eFM 리포터
(전) SC제일은행, 삼성전자 및 씨티은행 인하우스 통번역사
- 미국 시스템 보안업체 국내 항공사 대상기업 PT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국제 컨퍼런스
저녁만찬 영어 MC
- 중소기업청 주최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 개회식 MC
- 제1차 아시아태평양 물포럼 VIP 순차통역
- 한국관광공사 CEO 및 각국 대사간 인터뷰 다수 순차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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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성 어학원 스페셜

외항사 영어 / 영어면접
위준성어학원에서는 2018년-2022년 외항사 109명 국내 39명 등 총 148명 최종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2019년 11월 에미레이트 취리히 1명 , 10월 에티하드 서울 채용에서는 4명이 파이널에 진출해서 2명이 최합하였습니다
12월 카타르 자카르타 오픈데이 1명 최합 , 12월 에미레이트 밀라노 파이널 1명 진출,
2020년 1월 에미레이트 드레스덴 파이널 1명 진출 , 1월 에티하드 서울 채용 4명 최합 , 1월 핀에어 채용 4명 최합 ,
1월 카타르 맨체스터 오픈데이 1명 최합 , 1월 카타르 바르샤바 오픈데이 2명 최합 , 1월 카타르 파리 1명 최합. 2월 카타르 더블린 1명 최합.
3월 에티하드 나고야 어세스먼트 1명 최합 2021년 10월 카타르 파리 1명 최합. 2022년 1월 에어아라비아 1명 최합.
카타르 파리 1명 최합. 2022년 1월 에어아라비아 1명 최합. 3월 스쿳항공 1명최합, 4월 카타르서울 12명 최합,
에띠하드 베를린 어세스먼트 1명최합, 살람에어 1명 최합

독보적인 위준성어학원 만의 '승무원 합격 플랜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 정원 4명

CV Drop,스몰토크 & 파이널 인터뷰 실전 연습반

1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 KLM, 핀에어
에티하드, 케세이퍼시픽 ,걸프항공,쿠웨이트항공, 팬퍼시픽항공,
홍콩 익스프레스,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 마카오,
비엣젯, 밤부항공 등에 진출한 승무원 제자들을 가르친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1:1
380,000
1:2
300,000
1:3
260,000

CV Drop에서 Final interview
연습까지

외항사 전과정 커버
2

위준성 원장의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Group discussion & debate

국내파 아리랑 방송 출신이 가르치는

'CV Drop,스몰토크 & 파이널 인터뷰 실전연습반'

3

강사 개별 컨설팅

- 면접관들을 감탄하게 하는 말하기 노하우 비법 전수!
- 스몰토크 중요! 면접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긴장감 해소를 위한 스몰토크 연습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 코스 기준입니다.

외항사 화상 영어 면접 반
거리가 먼 경우 페이스톡 or Zoom 수업진행 가능

- 매시간 다른 주제로 그룹 토론,
개인별 인터뷰 질문 & 답변 연습
스몰토크&파이널 인터뷰
1:1(30분) 8회 360,000
1:1(30분) 6회 270,000
1:1(30분) 4회 180,000
1:1(30분) 2회 100,000

1:1

380,000

1:2

300,000

1:3

260,000

webama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위준성어학원 외항사 대비반 강사진>
원장
직강

위준성 원장
위준성어학원 원장 및 대표강사
Arirang TV e-Sports 영어 MC
Arirang Radio Travel Bug & Catch
the Wave 게스트 출연
EBS Radio 중학영어듣기 Level2 진행
WELC 외항사 디스커션&인터뷰반 진행
전) YBM 신촌 위박토익 & 위박오픽 강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
학생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Debate Culb 진행
OPIc Advanced Low (최고등급)
-

Irene Kim

Jinny Kim

Julie Jeon

Chloe Son

Amy Lee

Jean Park

Anne Oh

장민아

김나현

Kay Yoon

김종훈

Tiffany Choi

webama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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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성어학원 외항사 주요 합격자 현황
위준성어학원에서는 2018년-2022년
외항사 109명 국내 39명 등 총 148명 최종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2018년 7월 에미레이트 서울 1명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서울 4명
2018년 12월 KLM 서울 1명
2019년

