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kom은 2004년부터 1,000명 이상의 TC/TW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인증을 수여한 국제적인 TC 기관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인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TCTrain Net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업계 선두 

주자가 되세요!

Tekom이 배출해 낸 TC/TW 전문가

자주 묻는 질문

현 TC 산업 종사자(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기술문서 개발자 등)

TC 산업 입문자(신규 입문자, 진로 변경 예정자 등)

현지화 업계 종사자(번역가, 현지화 전문가 및 업체)

국내에서 유일한, 영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를 위한 

국제 TC 교육 프로그램

국제 기준의 TC 인증 취득을 통해 검증된 영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로 도약

교육 시작일이 다양하여 본업과 병행하기 유리

다양하고 풍부한 교재와 참고 자료는 방대한 지식 창고 

공인받은 온라인 트레이너가 개개인의 학습 활동을 지원 

수강생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TCTrain Professional 과정 수강 대상

TCTrain 
Professional 
과정이란 ?

TCTrain Professional 과정의 강점

현재 국내에는 Technical Communication 

관련 교육이나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학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Technical Writing 교육 프로그램을 손쉽게 

수강하고 국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TCTrainNet은 Technical Writer를 위한 

국제적인 영어 온라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TCTrain Professional 과정을 

수강하면 실습을 바탕으로 탄탄한 TC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echnical 

Communicator(tekom)" 국제 인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셔서 8개월 뒤 TCTrain 

Professional 인증을 취득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TC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체계적인 TCTrain Professional 

온라인 교육모듈 

인증 취득자 후기

영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로서 체계적인 TC 이론을 익힙니다.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규 기술과 방법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입문자 또는 진로 변경자에게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실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수강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TCTrain Professional 과정은 
분야에 따라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tekom의 
Competency Framework for 
Technical Communication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담당자: 곽단비
danbi@ezuserguide.com
031-8014-2280
hansemeug.com

Type: e-러닝

언어: 영어

기간: 8개월 

인증시험: tekom 인증 온라인시험

트레이너: 공인된 국제 트레이너

교육과정 개설: 연 3회

교육비: 2,150 EUR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워크플로우 

순서대로 짜인 커리큘럼 덕분에 업계와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트레이너의 지원 덕분에 

수준 높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곽OO
(TCTrainNet Professional 
국내 최초 과정 이수 및  취득자)

과정을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T R A I N I N G  &  C E R T I F I C A T I O N

TC 현장에서 일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갈증과 

이론적 지식이 늘 아쉬웠는데, TCTrainNet 프로그램이 

제대로 풀어 주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과 

전문가의 동영상 강의, 자료집과 더불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여러 국가의 수강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나 퀴즈가 때론 

부담스러웠지만, 부족한 이론을 보충한다는 목표로 

시간을 투자했더니 국제적으로 인증된 자격증까지 받게 

되었네요. 교육 후엔 앞으로 나의 커리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손OO
(TCTrainNet Professional 
국내 최초 과정 이수 및  취득자)

국제 인증
테크니컬 라이터
전문 교육 과정

TCTrainNet O�cial Partner 

TCTrainNet Sales Partner 

영문 테크니컬 라이터를 위한  
International TC Training 프로그램 

Q

A

해외 시장으로 출시되는 매뉴얼과 기술 문서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글로벌향 기술 문서 개발자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채용 및 인사 평가의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Q

A

코스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듣고, 읽고, 이해하려면 

중상급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강하려면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Q

A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기수의 코스가 시작될 때, 

편입할 수 있습니다.

코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Q

A

아닙니다. 수강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수준의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CTrain Professional 인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이 코스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강자들이 

인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증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요?Q

A

실무 위주의 객관식, 주관식 필기시험과 1:1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술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Q

A

www.tc-train.net

Address:
tcworld GmbH
RotebuhlstraBe 64
70178 Stuttgart
Germany

Phone +49 711 65704-0
info@tctrain.net
www.tc-train.net

Training & Certi�cation

T C T r a i n N e t  O � c i a l  P a r t n e r  

TCTrainNet

법적 요구사항
프로세스 및 대상 독자
미디어

정보 개발,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의 원칙

개발할 사용정보의 종류
구조화, 표준화, 온라인 문서화 및 DITA
콘텐츠 관리
편집 및 시각 디자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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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스트 
분석

기획

콘셉트�개발

콘텐츠�개발

미디어�제작, 
퍼블리싱, 배포

텍스트 작성 및 품질 검증
콘텐츠 표현
번역

퍼블리싱 및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