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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۰Е ߅߭߯ࡁ࣯ ࢂ̀߅ݤҚࡶ ࠇء
ઝԐݛվ ܊WUDQVFULSWLRQ  ࠇ˕ ʋࡵ
৲Тৼࢇ ܊۰ݛٸձ ࢿ˓ଢТЬ ࢵஜ
ּӖଜࡪˈࢂ߶یଞࢇएּࠪܕչձ
࣑ؿଜִ۰ ̆ଜࢂ  ࡶ߶یЬհ ߯߭̀
یୣ߾۰ˈଞࡢԻ؈ࢷଟܹѦԼ
एࡕଜЕʨТЬЬհ߯߭ձࡈیଜЕۚ
ˈʏࡶࡢଞՎࢇ۽ΟЬߦଞח̀ࢂ
ऐࡕҚɾࢂࡋݍΰٕࢂࡢࡶܕیଞࠇء
ҟָՎଜˈɾʼଞ̆ࡵࠇءଜࢂٸइТݛ
؈ࢷ߾ш਼ѦࡏࢇѺʨТЬ

ੇࡓଛ̘ܺࡿࠄ؞
ֵՋଞ
ࢵஜࡵࠇءɾʼଜˈࢽଞ
߯߭ձࡪएଜࠆࡕݤ֩ࢂقएɼ
ּ߭߾۰ݨଜʯࢷбѺܹ
ѦԼଢТЬ

֎ה
ࢵஜࠇءɼҚࡵ߯߭ࢶ˕חࢶ
߾֑חоଞΤԻࡋʃɽࡶ
ɼएˈݡТЬࡕࡶ֑חࢂق
ּˈʏࢇࢇଥଟܹЕʠࢂ
Ѱࢊଞࡳ֑חԻࠇءଥҖվТЬ

ୖݣ
ࡕ̛ࡢٗࢂחΟࢽࢂݦѦЕ
߾חࠇء۰̐оԻࡪएѼТЬ
ࢵஜӖଜ͉۰ࢷбଜˈଜЕ
֩ݤए߾ݨଜ̛ࡢଥফ۴ࢂ
ϠԯࡶЬଜˈݡТЬ

̃ଙɹϹˮࢆऌ
̃ଙࡿࢄ߳ۉ
ߪҼଛʥࢆऌ
ࢲஙɹࢺࡿଙВѓ
ѣࠧғն֯Щխ
߳ۉҗʬ̃ଙࡿ
ٮԍғɹѦࢇؼ
ܶࢎѣԹѣࠧ
ғնʲݞПЩ
ی ࢂ˒˒˃ۿԆҚࢇ ʠࢂ Ь ࠉʼѺ ܹ Е
˓˃ۿѰݤо߾۰ ࠬࢷଞ ࢂ ࢂܕیɼࢠ ਼
ࢠ߭߯ࡵصТЬࠁչઝઝԐݛԦࢇ߾߅ݤ߅܊۴
̆ଜࢂ֩ݤएɼࢽଜʯࢷбѺܹѦԼѦࠪ
ҖչʵݡТЬ ࢵஜЕ ̆ଜࠪ ̆ଜࢂ ࡶ߶ی
ࢇଥ ܹ ݤѦԼ ߯ࢿΟ Ϡԯଜˈ ݡТЬ
̆ଜࢂݦϙࡵࢵஜɼࠇءଞ̆ଜࢂ߾ܖ֑ח۰
ָٗଜʯୃѼТЬ
ࠁչઝઝԐݛԦࢇ߾߅ݤ߅܊۰ЕЬߦଞ߯߭Қࡶ
ࢷࡳࢶחԻЬՔˈࡳֲ߾߶یଗࡁଜۚݦԻࡋ
ՎҚࡶࢵஜ߯߭ࢷחɼҚࢇ˱یଟܹЕֻҘ
߯߭Ի۽ଜЕіѦࠪҖչʵݡТЬࢵஜЕࣸ˲߭
ɾء ֆԦࢇࢉ߭߅ݤѦόߠ߭߅ݤց߭
ৢؿҡ߅ࢂ֩ծ߭ࠒ߭ ࠒ˲߭قࢊ ݥ˲ݥ
ଞ˲߭ ˲߭ ʀԻ̐߭ ଗչଖࢂ ˓ࡈ߭ 
ت߭ઝΧ߭ҟࢂࡢࡶࢿ߇חˈ˝ࠇءଞ
ࢠٸձʉˈ۰߯ࢿΟࣱٸɼѸ߭ݡТЬ
ࠇیҚࡵ ݤݨɾ ߭أएˈ Е ࢇجઝ߾۰
߯߭ࢠـ̑ ࡶصଟ ܹ ѦԼ ࢂ ࡶܕیѦࠪ
ҖվТЬ ࢵஜ ࠇیҚࡵ ईɽࢶࢇˈ ࠖչଜֲ
ࢇԜଞ ࢇجઝ߾ ଗࡁଞ ٸइТ߾ ݛફਂ˕
ٸइТ߭ࡈݛҚࡶ ࢚ ߊˈ ݡТЬ ୪ࢶࢇֲ
ܹࡖଞ Я ࠇࢇ ଗࡁଞ ਼ ֻ̍ࢂ ୣࢂ ʋࡵ
ˁࡉ߾ЕࡶܕшࡕଜʯѦ࣯ࠪЕࠇ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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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ଥ ٗଞ ࢇଥԯࡶ ɼएˈ ݡТЬ ࢵஜЕ
̆یɼ߭ӁୣࢉیएࢽࢂଜˈЬհ߶ی߾۰
̆ଜࢂ ٱԐҖɼ ѩࢇؿʯ Ѧࠪ ҖչʵݡТЬ
ࢵஜӖଜٱԐҖࢂଦࢷࡶݪбଜЕࢂЕ
̔Қࡶॸ̛ࡢଥ̆ଜࠪ̆ଜࢂࡶݥ؏ࠒࡋ˕߶ی
ؿЬшࢇଥଟܹѦԼϠԯଜˈݡТЬ