2019년 2월 카타르 부산 12명(30대 4분포함)
2019년 3월 에티하드 서울 1명(남자)
2019년 4월 케세이 퍼시픽 14명
2019년 5월 카타르 마카오 5명
2019년 7월 카타르 홍콩 5명
2019년 7월 카타르 마카오 1명(남자)
2019년 7월 싱가포르 서울 4명(1명 홀딩포함)
2019년 9월 카타르 부산 9명(남자1명포함)
2019년 10월 카타르 파리 1명
2019년 10월 에티하드 서울 2명
2019년 11월 에미레이트 취리히 1명
9월 카타르 부산 오픈데이서는 CV 통과 32명 파이널 진출 12명,
파이널 합격 9명(남자합격자 1명 포함)을 배출했습니다.
10월 에티하드 서울 채용에서는 4명이 파이널에 진출해서 2명이 최합하였습니다
12월 카타르 자카르타 오픈데이 1명 최합
12월 에미레이트 밀라노 파이널 1명 진출
2020년

2020년 1월 에미레이트 드레스덴 파이널 1명 진출
1월 에티하드 서울 채용 4명 최합
1월 핀에어 채용 4명 최합
1월 카타르 맨체스터 오픈데이 1명 최합
1월 카타르 바르샤바 2명 최합
1월 카타르 파리 1명 최합
2월 카타르 더블린 1명 최합
3월 에티하드 나고야 어세스먼트 1명 최합
2021년

2021년 10월 카타르 파리 오픈데이 1명 최합
2022년

2022년 1월 에어아라비아 1명 최합
3월 스쿳항공 1명 최합
4월 카타르 서울 12명 최합
에티하드 베를린 어세스먼트 1명 최합
살람에어 1명 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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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외항사
BEGINNER

외항사 지원에 맞는 항공사 별
가이드라인

개인의 스펙 ,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답변첨삭

외항사 지원에 맞는 항공사 별
가이드라인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 전과정 비디오 촬영,개별 피드백 제공
*롤플레이는 Final시 같이 진행됩니다.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 What do you know about me?
(Overall interview process,
Company)
- How can I make my CV
attractive?
- CV Drop point, Scar check,
Small talk
- 03 Sentences shooting
1) Why cabin crew
2) Service experiences
3) Team work (Success,
Difficulties, etc)
- 05 Words shooting

2
주

- 03 Sentences shooting
1) Arabic culture
2) Culture shock
3) Stress, Free time
- 05 Words shooting

3
주

- 03 Sentences shooting
1) Demanding customers
2) Distribution, your skills
3) Broken the rules
- 05 Words shooting
- 모의면접

1
주

- How can I be successful in
GD?
(Group discussion tips)

4
주

- What do you know about me?
(Overall interview process,
Company)
- How can I make my CV
attractive?
- CV Drop point, Scar check,
Small talk
- 03 Sentences shooting
1) Why cabin crew
2) Service experiences
3) Team work (Success,
Difficulties, etc)
- 05 Words shooting

- 03 Sentences shooting
1) Culture shock
2) Stress, Free time
3) Distribution, your skills
- 05 Words shooting

- How can I be successful in GD?
(Group discussion tips)
- Final interview

Final interview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Final interview

개인의 스펙 ,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답변첨삭
* 전과정 비디오 촬영,개별 피드백 제공
*롤플레이는 Final시 같이 진행됩니다.

-Interview flow
-최신 면접 특성 , cv 첨삭
-승무원의 직무와 나의 자질

1
주

-CV DROP
-small talk[파트너 소개]
-영어 테스트(UTC+계산)

-Public Speaking 파헤치기/
기출문제를 통한 think out of
the box
-센텐스슈팅/워드
-FINAL INTERVIEW
(Personnal data)

2
주
3
주
4
주

-1분 스피치의 모든 것 파헤치기
(워드& 센텐스 슈팅)
-CV drop 특성 이해와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그림묘사의 이해와 스킬
-CV drop 마무리

-기내방송문 / 심화된 그림묘사
- Final Interview 1

-디커란 무엇인가? 나를 보
 여주는
디커판 짜기
- Final Interview 2

-센텐스 슈팅/워드
-FINAL INTERVIEW
(Performance skim)

Discussion 파헤치기/기출 문제
를 통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개별
답변 정리
그림묘사&디베이트 파헤치기/
기출문제를 통한 임기응변 상승
모의면접/그루밍체크

