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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few year, we have been inspired by how our 
courses have transformed the way our students have used 
English to connect, interact and communicate in English. So 
when we designed Working In English we started by thinking 
about how people use English, how they write it, how they 
speak it and where and who they present it to. We built on the 
idea that our courses are defined by how our students use 
English in their daily lives. Working in English is completely 
focussed on giving our students the tools and ability to use the 
English they use daily with greater ease and more efficiency. 
We believe that Working In English will transform our 
student's working lives.

지난 수년간 우리는 기존의 영어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을 이룬 많은 분들로 인해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Working In English 는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글로  
쓰고 말하는지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지
에 대한 생각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
습니다. 

Working In English는 사람들이 매일 매일 영어를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Working In English가 여러분의 업무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우리는 자부합니다.    



who’s it for?

We understand the difficulties many people have when they 
have to work with English. It is hard and it can slow down the 
way they work. That is why Working In English is designed for 
any members of your staff that have to work with English.  !
Because of the way we have developed this course, Working 
In English works well with staff members who regularly use 
English in their day to day work. Our goal is to reduce the 
amount of time your workers spend with English preparation 
and interpretation. We want your staff to spend more time on 
creative work that directly benefits your company rather than on 
translating,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the English they have 
to work with.  

For the best experience, we recommend that participants have a level of 
English of lower intermediate and above.  

최고의 경험을 위해, 우리는 중급 이상의 영어 참석자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일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영어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때때로 일하는 방식을 지연시키기도 합
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일해야 하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 
Working In English 코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Working In English는 업무시 규칙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코스의 목표는 영어로 준비하고 번역하
는 업무 시간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영어를 이해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것 보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창의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



The Format

Lunch

Write In English Meetings in English Present in English

Q&A

Total time - 8 Hours

Writing - 2.5 hours 

Meeting - 2.5 hours 

Presenting - 2.5 hours 

Discussion - 30 mins

Break Break

이 프로그램은 3일로 나누어 코스별 진행이 가능합니다.



Write in English
be more professional

Writing in English will change the way you write email forever. 
We have put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to a course that will 
not only make writing email easier, but will make your staff look 
and sound much more professional. We have spent many hours 
looking at the way native English speaking people write, and 
have developed a way to teach how to write the many different 
types of email your staff will need in a simple to understand 
package that will fill them with so much confidence they won't 
be able to wait to begin writing emails in English. !
Writing in English also shows participants the best way to 
manage their emails so that they are always on top of their work 
and stress free! 

Writing In English는 여러분의 영어 메일 작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어 메일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도록 F.E.S.만의 십여년 노하우를 이 
프로그램에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원어민들이 실제 글 쓰는 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함으로써, 여러
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스타일의 이메일 작성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방법들은 논리적으로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강의가 끝나면 당장 영어로 메일이 쓰고 싶을 정도로 많은 자신감을 얻
게 될 것입니다.  
!
Writing In English는 영어 메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일에
서 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이메일 관리 요령법을 알려드립니다.



What’s included

• The evolution of written English communication 
• How email has changed over the last 10 years 
• Expected response times 
• How to prepare your email 
• Using the "What" "Why" structure 
• How to lay out your email for the biggest impact 
• When to use "dear" and "hi" 
• Removing adverbs 
• Get your prepositions right 
• Writ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email 
• Writing a response to a request 
• Chasing 
• How to edit more effectively 
• How to simplify your email 
• Managing email and "inbox Zero"

• 영문 소통의 혁신 
• 지난 10년간의 이메일 변천사 
• 회신 받는 예상 시간 
• 이메일 준비 방법 
• What, Why 문장 구조 사용하기 
• 가장 효과있는 이메일 구성하기 
• Dear 과 Hi 구분해서 사용하기 
• 부사 지우기 
• 올바른 전치사 사용법 
• 정보 메일 요청 작성 방법 
• 요청 메일에 대한 회신 작성 방법 
• 독촉 메일 작성 요령 
• 좀 더 효율적으로 메일 편집하기 
• 메일 내용 간소화 하기 
• 이메일 관리와 수신함 비우기



20 MINUTES 
TO WRITE ONE PARAGRAPH 

IS TOO LONG.  

한 문단을 쓰는데 20분씩 걸리는 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ut an end to the 20 minute paragraph and 
put a start to a much more streamlined and faster way to write. 

