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

놀이가되는영어수업을 체험해 보세요

더존에듀캠이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지원합니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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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비대면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교육부 에듀테크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척순 지원

지원내용
학교당 400만원 한도액의 90% (최대360만원)까지 지원
※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공급기업의 상품 구매

신청절차

방과후 수업

교육비

재미와 실력향상
모두 만족하는

수업 관리

검증된
강사

맞춤형
교육과정

안정된
시스템

K-비대면바우처 플랫폼

k-voucher.kr

신청 / 접수

K-비대면바우처 플랫폼

더존에듀캠

화상영어 선택

상품선택

인글리쉬 학습사이트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 선택

수업신청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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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화상영어 수업은 달라야 합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다양한
부가학습

맞춤형
학습관리

말하기 중심의 화상수업

듣기,읽기,어휘, 문법 학습을 위한 예-복습 콘텐츠

원어민강사, 스터디매니저, 클래스매니저의 맞춤형 학습관리

더존이

더좋은이유,

기대효과

말하기중심수업

맞춤형학습관리

·대화중심의학습으로자연스럽게어휘, 문법학습이가능함

·온라인자기주도학습을통한예습으로공부습관만들기

·동영상강의및녹화파일을통한복습으로자신감갖기
다양한예-복습콘텐츠

· 원어민 강사의 맞춤형 수업 진행

· 클래스 매니저의 수업관리

· 스터디 매니저의 학습상담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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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원어민 강사

성공적인 화상영어 교육에 필요한 3가지는

검증된 강사 / 교육 프로그램 / 운영관리 입니다.

특히, 강사의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태도 / 표준화된영어발음구사 / 한국문화의이해 /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 스킬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강사교육및 관리를 통해 강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지원

고품질의 수업진행을 위한

차별화된 원어민 강사 관리 체계

교육

강사 자격

1Day

1. 100% 학사 학위 / 테솔 자격증 보유 및 교육 전공자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2. 주니어 대상 강의 경력 2년 이상

3.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에 대한 강의 스킬 모두 보유

4. 강의평가 3.6 (4.0만점) 이상 강사 배정

1.  파트별 전담조직구성 → 수업 모니터링(QA팀)

강사교육훈련(Teacher Management) 학습상담(Study Management)

수업관리 (Class Management)

2.  K-CLUB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학습 활동 지원 및 한국여행 포상

1. 학습 솔루션 및 교육과정별 교수법

2. 학습자와의 공감스킬

3. 한국문화의 이해

4.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교수법 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 상시 진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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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ics

대상 :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

목표 : 영어 파닉스를 습득

읽기(Reading), 쓰기(Writing) 기초 습득

특징 : 흥미로운 활동과 게임,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로

학습 흥미 유발

Oxford Story Land

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 고등학교

목표 : 스스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어휘와 문형을 습득

특징 : 언어 등급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12단계로 구성한 커리큘럼

창작동화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의 기본문법과 문형 학습

교육부 지정 필수어휘의 2배인 6,500개 어휘 학습

Chat Room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목표 :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으로 토론 진행

특징 :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로 학습 진행

학습의 재미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그림을 활용한 수업

Premium Talking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목표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

특징 : 여러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동시 학습

10대들의 생각, 상상력 등 실제 관심사에 대한 주제로 구성

특징 및 장점

2 수준별 맞춤형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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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평가를진행하고평가결과는다음 수업에활용

레벨테스트

레벨 테스트 구성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하며 각 영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됨.

수강생은 4개 영역별 강사 코멘트를 통해

취약한 부분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매수업 종료후 강의평가 및 강사의 피드백 제공

수업 마다 강사의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진행

별3개 미만 시 즉각적인 해피콜을 통한 문제 해결

학습종료 후 강사의 즉각적인 코멘트

-어휘 : 잘못된 단어 ->추천단어 제시

-문장 : 문법적 오류 교정

-발음 : 발음기호를 통한 발음교정

-Extra Coaching : 학습 동영상 추천 및 링크

성취도 평가

- 4개 세부항목별점수 및 설명

-해당월 학습자의 향상된 부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 등

학습제안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성취도 평가결과는 강사와 학습관리매니저가 확인하여

수업 방법 개선 및 강사평가에활용 됩니다.

