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런하고 성실한 7 년 경력의 원어민 강사 Kevin 

George Horan 입니다. 

 

Kevin George Horan 1991 년(31 세) |남| 구직중 
horan.kevin@alumni.hartwick.edu 010-8074-7477 010-8074-7477 
(50544)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73 
 

 

핵심역량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 및 상황에 따른 뛰어난 대처 능력. 
성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 강한 끈기와 인내력. 
한국 운전면허 있음.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하트윅 대학교 

(4 년)졸업 경력 7 년 6 개월 회사내규에 

따름 
울산전체 

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 

 

학력 최종학력대학교 4 년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0.09 ~ 2014.05 졸업 Hartwick College 대학교 (뉴욕, 미국) Bachelor of Arts 3.5 / 4.0 

2006.09 ~ 2010.05 졸업 Cheshire High School 고등학교 
 

- 
 

경력 총 7 년 6 개월 
[해외근무]베트남 9 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직종 연봉 

2018.07 

~ 2021.2 

(2 년 6 개월) 

Wharton English/ Icarus 

English Academy 
임시직/프리랜서 / 2 년차 울산 / 교육 > 외국어·어학원 - 

담당업무  

오전반: 미취학 아동 만 5 세~7 세까지 Phonics 수업 및 놀이위주 수업   

오후반: Icarus 어학원에서 중학생 대상 "Ted talk", "National Geography"교재 수업하고 

Essay 교정 및 첨삭. 

2017.06 ~ 

2019.05 

(2 년) 

G2 영어학원 임시직/프리랜서 울산 교육 > 외국어·어학원 - 

담당업무 Head Instructor 로서 회의 진행, 신입 강사 인터뷰 진행 업무 도맡아 하였음 



2016.09 ~ 

2017.06 

(10 개월) 

Apax English Academy 

(Vietnam) 임시직/프리랜서 베트남 / 교육 > 외국어·어학원 - 

담당업무 만 4 세~15 세까지 교육 

2015.05 ~ 

2016.08 

(1 년 4 개월) 

청담어학원 울산 임시직/프리랜서 울산 / 교육 > 외국어·어학원 - 

담당업무 청담 러닝 3.0 교육 이수, 만 5 세~13 세 대상 April 수업 및 

만 13 세~18 세까지 Chungdam 수준별 티칭. 

2014.09 ~ 

2015.05 

(9 개월) 

청담어학원 기흥 임시직/프리랜서 경기 / 교육 > 외국어·어학원 - 

담당업무 청담 러닝 3.0 교육 이수, Voca Quiz 제작 및 유치원 부 티칭. 

퇴사사유 경영악화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0.01 어학시험 TOPIK 한국어 2 급/PASS 

2014.05 자격증/면허증 TESOL Certificate American TESOL Institute 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