교재

교재

교재

교재

핸드아웃

핸드아웃

핸드아웃

핸드아웃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Jinny Kim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카타르 항공 객실승무원
(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 4년근무
전) kotra in Qatar business 통역담당
전) 커리어컨설턴트
전) GS 건설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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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카타르/에티하드
채용 대비 4주반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Irene Kim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차) KLM 객실승무원
전) 카타르항공 비지니스/퍼스트클래스
객실승무원 [영어기내방송문 최고등급,
WSET Wines 수료]
*CS강사 자격보유*Opic 최고등급(AL)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영미지역학 졸업(국제경영학 부전공)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외항사 지원에 맞는 항공사 별
가이드라인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개인의 스펙 ,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답변첨삭

A to Z on Cabin Crew Interview Process
- Which airline would you belong to?
- Checking on your resume, image,
identity & key words
- Basic questions & small talk
Mock Interview Round 1
+Feedback
- Why cabin crew?
- What is your strength & Weakness?
- Service or cultural experiences
(Details to be added)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1
주

Mock Interview Round 2
+Feedback
- How to create team work?
- Demanding customers
- Dealing with stress & fatigue
(Details to be added)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2
주

Mock Interview Round 3
+Feedback
- Importance on Safety
- Cultural differences
- Your initiatives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Group Discussion Training

- Communication with your partner/team
- Balance on your opinion
- Effective summary
- Sample topics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Video Interview Training
- Practice on camera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Mastering Final Interview 1
+Feedback
- In-depth questions
- Being YOU

Mastering Final Interview 2
+Feedback
- Simulation of all stages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3
주

4
주

A to Z on Cabin Crew
Interview Process
- Which airline would you
belong to?
- Checking on your resume,
image, identity & key words
- Basic questions & small
talk
Mock Interview + Feedback
- Why cabin crew?
- What is your strength &
Weakness?
- Service or cultural
experiences
(Details to be added)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Group Discussion Training
- Communication with your
partner/team
- Balance on your opinion
- effective summary
- Sample topics
Public Speaking & Image
Making
Mastering Final Interview +
Feedback
- In-depth questions
- Being YOU

*외항사 별 면접 A-Z 완벽 대비
*외항사 필수기출 40문제 답변 첨삭
*개인의 개성 및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답변 제시

1주

- 당신이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이유
- 외항사 최신 채용 트렌드 및 면접 절차 알아보기
- 항공사 영어인터뷰 답변 요령
- 이미지 빌드업 : ‘나’만의 개성 및 장점 발견하기
* 과제 : ‘Personal Questions’ 관련 질문 답변 작성

2주

- 면접관의 호감을 사는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
- CV DROP & 스몰토크 답변 요령 및 연습
* 과제 : ‘해외경험’ 관련 질문 답변 작성 / 이력서 &
커버레터 작성

3주

- 파트너 소개 답변 요령 및 연습
- 워드 & 센텐스 슈팅 답변 요령 및 연습
* 과제 : ‘팀워크’ 관련 질문 답변 작성

4주

5주
6주
7주

8주

- 시각적 이미지 만들기 훈련
(인사, 걸음걸이, 태도, 미소)
- 나의 퍼스널컬러 찾기 및 나를 돋보이게 하는
면접 그루밍
- 비디오 면접 요령 및 연습
* 과제 : ‘승무원 지원동기 및 지원 항공사’ 관련
질문 답변 작성

- (그룹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룹 디스커션
& 디베이트 요령 및 연습
- 토론을 원활하게 이끄는 필수 표현
* 과제 : ‘서비스 경험’ 관련 질문 답변 작성 1
- 중간 모의면접 및 꼬리 질문 대비
* 과제 : 중간 모의 면접 시 부족한 답변 및
꼬리질문 보완

- 항공사별 롤플레이 요령 및 연습
- 기내방송 및 다양한 아티클 리딩 요령 및 연습
- 항공사 영어테스트 요령
* 과제 : ‘서비스 경험’ 관련 질문 답변 작성 2

- 모의면접을 통한 최종 평가 (1차 면접~
최종 면접까지 모든 면접 단계 연습)
* 면접 복장 착용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Jean Park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차) 핀에어 항공 객실승무원
전) 싱가포르, KLM 항공 객실승무원
전) 아리랑TV 영어작가
전) 서울교통방송 tbs eFm
‘Prime Time - Seoul City News’리포터
‘Steve Hatherly Show’ Co-Host

* 희망 항공사에 따른
면접 가이드라인 제공
* 합격의 그날까지 1:1 상담 및 follow-up

1
주

2
주

3
주
4
주

- 지원항공사 채용 트렌드 & 면접 절
차 & 이미지 알아보기
- 면접관의 호감을 사는 답변 요령
- 이미지 빌드업 : ‘나’만의 개성 및 장
점 발견하기
-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 요령
(다양한 샘플 제공)
* 과제 :
1) ‘Personal Questions’ & ‘승무원
지원동기 및 지원 항공사’ 관련 질
문 답변 작성
2)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

