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ESL , 2007 02 1

LinGOx:

Learn English with Passion

Workshops

info@lingoxacademy.com

www.lingoxacademy.com



Workshops

전문화 된 Workshops

밴쿠버지역 ESL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만남
수료후수료증발급
하루 1.5 – 2시간, 일주일에 5일 수업
주말 워크샵 (토요일과 일요일 집중과정)
단기+전문 워크샵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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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and Accent Reduction
English Clinic
Basic Business Communications 
Financial and Accounting English
Presentation Skills with PowerPoint
Use of Microsoft Office Suite
Interview Skills
Negotiation Skills
Business Analysis
Market Analysis
Food From the Global Village
Internet English
TV Anchor Video Presenting
Academic Writing/LPI
Newsroom/Snacks
Public Speaking/Presentations…



Learn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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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eek 2nd week

가장효율적인
학습기간에 맞춘
프로그램기간

LinGOx 의 집중 1 주

워크샵은 모든 전문

기술에 대한 당신의

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

시킬 최상의 기간입니다.



Listening and Accen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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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현지 사용되는 생활영어 듣기
연습을 통해 실제 생활영어를
배웁니다.
뉴스 클립과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특징
생활영어가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배움
영어 강세에 집중교육
슬랭과 관용어
신나고, 유용한 주제
일별 어휘 향상 프로그램
뉴스에서의 주제
90분 수업
일별 과제

프로그램 목적
북미현지인처럼말하기
자연스러운 억양과 강세, 패턴을

발달
듣기 실력의 향상

성취도
효과적인 문장 만들기와 리듬을 배움
고급 어휘를 사용
사람들이 당신을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음

대상자
중급에서 고급의 ESL 대상



English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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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영어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가져오십시오.
단어, 책, 표현, 슬랭, 관용어와
영문법
캐나다 현지인을 가르친 경험
있는 강사들이 단어와
구(phrases)의 의미와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하는지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의문을 명확하게 해주고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프로그램 특징
이력서 수정
숙제, 과제, 쓰기 작업 교정 및
교육
강세 교정
말문이 막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
쉬운 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

프로그램 목적
학습자의 학습 원조와
불확실함에 해결
복잡하고 혼돈되는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리
영어 공부의 방향과 향상의
방법을 제시

성취도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법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 획득
영어 전반에 대한 조언과 향상, 
아이디어를 획득

대상자
모든 ESL 대상



Basic Busin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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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의사소통은 많은 구어적인 측면과
비(非)구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매일
만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구어적인
면과 비(非)구어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프로그램 목적
효과적인 듣기의 방법을 배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배움
상호간의 이해와 신용의 증진
원하는 것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묻는 방식
해결방안의 혼선을 피하는 방법
구어와 문어의 비즈니스 언어

대상자
ESL 중급에서 고급의 ESL 대상

프로그램 특징
반영,요약, 피드백을 주기, 
자유질문과 선택 질문하기, 의견
주장, 혼돈을 피하기, 충고 주기, 
바디랭귀지 배울 수 있음
모든 생활과 비즈니스와 연관된
듣기, 말하기, 쓰기 기술을 배움
역할 연습
학우들과 강사의 녹음되는 피드백

성취도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외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상호 활동을 하고, 연봉협상 하는
방법을 배움



Financial and Account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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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경험은
이 워크샵에 유용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목적
회계와 재정 및 재무와 연관된
지식과 기본 어휘에 대한 습득
Mergers와 takeovers에 대해 학습
Balance Sheet과 Income 
Statement를 읽는 법을 배움

프로그램 특징
어휘 – 비즈니스 전문어휘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와 연차 보고서 작성법
증권시장

성취도
회계와 재정 및 재무에 연관된
비즈니스 용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든 ESL 대상



Food From the Globa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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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분야의 음식과 주요 요리들, 
조미료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
여러 다른 음식들 에서 재료들의
명칭과 양념들을 배움
다양한 문화에서의 음식 습관에
대한 이해
사교적인 곳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대상자
모든 ESL 대상

프로그램 특징
다양한 음식에 대한 토의
다양한 재료들과 양념, 음식, 
민족과 문화 등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이득
다른 문화, 음식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
다른 문화의 음식과 음식 문화에
대한 토론
많은 종류의 음식과 재료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획득



Presentation Skills with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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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디자인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연관된 어휘에 대한 습득
주제의 선택
스토리 보드 작성
Scripting
Writing 
Illustrating 
Animating

