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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법인 케이비티영어교육 대표이사 김영국입니다.

교육법인 케이비티영어교육 고려대학교 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영어교육

전문회사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해 2008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케이비티영어교육은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을 주축으로 20여명의 연구진이 컨텐츠를 분

석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영어컨텐츠를 국내최고의 기술진

에 의한 솔루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케이비티영어교육 임직원 모두는 학생들이 같은 시간을 학습하여도 효과가 배가 되도록 깊이

있는 컨텐츠 개발과,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열정을 다해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본에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베이스영어”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내 놓습니다.

현재 영어교육시장은 국가정책에 따라 내신대비 및 수행평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서술형, 토론식 수업, 발표 등으로 바뀌고, 기말고사는 쉽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변

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어학원 수준의 커리큘럼 운영이 필요하고, 기말 평가에

서는 내신대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적인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

인 프로그램 활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꾸준히 반복 학습함으로써 수행평가

나 기말고사에 서술형 및 발표수업 등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어학원 이상의 고급 커리큘럼으로 외국인과 자주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Speaking

Test와 Writing Test 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진과 영문

과 장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이 다앙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비티영

어교육은 변화하는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컨텐츠를 연구, 제공함으로써 학

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비티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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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인 영어교육 전문기업 ㈜케이비티영어교육

케이비티영어교육은 2008년 7월 고려대학교 미래기술육성센터에 입주하여 영어교재 전문회사인

영국의 옥스포드사와 맥밀란과 컨텐츠 계약을 체결, 2009년에는 미국의 과학교과서로 채택된

내셔널지오그래픽 및 영어뉴스 영어교재 등 국내 다수의 출판사와 컨텐츠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유명학원 200여 곳에 최고의 영어 컨텐츠와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케이비티영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

기 훈련을 온라인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는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이

고 편리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컨

텐츠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음성듣기, 녹음하기,

받아쓰기, 작문하기, 테스트하기

순으로 되어있으며 이런 학습방

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을 완

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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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장점

초, 중등 교과 단어, 문법, 문제 등 내신대비 컨텐츠

주니어 영어 통역(S) / 번역(W) 훈련 교재와 컨텐츠

고려대학교 영문과 장학생의 미디어 학습 시스템

CNN, TIMES, TED, POP, ANI, STORY 등 다양한 컨텐츠

1. 고려대학교 미래기술육성센터기업으로 브랜드 활용 가치

2.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 과정에 적합한 맞춤형 컨텐츠 제공

3. 서술형, 수행평가, 내신 대비에 적합한 (Debate) 커리큘럼

4. 교재, 온라인 저렴한 가격 제공, 타 학원과의 경쟁력 우위

5. 평상시 어학원 프로그램 운영, 중간, 기말 내신 대비 가능

컨텐츠
포인트

원장님 경쟁학원과의 차별화를 원하십니까?

영문과 교수님의 통역 / 번역 프로그램과 고려대학교 영문과

장학생의 生生한 학습 비법을 통해 원생을 증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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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영어 커리큘럼

