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6월 27일(수)

신청방법 |  협회(신한은행 140-004-14756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송금 후 메일로 발송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수 강 료 |  3개월 과정 450,000원 (150,000원/월) * 교재비는 추후 별도 구입 20,000원

신청문의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팀, 김태훈

                 전화 ▶ 02-2087-7795   이메일 ▶ edu@koreanbar.or.kr

교육문의 |  SPEP Center

                 전화 ▶ 02-2179-5500   이메일 ▶ spep_notice@spep.co.kr 

신청 안내

신청문의 후 신청기간 내에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 본 영어연수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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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Legal English

과정 개요

- Business Conversation: 업무 및 생활 영어 학습을 통해 영어활용능력 향상
- Legal Topic: 국제 법률 서비스의 다양한 Case Study & Research를 통한 실무능력향상

* 신규 신청자 사전 전화 Level Test 진행가능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시       행 |  SPEP Center

대       상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강의장소 |  오전과정 ▶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중회의실 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오후과정 ▶ SPEP Center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1 신원빌딩) 내 2층 강의실

교육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9월 21일(금) (12주 과정)

교육내용 |  국제 법률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Business & Legal English 교육프로그램

과  정 시  간 내  용

Specialized Business English
With Legal Case Study

오전 08:15 - 09:00
화/목 or 수/금, 주 2회

(강의장 :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19:00 - 20:30
화 or 수, 주 1회

(강의장 : SPEP Center)



“A legal English course developed by lawyers, for lawyers. 
Insight into the important issues of today, 

for the modern legal practitioner.”

Business & Legal English

The Speaking Proficiency Enhancement Program (SPEP) cordially invites you to join our weekly classes in order 
to sharpen your 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Classes are based around the review and discussion of a wide selection of current legal topics. 
Each week students will receive handouts in the form of a booklet chapter as well as corresponding case 
materials. The topics covered in each chapter are selected from a broad range of legal practice areas in order to 
give students a view of developments throughout the legal world. Each chapter contains topic-relevant terminology 
which will assist students in discussing the week’s featured cases, all of which are drawn from civil and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course places a strong emphasis on building practical skills with real-world relevance for 
legal professionals in all areas of practice.
We therefore warmly welcome all interested legal professionals to join our Legal English Program and invite you 
to be active members in our weekly discussions.

Current Issues related to Legal Topic    

ㆍContract Law: Performance & Breach 
ㆍTort Law: Damages 
ㆍFamily Law: Trusts 
ㆍLabor Law: Constructive Dismissal 
ㆍCorporate Law: Shareholder Voting Rights 
ㆍCriminal Law: Evidence 

ㆍ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ㆍIntellectual Property: Patent Infringement 
ㆍConstitutional Law: Limitation of Rights 
ㆍCivil Procedure: Standing 
ㆍInternational Trade Law: Tariffs 
ㆍPublic International Law: The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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