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화상수업 교육과정 소개 



Let's Speak English - Starter 

전화영어 교육과정 

왕초보(스타터) 과정은 십 수년 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입문자, 문장 구성조차 힘들고 어떤 말을 
영어로 표현할지 감 잡기도 힘든 소위 '영포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법 및 기초 단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강생으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습목표 

• 영어(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 기본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간단한 문장과 단락을 만들어 봅니다. 
• 어휘에서 문장, 문장에서 단락으로 모든 학습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영어 공부를 처음 또는 다시 시작하는 '왕초보' 
• 영어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영포자(영어포기자)' 
•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 쌓기를 원하는 학습자 

 
교재:  Start1~3권.  PDF 제공 

일반회화 과정 



Let's Speak English - Beginner 

전화영어 교육과정 

사용 빈도가 높은 기초적인 회화 패턴들과 기본 어휘 학습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원어민과의 의사 소통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진행합니다. 
  
학습목표 
• 상대방이 말하는 간단한 회화의 이해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합니다. 
• 회화, 문법, 구문에 따른 회화를 이해합니다. 
•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어휘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문법 구문상의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올바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어휘, 문법, 구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일상 상황별 회화 표현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교재:  Beginner1~3권.  PDF 제공 
 

일반회화 과정 



Let's Speak English - Intermediate 

전화영어 교육과정 

상황별 어휘 활용 능력을 배가시켜 좀더 풍부한 표현력 계발하고, 스피킹 단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 어휘와 용어를 사용하여 Debate 함으로써 Critical Thinking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습목표 
• 상대방이 말하는 간단한 회화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합니다. 
• 회화, 문법, 구문에 따른 회화를 이해합니다. 
•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어휘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문법 구문상의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올바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어휘, 문법, 구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일상 상황별 회화 표현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교재:  Intermediate 1~3권. PDF 제공 
 

일반회화 과정 



Let's Speak English - Free Talking 

전화영어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전개, 고급 수준의 영어 회화 관련 내용을 학습합니다.  
특히 토의, 토론, 사회, 관심 분야, 취미, 관찰 등 학습자들의 다양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와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자신감 있고 폭넓은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습목표 
•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전개하여 고급 수준의 영어 회화 관련 내용을 학습합니다. 
•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일상 상황별 회화 표현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 비즈니스 실제 업무 상황 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습자 
•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교재:  Free Talking 1~3권, PDF 제공 
 

일반회화 과정 



Business Week 

전화영어 교육과정 

외국인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배경으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전화, 회의, 서류 및 서신, 해외출장, 바이어와의 계약 등을 다루며 다양한 비즈니스영어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기본적인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이해 
• 각각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습득 
• 문서 작성, 회의 등 자신의 사례와 비교,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완 

비즈니스 회화 과정  

목차 
01. Business Introduction 
02. Telephone English 
03. Correspondence 
04. Travel Arrangements 
05. Business Meeting 
06. Business Trip 
07. Meeting Negotiations 
08. The Product 
09. Debriefing 
10. Planning Leisure Time 
 

 
교재: 별도 구매 (20,000원) 
 



Customer Relations 

전화영어 교육과정 

글로벌 기업, 외국계 회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증가된 해외 고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방법과 고객의 
신뢰도를 유지, 향상시키는 방법, 까다롭고 불만스러운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 등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고객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대처 요령 습득 
• 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디테일한 대응력 상승 
• 해외 파트너와 기업의 특성을 이해 

비즈니스 회화 과정  

목차 
01. What is Good Customer Service? 
02. Knowing Your Customer 
03. Going the Extra Mile 
04. Building Loyalty 
05. Presentation 
06. Nonverbal Communication 
07. Communicating with Customers 
08. Dealing with Customer Complaints 
09. Building a Customer Relations Strategy 
10. Technology and Customer Relations 
 
 
교재:  별도 구매 
 



Customer Relations 

전화영어 교육과정 

학습자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영어 면접 예상질문과 답변, 돌발 질문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 흥미롭고 인상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발음, 문법 등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훈련으로 개선 
• 구문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발화'에 대한 자신감 상승 
•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비즈니스 회화 과정  

목차 
01. Personal Drive 
02. Personal Development 
03. Emotional Stability 
04. Leadership & Teamwork 
05. Office Politics 
06. Problem Solving 
07. Difficult Questions 
08. Off-the-wall Questions 
09. Ethics 
10. Questions to Ask Employers 
 
 
교재: 별도 구매 (20,000원) 
 