ଣݘٵۭ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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ચԍݘջ܇

˚˅ۺ߄ה

ࢵஜˈʏҚ͉۰ଗࡁԻ
ଜݤЕٸइТחݛ۰ڸփ
߅ТԂୣیΰٕࢂࢂی
ࡢࡶܕଞՎҚѦࠇءଥ
ҖվТЬࣚࡵࡕࡵࠇء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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ˈʏҚ˕ୣیΰࢂ˗˃
ଯۘࡶѦࡉִ۰ш਼؈ࢷࢇ
ѸЕі߾ѦࡏࢇѼТЬ

ࢵஜЕࡸ۽ળࢊҚࡶࢋࡶ
ܹЕՎԻܹͳ
Еܺбѹ߯߭ࢷחɼҚࡶ
ࡪؿଜˈݡТЬDYLZDY
ܕۿઝ੨ࢇ̧ए
૦ଡଜЕֻҘ࣯ࡁҡ߭
ձ̔Իܹͳ
ݡТЬ

̆ଜࢂࡶ্ִࢶ߶ی
ָٗଜˈࢽଜʯ
ୃଜֲ८طଜЕі
ѦࡏࡶࣶТЬ̛࣑ࢂ
ٸइТחݛ۰ձЬҜ࣯߭Е
ܹࢽࢽˬ۰ݛٸѦ
ࢿ˓ଜˈݡТЬ

ଣהࢴ߳یݧ
ࠁչઝ ઝԨݞԦࢇ߅ݤ߅ ܊Е ض߾ ࢶࡻଜֲ
Ьߦଞઞ߶یҚ˕۰ݛٸҚࡶЬՔˈݡТЬ
ࢵஜӖଜࢂ˕߶یଗࡁଜࢺݦҚࡶࢇଥଜ̛
ࡢଞલࢉਫ਼٫Қࡶଜࠆ̆ଜ͉۰ࡕଜݤЕ
ָଜˈ࣏չЕ̔ࡶࢿ˓ଜˈݡТЬࢵஜЕ
ˬʢʢ۶ࢿ࣏߶˕˱ࠉ૽ݥଝ˕̐࠹
քࡵٗߞ߾۰ࢂˁଵࡶɼएˈݡТЬ
ࢵஜЕшΟࡵࢂࡶܕیଥ۰ࢷ˃ۿɼш
ɼ̧ࡓओܹѦԼࢷϙଜˈݡТЬ̐ԥ̛߾
ࢵஜЕیୣـएࢂࢊࡳԻࠒٸչ̛˱Қࡶࡢଞ
ઞطଞિ০एձࢿ˓ଜˈݡТЬ
ࢵஜࢂ ˈʏࣸ߾Е '%6 Լ֩ ݛչ߭ৌ੫
չ࣏ઝ ࢉਫ਼ਏફώੌ੫ ̐ՙ ݛЬ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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ʢʈ˗չ̐ՙ˕ݭɼ૦ծ߾߭ԂࢉࢇݡТЬ
߂߄ݡ৯ϊ܇৯ϊ܇
ݭɼ૦ծ߾ یقձ ҁ ࠁչઝ ઝԐݛԦࢇ܊
߅߅ݤЕ ߅ࡁ࣯ ߅ݤएࠇࢂ ୃए ࠇءɼҚ˕
ଔԂࢇਫ਼Қࡶॹࡈଜִ۰ੋੋଞ̛؆ࡶփҚ߭
࠱ݡТЬ ࢵஜ ୣ߾ی۰ ̒הଜЕ ࠇءɼҚࡵ
оٕٗ Ьࣸ߯߭ձ ࡈیଜЕ یୣ߾۰ ࢠ۽ଜࠆ
ܹ߭߯ـձ ࢊ ࢻଜֲ ЬՔЕі߾ ࢈ܺଢТЬ
ࢇԜଞˁଵࢇؿЬࡕ߾قɼ̮ˈࡕࢂࢂחձ
ш࢚ۑչЕࢠؿࡶיࠇءଥҖվТЬ
ࢵஜࠇءɼҚࡵ࠹˲߭ձࢽ̍ˬࡶଥ۰ؑࡋ
ࠇءɼҚؿЬࠆԜٗࢂ߾߶یଗࡁଞּ߯߭߾
ш ̦ࡵ ࢇଥձ ɼएˈ ̛߾ ߅̀߅ݤࢂ

