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imonial from CELLA students
25년 전통의 노하우로 20여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대행 및 특채 진행으로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시켜 온
ANC와 필리핀 어학연수의 선두주자 BEST CELLA 셀라 어학원이 만나 최상의 항공승무원 면접영어 프로
그램 ACE(Airline Cabin crew English) 를 제공합니다.
ACE 프로그램은 항공승무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 ‘영어면접’에 포커스를 맞춰 1:1
Interview class, 1:1 Essay writing class, 1:4 Group discussion class 와 더불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
상!을 극대화 하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심화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에어부산 승무원 정윤희님 - ACE 항공승무원면접영어 16주 과정
CELLA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께요!
정윤희님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이리 지났네요.. 2년전에 CELLA 에
서 ACE 과정을 공부했고요, 현재 부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정*희

입니다. ^^*

CELLA 저희 어학원을 다시 찾아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014년 2월. 에어부산 승무원이 되어
유니스와 조나비 선생님을 찾아오신 정윤희님

정윤희님 제가 공부했을 때 정말 친하게 지내고, 진짜 많은 도움을 주셨
던 ACE 과정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CELLA 항공 승무원 지원은 몇 군데 하셨나요? 그리고 면접에서 ACE가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정윤희님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 보니 처음으로 에어부산에 지원을 했었고, 정말 운 좋게 첫 지원에서 합격이 되었어요.
ACE 과정 중에서 도움이 된 건 영어 인터뷰 예상 질문으로 실전 연습하면서 면접 요령을 익혔던 것이 가장 컸고요,
그 외 에세이 작성이나 그룹토론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CELLA ACE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요?
정윤희님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2년 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세부에 도착했을 때만해도 영어를 정말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4개월 동안 ESL 과정과 ACE 과정을 하면서 제 영어실력이 많이 진전되었고요.. 특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CELLA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정윤희님 제가 알기로 항공승무원 영어면접 과정(ACE)은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CELLA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이잖아요..
앞으로도 항공승무원을 꿈꾸는 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특히 CELLA 의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세요!!
종종 놀러 올 테니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CELLA를 방문해 주신 미소가 예쁜 정윤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ww.bestce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