Presentation 

전화영어 교육과정 

성공적인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구성과 기술을 배우고, 학습자의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실전 프레젠테이션 
감각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프리젠테이션의 기본 이해 
•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과 반대의 경우를 비교 및 분석 
• 프리젠테이션에 쓰이는 용어와 적절한 표현 및 제스처 등을 학습 
• 강사와 학습자의 롤플레이를 통하여 적응력 상승 

비즈니스 회화 과정  

목차 
01. Building Your Presentation - The Beginning 
02. Building Your Presentation - The Introduction 
03. Building Your Presentation - The Body (1) 
04. Building Your Presentation - The Body (2) 
05. Building Your Presentation - The Conclusion 
06. The Question Period 
07. Informative & Instructional Presentations 
08. Persuasive Presentation 
09. The Visual Aspect 
10. The Delivery 
 
 
교재: 별도 구매 (20,000원) 
 
 



전화영어 교육과정 공인시험대비 과정 

SPA 

SPA Test는 실제 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말하기 평가’이며, ESPA(English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과정은 SPA Test 대비 연습과정입니다. 평가자체가 원어민과 나누는 실제 
대화방식인 인터뷰테스트로 10분간 진행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수준의 영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평가과정 속에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SPA시험의 평가항목은 발음(12점), 청취력과 답변능력(36점), 어휘사용능력(12점), 문장구성능력(24점), 
유창성(12점) 등 총점 96점 만점에Level1(Basic) ~ Level8(Native) 등급으로 나뉘며, 영역별 강약점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수업진행도 교재를 바탕으로 10분간 5개의 질문으로 진행되며, 미리 예습으로 답변사항을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하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학습목표 
• 자신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집중적인 훈련으로 말하기 실력 개선 
• SPA 시험에 필요한 전략과 연습으로 시험에서 점수 향상 
• 예상 질문과 답변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교재: 별도 구매 (20,000원) 
 



전화영어 교육과정 공인시험대비 과정 

TOEIC 

1979년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되어 전세계 180여 개 국가 14,000여 개의 기관에서 
승진, 해외파견 인원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시험입니다. 
 
학습목표 
• TOEIC Speaking 시험에 목표 점수 달성 
• 실제 말하기 실력 향상의 기초 형성 
• 의사소통 능력 및 작문 표현 상승 

 
 

교재:  PDF 제공 
 



전화영어 교육과정 공인시험대비 과정 

OPIc 

OPIc은 면대면 인터뷰인 OPI를 최대한 실제 인터뷰와 가깝게 만든 iBT 기반의 응시자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 
평가로서,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언어 평가도구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시작되어 현재 약 1,600여 개 기업 및 기관에서 OPIc을 채용과 인사고과 등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총 6개 어종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언어를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어 말하기 평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자신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집중적인 훈련으로 말하기 실력 개선 
• OPIc 시험에 필요한 전략과 연습으로 시험에서 점수 향상 
• 모범 답안의 구조를 충분히 익혀 상황에 맞게 응용 

 
 

교재:  PDF 제공 
 



화상영어 교육과정 일반회화 과정 

I Can Speak 

영어회화 처음 입문하는 성인 학습자 대상 과정 
 
학습목표 
• 주제별/패턴별 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다 

 
교재구성 
•  권수 : 총 6권 (RED 1,2,3/ BLUE 1,2,3) 
•  3달에 1권 수업 
•  총 18개월 과정 

 
내용구성 
• 기본 어휘, 문법 연습, 일상회화를 직접 듣고, 다양한 문제 풀이 
• 기초 문법과 문장의 구조적 형태, 긍정문,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 Do you like your job? 
- What time is the party? 
-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best? 
-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 What does it look like? 
- I'm looking for a minidress 
- Is there a flower shop around here? 
- It should be on the coffee table 

 



화상영어 교육과정 일반회화 과정 

English in Common Level 

초급~중급자를 위한 과정으로, 성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 
 
학습목표 
• 강좌의 내용에 집중하여 수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교재구성 
• 권수: 총 4권 
• 3달에 1권 수업 
• 총 12개월 과정 

 
내용구성 

- Can do objectives 
- Grammar 
- Vocabulary/Expressions 
- Reading/Writing 
- Listening 
- Communication/Pronunciation 



화상영어 교육과정 비즈니스 회화 과정 

Global Business Active Level 

전화받기, 요청서 보내기, 인터뷰, 발주하기, 협상과 같이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비지니스 
영어와 
소셜라이징, 문화와 같이 직장내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비지니스 영어 
 