LEVEL Score Class Main Book Second book Grammar Word Listening

0단계

50점 이하 Genius-01 Phonics 1

부가 컨텐츠

Kids Times 월 8개

Junior Times 월 8개

CNN Students 주당 8개

Pop Song 48개

세계위인전 48개

내신대비 예문, 단어, 문제 제공

70점 이하 Genius-02 Phonics 2

70점 이상 Genius-03 Phonics 3,4

1단계

50점이하 Leaders-01 Base start 01

50점이상 Leaders-02 Base start 02

70점이상 Leaders-03 Base start 3,4

2단계

50점이하 Leaders-04 Base 01-A

50점이상 Leaders-05 Base 01-B

70점이상 Leaders-06 Base 01-C

3단계

50점이하 Nobbles-01 Base 02-A 애니 Story 01-04

50점이상 Nobbles-02 Base 02-B 애니 Story 05-08

70점이상 Nobbles-03 Base 02-C 애니 Story 09-12

4단계

50점이하 Nobbles-04 Base 03-A 애니 Story 13-16

50점이상 Nobbles-05 Base 03-B 애니 Story 17-20

70점이상 Nobbles-06 Base 03-C 애니 Story 21-24

5단계

50점이하 Nobbles-07 Base 04-A 통번역 8-A

50점이상 Nobbles-08 Base 04-B 통번역 8-B 단어 1 듣기 1

70점이상 Nobbles-09 Base 04-C 통번역 8-C 단어 2 듣기 2

6단계

50점이하 Nobbles-10 Base 05-A 통번역 7-A 단어 3 듣기 3

50점이상 Nobbles-11 Base 05-B 통번역 7-B 문법 1 단어 4 듣기 4

70점이상 Nobbles-12 Base 05-C 통번역 7-C 문법 2 단어 5 듣기 5

중학
학년별
평가지

Honors-01 Base 6-ABC 통번역 6.ABC 문법 3 단어 6 듣기 6

Honors-02 Base 7-ABC 통번역 5.ABC 문법 4 단어 7 듣기 7

Honors-03 Base 8-ABC 통번역 4.ABC 문법 5 단어 8 듣기 8

특목 상위권 Honors-03 Base 9-ABC 통번역 3.ABC 문법 6 단어 9 듣기 9



㈜케이비티영어교육 커리큘럼

- 7 -

코칭형 1일 수업 커리큘럼

구 분 예시1

1일차(예1)

수업내용 숙제내용

온라인 단어 학습 10분 온라인 단어 딕테이션 학습 15분

본문 영상 2번 보기 10분 온라인 본문 딕테이션 학습 15분

본문 녹음 2번하기 10분 온라인 본문 영작하기 학습 15분

본문 워크북 문제풀이 20분 온라인으로 워크북 문제풀기 15분

교사가 틀린 부분 지도하기 10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철학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

2일차(예1 )

온라인 어 학습 10분 온라인 단어 딕테이션 학습 15분

회화 영상 2번 보기 10분 온라인 회화 딕테이션 학습 15분

회화 녹음 2번하기 10분 온라인 회화 영작하기 학습 15분

회화 워크북 문제풀이 20분 온라인으로 워크북 문제풀기 15분

교사가 틀린 부분 지도하기 10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철학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학습

3일차(예1)

통번역 교재 온라인으로 학습하기 30분

통번역 교재 단어, 외우기-3번 쓰기 / Weekly Test 로 점검하기

교재 단어 틀린 것 재 시험 보기

기타 과제 하지 않은 것 모두 시키기

월말평가
주제 주고 대화문장 사용하여 발표, Reading 지문 암기 여부 확인

2분 이상 발표수업 시키기, Monthly Test 로 실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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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시1

1일차(예1)

수업내용 숙제내용

Reading 단어 학습 Reading 단어 외우기

Reading 딕테이션 (2번씩) Reading 3번 읽기 (초 재기)

본문 따라 읽고 설명 (해석/문법) Reading 문장 5개 이상 외우기

배경지식 설명하기 Reading 해석하기

문제 풀이 Reading 문장 정렬

중요문장 형광 펜으로 표시 단어 영영 풀이 외우기*

핸드아웃(문법)*

2일차(예1 )

대화 문장 단어 대화 단어 외우기

대화 문장 딕테이션 대화 5번 읽기(초 재기)

대화 따라 읽고 설명(해석/문법) 대화 문장 5개 이상 외우기

대화문장 서로 역할극 진행 대화 문장 해석 해오기

배경지식 설명하기 단어 영영 풀이 외우기*

핸드아웃(문법)*

필수 영단어

3일차(예1)

통번역 교재 단어, 외우기-3번 쓰기 /Weekly Test 로 점검하기

교재 단어 틀린 것 재시험 보기

기타 과제 하지 않은 것 모두 시키기

시간이 남으면 스토리, 영자신문, CNN, 위인전, 문법, 통번역 등

월말평가
주제 주고 대화문장 사용하여 발표, Reading 지문 암기 여부 확인

2분 이상 발표수업 시키기, Monthly Test 로 실력 확인하기

티칭형 1일 수업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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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영어 레벨 테스트

