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KING YOU TO THE NEXT LEVEL OF ENGLISH COMMUNICATION
영어 소통 실력 향상 프로젝트



F.E.S.는 직장인들을 위한 최고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및 워크샵을 직접 개발하고 강의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뿐 아니라,  
현재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Working With English Project 강의를 통해,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fandcorp.com

FES develops, designs and teaches Korean business people the best English communication 

lectures and workshops in Korea. With our popular Working With English Project series of 

lectures as well as our highly acclaimed Presentation Workshop, FES has helped change the way 

Korean business people learn and use English today. 

ABOUT FES

우리의 목표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커뮤니케이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여 

보다 성공적인 영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OUR GOAL IS TO GIVE PARTICIPANTS THE KNOW-HOW, SKILLS AND CONFIDENCE TO USE ENGLISH IN THE WORKING 
ENVIRONMENT NATURALLY SO THEY CAN ACHIEVE MORE SUCCESSFUL OUTCOMES WHEN COMMUNICATING WITH THEIR 

INTERNATIONAL COLLEAGUES.  

http://www.fandcorp.com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영어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일할 수  
있도록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WHAT’S IT ABOUT?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이해로 어휘, 문법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 이해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두번째 조건인 문화적 이해의  

부족입니다. 영어는 어휘와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신이 익힌 어휘와 표현을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아닌 오로지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학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TOEIC 이나 TESOL 은 그저 점수일 뿐 ,
고득점을 받는다고 반드시 영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는 이를 바로잡
기 위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소통을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얻어내는 
올바른 영어 이메일 작성법,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어 사용
법, 오해없는 간결 명료한 메세지 전달 방법 등 진정한 커뮤니
케이션에 주력한 프로젝트입니다.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는 총 4개의 강의로, 영어 
사용 기술 전수와 한국 문화와 영어 문화간의 차이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코스의 목표는 직장 내에서 자연스
럽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
키고 커뮤니케이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보다 성공
적인 영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도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알려 드립니다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는 원활한 영어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전략,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과의  
소통과 더불어 한국인 동료 및 상사 앞에서의 영어 발표  
자신감까지 함께 구축해 드립니다. 

LANGUAGE SKILL + KNOW-HOW + CONFIDENCE

EFFECTIVE COMMUNICATION



PASSIONATE, ENTERTAINING, EDUCATIONAL

이 프로젝트는 4개월간 매 월 9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하루 6시간  
강의로 한번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2명 또는 그룹 
단위로 실습이 행해지기 때문에 강의 참석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강의는 에너지 넘치는 재미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영어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하며, 강의가 끝난 후 영어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
니다.  

그와 동시에, 참여자들 모두에게 필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강의 슬라이드와 유인물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TEACHING METHODOLOGY “영어에서 세세한 부분보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신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unitiles 

“영어에 대한 mindset을 바꿀 수 있도록  
motivation을 주는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접 받아본 e-mail을 예시로  
들어주셔서 더욱 와 닿았습니다.” 

 Roche

개인적인 경험 및 실례를 공유해 주는 부분,  
영어권과 한국의 마인드 차이를 제대로  
알려주신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산병원



LECTURE 1
Making English Work For You.  
나에게 효과적인 영어 만들기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간의 차이점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내가 쓰는 영어,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 
•한국어와 영어 소통의 차이점 
•영어 대화의 시작 - 한국어로 생각하는것 멈추기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 극복하기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하기

이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나치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영어식 대화 스타일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The Art Of Presenting. 
발표의 기술

LECTURE 2

두 번째 강의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발표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와 올바른 슬라이드  
사용법, 관중 모두가 발표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메세지 전달 노하우 등  
영어 프레젠테이션 핵심 스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하는 이유 
•메세지 전달을 도와주는 슬라이드 만들기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명확하게 알리는 방법 
•슬라이드 디자인 노하우 
•스토리로 말하기 - 스토리 텔링 기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법 
•열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

이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명확한 메세지를 가진 뛰어난 슬라이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본인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열정적이면서도 전문가 다운  
영어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595,000

₩595,000



LECTURE 3
It’s Not What You Say, It’s The Way That You Say It.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한  
우리의 목적은 한국어로 말하듯 자신감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어조 살리기 
•최상급 형용사 활용의 힘 (스티브 잡스식 접근법) 
•제대로 된 영어 말하기 - 준비가 답이다! 
•친밀한 유대감 형성을 도와주는 대화법 
•연습만이 완벽을 만든다!

이 강의를 통해, 회의에서 자신감있고 전문가답게 말하기 위한 올바른 준비법을 
배우고, 중요한 생각들을 강조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과 상대의 의견에  
정중하게 반대하는 방법등을 배움으로써 회의나 사교적 모임을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The Writing Game.  
영어 글쓰기 - 제대로 주고 받기

LECTURE 4

마지막 강의는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작성법,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
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글쓰기 작성법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어로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바로 잡는 영어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문 이메일 작성 방식 
•다양한 이메일 작성법 
•각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 스타일 
•사례 분석: 잘못된 방식으로 메일을 작성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친근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글쓰는 방법 
•강의 요약 및 질의 응답

이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올바른 결과물을 얻어내는 글쓰기 방법과 각각 상황
에 맞는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Working with English Project를 통해 최고의 영어 소통가가 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들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올바른 상황에 맞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지식도 
함께 배우며 이를 통해 영어로 가장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595,000

₩595,000



Seoul 
Fandcorp English Solutions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18  

상신빌딩 3f 138-833 

+82 (0)70 4067 3156 
www.fandcorp.com 

임랑경 - Director 
+82 (0)10 3054 3156 
rangkyoung@fandcorp.com 

Carl Pullein Director 
+82 (0)10 2672 8274 
carl@fandcorp.com

EMAIL US OR CALL US AND FIND OUT HOW WE CAN HELP 
YOU ACHIEVE YOUR ENGLISH GOALS.

mailto:rangkyoung@fandcorp.com
mailto:carl@fan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