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
LinGOx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전문분야의 영어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바쁜 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비즈니스인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LinGOx는 당신이 변화하는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ross-cultural Training
Communication
Business Specialties
Accounting
Business Analysis
Golf, S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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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와 혜택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내용위주의 수업을 기반으로 영어학습과 복합된
프로그램
유용하고 흥미로운 주제들
CEO, 전문직업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만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수목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한 실력과 전문화된 강사진에 의해 진행되는
교실 수업
현지 기업 인사 초청강의
밴쿠버에 위치 한, 관련된 기업이나 사업체 방문
언어능력 향상
상호문화 교류에 대한 학습
리더십 훈련
현지의 흥미로운 주변관광지 방문과 문화 활동
북아메리카의 기업과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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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영진들과 전문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

강한 IT팀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풍부한
자료들
언어 강사진들:
우수한 자질을 갖춤
수년의 경력
전문인들이 필요한 언어능력 제공

혜택: 당신의 비즈니스 영어능력을 향상
Presentations
Discussions
Negotiations
Telephone
Social events
E-mails
Report Writing
Proposals
Lette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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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과 목적
Skills
비즈니스 환경에서 말하기와 쓰기능력 향상
캐나다와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 학습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학습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효과적으로 의사전달
하는 방법 학습
제안서와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학습
비즈니스 이-메일과 서신 작성하는 방법학습
다음과 같은 주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
기업가 정신
국제 무역
전자 상거래
마케팅
인사
비즈니스 문서나 서신에 사용되는 적절한
어휘, 문법, 그리고 형식 등을 학습
전문적인 강사들에 의한 소 그룹의 개별화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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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과정의 목적
전반적인 업무과정 이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말하기와
쓰기(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등) 향상
세일과 더불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Skill 향상
학생들이 기본형식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형식을 기안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가상 업무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진행
비즈니스 쓰기의 문법과 어휘 향상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적합한
형식 학습
문서 작성에 대한 편집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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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혜택과 일정
프로그램 일정 샘플
주중 수업 (월~금)
09:00 – 12:00 Classroom
1:00 – 4:00 Site Visits and Activities

저희의 풀-타임 비즈니스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1-4주 학기, 주 단위
수업으로 연중 매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등록금 $2,000/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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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연수 과정
당신의 관심과 요청에 맞추어 적합하고
특별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연수일정을 맞추기 위해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주세요.

맞춤 연수에 포함되는 사항
여행 일정
당신의 선호하는 것에 따른
특별화(기업체, 골프 등)
홈 스테이, 고급스러운 숙소, 혹은 호텔
연수기간은 일주일부터 여러 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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