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금융사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사내어학과정

현대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센터

I.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CFE) 란?

What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CFE)
Cambridge Financial English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영어 인증 분야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ambridge ESOL 에서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국 회계사 협회(ACCA) 와의 오랜 공동 연구ᆞ개발 끝에 탄생하였으며
전 세계 58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 thirst for knowledge

주요 활용 기관

II.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모듈 구성

What

• 교 육 명 :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 교육 시간 : 총 60시간 교육 권장 (고객사 니즈에 따라 커스토마이징 가능 )
• 교육 목표 : ① 금융 실무 영어 능력 배양을 통한 국제 금융 업무 능력 향상
② 국제 금융업 관련 전반적인 지식 함양 및 업무 자신감 고취
• 모듈 구성 : 총 20개 주제별 모듈
Modules
• Jobs in finance

• IFRS and accounting standards

• Basic financial accounting

• Audit and assurance

• Company results

• Banking and insurance

• Cash flow

• Financial markets

• Teamwork and managing people

•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 Accounting software and IT

• Mergers and acquisitions

• Company formation and company law

• Budgeting

• Internal audits and control

• Debt and corporate distress

• Taxation

• Ethics and corporate governance

• Client relations

• Strategic financial management

III. 왜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사내어학과정 인가?

Why

시장 내 금융권 전문/특화된 교육 과정 부재

1

800년 전통 캠브리지 대학의 프리미엄 교육 과정

2

국제 금융 비즈니스 주제별 모듈 특화 교육 과정

3

철저한 엑티비티(Activities) 위주 교육 과정

4

현직 캠브리지 공인 금융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관의
수업 진행

5

20년 비즈니스 어학 과정 운영 노하우를 지닌
현대인재개발원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

IV. 표준 교육 구성 안(案)

How

• 표준 교육 기간 : 5개월 (20주)
• 표준 교육 시간 : 총 60시간 ( 3시간/모듈, 총 20개 모듈 학습 )
• 표준 클래스 구성 인원 : 10명/반
표준 교육 안(案)

교육 형태

주 3회 교육
(1시간/일)

사내어학과정

- 오전/점심/저녁 등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 시간 배치 가능

사내어학과정

- 오전 및 저녁 시간 활용 가능
- 다양한 엑티비티 및 교육 자료 활용
가능

주 2회 교육
(1시간 30분/일)
주 2회 교육
(1시간/일)
+
주말 집중 스킬 과정
(2일, 15시간)

평일
사내어학과정

+

주말
(매월 마지막 주)
단기 집중 교육

교육 특징

- 일반 국제금융영어 과정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의 결합 상품
- 국제 프리젠테이션, 국제 협상,
국제 미팅, 국제 문서 작성 과정 등
- 금융권 특화 사례 적용, 영어 활용
능력 극대화 가능

IV. 표준 교육 구성 안(案) ① - 주 3회 교육

How

• 교육 기간 : 총 20주
• 교육 일자 : 월, 수, 금 또는 화, 목, 금
• 교육 시간 : 1시간/일 (총 60시간)
Week

Contents

Week

Contents

1st

Jobs in finance

11th

IFRS and accounting standards

2nd

Basic financial accounting

12th

Audit and assurance

3rd

Company results

13th

Banking and insurance

4th

Cash flow

14th

Financial markets

5th

Teamwork and managing people

15th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6th

Accounting software and IT

16th

Mergers and acquisitions

7th

Company formation and company law

17th

Budgeting

8th

Internal audits and control

18th

Debt and corporate distress

9th

Taxation

19th

Ethics and corporate governance

Client relations

20th

Strategic financial management

10th

IV. 표준 교육 구성 안(案) ② - 주 2회 교육

How

• 교육 기간 : 총 20주
• 교육 일자 : 월, 수 또는 화, 목
• 교육 시간 : 1시간/일 (총 60시간)
Week

Contents

Week

Contents

1st

Jobs in finance

11th

IFRS and accounting standards

2nd

Basic financial accounting

12th

Audit and assurance

3rd

Company results

13th

Banking and insurance

4th

Cash flow

14th

Financial markets

5th

Teamwork and managing people

15th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6th

Accounting software and IT

16th

Mergers and acquisitions

7th

Company formation and company law

17th

Budgeting

8th

Internal audits and control

18th

Debt and corporate distress

9th

Taxation

19th

Ethics and corporate governance

Client relations

20th

Strategic financial management

10th

IV. 표준 교육 구성 안(案) ③ - 주말 집중 스킬 과정 패키지

How

• 교육 기간 : 총 20주
• 교육 일자
+ 평일 사내 어학 과정 - 월, 수 또는 화, 목
+ 주말 집중 교육 과정 - 매 4주차 금, 토
• 교육 시간
+ 평일 사내 어학 과정 - 1시간/일
+ 주말 집중 교육 과정 - 각 차시 별 15시간
• 교육 특징
+ 금융사 특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육
+ 전문화된 Activities를 통한 영어 활용 능력 극대화
+ 국제 금융 사례 중심 실전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Business
Writing
(1 차시)

1st Month

Business
Meeting
(2 차시)

2nd Month

Business
Negotiation
(3 차시)

3rd Month

Business
Presentation
(4 차시)

4th Month

Cambridge Financial Enlgish
사내어학과정

5th Month

V. 교육비 안내

Cost

• 교육비 안내
구

분

캠브리지
국제금융영어
(사내어학과정)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주말 집중 스킬 과정)
※ 10인/반 기준
※ 추후 협의 후 확정

시간당 강사료

비고

150,000원/반

- 부가세 별도
- 교재비 별도

200,000원/반

- 부가세 별도
- 교재비 포함
- 10인/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