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ream.cnu.ac.kr

CNU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이 좋은 이유?
1. 학습 비용 최대 40% 절감

모집 요강

고득점 수강 후기
생화학과 백◦◦

1. 회원가입방법

대학생이면 다들 영어공부 한다는데 학원은 비싸고 혼자 하자니 막막하고ㅜ.ㅜ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는 학원에 비해 수강료는 40%이상 DOWN!
수업의 퀄리티와 효과는 UP!!
구분

CNU-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외부 학원

수강료

572,000원

1,300,000원 이상

교재

토익 교재 무료 제공

개별 구입

기타

교내 모의 토익 2회,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원

모의 토익 시험 지원

2. 최고의 영어전문강사진
영어 때문에 여기저기 헤매지 않아도 고퀄리티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습
니다! 국제언어교육원에서는 대학생 선호도 1위 영어전문강사진과 검증된
학교 원어민 교수들과의 팀티칭을 통해 충남대 신입생 영어 실력을 뿌리부터
제대로 키워줍니다.

http://dream.cnu.ac.kr에 접속합니다.
또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교내주요사이트 국제언어교육원 클릭
1 외국어교육프로그램 -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
2 수강신청하러가기 버튼을 클릭
3 상단메뉴중 일반행정외부서비스 클릭
4 신규 수강생 가입
5 회원가입 (본교학생 클릭)
6 가입 후 충남대학교 포털사이트(portal.cnu.ac.kr)에 접속하여 5 번에서
가입한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7 상단 메뉴 중 통합정보시스템 클릭
8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과명 <CNU 영어특별집중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클릭
9 수강결제 버튼 클릭하여 수강료 납부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하나 660-910012-79205)
10 수강등록완료

3.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
종류

장학금액

인원

지급기준

대상

100만원

1명

정기토익 900점 이상
(토익점수 최고득점자 순)

최우수상

50만원

2명

정기토익 850점 이상
(토익점수 최대향상자 순)

우수상

30만원

3명

정기토익 800점 이상
(토익점수 고득점자 순)

※ 자격조건 : 평균

출석률 80% 이상 + 모의토익 2회 응시, 6개월 전체 과정을
이수한 자

4.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정기 모임 : 학기 중 수강생과의 유대감 증가를 위하여 개강식, 종강식, 1:1 학습
상담 멘토링, 정기모임을 진행
- 공개

특강 : 정기토익 풀이 특강, 취업을 위한 토익 학습법 등의 공개 특강 진행
- 스터디 진행 :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매주 스터디 진행(어휘 및 문제풀이)
- 강의실 및 자습실, 그룹스터디룸 제공 : 공강시간 및 중간고사 /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개인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습공간 제공(수업 강의실 포함)

1. 수강비용: 900,000원
2. 교재비용: 120,000원
3. 모의토익 응시료: 16,000원

1,036,000원

언어학과 박◦◦

총 464,000원 지원
1학년 200명 한정 !!

등록비용

총 572,000원
※ 본 비용 외 추가비용 없음

※ 수강료 할인 적용 대상자 (방문접수 요망)
1. 기존 1학기 수강생이 2학기에 재등록할 경우
·수강료의 10% 할인 : 572,000원 514,800원
2. 기존 1학기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2학기에 재등록할 경우
·본인은 수강료의 15% 할인 : 572,000원 486,200원
·친구는 수강료의 10% 할인 : 572,000원 514,800원 (친구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

환불규정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하나은행
660-910012-79205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방문결제 또는 홈페이지
(http://dream.cnu.ac.kr)에 접속
⇨ 수강신청(하러가기)
⇨ 일반행정외부서비스 ⇨ 회원가입
⇨ 충남대 포털사이트
(portal.cnu.ac.kr)에서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시
학생 이름 + 핸드폰번호 뒷4자리
표시 요망 (예 : 조인성1234)

학기 초 : 670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15점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강사님 덕에 7월 초 첫 토익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익에 필요한 스킬들, 문법들을 콕 찝어 가르쳐주셔서 효율적인 토익 공부가 가능하였습니다. 보람된
1학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 강좌입니다♡

환경소재공학과 박◦◦

CNU 영어특별집중과정

원 수강료

납부방법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서◦◦

1학년 200 명
선착순 한정 모집

9월 개강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해외유학/교환학생
취업대비전문프로그램

학기 초 : 715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10점

학기 초 : 525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05점

1학년이라는 다소 들뜨고 학교생활에 대해 별 감흥이 없는 시기에 토익 905점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저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점수에 이르기까지 언교원의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강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중간중간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의토익을 통해 제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의 다소 어설픈 수강후기를 보시고 강좌를 들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노력만 기울이신다면 분명히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훌륭한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3. 교육비용