- 비디오 면접 요령 및 연습
(각 항공사별 기출 문제 제공)
- 워드 및 센텐스 슈팅 요령 및 연습

* 과제 : ‘해외 경험’ 및 ‘팀워크’ 관련
질문 답변 작성

- 그룹 디스커션 & 디베이트 요령 및
연습 (각 항공사별 기출 문제 제공)
- 토론을 원활하게 이끄는 필수 표현
* 과제 : ‘서비스’ 관련 질문 답변
작성
최종 모의 면접 및 개별 피드백

교재

교재

핸드아웃

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핸드아웃

' 더 리얼 승무원 영어면접'
(시중 서점에서구매 가능)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Chloe Son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에티하드항공 객실승무원
전) 오만항공 객실승무원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졸업
(경영대학 비서학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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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KLM 및 외항사
4주 과정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무료 CV첨삭, 매주 에세이 과제 첨삭,
비디오 촬영 및 피드백 제공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무료 CV첨삭, 매주 에세이 과제 첨삭,
비디오 촬영 및 피드백 제공

-외항사 승무원이란?
-면접절차,유형,방법,과정 등등
기본부터 알아가기
-그외 면접에 필요한 것, 준비 할 것과
tip 공유
*1주차 과제:cv와 자기소개 만들어오기

cv 와 자기소개 첨삭
-가장 중요한 본인 경력에 따른
자기소개 방향과 나만의 캐릭터 잡기
-면접관에게 호감가는 이미지 만들기
-인비테이션을 위한 스몰톡, 이미지
메이킹 준비
*2주차과제: 자기소개 완성해서 숙지하기

-자기소개 연습
-그림묘사, 아티클 요약, 워드슈팅,
파트너 소개까지 본격 면접전형
실전연습과 피드백
*3주차 과제:워드슈팅 연습하기

1
주
2
주
3
주
4
주

외항사 면접의 첫 스텝
(외항사 면접팁, 개인맞춤 방향잡기)
외항사 면접 실전
(cv와 자기소개, 스몰톡부터
워드슈팅까지)
외항사 면접 실전2
(디스커션, 에세이)

외항사 면접 파이널
(파이널 면접답변과 피드백)

2주

3주

4주

-워드슈팅 모의면접과 피드백
-에세이 쓰기 기본
*4주차 과제: 에세이 쓰기연습,
답변정리

-디스커션, 디베이트 준비 실전연습
-디스커션 모의면접과 피드백
*5주차과제:답변만들기,키워드 정리

5주

-개인 신상 관련 질문
-파이널 대비 질문 분석과 내 답변
방향잡기
-파이널 기출 기본으로 실전연습과
답변 방향잡기
*6주차과제: 답변만들기, 키워드 정리

6주

-기출문제 분석과 내 답변 방향잡기
-최종 파이널 모의면접과 피드백
*7주차과제:정리된 답변 숙지하기,
배운것들 복습

-최종 이미지메이킹 및 영상촬영으로 실제
면접 평가와 같은 피드백
-cv 드롭부터의 실제 면접과정과 동일한
모의면접과 피드백
-질문답변

-자기소개서 & 이력서 & 커버레
터 작성
-모의 기본질문 20QnA.

과제 체크 모의면접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가고싶은
항공사&승무원직업)
-기본적인 면접 표정 및 제스처
-이력서베이스 모의 질문 20QnA
과제 체크 모의면접
-까다로운 롤플레이 모의질문
20QnA.

"중간점검 Day" 실전처럼 모의
면접!
-과제 체크 모의면접 및 이력서 베
이스 심화 질문.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

1
주
2
주
3
주
4
주

자기소개서 & 이력서 & 커버레
터 작성
-모의 기본질문 20QnA

과제 체크 모의면접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가고싶은 항
공사&승무원직업)
-기본적인 면접 표정 및 제스처
-이력서베이스 모의 질문 20QnA
과제 체크 모의면접
-까다로운 롤플레이 모의질문
20QnA.

"중간점검 Day" 실전처럼 모의면접!
-과제 체크 모의면접 및 이력서 베이
스 심화 질문.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

승무원직무에 관해 배워보고,
직무관련 질문 답변만들기
-모의질문 20QnA.

과제체크 모의면접
-Discussion 노하우 전수 및 연습.
-모의질문 20QnA.

