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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Market Leader
by Wall Street English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Market Leader를 소개합니다.
맞춤형 강의식 비즈니스 영어교육 코스
세계 최대 영어회화센터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와 글로벌 교육기업 피어슨 사가 여러분께 Market Leader를 제공
해드리기 위해서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선택한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우수한 강사진
들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재를 사용, 최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Market Leader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 무대를 확장하세요!

8 levels of business English to educate
your workforce

귀사의 인력 교육을 위한 8개의 비즈니스 영어 레벨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Market Leader 프로그램은 총 8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은 30개의
90분짜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주 1~2회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파이낸셜 타임즈와 그 밖의 독자적으로 개발된
비즈니스 영어 자료 읽기

• 비즈니스의 글로벌한 특성을 반영한 업계리더
들과의 인터뷰

• 필수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문화
적 인식 갖추기

• 실제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한 컨설턴트들의
의견으로 한 사례 연구

•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연습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Market Leader의 과정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Common European Frame
work of Languages(CEFR, 유럽언어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인정받는 어학능력 지표)에 따라 개발 되
었습니다. 귀사의 직원들이 받는 영어 교육이 국제
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준임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이 학습하게 될
비즈니스 업계에 필요한 분야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Market
Leader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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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판매

• 사내 수업: Market Leader의 수업은 여러분의

•
•
•
•

전화를 이용한 비즈니스 스킬

마케팅

회사 안에서 진행됩니다. 소중한 업무 시간을

직원 관리

밖에서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학
기업 인수 합병 (M&A)
인터뷰 스킬
프레젠테이션 스킬
회의

• 협상
•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 활동

• 검증된 원어민 강사진: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모든 강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별 되었
고,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귀사의 직원
들은 업계 최고의 강사진에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 자유로운 수업 스케줄: 수업 스케줄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해 드립니다.

• 경과 보고: 직원들의 학습 경과를 월별 리포트
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수업: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는 전세계
28개국에 총 460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 교재: 각 레벨 별로 교과서와 문제집이
통합된 교재와 오디오 CD, 상호적인대화가
가능한 DVD를 제공 합니다.

• Pearson 사의 MyEnglishLab for

로, 귀사의 비즈니스가 자리잡은 전세계 어디에
서도 동일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상의 서비스 제공: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는
코스 준비, 수업 편성, 강사 스케줄 관리, 학습
경과 확인, 출석 관리 등의 영어 학습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Market Leader 이용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통해 강사가 개인별
과제 부여, 학습 경과 확인, 실력 향상 진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ForToday 이용권: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실용
적인 온라인 수업을 이용 하실 수 있습
니다.

• FT.com 구독권: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
논평,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적인 자료 제공 사이트인 FT.com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권: 전세계의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회원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는 귀사를 위해
영어 학습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해
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Trusted
industry leaders
신뢰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의 리더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와 Market Leader, 파이낸셜 타임즈는 각 업계의
리더 들로 모두 글로벌 교육기업 피어슨 사에 속해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적인 교육기업 아래에서의 저희 파트너쉽은 귀사가 최고 수준의 교육
컨텐츠를 누릴 수 있으며, 귀사에 적합한 최고의 영어 교육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Market Leader and
Wall Street English
Market Leader와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Market Leader와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는 귀사의 영어 교육 동반자 입니다.
Market Leader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
무대를 확장하세요. 지금 바로, 기업 교육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02) 783-6457
marketleader@wsekorea.com
www.wallstreetenglis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