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대학교
ESL Center
온라인 화상영어
프로그램 제안서

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

연혁 요약
1947

2002

산호세대학교
개교

ETS 공인
TOEIC Test Center

2001

산호세대학교
ESL Center 설립
(필리핀 최초 대형
기숙식 어학원)

2008

ESL Center 내
전화, 화상영어 센터 오픈

2007

SPICUS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전화, 화상영어
센터 설립

2019

공인 IELTS Test Center
스위스 호텔학교 BHMS의
IELTS 위탁연수기관

화상영어 프로그램 특징
장소의 제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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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한 전 세계 국경 봉쇄
-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PC 또는 휴대폰으로 수강
-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서비스 가능

언어습관 형성
- 언어는 습관의 산물
- 매일 꾸준한 학습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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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용 기회의 증가
- 강사와 학생의 1:1수업 형태로 진행
- 풍부한 영어 사용 기회 확보
- 학생의 개인 성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

시간의 효과적 안배
- 국내 학원에서 수강 시 발생하는 통학시간이
없어지므로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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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학습환경 구축
- 시간과 공간의 한정성 극복
- 데일리 평가시스템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효과 극대화
- 필리핀 영어강사와 한국인 담당자의 학습관리

프로그램 진행방안

오리엔테이션

•화상영어 진행 시
준비사항 안내

스카이프
설치 및 세팅

• 학생의 컴퓨터에
스카이프 프로그램
설치 및 테스트
• 헤드셋 테스트

https://skype.daesung.com

레벨테스트

• 레벨테스트 진행
및 결과 발송
• 레벨에 따라 교재
선택 및 강사배정
(교재는 스캔본 발송)

수업시작

• 주 5회 수업진행
데일리 리포트 발송
• MP3 녹취 파일
확인 가능

수업종료

• 레벨테스트
•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개요
연수기관

산호세대학교 부설 ESL Center

소재지

필리핀 세부 (Benedicto Bldg., M.J. Cuenco Ave., Cebu City)

프로그램 기간 * 3학점 과정 1차 : 2021년 1월 11일 (월) ~ 1월 29일 (화)
2차 : 2021년 2월 01일 (월) ~ 2월 23일 (화)
* 6학점 과정 : 2021년 1월 11일 (월) ~ 2월 23일 (화)

이수학점
연수비용

3학점 (45시간) / 6학점 (90시간)
프로그램

비

용

3학점과정

500,000원

6학점과정

1,000,000원

등록비 100,000원 별도 / 수업료, 학사관리, 교재, 성적표발행등 모든 비용 일체

수강과목

교 과 목 명

수업형태

English Conversation

1:1 Class

English Grammar & Reading

1:1 Class

Advanced Writing in the Discipline

1:1 Class

학사일정
안내

3학점 과정 (1차)
0주차 2021. 01. 04. (월) ~ 01. 08. (금) : 레벨테스트 및 교재선택
1주차 2021. 01. 11. (월) ~ 01. 15.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2주차 2021. 01. 18. (월) ~ 01. 22.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3주차 2021. 01. 25. (월) ~ 01. 29.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3학점 과정 (2차)
0주차 2021. 01. 25. (월) ~ 01. 29. (금) : 레벨테스트 및 교재선택
1주차 2021. 02. 01. (월) ~ 02. 05.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2주차 2021. 02. 08. (월) ~ 02. 10. (수) : 정상수업 (3일 9시간)
2021. 02. 11. (목) ~ 02. 12. (금) : 휴일 (구정연휴)
3주차 2021. 02. 15. (월) ~ 02. 19.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4주차 2021. 02. 22. (월) ~ 02. 23. (화) : 정상수업 (2일 6시간)