구분
반 편성
테스트

엄마 기 죽이는
레벨 테스트

정밀진단
테스트

L0
0 LEVEL – Phonics

Story +
Corse B

L1
초1 LEVEL – Base 1

Story B
총 60문항으로 구성

단어 40+문장20

초 1,2,3학년 용

서술형으로 구성

총 6단계로 구성
( A타입:1,2,3,4,5,6)
Word + Listening
Reading + Writing

Grammar 평가L2
초2 LEVEL – Base 2

Story B

L3
초3 LEVEL – Base 3

Story B
총 6단계로 구성
( B타입:1,2,3,4,5,6)
Word + Listening
Reading + Writing

Grammar 평가L4
초4 LEVEL – Base 4

통번역 8
총 116문항으로 구성

단어 66+문장50

초 4,5,6학년 용

서술형으로 구성

L5
초5 LEVEL – Base 5

통번역 7
총 6단계로 구성
( C타입:1,2,3,4,5,6)
Word + Listening
Reading + Writing

Grammar 평가L6
초6 LEVEL – Base 6

통번역 6

중학

중1 LEVEL – Base 7
통번역 5

총 106문항으로 구성

단어 66+문장40

중 1,2,3학년 용

서술형 레벨 테스트

중2 LEVEL – Base 8
통번역 4

중3 LEVEL - Base 9
통번역 3

특성

- 반편성 레벨테스트
- 총 7단계로 구성
- 듣기, 독해, 서술형 등

복합적 테스트
- 온라인+오프라인 테

스트 가능

-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로 구성

- 단어와 간단한 문장
으로 구성

- 서술형으로 구성
- 한글과 영문 번역

1. Oral Test
2. A 타입 시험
3. B 타입 시험
4. C 타입 시험

총체적 분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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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영어 커리큘럼

학년

L0

L1

L2

L3

L4

L5

L6

L7

L8

L9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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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L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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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Unit 25

: 120

: be ,

3

L2
2-3 ,

,

-

-4

-

-

: Uni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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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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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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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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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nit 1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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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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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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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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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nit 200

: 1,500

: to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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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1

-

-

-

Unit 250

: 1,800

: , , ,

L8
2

-

-

- ,

-

Unit 300

: 2,000

: , to

, , ,

L9
3

/

/

/

Unit 350 2,500

: hardly,

, ,

- +have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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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영어 교재

1. 교재 구성

Base English는 베이스 영어의 메인 교재로서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지도하는 교재

로서 총 9개 레벨, 레벨 당 3권, 전체 27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교과서의 주제를 체계적

으로 편집 되었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본문을 통해 배

경지식을 학습하고, 본문 내용을 대화로 발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 결과 수행평가 대비 서술형, 작문 대비 학습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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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통번역 교재

LEVEL Function

L3
, , ,

30 : 2,000

- II, ,

, ,

L4
,

, ,

,

20 : 1,700

- I, it, that,

- : +

-

L5

,

,

10 : 1,400

-

- , Could I

- May I, I wish

- ,

L6 , ,
, ,

, ,

7 : 1,100

-

-

-

- ,

- if ,

L7 ,

,

, , ,

, ,

,

5 : 800

-

- if

- ;

- /

- 4

L8 ,

, , ,

,

3 : 600

-

- 5

- 1, 2, 3

- there is/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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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통번역 교재

1. 교재 구성

주니어 통번역 교재는 총 6개 레벨, 레벨당 3권, 총 1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에게

통역(Speaking), 번역(Writing)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문장의 구조를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기획되어 있고,

반복학습을 통해 서술형 학습과 작문 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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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애니메이션 교재

1. 교재구성

초등 저학년들에게 재미와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엄선하여 교재와 워크북을 온라인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습니다. 컨텐츠 구성은 총 13개 레벨, 레벨당 각 4권, 총

5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대상은 유치(7세)~초등(3학년) 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

습방법은 학습자에게 익숙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되고, 반복학습을 통해 영어학

습에 재미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기초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컨텐츠입니

다. 또한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 워크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Level Image Title

L01
Ani_01 The Baby Crab and the Mother Crab / Ani_02 The Suns Wedding 
Ani_03 The Donkey and the Cicada / Ani_04 Three Year Hill

L02
Ani_05 The Reed and the Olive Tree  / Ani_06 The Peasant and the Eagle
Ani_07 The Hen that Laid the Golden Egg / 08 The Donkey and the Horse

