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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주제(목차) 소주제 주요 내용 훈련시간 비고

1

개인별 테크니컬 

라이팅 특성 

진단/처방

개인별 테크니컬 라이팅 특성에 

따른 글쓰기 학습 방법
1.5H

이론 0.5H

실습 1H

테크니컬 라이팅의 

표준 원칙 및 

프로세스별 

비즈니스 글쓰기 

적용 과정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위한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 원리

1. 테크니컬 라이팅이란 

무엇인가 ― 기존 정의/새로운 

정의/새로운 관점/7가지 기본 

원리/적용 사례

1.5H
이론 1H

실습 0.5H

2

2. 테크니컬 라이팅은 표현의 

도구/사고의 방법이다

3. 글쓰기를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라

1H
이론 0.5H

실습 0.5H

[ 비즈니스 글쓰기를 위한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 1단계 ]

교육 기관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교육센터

과정 소개 : 분명하고 알기 쉽게 뜻을 전달하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글

쓰기에 모듈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프로세스 및 구성 단위별 표준 원칙을 글쓰기 

실습 및 첨삭 지도를 통해 익히는 과정입니다

훈련 목표 : 

- 테크니컬 라이팅의 원리를 이론 학습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합니다.

- 테크니컬 라이팅의 프로세스 및 구성 단위별 표준 원칙을 이론 학습 및 글쓰기 실습, 첨삭 지도를 통

해 익힙니다.

- 테크니컬 라이팅의 프로세스 및 구성 단위별 표준 원칙을 비즈니스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교육 일시 : 2019.06.24(월) ~ 06.28(금) 

           주 3회 (월,수,금)

19:00 ~ 22:00(일일 3시간)

           총 3일 / 9시간

교육비 : 200,000원

강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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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테크니컬 라이팅의 

프로세스 및 구성 

단위별 표준 

원칙/실습

1. 사용자 분석을 통한 대상 

독자 선정

2. 콘셉트 설정을 통한 타이틀 

선정

3. 태스크 분석을 통한 헤딩 

선정 및 목차 구성

2H
이론 1H

실습 1H

3

4. 글의 구성 단위별 라이팅 ― 

개요/단어/문장/문단
2.5H

이론 1H

실습 1.5H

5. 테크니컬 라이팅의 비즈니스 

글쓰기 적용을 위한 피드백
0.5H 이론 0.5H

합계 9H
이론 4.5H

실습 4.5H

강사 소개 : 이성우(리안서클)

(2017.11 ~) 리안서클 공동대표

(2015 ~) 삼성 멀티캠퍼스 테크니컬 라이팅 강의 전임교수

(2013 ~ 2017.10) 한샘EUG 콘텐츠그룹장, 콘텐츠연구소장

(2010 ~ 2013) AV프라임 AV사업부 오디오 평론가

(2001 ~ 20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국어국문학과 강사

프로젝트 약력

(2019.4 ~) 현대자동차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및 클러스터 HMI 스트링 개선 프로젝트

(2018.7 ~ 2019.3) 쌍용자동차 매뉴얼 컨설팅(매뉴얼 비교 분석, 리뉴얼, 스타일가이드 개발)

(2018.4 ~ 7) SK브로드밴드 B tv 고객메시지(UI 텍스트)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프로젝트

(2017.7 ~ 9) 현대모비스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국문 표준 매뉴얼의 사용성 테스트, 전문가 그룹 평가

강의 약력

(2015 ~ ) 삼성 멀티캠퍼스 - 테크니컬 라이팅 실무 강의

(2019.5) 한화정밀기계 -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글쓰기를 위한 테크니컬 라이팅 응용 과정

(2019.5) 삼성전자 첨단기술연수소 -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테크니컬 라이팅 강의

(2019.5) 농심 NDS - 테크니컬 라이팅의 표준 원칙 및 프로세스별 비즈니스 글쓰기 적용 과정

(2019.4) 한화정밀기계 - 테크니컬 라이팅의 표준 원칙 및 프로세스별 비즈니스 글쓰기 적용 과정

(2017.11) 중앙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 AI 시대, 번역사의 영역 확장: 테크니컬 라이팅의 세계(특강)

(2015.8) PXD 테크니컬라이팅 실무 강의

신청 방법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or.kr) 접속 후 해당 강좌 페이지에서 수강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