만족도 조사

1) 7개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2) 3점 이하인 항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 개별 통화 후

문제점 해결 및 처리결과 보고

Q1 : 스터디 매니저 Q2 : 클래스 매니저

Q3 : 담당 강사 수준 및 티칭스킬

Q4 : 담당 강사 태도 Q5 : 교재, 수업 자료 Q6 : 학습량, 진도

Q7 : IT 네트워크 안정성

알림톡도착

[화상영어]
레벨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세요

알림톡도착

[화상영어]
오늘 강의에
대한 강사의

피드백을
확인하세요

알림톡도착

[화상영어]
성취도평가

결과를
확인하세요

특징 및 장점

3 학습효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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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수업 목적 및 학교 상황에 맞는

그룹수업을 제공 합니다.

학교당 400만원 한도액의 90% (최대360만원)까지 지원

▶수업시간 및 횟수, 대상인원 선정 등 학교 상황과 예산에 맞춘 교육과정 설계를 해 드립니다. 

180,000원

• 말하기 연습 극대화

•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수업 진행

• 교실수업으로 활용

• 주문형 교육과정 개설

• 1 class 정원 20명

1:1 개인수업

1회 비용 9,000원
(주5회, 1회당 20분, 1개월 / 20회)

4,000,000원

1:N 단체수업

1회 비용 100,000원
(주5회, 1회당 40분, 2개월 /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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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사례

수업 목적 및 학교 상황에 맞는

그룹수업을 제공 합니다.

학교당 400만원 한도액의 90% (최대360만원)까지 지원

1:1 개인수업

- 인원 : 1명
- 대상 : 10명
- 수업횟수 : 주5회 (오전 9시 ~ 오후6시 희망시간) / 3개월
- 수업시간 : 20분 / 1회
- 교육비용(3개월) : 10명* 60회 * 9,000원 = 5,400,000원

5,400,000 원

정부 지원금 (400만원한도 / 최대 360만원 지원) 3,600,000 원

고객 실 부담금 (주5회 3개월정가 54만원 대비 66% off /10명기준/1인 비용) 180,000 원

학교 부담금 (희망자 자부담 또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 1,800,000 원

1:N 단체수업

4,000,000 원

3,600,000 원

고객 실 부담금 (주5회 2개월 교육비용 / 20명기준 / 1인비용) 20,000 원

학교 부담금 (희망자 자부담 또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

- 인원 : 1 class 20명
- 대상 : 20명
- 수업횟수 : 주5회 (오전 9시 ~ 오후6시 희망시간) / 2개월
- 수업시간 : 40분 / 1회
- 교육비용(2개월) : 1개 클래스 * 40회 * 100,000원 = 4,000,000원

400,000 원

정부 지원금 90% 지원 (희망자 자부담 또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



더존에듀캠 OV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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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그룹의교육 전문 계열사

안정된 시스템 환경 제공

D-CLOUD 센터를 통한 완벽한 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

모든 기기에서이용가능한모바일학습환경제공

PC / 태블릿 / 스마트폰 모든 디바이스에서이용 가능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합니다.

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에듀테크기업

평생교육 파트너, 더존이 함께 합니다.

15년 화상영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회계전문 교육 및 직무교육까지 ON - OFF

맞춤형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에듀테크기업 입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더존비즈온전격 방문
방문일자: 2020.06.18

더존그룹의 교육전문 계열사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 입니다.



더존에듀캠 OV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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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필리핀직영티칭센터설립

화상/ 전화영어 사업 시작
후발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

2018

ISO 국제품질경영인증

필리핀 직영 티칭센터
ISO9001:2015 국제품질경영인증 갱신

2020

Edutech

14년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대면 교육사업에 집중

2009

레드하트사업시작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평균300명의 학생들에게

1년간 화상영어 교육을 무상 지원

2019

화상영어주요입찰수주

춘천시 교육지원청
제천시 교육지원청

부산시 클라우드 사업 등

14년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노하우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화상영어 NO.1 공급기업, 더존에듀캠



폼나는, 교육플랫폼
더존과 함께하세요.

온라인문의 edutech.douzoneedu.co.kr 전화문의 1688-7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