비용

학기 초 : 630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35점

강사님의 열정과 관심이 저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격려했고, 번거로우실텐데도 매일 메일을 통해
꼼꼼히 숙제검사와 피드백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에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며 항상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대학생활 첫 1년 동안 무언가 도전해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1학년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 정    원 : 1학년 200명 (우선 접수자 순)
- 등록기간 : 2017년 8월 1일 ~ 접수순 마감 시 까지
- 방문접수

: 국제언어교육원 (E1-1) 1층 103호 접수실
- 인터넷접수 : http://dream.cnu.ac.kr
※ 수강료 할인 적용 대상자는 방문접수 요망

구분

심리학과 조◦◦

1학기 때는 점수 욕심을 가지기 보다는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한 시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수업과 과제를 열심히 하면 대부분 800점 후반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는
강사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는데, 강사님께서 단어시험, 듣기 지문을 받아쓸 수 있는 프린트 등
과제들을 통해 수업 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카톡과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 개인별로
많이 틀리는 유형, 부족한 문법 파트 등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해주시면서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공부해나가야 할 방향도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방학기간에 두 번의 정기 시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익수업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토플 수업을 병행하면서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채◦◦

2. 접수방법

학기 초 : 910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55점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험을 보는 요령이나 방식을 몰랐던 저에게 이 1학년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교재를 이용하여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항들을 풀고 설명하는
방식이 실전 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학년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에서 배운 실전과
유사한 문항 풀이, 시험을 칠 때의 요령, 그리고 시간 관리 훈련이 저의 점수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강 전 : 100% 환불
개강 후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운영지침」에 의거해 환불 조치함
※ 환불 시 카드수수료를 제외함

학기 초 : 645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900점

저는 이전에도 토익을 공부하고 시험을 쳤었지만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이해도 부족했고 LC, RC
모두 목표점수에는 많이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 4일
수업을 하고 숙제도 거의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실력도 빠르게 올릴 수 있었고 토익에 대한 감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시간 관리나
문제 풀이와 같이 시험 자체에 대한 팁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점수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물환경화학과 노◦◦

학기 초 : 680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895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교환학생 신청 시에 토익 점수가 필요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시행되는 단어 시험, 매
시간마다 배부해주는 숙제는 개개인별로 확인이 이루어져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숙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보다 실전시험에 맞추어져 있어 실제 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수업, 높은 적중률, 바로 반영되는 최신 문제 경향, 꼼꼼한 숙제검사까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불어불문학과 김◦◦

학기 초 : 725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890점

학기 중에는 수업이 있으니 토익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방학 때는 많아진 시간을 활용해
점수가 더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수업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 분야의 영어를 접할 수 있어요. 저는 박은실 선생님의 빡센 수업에 굉장히
흡족하였습니다. 비록 숙제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점수도 확실히 올렸어요! 제 동기들은
제가 토익시험을 1학년 때부터 접하고 시험도 치는 걸 보고서 자기들도 할 걸.. 하면서 후회하더라구요. 따로
토익을 공부하기에는 의지가 많이 떨어져 쉽지 않거든요! 전 1학년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진작에 신청한 덕분에 내년에는 미국으로 1학기 동안 영어를 수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합격도 하였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1학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건설공학교육과 안◦◦

수강생 파격혜택

충남대학교 1학년·학부모 대상

수강생 전원 교재 무료 제공
교내 모의토익 2회 무료응시기회 제공
장학금 지원 (30만원 ~ 최대 100만원)
담당강사의 실시간 카카오톡
1:1 학습상담 및 학생관리 서비스 제공
외국어특강 강좌 무료수강
공강시간의 효율적 활용
新토익 완벽대비
스터디 지원

기존 수강생 할인혜택

해외파견 / 언어교육프로그램
설명회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1차 15:00~16:00
2017년 8월 19일(토) 2차
 15:00~16:00
2017년 9월   2일(토) 3차
 15:00~16:00
장소
충남대학교 산학연관(W1, 우리은행건물)
4층 406호
※ 설명회 후 기념품 배부 및 개별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학년 재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학기 재등록시 : 수강료의 10% 할인
친구와 함께 2학기 재등록시 :
본인 15% 할인, 친구 10% 할인
(단, 친구는 최대 2명 한정)

학기 초 : 550점 1학년 영어특별집중과정 수강 후 : 850점

공부시작 전 첫 토익에 550점이 나왔습니다. 이후 봄 학기에 공부를 조금 하긴 했으나 솔직히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려 했으나 옆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고,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 후에 본 토익시험에서 LC/RC
모두 400점을 넘기고 TOTAL 850점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했냐고 묻지만 솔직하게 1학년
영어특별집중프로그램 수업 듣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 해주시고
학생을 일일이 신경써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어 강좌의 강자!!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제언어교육원(E1-1) 103호
T. 042.821.8819/8810   http://dream.cnu.ac.kr

