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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siness Professions (IBP)

국제 비즈니스 전문 프로그램
국제 비즈니스를 향한 배움을 위해 세계가 함께 모이는 곳
IBP 프로그램은 1 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외국계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입니다 . 
IBP 프로그램 과정을 듣고 나면 학생들은 실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IBP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 훈련과정 ,  그리고 인턴십 체험은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인턴십 현장
 ●  Seattle Art Museum                      
 ●  Jubilee Reach             
 ●  Expeditors International          
 ●  Gobo Enterprises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  Global Trade International            
 ●  Seattle Symphony                                
 ●  The Mariners                                 
 ●  And many more   

IBP 프로그램 @  Bellevue College
IBP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요인 벨뷰 대학의 질 높은 교육 지도와 실제 비즈니
스에서 사용되는 교과 과정을 배움에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주에 위치한 시애틀 주변 지역에서 충분한 인턴십 기회와 더불어 재미
있고 다채로운 캠퍼스 내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  Bellevue High School
 ●  FIUTS
 ●  The Museum of Flight
 ●  World Concern
 ●  Green Tortoise Hostel
 ●  Boys & Girls Clubs of America
 ●  Pike Place Market Foundation

“IBP 학생들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일할 자세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

  고 전문적인 직업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연수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 

  며, 이때 그들이 회사와 사내 문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 방식 등을 빠르게 배워 나가

  는 것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organ Wilson

매니저 - 글로벌 교육
기술 & 지원 담당자

“IBP 프로그램은 저에게, 인턴십 과정을 통해, 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김희준
IBP 47기 학생

IBP 프로그램에 관심있으신 분은  www.bellevuecollege.edu/isp 에서 신청 ,
혹은 Deron Dahlke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
 이메일 : deron.dahlke@bellevuecollege.edu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 • Bellevue College
3000 Landerholm Circle SE • House 6

WA, Bellevue, 98007-6484, USA
(425) 564-3185  •  isp@bellevuecollege.edu

International Business Professions (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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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육   

●  작은 그룹 수업

●  1 대 1 상담

●  주요 미국 기업에서의 다양한 인턴십 

●  교수 , 고문 및 직원 네트워트 제공

●  모든 캠퍼스 시설 사용가능

●  관심 분야의 학술 연구의 기회

비즈니스 과정
예:  회계, 비즈니스 관련 , 컴퓨터관련,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정보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관리, 기술 지원, 번역 및 

통역 등.

국제 비즈니스
학생들은 소비 시장을 탐구하고 국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 및 

유지 하는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ESL 쓰기
학생들은 영어문법과 학술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학 수업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목표를 위해 교
과 과정에서 3학점이나 8학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찰 준비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확인하고 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학술과 적용전략에 
중점을 둡니다. 이력서, 커버레터,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포트폴리오 작성은 적절한  
인턴십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소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의 시나리오를 
통해 비즈니스에서의 비판적 사고와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웁니다.

대학과정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
에 도움이 되거나, 흥미있는 5학점의 수
업 하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비즈니스, 영어, 마케팅, 사진, 
실내 디자인 기타 등이 있습니다.

구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은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프레젠
테이션 기술, 전화예절, 그리고 영업 및 
회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의 학
습을 배웁니다.

현대 문제를 탐구
학생들은 팀으로 구성되어 미국 사회의 
중요한 현대 문제에 대한 연구 능력 및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학습합니다.

문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은 미국 비즈니스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편지, 이메일, 사무실 메모, 
뉴스 및 책자의 제작에 알맞은 완벽한 문서작성 형식, 어조, 스타일 등을 배웁니다.

트랙
IBP 프로그램은 능숙한 영어 실력에 따라 2개의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트랙 A는  토플 성적이나 IELTS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시작할 수 있으며, ESL 수업으
로  영어를 향상시키면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수업을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첫 쿼
터에 토플 시험을 두 번 치를 수 있습니다.  트랙 B는 대학 수준의 수업을 영어가 모
국어인 미국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트랙 B는 TOEFL iBT= 61, 혹은 IELTS 
overall band score = 6.0 with all sub-scores= 5.5를 요구합니다.

수업
IBP 프로그램은 IBP와 ESL 수업으로 나뉘며,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수업을 등록하기에 앞서, 어드바이저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학습계획과 다양한 수업을 설계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벨뷰 대학 수업의 설명은 http://www.bellevuecollege.edu/classes/All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인턴십 배치
학생들은 4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어드바이저를 통해 얻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비
지니스에 필요한 네트워킹 기술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BP 및 ESL 과정
학생들은 세 과목의 ESL 수업과 한 과목
의 IBP 수업을 수강합니다.

대학 과정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목표를 위해 교
과 과정에서 10학점이나 16학점을 선
택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지원
학생들은 인턴십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을 통해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현장 전문 용어 등을 배우게 됩니
다. 학생들은 인턴십 회사 및 기관에 대
해 설명하면서 배운 기술과 경험에 대해
서 발표하게 됩니다.

인턴십
각 학생은 회사에서 10주 동안 무보수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은 
학생들의 훈련, 과거 취업 경험, 취미, 
영어실력과 미래 직업의 목표에 따라 나
뉘어 집니다. 멘토링 의사소통 및 지원
은 학생의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로부터 
인턴십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IBP 프로그램 혜택
4 220 시간의 영어를 사용하는 인턴십 기회
4 IBP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4 “IBP Program Completion”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4 현저히 향상된 자신감과 영어 회화능력 
4 미래 취업 기회에 대한 전문적인 네트워킹 구축

IBP 프로그램
IBP 프로그램은 국제 비즈니스의 전문적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으
며, 미국식 관측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관심분야에 직접 맞게 지원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인턴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IBP 프로그램은 매우 흔치 않
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BP 
프로그램이 저의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
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만약 제가 미국에 가게 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이 프
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으며, 또한 
당연히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는 바
입니다.”

장재희 
IBP 32기 학생

“매년 우리 학생들이 국제 직업 현장
 에서 자신감 있고, 역동적이며, 숙련
 된 전문인으로 변화하는 성공적인 과정
 을 지켜보는 것은 진심으로 즐거운 일
 입니다.”

Cynthia Weintraub
지도 교직원, IBP

지원
벨뷰 대학은 국제 학생들에게 아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료 개인 교습

●  캠퍼스 안팎의 많은 클럽 활동

●  무학점의 재미있는 수업

●  교통카드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