L03
Ani_09 Belling the Cat  / Ani_10 The Travelers and the Bear
Ani_11 Dividing an Inheritance  / Ani_12 Umbrellas and Fans

L04
Ani_13 The Donkey, the Fox and the Lion / Ani_14 The Fox and the Crow
Ani_15 The Egg Trial / Ani_16 The Donkey and His Masters

L05
Ani_17 The Mouse and the Lion / Ani_18 he Boy Who Cried Wolf
Ani_19 The Magical Grinding Stone / 20 The Fool and the Statue of Buddha

L06
Ani_21 The Fox and the Stork / Ani_22 The Foolish Donkey
Ani_23 The Two Faithful Brothers / Ani_24 A Dog of Flanders

L07
Ani_25 Don Quixote /   Ani_26 The Blue Bird
Ani_27 The Bremen Town Musicians / Ani_28 The Sea Turtle and the Hare

L08
Ani_29 The Selfish Giant / Ani_30 The Steadfast Tin Soldier
Ani_31 The Three Little Pigs / Ani_32 Little Red Riding Hood

L09
Ani_33 3000 Leagues in Search of Mother / Ani_34 Aladdin
Ani_35 Al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 Ani_36 Anne of Green Gables

L10
Ani_37 Carrot Top (Carrot Head) / Ani_38 Daddy Long-legs
Ani_39 Donkey skin / Ani_40 Five Peas

L11
Ani_41 Gulliver Travels / Ani_42 Jack And The Beanstalk
Ani_43 Thumbelina / Ani_44 Jack_the_Dullard

L12
Ani_45 Maya the Bee / Ani_46 The Little Prince
Ani_47 Peter Pan / Ani_48 Pied Piper of Hamelin

L13 추가 제공
Ani_49 Pinocchio / Ani_50 The Snow Queen
Ani_51 The Adventure of Tom Sawyer / Ani_52 The Giving Tree
Ani_53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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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교재 : 베이스 문법, 단어, 듣기 교재

1. 교재 구성

Base English는 단어, 문법, 듣기 교재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지도하는 교재로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단어와 중등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문법 6권 156개의 카테고리로 나

누어 유형별 문법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며, 듣기교재는 총9권으로, 듣기 평가 기출문제 유형과

예상문제 유형을 엄선하여 체계적인 교재가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위의 교재를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Image 단어 듣기 문법

L1
초등1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초등1-2 필수 듣기
12문제X20Unit

240문제 및 스크립

L2
초등2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초등3 필수 듣기
12문제X20Unit

240문제 및 스크립

L3
초등3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초등4 필수 듣기
12문제X20Unit

240문제 및 스크립

L4
초등4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초등5 필수 듣기
12문제X20Unit

240문제 및 스크립

1. 문장의 구성요소
2. Be동사
3. 일반동사 현재시제
4. 현재진행시제

L5
초등5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초등6 필수 듣기
17문제X20Unit

340문제 및 스크립

1. 과거시제
2. 완료시제
3. 미래시제
4. 동사종류

L6
초등6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중등1 필수 듣기
17문제X20Unit

340문제 및 스크립

1. 명사와 관사
2. 대명사
3. 형용사
4. 부사

L7
중등1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중등2 필수 듣기
17문제X20Unit

340문제 및 스크립

1. 조동사
2. 부정사
3. 동명사
4. 비교급

L8
중등2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중등3 필수 듣기
17문제X20Unit

340문제 및 스크립

1. 수동태
2. 분사
3. 접속사
4. 전치사

L9
중등3 필수 단어
20단어X20Unit
400단어 및 예문

고교 듣기 필수
17문제X20Unit

340문제 및 스크립

1. 관계사
2. 가정법
3. 문장의 종류
4.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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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은 영상, 음성듣기, 녹음하기, 받아쓰기, 작문하기, 테스트 순으로 구성되어 반복적인

학습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상학습] [듣기학습]

첫 번째 학습단계인 영상학습 음성듣기에는 모든 컨텐츠가 원어민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고, 듣

기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속도조절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대 1.8배속까지의 듣기 훈련이 가능

한데, 이 속도는 미국인이 영어로 빨리 이야기하는 평균속도가 평상시의 1.8배라는 논문의 연구결

과를 학습에 접목하여 듣기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녹음기능 테스트] [녹음학습]