7주

100문 100답 점검 및 꼬리&심
화 질문.
-모의면접 표정 및 태도
-기내방송문

8주

항공사 최신 정보 쉽게 구하는 방
법 / 요약하기

교재

교재

교재

교재

핸드아웃

핸드아웃

핸드아웃

핸드아웃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Amy Lee 강사
-

현)위준성 어학원 강사
전)에어 아라비아 객실승무원
전)카타르 항공 객실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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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Julie Jeon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Garuda Indonesia 국영항공
객실승무원
전)ANC 승무원 교육 및 토익 강의
전)KLM 네덜란드 항공 객실승무원
전)서울여자대학교 FAC승무원교육 출강

외항사 대비반
8주 과정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항공사별 최신 면접 경향 분석 및
맟춤 전략
-Company info/Interview flow/
concept
-Small talk / CV첨삭

-CV Drop;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
-Small talk/파트너소개
-면접핵심 5문제 뽀개기(자기소개
자기소개/장단점/WHY CABIN
CREW/회사정보/입사후 포부
-워드/센텐스 슈팅 1
-기내 방송문 읽기 연습
- Final Interview Part 1
(About myself/Major)

- Final Interview part 2
(Overseas & Cultural Experience)
-중간점검:Final Interview Mock
test
-이력서 베이스 심화 질문 & 면접 이
미지 트레이닝
-워드/센텐스 슈팅2 & 그림묘사
- Final Interview part 3
(Work Experience Ⅰ; General
Questions)

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오픈데이 특별반

무료 CV첨삭, 매주 에세이 과제 첨삭,
비디오 촬영 및 피드백 제공

1회 (2시간)

1회 (2시간)

월 4회

월 4회

1
주
2
주
3
주
4
주

- 롤플레이 모의 면접
- Final Interview part 4
(Work Experience Ⅱ;
Relationship with customer &
colleagues/Teamwork)

- 면접 경향 분석 및 맞춤 전략
- 이력서 베이스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
-면접핵심 5문제 뽀개기(자기소개/
장단점/ WHY CABIN CREW/회사정
보/입사후 포부
-워드/센텐스 슈팅 1
-기내 방송문 읽기 연습
- Final Interview Part 1
(About myself/Major)

-롤플레이 핵심 팁/그룹 디스커션
- Final Interview part 2
(Work Experiences/Goal/Cabin
crew)

- Final Interview Mock test
- Final Grooming Check
- 모의 면접 비디오 촬영 (1:1 개별
피드백 제공)

CV첨삭, concept 설정

▼

해외 오픈데이 준비생

▼

기사요약/그림묘사

핸드아웃

핸드아웃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장민아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카타르항공객실 승무원
차) KLM항공 객실승무원
전) Shinsung Tongsang co., ltd / Global
Compliance Manager 근무
전)해외입양인 단체 사단법인 뿌리의 집
(KoRoot) 통역 담당
전)미국 ACE (American Conservation
Experience) 중장기 프로젝트 참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회 2시간
4회 기준

기초 영어회화
이상

▼
파이널 면접

교재

교재

핸드아웃

핸드아웃

CV 첨삭, concept 설정,

나라별 인비테이션 받기

스몰토크, 1분 스피치,

영어 테스트, 워드슈팅,

기사요약, 그림묘사, 토론,

에세이, 이미지 & 스카체크,

파이널 면접

파이널 면접 완벽 대비

-Semi Final interview Mock up

교재

시간

조건

▼

- Final Interview part 5

교재

합격

영어 시험/에세이

-그룹 디스커션 팁

-그루밍 체크
-모의면접 진행 및 비디오 촬영
(1:1 개별 피드백 제공)

대상

워팅슈드, 1분 스피치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1:1
1:2
1:3
1:4
1회 1시간

380,000
300,000
260,000
230,000
6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Tiffany Choi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카타르 항공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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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 채용 대비
8주반

-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여러 외항사 채용
에 대비할 수 있는 8주 코스- 본인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
한 자신감 향상

Company & Assessment event tips

1
CV & Cover letter Check-up/drop
주 Partner Introduction

Arm reach(Height measurement)

2 Small talk, 1minute speech
주 Final interview 1
Essay

Small Talk
3 Sentence Shooting
주 Final interview 2
Essay
Group Activities 1

4
Final Interview 3
주
Essay

* Face to Face interview 집중 연습

Company Information &
Assessment event tips
CV & Cover letter Check-up/drop
Partner Introduction
*Please bring your CV

