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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세요!
LCI 어학 센터는 미국 주요 도시들에 위치해 있으며, 수준 높은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력을 갖춘 LCI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개인 수업 뿐만 아니라 그룹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LCI 학생들이 최상의 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LCI 어학센터 소개
    

      
        

      
      LCI 어학원은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등, 5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부터, 영어 향상을 위한 완벽한 현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LCI 어학원은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진들에게 전문직종에 적합한 영어 트래이닝을 제공할 수 
있는 오랜 경험, 전문지식,  시설, 그리고 위치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영어 트래이닝의 해법 
LCI 어학원은 회사들과 경영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회사의 영어 트래이닝 필요성 분석
영어 트래이닝의 목표 결정         
개별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등의 능력 
평가
개별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개인 수업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점검하는 지속적 
평가학습결과를 측정하는 최종 평가 시험과 재검토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와 향후 발전 방향 
제시비즈니스 강의, 세미나,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이벤트 등의 부과적 과외 활동

LCI 학습 게런티! 
LCI 어학센터는 당신의 어학실력이 향상될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처음 영어실력에서 아무런 향상이 없다면,  LCI 
어학센터는 무료로 필요한 수업이나 다른 지원을 제공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CI 웹싸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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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는 1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내 최고의 어학원 중에 하나이며, 영어어학프로그램 
인가위원회인 CEA의 인가를 받은 어학원 입니다. 



영어 Full Immersion 프로그램 

일주일에 35 시간 비즈니스 영어 개인 트래이닝  
하루 한시간 30분씩 (총 일주일 7.5시간) LCI 선생님들, 
또는 스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실제 일상 대화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Full Immersion 프로그램 스케쥴
8:00 - 13:30 hs – 개인 영어 수업
13:30 - 15:00 hs – LCI  선생님들 또는 스텝들과 함께 하는 
점심시간 
15:00 - 17:00 hs – 개인 영어 수업

그룹-개인수업 병행 프로그램

일주일 15시간, 비즈니스 영어 개인 트래이닝
일주일에 18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룹 수업
이 시간은 세계 각지 다양한 프로패션을 갖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룹-개인수업 병행 프로그램 스케쥴
9:50 - 11:00 hs - 그룹수업: 문법
11:10 - 12:20 hs -  그룹수업: 듣기와 말하기
12:30 - 13:30 hs - 그룹수업: 읽기
13:30 - 15:00 hs - 점심시간/자유시간 
15:00 - 18:00 hs -  개인 영어수업 

전문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은 영어 Full Immersion 프로그램이나, 
그룹-개인 수업 병행 프로그램에 
짧은 여행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문화 탐사
LCI 어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5시간  주변지역을 
여행하며, 미국문화를 탐사합니다. 
이 5시간의 여행은 점심시간이 포함되고,  미국문화를 
탐사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배운 영어를 
강의실 밖에서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경영진들을 위한 골프
LCI 선생님들이 동행하여, 일주일에 6시간 골프 코스에 
나갑니다. 이 시간은 영어를 실제 활용해 볼 수 있을 
뿐아니라, 지역비즈니스 맨들과 네트워킹을 맺고,  격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미국 비즈니스  경험 
대학이나 지역에서 개최하는 비즈니스 강의, 세미나, 지역 
네트워킹, 교육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합니다.  또한, 
회사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CI 
어학원에 전화 하시거나,  웹싸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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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 어학원
협력 기업들

• IBM, Peru
• Unión Europea, Bruselas  
• Kimberly-Clark, Argentina
•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 CH2M HILL, Brazil
• Roche, Perú
• Sanofi-Aventis, España
• Cerrejon, Colombia

• Chiquita, Panamá
• Deloitte, Brasil
• SOLCARGO, México 
• Quality Metal, Venezuela

• HP, Brazil 
• EDITEL, Mexico 
• Grupo Bimbo, Brazil
• 기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