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자신신감감  있있게게  
말말하하세세요요



Executive Language Tutors
소소개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자신감과

명쾌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에티켓과 용어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상황과

같은 언어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의 영어 교습 코스는 모든 실력 수준 및 예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저희의 영어 교습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의 독특한 e-러닝 영어 교육 코스의 전문적인

영어 강습을 받거나 웹캠 Skype 통화를 이용하여

라이브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언어 교육

•전문 자격증이 있는

모국어 강사, 번역가,

통역가

•개별 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 교육 코스

•독특한 온라인 웹캠 영어

교습

•문화 환경 집중 훈련 및

문화 통합

•교육 이수 이후 지원

서비스

•전문 분야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보이스오버(화면 음성

해설 녹음) 서비스

•발성 및 화법 개발

•말투 및 발표 능력

•저렴한 가격

Executive Language Tutors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반 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전문문  분분야야를를  위위한한  
코코스스  

저희의 독특한 일반 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은 강사와 학생 비율이 

1:1 혹은 1:6로 진행됩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은 1:4로 진행됩니다.

교습 참여자는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자신의 직종에

적합한 전문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영어 레슨은 비용효율적이며 학생 개인별로

맞추어서 전문 분야를 위한 영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

•법

•금융 및 보험

•교육

•의료 및 보건

•미디어,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레져 및 관광

•제조 및 소매

•디자인 및 건축

•건설 및 측량

•부동산 및 시설관리

다음 전문 분야를
위하여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WebCam Skype웹웹캠캠
Skype온온라라인인  영영어어  수수업업

웹캠 Skype 화상통화로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영어를 배우세요!

1:1 혹은 1:6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웹캠 Skype

화상통화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강사가 온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수업을 가르칩니다. 개인 영어 강사와 웹캠 Skype

화상통화로 영어를 배우면 영어로 말하는 법, 영어 문법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모국어 영어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는 법, 영어 듣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일반 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44 (0)20 7884 0441
이메일:
janette.sedgebeer@executivelanguagetutors.com 
웹사이트: www.executivelanguagetutors.com 
및: www.elt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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