프로그램 목적
청중에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기획, 제작, 
전달하는 법을 배움
웹과 그 외

성취도
발간
publishing CD와 웹 퍼블리싱

대상자
중급에서 고급의 ESL 대상



Newsroom and Snacks

설명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한
영어배우기
함께하는 맛있는 아침식사
그날의 뉴스에 대해 토론하기, 
제목과 내용 이해

특징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에 대한 의견나누기
세계뉴스,비즈니스,음악,스포츠
등에 관한 상호관계적인 리스닝

목적
주요관계에 대해 배우기
다양한 표현,슬랭 및 이디엄
배우기
찬반 토론 및 다양한 관점으로
의사소통하기

성취도
뉴스 듣기와 신문 읽기를 통한
영어 실력 향상
동료들 앞에서 쉽게 자기
표현하는 법 배우기

대상
모든 레벨



Academic Writing/LPI

설명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쓰기-
짧은 글 또는
소설,여행기,연극대본,시 등-또한
LPI 테스트를 위한 전략적인
글쓰기

특징
동사시제
다양한 독자를 위한 글쓰기
글쓰기 기술 습득

목적
짧은 글, 에세이,언론기고 및
뉴스보고서 쓰는 법 배우기
글쓰기 능력향상에 집중
흔히 발생되는 문법적 오류 수정

목적(이어서)
자신감 향상, 도전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비판적 글쓰기
간단명료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
다양한 독자를 위한 언어기술과
감수성 발달

성취도
주당 최소 하나의 글쓰기

대상
중급 및 고급
기본 작문 실력 필요



Negotiation Skills

설명
이과정은자신의협상기술을향상
시키고싶어하는사람들을위해
창안되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의 장벽이 당신을
가로막도록 놓아두지 마세요.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합니다!

특징
비즈니스및전문적상황에서
효과적으로협상하는법
배우기
발음교정
영어 표현 및 어휘 확장
언어적 능력 발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목적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및 그외의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협상에서문법과어휘조절의기술향상
중요한핵심을잡아내는적절한형식알기
효과적으로협상을마무리하는적절한
목소리톤연구

성취도
계획짜기, 조직구성및효과적으로협상하는
것을배우는것은물론다음의영역에따른
목적달성

토론
협상
전화통화
사회적 모임
고객 관리

대상
중급 및 고급



TOEIC PREPARATION PRACTICE COURSE

설명
이프로그램은당신의토익시험
점수를올려주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한직장환경에서사람들이
얼마나영어로의사소통을잘할수
있는지를나타내는세계적인영어실력
테스트인토익에서이과정은당신의
영어실력및토익점수를올려주는데
분명히도움을줄것입니다.

특징
듣기 실력 평가
시험전략 알기
토익 문법
작문 실력까지 동시향상

등록한학생들을위해컴퓨터를
사용한모의시험및자료가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듣기 실력 집중 향상
읽기 실력 및 문법의 정확도 향상
모의고사 테스트
성공적인 시험 전략 리뷰

성취도
시험에 대한 자신감 성취
실질적 토플 점수 향상
토익시험시직장을배경으로한듣기
이해능력향상
글쓰기능력향상

대상
모든 레벨

LinGOx에서당신이원하는토익에
대한모든것을우리의컴퓨터를통해
체험해보세요. 경험많고실력있는
우리의선생님으로부터유용한정보도
얻어가세요.



TOEFL PREPARATION PRACTICE COURSE

설명
이프로그램은당신의토플시험
점수를올려주기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이과정은비
영어권국가사람들이대학에서
영어를이해하고말하고쓰고듣는
것을도와줄것입니다.

특징
듣기,말하기및쓰기이해능력
시험대비전략
토플 문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LinGOx에서당신이원하는토플에
관한 모든것을우리의컴퓨터를
통해체험해보세요. 인정받은
우리의선생님으로부터유용한
정보도얻어가세요.

목적
듣기 실력 향상
읽기 실력 및 문법의 정확도 향상
모의고사 테스트
성공적인 시험 전략 리뷰

성취도
시험에 대한 자신감 성취
실질적 토플 점수 향상
토플시험시직장을배경으로한듣기
이해능력향상
글쓰기능력향상
성공적이고효과적인의사소통능력
증명

대상
모든 레벨

등록한학생들을위해컴퓨터를
사용한모의시험및자료가무료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