Arm reach(Height measurement),
Small talk, 1minute speech, Sentence
Shooting
Final interview 1
*Essay

If time permits or 8 weeks course

개인화 맞춤 답변 및 방향성
Topics to be covered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1주

자기소개(1st week)

2주

지원동기(2nd week)

3주

무료 CV첨삭, 매주 에세이 과제 첨삭,
비디오 촬영 및 피드백 제공
1
주
2
주

본인의 자질과 역량(3rd week)

Group Activities
Final interview 2
*Essay

4주

본인의 강점과 약점(4th week)

Final Interview 3
A to Z mock-up

5주

개인 이력서 리뷰 및 수정

6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동
료) : Disagreement / Conflict /
Cultural Difference, etc

Group Activities 2

6 1 minute speech
주 Final Interview 4

Group Activities 3

7
Sentence Shooting
주
Final Interview 5

8
-A to Z mock-up
주

교재

핸드아웃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Kay Yoon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차) 핀에어 항공 객실 승무원
전) 에티하드 항공 승무원
전) 카타르 항공 승무원
말레이시아 항공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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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돌 외항사
4주 과정

* 승무원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답변 찾기

5
Mock-up 1
주

1:1
1:2
1:3
1:4

남승돌 외항사
8주 과정

에티하드 채용 대비
4주반

7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손님)
: Difficult Handling Customer /
How to deal? / Best Service

8주

항공사 최신 정보 쉽게 구하는 방
법 / 요약하기

3
주
4
주

자기소개(1st week)
지원동기(2nd week)
본인의 자질과 역량(3rd week)
본인의 강점과 약점(4th week)

교재

교재

핸드아웃

핸드아웃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김종훈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카타르항공 승무원/사무장-전 기종 탑승

전) "남승돌en QATAR" 채널운영
전)Taboola Publisher Account
Manager(2015.12)
전)2000년-2007년 중앙대학교 학사
*카타르 오픈데이 총 10명 최합자 배출!!
(부산 1명, 서울 1명, 마카오 1명, 쿠알라
룸푸르 1명, 로마 1명, 더블린 2명,
대만 1명, 런던 2명)

싱가포르항공
8주 과정

싱가포르항공
4주 과정

카타르 집중 4주반

외항사 8주 코스

싱가포르항공 대비 집중반!

개인의 스펙 , 이미지에 맞는
특화된 답변첨삭

1회 (2시간)

1회 (2시간)

월 4회

월 4회

수업 외 카톡으로 매일
1:1 과제 체크와 피드백 진행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회사소개 및 면접 단계별 TIP
-합격하는 CV 작성법

-싱가포르 항공에 맞는 호감가는
이미지 메이킹
-Small Talk / 비디오 면접대비
기출문제

-보이스 트레이닝
-파트너 소개 및 이력서 위주 개별
질문 기출문제
-Debate 면접대비 기출문제
-모의면접 (영어+한국어) 진행
(1:1 개별 피드백 제공)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타일링 및 메이크업 TIP)
-Article / 기내방송문 읽기

무료 CV첨삭, 매주 에세이 과제 첨삭,
비디오 촬영 및 피드백 제공
1
주
2
주
3
주
4
주

-회사소개 및 면접 단계별 TIP
-합격하는 CV 작성법

-싱가포르 항공에 맞는 호감가는
이미지 메이킹
-Small Talk / 비디오 면접대비
기출문제

-보이스 트레이닝
-파트너 소개 및 이력서 위주 개별
질문 기출문제

-Debate 면접대비 기출문제
-모의면접 (영어+한국어) 진행 (1:1
개별 피드백 제공)

정보탐색
Week 1
면접 전형

Week 2

<Start>

파이널 Part 1

기본 기출문제

(개인,해외,교육)

Week 3

Week 4

파이널 Part 2

파이널 Part3

(경력,업무,문화)

스몰토크

1분
스피치

그룹
토론

경력,
서비스

(롤플레이,모의면접)

기사
요약
<합격>

-Final Interview 한국어 면접 대
비 기출문제
-현지 면접관 면접 대비 모의면접
진행 (1:1 개별 피드백 제공)

그림묘사

-Debate 모의면접 진행
-비디오 촬영 및 1:1 개별 피드
백 제공
-그루밍 체크
-모의면접 진행 및 비디오 촬영
(1:1 개별 피드백 제공)