6학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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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주차 2021. 01. 04. (월) ~ 01. 08. (금) : 레벨테스트 및 교재선택
1주차 2021. 01. 11. (월) ~ 01. 15.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2주차 2021. 01. 18. (월) ~ 01. 22.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3주차 2021. 01. 25. (월) ~ 01. 29.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4주차 2021. 02. 01. (월) ~ 02. 05.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5주차 2021. 02. 08. (월) ~ 02. 10. (수) : 정상수업 (3일 9시간)
2021. 02. 11. (목) ~ 02. 12. (금) : 휴일 (구정연휴)
6주차 2021. 02. 15. (월) ~ 02. 19. (금) : 정상수업 (5일 15시간)
7주차 2021. 02. 22. (월) ~ 02. 23. (화) : 정상수업 (2일 6시간)

수업시간
안내
Group A

Group B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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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

교시

수업시간

1 교시

09:00 ~ 09:50

2 교시

10:00 ~ 10:50

3 교시

11:00 ~ 11:50

1 교시

13:00 ~ 13:50

2 교시

14:00 ~ 14:50

3 교시

15:00 ~ 15:50

1 교시

16:00 ~ 16:50

2 교시

17:00 ~ 17:50

3 교시

18:00 ~ 18:50

1 교시

20:00 ~ 20:50

2 교시

21:00 ~ 21:50

3 교시

22:00 ~ 22:50

* 학생들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배정하여 진행합니다.

비고

수업시간 50분
휴식시간 10분

학습관리
레벨테스트 평가서

데일리 리포트

레벨 테스트
- 수강 시작 전 Placement Test를 통해 학습방향 설계
- 연수 종료 시 Progress Test를 실시하여 성취도 확인

한국인
담당자

학습현황 체크
- 출, 결석을 한국인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체크

- 교재 발송 및 데일리 리포트 발송
- 궁금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학생 상담

학습평가
- 매일 발음, 어휘활용, 전달력 등을 평가하여 전달
- 자체 18단계 레벨시스템으로 평가서 작성

강사진 소개
온라인교육은 오프라
인 교육에 비해 강사의
수준 높은 티칭 스킬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프라인
강사 중 실력이 좋은 강
사를 선발하여 헤드 티
쳐가 지속적인 트레이닝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소개
온라인교육은 오프라
인 교육에 비해 강사의
수준 높은 티칭 스킬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프라인
강사 중 실력이 좋은 강
사를 선발하여 헤드 티
쳐가 지속적인 트레이닝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소개
온라인교육은 오프라
인 교육에 비해 강사의
수준 높은 티칭 스킬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프라인
강사 중 실력이 좋은 강
사를 선발하여 헤드 티
쳐가 지속적인 트레이닝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불규정

1) 등록비(100,000원)는 환불불가합니다.
2) 수업시작 72시간 전에 취소시 등록비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합니다.
3) 총수업시간의 50%가 지나기 이전 환불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수강료의 50%를 환불합니다.
4) 총수업시간의 50%이상이 경과된 이후 에는 환불불가합니다.
5) 지정된 수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후 60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학사규정

1) 공결포함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전체일정을 시작한 후에 수업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최초 정해진 학사일정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연기하거나, 홀딩할 수 없습니다.
4) 강사의 결근, 휴가, 퇴직, 병가 등의 문제, 인터넷 문제 또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과 협의하여 수업시간 변경이나 강사 변경 혹은 임시휴강 후 수업일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수강생은 수업시간 전에 미리 수업관련 장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과실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보충 수업은 없습니다.
6) 약속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강사는 규정에 따라 총 3번의 Call 후에 결석 처리를 합니다.
7) 수업 종료시간 이내에 강의에 참여할 경우 잔여 수업시간 동안 수업할 수 있습니다.
8) 학생의 로그인 아이디, 전화번호 변경 시 최소 하루 전 매니저에게 알려야합니다.
9) 특정한 사유 없이 강사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니저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0) 강사와 학생간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잔여수업 환불불가하며, 강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강사에게 욕이나 폭언 혹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경우 수강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불 또한 불가 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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