̛߶Ԃִࢵஜࠇء۰ݛٸձш࣑ࣸଜչԂˈ
ݡТЬ
ऑࢽଞЬ˲ࢶ̛߶ࢇѸЕ˕ࢽࡵ৲ЬԄѦࢷТЬ
ଜएփࢵஜЕחࠪ߯߭ࢂࢿߟ߷ࢇЬհ߯߭ձ
ࡈیଜЕˈʏҚٸइТݛળઝοҚ˕шΟࡵ
ࢂ ܕی˱߾ ࢷϙଜˈ ࡳֲ ̆ଜࠪ ଡ͉
ࢊଜִ۰ࢇձࢊݨঊଜˈݡТЬ
ۺ࠾ࣵࡿۼ
ࢵஜЕ ̆ଜࢂ ֩ݤएձ Ьհ ߯߭ձ ࡈیଜЕ
یԆҚ߾ʯ ࢽ ࢷбଜ̛ ࡢଥ шࡊ Ϡԯଜˈ
ݡТЬ ࢇԜଞ Ϡԯ߾Е ࢵஜɼ ࠇءଜִ۰
߭ҿଞࢽؿɼଗࡁଞएߊ̛ࡢଥଗࡁଞ࣏ی
ओחҚࡶଜЕʨѦ૦ଡѸ߭ݡТЬ
ࢵஜЕࡕּ߭ࠪ߭ձѰࢊଞݨԯࡳԻМܺଜʯ
˱یଜЕ ݨ۽ଞ ࠇءɼҚ߾ʯ ࢂՇձ ֎̛ˈ
ݡТЬ
ࢵஜЕ߾ࢽ˕ࠇء۰חࢶࡁܕձˈԮଜЕʨࡶ
߅࣯ࣸࡁଜʯࠆ̛ˈࡳֲࢉࢶ˃̛ࢂ̛ࠇء
ГΛࢇ ΟЕ ߅ ࢇࠇءФ ࡕݨ ߾חଜִ۰Ѧ
जࢎۚЕࢇࠇءѺܹѦԼϠԯଢТЬ
ࢵஜࢂ ˼̑ࢶࢉ ּЕ ࡕ߭ࢂ ࢂɼ
ּ߭߾۰Ѧ Ѱࢊଜʯ ࢷбѺ ܹ ѦԼ ࠬصଞ
 ࡶࠇءଥ ۰Ի Ьհ ߯߭ձ ࡈیଜЕ ࢇҚࢇ
шΟࡵࢂࡶܕیଟܹѦԼѦࠪҖչЕʨ
ТЬ

ࢲஙВزࠩࡳࠄ؞ଙʬଜܶࢎѣԹ
ѣࠧғն̘ଢ࣎࢟ଟПЩ

저희의 신념
엘리트 (ELITE)
저희는 팀원을 고르는데 까다로운 편이지만, 이는 항상 최고의
인재를 찾는 저희 회사의 방침 때문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임무는,귀하의 사업에서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데
필요한 언어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라고
믿기에, 이러한 방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LEADERSHIP)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노력과 특징, 그리고
전략을 만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리더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하와 같은 파트너들이 이런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성 (INTEGRITY)
저희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언어번역에 대한 저희
약속을 믿습니다. 말한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뢰 (TRUST)
저희에게 맡긴 고객의 신뢰는 소중이 지켜야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신뢰에 기초를 둔, 장기적이고 확고한 업무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수함 (EXCELLENCE)
저희의 철저하고 성실한 작업은, 정확하고 꼼꼼한 결과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저희의 모든 서비스 작업물들이, 항상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강점은 아시아권에서 언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무수히 많은 다문화권의 고객들을 특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시아의 대도시들- 상대하는데에는 저희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큰 도움이 되기에, 저희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립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지금 전화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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