모의면접

교재

교재

핸드아웃

핸드아웃

CV첨삭/Concept잡기

CV첨삭/Concept잡기

회사정보 탐색, 면접전형 둘러보

회사정보 탐색, 면접전형 둘러보

기, 기본 기출문제/기본 항공용어

기, 기출문제, 항공용어,

Small talk, 영어시험,

Small talk, 영어시험, 토론

교재

교재

워드슈팅 및 1분 스피치 연습,

워드슈팅 및 1분 스피치,

핸드아웃

핸드아웃

토론 전형 팁, 모의면접

그룹면접, 모의면접

싱가포르항공 8주,4주 과정
1:3
280,000
1:4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김나현 강사
-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Singapore Airlines 객실 승무원
(프리미엄 클래스 전담 승무원, 한국어 기내
방송 1등급)
전) 19th KOTESOL 국제 컨퍼런스
영어 통역 담당
전) 캐나다 유학박람회 영어통역 담당
(Seneca College, Trinity Western
University, Sheridan College 외 다수)
전) ABC 승무원학원 서비스 매너·이미지
메이킹 강사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1:1
1:2
1:3
1:4

380,000
300,000
260,000
230,000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Anne Oh 강사
-

現 영어/일본어 통역사
-2011 국무총리배 세계 아마추어 바둑대회
해외 선수단 통역
-2018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탄자니아 전기공사 CEO 수행통역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동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통역

-제5회 아시아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 홍콩
국세청장 수행통역 외 다수
前 카타르 항공 객실승무원 (일등석 근무)
前 국제기구(IeSF_국제e스포츠연맹) 근무
前 부다페스트 현지 관광 가이드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학과 졸업
(아시아 유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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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 채용 대비
4주반 class
1주

- What do you know about me?
(Overall interview process, Company)
- How can I make my CV attractive?
- CV Drop point, Scar check, Small talk

2주

- 03 Sentences shooting
1) Why cabin crew
2) Service experiences
3) Team work (Success, Difficulties, etc)
- 05 Words shooting

3주

위준성원장 직강 빌드업
스피킹 Class
Fluency(유창성)과 Accuracy(정확성)을 한꺼번에 빌드 UP!
(리듬, 강세 , 끊어 읽기 , 보이스 톤 , 장단 등
말의 Deliver (전달력) 를 개선시켜 드립니다.)
빌드업 1:1 주 30분 (월 4회)
180,000원

- 03 Sentences shooting
1) Culture shock
2) Stress, Free time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3) Distribution, your skills
전) 카타르 항공 객실승무원 4년근무 - 05 Words shooting
(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

Jinny Kim 강사

전) kotra in Qatar business
통역담당

4주

- How can I be successful in GD?
(Group discussion tips)
- Final interview

1주

-1분 스피치의 모든 것 파헤치기
(워드& 센텐스 슈팅)
-CV drop 특성 이해와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2주

-그림묘사의 이해와 스킬
-CV drop 마무리

Irene Kim강사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차)KLM 객실승무원
전)카타르항공 비지니스/
퍼스트클래스 객실승무원

- Final Interview 1

4주

-디커란 무엇인가? 나를 보
 여주는 디커판 짜기
- Final Interview 2

2주

- 비디오 면접 요령 및 연습 (각 항공사별 기출 문
제 제공)
- 워드 및 센텐스 슈팅 요령 및 연습
*‘해외 경험’ 및 ‘팀워크’ 관련 질문 답변 작성

3주

-그룹 디스커션 & 디베이트 요령 및 연습
(각 항공사별 기출 문제 제공)
- 토론을 원활하게 이끄는 필수 표현

4주

최종 모의 면접 및 개별 피드백

1주

- Which airline would you belong to?
- Checking on your resume, image, identity
& key words
- Basic questions & small talk

2주

- Why cabin crew?
- What is your strength & Weakness?
- Service or cultural experiences
(Details to be added)

Jean Park 강사

3주

- Communication with your partner/team
- Balance on your opinion
- effective summary
- Sample topics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차) 핀에어항공 객실승무원
4주
전) 싱가포르, KLM 항공 객실승무원 - In-depth questions
- Be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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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1:3 주 1시간 (월 4회)
120,000원

-국내파 아리랑 & EBS출신 영어고수가 알려주는
말하기 노하우
-위준성원장과 온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합니다.
*빌드업 스케쥴은 그때그때 멤버들과 협의로 정합니다.