이 코스는 한 문단을 쓰는데 20분씩 걸리는 시간 낭비를 끝내고  
훨씬 더 능률적이고 빠르게 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Meetings in English
communicate your ideas Taking part in English meetings will never be stressful 

again. We have taken real-time meeting experience and 
broken it down in to simple to learn components. We also 
teach you about the expectations your foreign colleagues 
and partners have and show you ways to manage those 
expectations. Our goal with Meetings In English is to give 
you the confidence to express yourself clearly and 
concisely, and we believe we have developed a package 
that will do that and so much more. 

이제 여러분은 영어 회의에 참석하는 일에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스는 우리의 미팅 경험들을 토대로 실제 회
의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상황 및 내용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동료들과 파트너들이 회의 참석자에
게 갖는 기대 및 요구 사항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대처 요령법
도 함께 전수해 드립니다. 
Meeting In English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
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코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What’s included

• Planning to get to the point 
• Reducing the preamble 
• Expressing your ideas / thoughts 
• Expressing opinions 
• Disagreeing politely 
• Telephone etiquette 
• Being aware of cultural differences 
• Setting context in English 
• Understanding the power of annunciation 
• Answering questions 
• Understanding how questions are phrased 
• Getting to the point 
• Making use of technology

• 핵심을 갖는 기획법 
• 불필요한 첫말 없애기 
• 아이디어와 생각 표현법 
• 의견 표출 
• 정중한 반대의견 표현법 
• 전화 에티켓 
• 문화 차이 인식하기 
• 영어로 문맥 살리기 
• 어조의 힘 살리기 
• 질문 답변 
• 질문 표현법 이해하기 
• 핵심 공략법 
• 기술 활용하기



BE A  

 PARTICIPATOR 
NOT A 

SPECTATOR 

관중이 아닌 참여자가 되십시오! 

We give you the confidence and know-how to express your ideas 
clearly and professionally so that your voice is heard.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청중의 가슴과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능숙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선사해 드립니다. 



Present In English
Clearly deliver your message

Never be afraid to do an English presentation again. 
Present In English has been designed to give you the 
skills, both spoken and creative, to develop and deliver an 
outstanding presentation that will get your audience 
captivated and passionate about your message. We want 
you to sound natural and confident and we believe that we 
can do that with Present in English. Our philosophy is 
that you are the presentation, not your slides and we will 
show you how you and your message can be the focus of 
your presentation. 

앞으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Present In English는 청중이 여러분의 메세지에 열광하고 그 
메세지를 오래 간직하는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표현과 발표 스킬을 알려드립
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기를 원하며
Present In English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
니다. 우리의 철학은 슬라이드가 아닌 여러분 자체가 프레젠테이
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메세
지가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
릴 것입니다.



What’s included

• What is wrong with presentations today 
• The best and worst presentations 
• Audience expectations 
• Removing boring structures 
• Planning a presentation 
• Designing a presentation 
• Building a presentation 
• Telling your story 
• Getting your message understood 
• Move! 
• Using conversational English 
• Less really is more 
• Answering questions

• 오늘날의 프레젠테이션 문제점 
• 최고와 최악의 프레젠테이션 
• 청중의 기대 
• 지루한 구조에서 탈피하기 
• 프레젠테이션 기획하기 
• 프레젠테이션 디자인하기 
• 스토리로 이야기하기 
• 메세지 이해시키기 
• 무대위에서 움직이기 
• 대화체 영어 사용하기 
• 간단하고 임팩트있게 만들기 (과유불급) 
• 질의 응답



EXCITED  
BY YOUR SUBJECT

THEN YOUR AUDIENCE IS 
NEVER GOING TO BE.

IF YOU’RE NOT 

발표자가 자신의 주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청중도 결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Present in English will give your team the skills to get anyone excited 
about your company, product and people. 
Present in English는 모든 청중이 여러분의 회사와 제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Carl Pullein - Our instructor 
칼 풀린 (Carl Pullein) - 12년 경력을 자랑하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현대/기아, OECD, TBWA, 한국로슈, 바이엘 코리아, 베스트 웨스턴 호텔 등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강사로 
데뷔하기 전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진행하는  
국내 최고의 명강사입니다. 



About FES 
F.E.S.는 비즈니스인들에게 최고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설계하고 강의하는  
업체입니다. F.E.S.는 국내 최고라 인정받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뿐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www.fan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