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계획서 Curriculum Planning ●●●●●●
용산구청 제20기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과정 ●●●●●●●●●●●
20th Specialized Realty English Course for Realtors sponsored by Yongsan-gu Office

2021.03.16. ~ 2021.06.29.

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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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요약
강좌명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과정

Program Title

Specialized Realty English Course for Realtors

목표

외국인 상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양성

Goal

Cultivating Global Real Estate Specialists who can counsel foreigners

과정

• 이수시간: 총 48시간(16주, 주 1회, 회당 3시간)
• 교재1: 에릭의 쉽게 배우는 부동산영어(32시간) -에릭 김 지음, 부연사• 교재2: 글로벌 중개실무 매뉴얼(16시간) -에릭 김 교수 편저-

Curriculum

수강료
Tuition Fee

24만원 단, 교재대 4만원 별도

최대수강인원

제한 없음

Maximum Participants

전담교수

에릭 김

Fully Responsible Lecturer

Eric Kim

강의장소
Lecture Room

ZOOM을 활용한 ONLINE 수업

2021.03.16.~2021.06.29. 매주 화요일 저녁 7:00~10:00 pm

○ 주요 교육방향
◈본 강좌는 외국인렌트 전문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생생한 실전영어를 50개의 상황
별 대화를 중심으로 상담/투어/계약/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킴
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비롯한 부동산 종사자들에게 빠르고 쉽게 유창한 영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영어도 전문영역별 맞춤시대입니다.
•부동산에이전트들에게는 현업에서 만나는 외국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어를 무작정 배우는 것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로서는 큰 손해입니다.

◈본 강좌는 부동산 종사자들에게 외국인렌트 현장에서 소화해야 할 주요업무를 사
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업무수행 Knowhow를 이전하여 자신감 있
게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일지, 투어안내서, 영문계약서, 팩스메시지 그리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 전 과정을 지도합니다.
•모든 지도는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수단(교재)

방향

에릭의 쉽게 배우는
부동산영어

효율적인 영어학습법 제시

에릭의 글로벌
중개실무 매뉴얼

외국인렌트 실무노하우 이전

목표
외국인 상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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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표
에릭의
쉽게 배우는 부동산영어

에릭의
글로벌 중개실무 매뉴얼

Class
Day

Class Date

Duration

제1일

21.03.16(화)

3 hrs.

-Orientation
-Day 1~2

-P1 부동산영어 회화

제2일

21.03.23(화)

3 hrs.

-Day 3~5

-P2 기본 상담양식

제3일

21.03.30(화)

3 hrs.

-Day 6~9

-P3 투어 안내서

제4일

21.04.06(화)

3 hrs.

-Day 10~11
-특강<에릭의 즐거운 영어>

-P4.1 필수 부동산 계약용어

제5일

21.04.13(화)

3 hrs.

-Day 12~14

-P4.2 실용 특약조항 모음

제6일

21.04.20(화)

3 hrs.

-Day 15~18

-P4.3 미국 주택임대차계약서식

제7일

21.04.27(화)

3 hrs.

-Day 19~21

-P4.4 미군 공식임대차계약서식

제8일

21.05.04(화)

3 hrs.

-Day 22~23
-특강<에릭의 글로벌 코칭>

-P4.5 권장 간편임대차계약서식

제9일

21.05.11(화)

3 hrs.

-Day 24~27

-P4.5 월세계약서 작성 실습

제10일

21.05.18(화)

3 hrs.

-Day 28~30

-P4.5 전세계약서 작성 실습

제11일

21.05.25(화)

3 hrs.

-Day 31~34

-P4.5 깔세계약서 작성 실습

제12일

21.06.01(화)

3 hrs.

-Day 35~38

-P5 팩스 메시지

제13일

21.06.08(화)

3 hrs.

-Day 39~42

-P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14일

21.06.15(화)

3 hrs.

-Day 43~44
-특강<글로벌 부동산전문가>

-P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안내

제15일

21.06.22(화)

3 hrs.

-Day 45~47

-영문계약서 작성 우수사례 소개

제16일

21.06.29(화)

3 hrs.

-Day 48~50

-투어안내서 작성 우수사례 소개

계

48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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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소개
Eric's Easy REnglish
에릭의 쉽게 배우는 부동산영어 MP3 CD 장착판
에릭 김 지음 <320쪽>
부연사 2020.02.22 발행
ü

50 Situational Dialogues

ü 150 Essential Expressions
ü 300 Expanded Expressions
ü 100 Q&As on Advanced Study
ü 270 Related Expressions
ü 500 Real estate Terms
6시간 재생 분량의 MP3 CD가 장착된 이 책
에는 상담▸투어▸계약▸사후관리까지 외국
인렌트의 모든 것들이 50개의 상황별 실무회
화에 정성껏 담겨있습니다.

Eric’s Manual of Global Brokerage Business
에릭의 글로벌 중개실무 매뉴얼 서식 CD 장착판
에릭 김 지음 <213쪽>
부연사 2019.02.23. 발행
ü Part 1 부동산영어 회화
ü Part 2 기본 상담양식
ü Part 3 투어 안내서
ü Part 4 영문 계약서
ü Part 5 팩스 메시지
ü Part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ü Part 7 외국인 부동산 취득안내
ü APPENDIX 참고자료
영문계약서 작성 등 외국인렌트 실무에 필수
적인 핵심사항들을 사례중심으로 정성껏 담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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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실습과제 평가(영문계약서)

구분
배점
(100점)
평점방식

전세계약서

깔세계약서

투어안내서

15

15

15

15

-제출점수 10점
-완성도 5점

평가방법
비고

출석 점수

월세계약서

-제출점수 10점
-완성도 5점

절대평가

절대평가

-제출점수 10점
-완성도 5점

절대평가

-제출점수 10점
-완성도 5점

절대평가

영문계약서는 워드파일로, 투어안내서는 PPT 파일로 기한 내 제출 요함.

40
결석1일당 1점 감점

절대평가
수업일마다 출석
확인

○ 수료 기준
- 평점 60점 이상인 자로서 출석일수 2/3 이상인 자

○ 교수 소개
부동산영어 전문가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토목시공기술사
에릭의 쉽게 배우는 부동산영어 저자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과정 전담교수(용산구청)
서울시 공인중개사 법정실무교육 강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법무부 외국인창업대학 주임교수(서울글로벌센터)
YouTube 채널『에릭의 부동산영어』Creator
다음 카페 『에릭의 부동산영어』카페지기
네이버 블로그 『에릭의 부동산영어』운영자
現 로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
前 TMK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
前 동부건설(주) 토목사업부 차장

에릭 김

***진행: 전담교수 에릭 김 【Mobile. 010-7282-7888 E-mail. niceman4u@hanmail.net】
***주관: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윤선화】
***후원: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 TEL. 02-2199-6944】

부동산영어!

참된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Realty English! Now it's the beginning of your true competitiv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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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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