위준성 원장

*수강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 후 확정)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 KLM, 핀에어
에티하드, 케세이퍼시픽 ,쿠웨이트항공, 팬퍼시픽항공
홍콩 익스프레스,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 마카오
비엣젯, 밤부항공 등에 진출한 승무원 제자들을 가르친

위준성 원장의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기내방송문 / 심화된 그림묘사

1) ‘Personal Questions’ & ‘승무원 지원동기 및
지원 항공사’ 관련 질문 답변 작성
2)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

Chloe Son 강사

180,000원

3주

1주

현) 위준성어학원 강사
전) 에티하드항공 객실승무원
전) 오만항공 객실승무원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졸업
(경영대학 비서학 부전공)

빌드업 1:2 주 1시간 (월 4회)

외항사 파이널 면접 빌드업반
(1) 파이널 면접 빌드업반 1:1 ( 1:1은 30분 수업 )
기본 주1회 1시간 기본 월 4회 수업
모의면접 형태 실전처럼 진행 후 피드백

(2) 파이널 면접 빌드업반 1:2
기본 주1회 1시간 기본 월 4회 수업
모의면접 형태 실전처럼 진행 후 피드백

(3)파이널 면접 빌드업반 1:3
기본 주1회 1시간 기본 월 4회 수업
모의면접 형태 실전처럼 진행 후 피드백

'스몰토크 & 파이널 인터뷰 실전연습반'
- CV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질문 및 공통 질문 답변 연습
- 실제 파이널 면접 세팅에서 모의면접 연습
- 자세, 태도, 미소, 핸드제스처, 아이컨택트 체크

1:1 18만원(1:1은 30분 수업) 1:2 18만원, 1:3 12만원
webama 위준성 원장과 개별상담 후 확정
외항사 수업 금액은 모두동일합니다.
(모든수업은 주1회 2시간, 4주과정 기준입니다.)

외항사 대비반 패키지
개설 안내
외항사 대비반 패키지는 위준성원장과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합니다.
맞춤형으로 패키지 변경이나 과목 추가 또는 변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1:1 or 1:2)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1:3 ~ 1:4)

빌드업 (1:1 ~ 1:3)

수강료는 외항사 코스 , 빌드업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익 500-600점대 (토스 LV.5 오픽 IM 1)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 빌드업 + 토익 초급 또는 중급반 + Grammar Club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 빌드업 +초급 회화수업

(2) 토익 700점대 (토스 LV.6 오픽 IM 2-3)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 빌드업 + 토익 중급반 또는 실전반 + 외항사 스터디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 빌드업 + 초중급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3)토익 800점 이상 (토스 LV.7 오픽 IH-AL)
외항사 집중관리 코스 + 빌드업 + 토익 실전반 + 외항사 스터디
외항사 그룹관리 코스 + 빌드업 + 중급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카타르 채용 대비반

외항사 그룹 또는 집중 관리 + 빌드업 + 교포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에티하드 채용 대비반

외항사 그룹 또는 집중관리 + 빌드업 + 교포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에미레이트 대비반

외항사 그룹 또는 집중관리 + 빌드업 + 교포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KLM 채용 대비반

외항사 그룹 또는 집중 관리 + 빌드업 + 토익 실전반(950점 목표) + 외항사 스터디

외항사 대비반

외항사 그룹 또는 집중관리 + 빌드업 + 교포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영어 집중반

1:1 컨설팅 + 빌드업 +회화 수업 + 외항사 스터디

위준성원장 직강 빌드업 스피킹 Class
Fluency(유창성)과 Accuracy(정확성)을 한꺼번에 빌드 UP!
(리듬, 강세, 끊어 읽기, 보이스 톤, 장단 등 말의 Delivery(전달력)를 개선시켜 드립니다) / 오프라인, 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

빌드업 1:1 주 30분 (월 4회)
180,000원

빌드업 1:2 주 1시간 (월4회)
180,000원

-국내파 아리랑 & EBS출신 영어고수가 알려주는
말하기 노하우
*빌드업 스케쥴은 그때그때 멤버들과 협의로 정합니다.
*수강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 후 확정)

수강관련 상담 및 문의, 신청은

2018-2020 외항사 92명 합격생 배출!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 KLM, 핀에어
에티하드, 케세이퍼시픽 ,핀에어항공,쿠웨이트항공, 팬퍼시픽항공

-위준성원장과 온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합니다.

위준성 원장

빌드업 1:3 주 1시간 (월 4회)
120,000원

webama 로 해주세요!

홍콩 익스프레스,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 마카오,
비엣젯, 밤부항공 등에 진출한 승무원 제자들을 가르친

위준성 원장의 외항사 준비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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