두 번째 단계는 녹음기능을 이용한 말하기 훈련으로서 원어민이 한 문장씩 읽어주면 학생은 헤

드셋을 끼고 Shadow기법을 따라 녹음을 하는 형식이다.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발음이 좋아지고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며, 새롭게 변화되는 토론식 수행평가나

말하기 시험 즉, Speaking Test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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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세 번째 단계는, 받아쓰기 단계로 원어민 음성을 반복해서 청취하고 받아쓰기를 하는 과정으로, 

듣기와 문장의 어순을 익히는데 매우 유익하며 긴 문장을 접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

므로 앞으로 바뀌는 서술형시험 대비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영어작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한글을 보고 영작 훈련을 하는 학습단계

로, 학생은 문장 전체를 영작 함으로써 작문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테스트기능으로서 한 주간 학습한 내용을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 있으며, 내신

대비 및 듣기 형 문제는 물론 독해, 문법, 어휘, 서술형, 말하기, 영어에세이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

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되어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딕테이션 시작]                                    [받아쓰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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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단어 학습방법을 살펴보면 10만개 이상 탑재되어 있는 단어 중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따라 단

어를 반복해서 듣고, 녹음하고, 받아쓰기를 한 후, 테스트를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으며 저학년의

경우 1일 10개씩 학습하면 1년에 2,400단어를, 고학년의 경우 1일 20단어씩 학습하면 1년에 약 5

천 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한 주간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볼 수 있으며, 온라

인의 특성상 듣기, 독해, 문법, 어휘, 서술형, 말하기, 영어에세이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객관적 평가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됨으로써 향후 변화되는 인터넷 기반 위에서 시행

될 새로운 iBT방식의 시험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은 주간단위, 월간단위의 성적표로 나오게 되는데, 성적표에는 교재, 단어, 말

하기, 에세이, 테스트 등으로 구분되어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선생님은 부모님과 상담 시 자녀의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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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영어 프로그램에는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을 시작

하게 되면 다른 사이트로의 접근을 강제로 차단해 주는 기능과 학습 진도와 관련하여 부모님께 문

자로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SMS기능이 있습니다.

이로서 학생은 학습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한다거나 다른 사이트로의 접속

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학생이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께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반대

로 학습을 완료하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라는 문자가 부모님께 발송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 학습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꾸준히 반복 학습하게 되면

듣기와 녹음(말하기)훈련을 통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이나 토론이 가능해지고, 받아쓰기와 작문 훈련

을 통해서는 iBT토플, 수행평가의 서술형 및 에세이테스트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작문실력과

통 문장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듣기
문제

독해
문제

문법
문제

어휘, 
서술형

내신, 독해, 듣기 문법, 
18만 문제은행

온라인 학습 테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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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현판

둥근원 =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협상 잘하는 세계적 리더

둥근원 속의 책 =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본분

베이스영어 = 기본 위에서 세상을 향해 펼쳐 나가는 의미

K.U = 고려대학교 KUTC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업을 의미

기본 위에서
고 려 대 학 교 영 문 과
장학생의 학습비법을 통해
올바른 영어학습 방법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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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내부 홍보물

돌출형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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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내부 띠

방향 표시

계단 부착

돌출형 간판

창문형 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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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창문 또는 현관문

차량 및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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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전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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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CI, BI, 전단, 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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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가방 등 기타 홍보물)

홍보물 용도

입학 원서

및

상장 파일

무지노트

연습장용

학생이력

보관용

화일(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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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가방 등 기타 홍보물)

홍보물 용도

고려대

벽시계

고려대

볼펜

최소주문수량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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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홍보 (가방 등 기타 홍보물)

홍보물 용도

최소주문수량

20개

최소주문수량

20개

최소주문수량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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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맞춤형 Homepage

베이스영어교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온라인 영어학습 홈페이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학원 자체 홈페이지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학습 사용자는 학원홈페이지
또는 학습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ID : 관리자, 선생님(강사), 학생
KBT지역본부 제공 ID : 최고 관리자, 관리자, 선생님, 학생

2. 사이트 수정

메인페이지: 로고, 연락처, 주소

서브페이지: 학원소개, 원장인사말, 학원약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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