학습목표 
• 영어 비지니스 환경을 이해하여 각 비지니스 상황별 영어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교재구성 
• 권수: 총 4권 
• 3달에 1권 수업 
• 총 12개월 과정 

 
내용구성 

- Warm Up 
- Pronunciation 
- Conversationn 
- Vocabulary 
- Language Review 
- Active 
- Role-Play Activities(1, 2) 



화상영어 교육과정 주니어 과정 

Junior - Brown Level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능력을 키워준다 
 
학습목표 
• 기본적인 어휘완성, ESPT 인증시험 LEVEL4 

 
교재구성 
• 권수: 총7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7개월 과정 

 
내용구성 

- 기본 어휘 완성 
- 4대 영역 + pronunciation, grammar, 
dictation, vocabulary 기초다지기 
- 어휘 500이상 / 문장 1000이상 
- 말문 열기 과정 
- 받아 쓰기 과정 

주니어 과정은 Brown, Cornell, Colimbia, Dartmouth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권입니다.  
영역별로 각 Lesson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연습과 확인학습을 통해 영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Junior - Cornell Level 

친숙한 주제로 8대 영역을 다져주는 Cornell 
 
학습목표 
• 친숙한 주제, 대화 이해, ESPT 인증시험 
LEVEL 3 

 
교재구성 
• 권수: 총7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7개월 과정 

 
내용구성 

- 8대 영역 다지기 
- 말문 다듬기 과정 
- 친숙한 대화 주제, 대화 이해 
- 표현 영어 쓰기 다듬기 
- 어휘 100이상 / 문장 2000이상 



화상영어 교육과정 주니어 과정 

Junior - Colimbia Level 

일상에 무리 없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Columbia 
 
학습목표 
• 8대 영역 다지기 중급문법 완성, 중급어휘 
완성 

 
교재구성 
• 권수: 총8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8개월 과정 

 
내용구성 

- 8대 영역 완성 
- 말문 완성 과정 
- 표현 영어 쓰기 완성 과정 
- 중급문법 1 완성 
- 중급어휘 1 완성 
-어휘 1,800개 / 문장 3,500이상 

주니어 과정은 Brown, Cornell, Colimbia, Dartmouth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권입니다.  
영역별로 각 Lesson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연습과 확인학습을 통해 영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Junior - Dartmouth 1 Level 

고급언어과정 Dartmouth1 
 
학습목표 
• 5개월 과정 중급문법,어휘과정 완성, 
고급문법 이해, 고급어휘 이해 

 
교재구성 
• 권수: 총5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5개월 과정 

 
내용구성 

- 중등 내신 대비 심화학습 1학년 과정 완성 
- 중급 문법2 완성 
- 중급 어휘2 완성 
- 말문 활용 과정 
- free essay 쓰기 과정 
-어휘 3,000이상 
- 문장 2,500이상 



화상영어 교육과정 주니어 과정 

Junior - Dartmouth 2 Level 

고급언어과정 Dartmouth 2 
 
학습목표 
• 3개월 과정 고급문법, 어휘과정 이해단계 

 
교재구성 
• 권수: 총3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3개월 과정 

 
내용구성 

- 중등 내신 대비 심화학습 1학년 과정 완성 
- 중급 문법2 완성 
- 중급 어휘2 완성 
- 말문 활용 과정 
- free essay 쓰기 과정 
-어휘 3,000이상 
- 문장 2,500이상 

주니어 과정은 Brown, Cornell, Colimbia, Dartmouth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권입니다.  
영역별로 각 Lesson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연습과 확인학습을 통해 영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영어 교육과정 파닉스 과정 

Phonics Level 

영어회화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영어회화 시리즈 교재로 단계적인 Active로 
각 lesson에 수록된 기초 어휘, 표현, 문법 등의 선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미권 일상 대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기초 어휘, 표현, 문법 등의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미권 일상대화를 학습합니다. 

 
교재구성 
• 권수: 총4권 
• 1달에 1권 수업 
• 총 4개월 과정 

 
내용구성 

- Warm-up 
- Dialogue 
- Grammar Point 
- Pratice 
- Pair Work 
- Student A.B 
- Pronunciation 

파닉스 과정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EFL 초등학생을 위해 개발된 파닉스전문 교재입니다.  
학생들이 Reading과 Writting을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하고 확실한 영어의 기초를 다지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학습방법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닉스를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사이트 워드(sight word)를 스토리와 노래에 수록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이트 워드를 읽어 낼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따로 암기하지 않고도 많은 
단어를 읽어 낼 수 있게 되고, 발음만 듣고도 단어의 철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