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GlobalEnglish Assessment는 비즈니스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숙련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도구입니다.
고객은 당사의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관리되는 평가에
접근합니다. 시험은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사의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Assessment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Assessment 세션은 귀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시험의 종류에 따라
15분부터 60분에 이릅니다.
Assessment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후보를 동일한 요구조건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 국제적 채용에
이상적인 사전 선별 도구를 제공합니다.
Assessment는 또한 개별 요건과 진척도를 비즈니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측정합니다. 후보자는 광범위한 영어 요건을
활용해 직위에 맞게 평가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서로에 대해,
업계 표준 또는 특정 업무 요건에 대해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한 자동화 평가

운영 방법
특정 기술

빠르고 정확함

GlobalEnglish 말하기 및 쓰기 평가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의사소통
기술을 시험하여 어휘, 문법, 유창성, 듣기 등의 전체적인 점수와
다양한 특정 하위 점수를 제공합니다.

평가 시험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온라인 시험 관리 도구를 통해 몇 분 내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점검을 통해 GlobalEnglish 평가는 비즈니스 영어
경쟁력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당사의 자동화된 채점은
전문가 인력 평가에 맞게 조정되지만 훨씬 더 빠르고 더욱 일관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당사의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GlobalEnglish
는 귀사의 평가 요구사항과 시험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시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GlobalEnglish는 귀사의 영어 의사소통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조정된 가장 적절한 평가 또는 평가 솔루션 그룹으로 귀사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개선
시험 결과는 고용/고용 불가, 승진/승진 불가, 진행/교육 수료 등의
실행 가능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Assessment 점수는 CEFR, GSE, TOEFL 및 TOEIC 등의 전
세계에서 공인되는 언어 등급에 대해 당사에서 제공하는 점수를
사용해서 당사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평가를
제공합니다.
벤치마킹
종합적인 보고 도구는 개별 직무 요건이나 경쟁력 있는 후보자는
물론 업계별 및 글로벌 표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원합니다.

주요 이점
“완전히 자동화되고,
상당히 믿을만 하며,
관리하기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www.globalenglish.com

“TDS는 평가 기술을 사용해 사전
선별 및 지원, 통화 시뮬레이션,
성과 관련 소모에 상당한 비용을
줄여 연간 총 600,000달러의 연
편익을 예측했습니다.”

“해당 평가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이러한
조합과 이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sales@globalenglish.com

“점수를 통해 극소수의
직원만이 영어로 비즈니스와
금융 거래를 수행할 필수 기술
수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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