충남대학교 1학년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영어특별집중 프로그램
본 교육과정은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에 꼭 필요한 “공인어학성적”과
“실용영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내 영어특별집중과정입니다.
•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 ! 교내유일 공식 영어교육기관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 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산학연관에서 수업 진행 - 공강시간 효율적 활용 !
• 스마트하게 학습하기 ! 담당강사와의 실시간 카카오톡 1:1 학습상담 !
• 해외유학 / 교환학생 선발 시 CNU 영어특별집중과정 수료자 우선 선발 !
• 교내 모의토익 2회 무료응시기회 제공 !
• 교내 외국어특강 강좌 무료수강 !

1학년 때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
글로벌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1년 후 혹은 3년, 5년 후 스스로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대학생활
적응&설계
1학년

전공선택 및
진로탐색
2학년

전공심화 및
진로확정기간
3학년

어학공부
- 영어 기초 확립
- 고득점을 위한 토익 입문 학습
경력개발 및 기타
- 본인 적성 파악 및 학교 적응하기
- 동아리·사교활동
어학공부
- 영어 체계 완성
- 교환학생·해외파견프로그램·어학연수·해외봉사
등 해외 체험
경력개발 및 기타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선택
- 취업 자격증 준비
어학공부
- 영어 고득점 달성(TOEIC·TOEFL·TOEIC speaking)
- 해외 인턴쉽 체험
경력개발 및 기타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공모전 참여    - 기업 인턴 체험

어학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1. 취업 스펙 분석

1. 영어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외국어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취업준비생의 스펙은 여전히 상승세, 특히 영어성적은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

2. 국가공무원 토익 활용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 시에도 영어성적은 필수

3. 카투사가 되는 방법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이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임(지원 점수 : 토익 780점)

4학년

어학공부
- 영어 면접 준비
- 취업 희망 기업 영어 성적 확보
경력개발 및 기타
- 구직 활동 및 졸업 요건 점검
- 대학원 진학

TOEIC, TOEFL 성적 우수자(ETS주관) ⇨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직전학기 평균평점 2.75 이상
★ 적격학생 전원 등록금 일부 장학 혜택(재학 중 1회 수혜)

2. 2014년

이후 입학자 중 토익 800점 이상, ibt 토플 88점 이상 성적
제출시 글로벌 영어(Global English) 4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TOEIC

800
이상

국가고시 TOEIC 성적 이용 현황
시험명

적용시기

기준성적

외교관 후보자

2004년

870점

5급 공채(행정, 기술)

2005년

700점

7급공채

2017년부터

700점

사법고시

2004년

700점

입법고시

2005년

700점

시험명

적용시기

기준성적

관광통역안내사

2004년

760점

호텔경영사

2004년

800점

변리사시험

2005년

775점

공인회계사(CPA)

2007년

700점

감정평가사

2009년

700점

공인노무사

2010년

700점

세무사

2009년

700점

보험계리사

2014년

700점

군인 선발 시 TOECI 성적 이용 현황
구분

상세내용

카투사

카투사 선발 시 TOEIC 780점 이상 지원자격 제한

영어 어학병

영어 어학병 선발 시 TOEIC 900점 이상 취득자 응시 가능

한미대학생 단기 연수취업(COMPACT
WEST)프로그램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물류 인력 해외인턴

글로벌 무역 인턴쉽
전시회 해외인턴/중소기업 해외인턴

TOEIC 750점 이상
(TOEIC SPEAKING
TOEIC 850점 이상
(TOEIC SPEAKING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TOEIC 550점 이상
(TOEIC SPEAKING
TOEIC 750점 이상
(TOEIC SPEAKING
TOEIC 750점 이상

영어권

88
이상

689
이상

130
이상

IM3

IELTS

비고
(적용년도)

7.0
이상

입학 후 1년 (등록학기
2학기 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017년 신설 기준 -

공인점수 자격요건

·미국	SUNY Stony Brook University,
Lock haven University, Murray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A,
iBT TOEFL 80점 이상
Lamar University
TOEIC 900점 이상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Winnipeg,
(학교에 따라 다름)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Lakehead University
·호주
Flinders University
·뉴질랜드 ARA Institute of Canterbury
JLPT N2 또는 N1 이상
(학교에 따라 다름)

기타
언어권

·프랑스	앙제대학, 뚜르대학, 릴과학기술대학,
노르망디경영대학, 숩바이오텍파리
·독일	TU도르트문트대학, 튀빙겐대학,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 뮌헨응용과학대학,
에어푸르트대학, 뒤스버그-에센대학, 키일대학
·스페인
꼬르도바대학, 레이다대학, 말라가대학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대학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대학, 고등경제대학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대학
·체코
체코생명과학대학
·터키
앙카라대학, 이스탄불빌기대학, 에르지예스대학
·태국
부라파대학
·싱가폴
난양폴리텍대학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말레이시아 푸트라 말레이시아대학
·브루나이 브루나이대학
·몽골
몽골국제대학

학기별 일정 및 맞춤 학습 시스템
1. 교육대상
영어기초가 약한 1학년 및 상위 10% 영어능력 확보를 원하는 1학년

2. 교육목표
TOEIC 고득점 확보 및 영어 말하기 능력 중급 이상,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소통 능력 개발

3. 교육기간
2017년 9월 ~ 2월

4. 학기별 일정
2학기
- 초급반 : 문법 정리 및 듣기/독해 집중학습
- 중급반 : 新TOEIC 유형파악 및 개념정리
겨울방학
- 중급반 : 新TOEIC 유형파악 및 문제풀이
TOEIC Speaking/TOEFL/영어회화 등 선택무료수강
- 실전반 : 新TOEIC 실전 문제풀이 학습
TOEIC Speaking/TOEFL/영어회화 등 선택무료수강
※ 교내 외국어특강<TOEIC Speaking/TOEFL/영어회화/제2외국어 등> 선택무료
수강 파격혜택 제공!! (단, 출석률 80% 이상, 모의토익 1회 이상 응시자에 한함)
- 택1하여 1차수 수강에 한함. 이후 추가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 감면 혜택 제공

5. 학기 중 공강시간 활용 수업
정규 수업 중 비어 있는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본인 스케줄에 맞춰 선택적 수업
가능!! 하루에 동일한 진도의 수업으로 반복 수강도 가능!!
교시

·중국	길림대학, 남경대학, 남경사범대학,
섬서사범대학, 산동대학, 중경대학, 전매대학,
신 HSK 3급
하북대학, 연변대학, 북경화공대학, 서북공업대학,
또는 5급 이상
중국어권
상해건교대학, 동북재경대학,
(학교에 따라 다름)
·대만	대만국립사범대학, 대만국립중흥대학,
대만국립교통대학

레벨6(130점)이상)

플랜트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TOEIC 7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해외 관광 인턴
(TOEIC SEPEAKING 레벨 5이상)
국제 전문 여성인턴
TOEIC 890점 이상

230
이상

·일본	오사카대학, 큐슈대학, 에히메대학, 신슈대학,
미야기가쿠인 여자대학, 돗토리대학,
일본어권
홋카이도대학, 오사카교육대학, 동경학예대학,
오타루상과대학, 나고야대학, 고베대학

레벨6(130점)이상)

레벨6(130점) 이상

570
이상

TOEIC
OPIc
SPEAKING

언어권 충남대학교 자매대학

레벨5(110점)이상)

레벨5(110점) 이상

IBT

TEPS

- 교환학생 선발 시 외국어(영어) 성적 필수
- 학부 성적 40%, 외국어성적 30%, 면접(수학계획서 포함) 30% 비율로 평가
하여 선발함

정부 해외 인턴 사업 TOEIC 성적 이용 현황
한미 취업연수(WEST)프로그램

PBT

TOEFL
CBT

3. 교환학생/해외파견 선발 시 신입생 영어집중과정 수료자 우선선발

국가자격증 TOEIC 성적 이용 현황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경력관리 및
실전 취업기간

충남대학교가 공인영어 시험 점수 취득자에게 주는 혜택

월

1
2

영문법

3

영문법

화

수

목

듣기(LC)

독해(RC)

스터디

독해(RC)

독해(RC)

듣기(LC)

4
5
6

듣기(LC)
영문법

독해(RC)

스터디

독해(RC)

독해(RC)

듣기(LC)

7

각 나라별 어학시험,
아시아권 국가들:
TOEIC 800점 이상
(학교에 따라 다름)

독해(RC)

8

영문법

듣기(LC)

독해(RC)

독해(RC)

9

영문법

듣기(LC)

독해(RC)

스터디

※위 시간표는 예시이며 일정 및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수강생 전원 토익교재 무료 제공
7. 담당강사의 실시간 카카오톡

1:1 학습상담 및 수강생 관리서비스 제공

- 담당강사와

수강생 1:1 학습상담 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
- 카카오톡

반별 채팅방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별 학습내용(학습진도 & 숙제포함),
공지사항 등 체크가 가능하며, 다양한 영어학습자료(MP3 듣기 파일 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