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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_드림에듀 

1.   ㈜드림에듀 경영이념 

드림에듀는 “Design your Global Dream”의 슬로건과 함께 교육컨설팅, 기업교육, 대학교육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체 임직원의 역량강화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대학생의 어학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 등을 진행하는 교육전문기업입니다. 

교육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최고의 과정개발을 통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2.   주요연혁 

 

 2013 - 창의적인 도전 
  창의적 사고기법_아시트 런칭 

 

 2012 - 창의적인 교육 
 

   “드림에듀원격평생교육원” 개원 
   기업교육컨설팅 
   교육전문강사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2011 - 혁신과 발전 
 

   대학교육 컨설팅 및 진행 
   전화/화상영어 전문사이트 개설 
   통신판매업 등록 
 

 2010 - 새로운 도전 
 

   출강교육관리시스템 개발(OLMS) 
   Blended Learning 구현 
 

 2009 - Step by Step 
 

   기업교육진행 
   ㈜드림에듀 법인전환 
 

 2008 - 도전과 시작 
 

   드림에듀케이션 설립 
   기업체출강(어학) 서비스 개시 
 

MISSION           
 

“Education Leader & Provid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식과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교육기업” 

VALUE 
 
드림에듀는 “열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1.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려는 열정 
2. 끊임없는 변화를 위한 열정 
3. 서로의 열정을 응원 

3.   미션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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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분야 
 
 

  

  

 

 

 

 

 

 

 
 
 
 
 
 

5.   주요고객사 

기업체 

  포스코엔지니어링, 앰코테크놀로지, 대성전기, Tyco Electronics, SK커뮤니케이션, 스피쿠스, 샘표식품, 버그테스트, 듀어코리아, 에피벨리, 퓨전에프앤씨, 국민 

          상조, 한국반도체소재, STL솔루션, 텔스크, 트라이콤, 틔움 컨설팅, TU미디어, 유한프로텍, 지오인터렉티브, 엘지에릭슨, 투비소프트, 지엔텔, 한국전력,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공공기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섬유개발원, 중랑구청, 구리시청 등 

 대학교 

  연암공업대학, 경찰대학교, 삼육대학교 

 

    회사소개_드림에듀 

교육컨설팅 
 - 기업교육컨설팅, 대학교육컨설팅 

과정개발, 교육운영대행 

기업교육(경영/직무/직책) 
 -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활성화, 비즈니스

매너/국제매너, 정보기술, 기술교육 

기업체출강(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 및 기타언어 
   (일반회화, 비즈니스회화, 시험대비과정, 특화과정, 인텐시브과정) 

대학교육 
 - 어학캠프(어학캠프/어학연수), 취업캠프(면접교육/     
   인성교육) (www.dreamacademy.co.kr) 

통신교육 
 - 전화영어, 화상영어 (www.dreamschool.co.kr) 

리쿠르팅 
 - 교육전문강사 구인/구직 (www.dreamjobs.co.kr) 

통/번역 
 - 외국어 통역, 번역 

아시트(ASIT) 
 -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www.as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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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출강(외국어) 교육이란? 
 

 

드림에듀 기업체출강은…  

 

고객의 Needs(시간,장소,강사,교육내용)에 맞추어 진행하는 고객 맞춤형 어학교육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외국어교육 분야(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맞추어 설계하고,  

드림에듀의 전문강사를 직접 고객사에 파견, 사내외국어교육을 진행합니다. 

 

 

2.   교육목적 
 

기업체출강(외국어) 교육은 

직장내외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3.   교육추진방향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Customized Education 실시 

 

    기본적인 드림에듀 학습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의견 반영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고객과 지속적인 Communication 

 

    교육과정 소개 

교육시작 교육운영 복습 피드백 

기초확립 
자신감 고취 

체계적인 
교육운영 

실전연습 
취약점 보강 

최종정리 
복습/목표성취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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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needs에 부합하는, 최고의 강사구성 

 

 

 

 

 

 

 

 

 

 

 

 

 

5.   초급에서 고급 학습자에 맞춘 교재 구성 

 

 

    강사 및 교재 

비즈니스회화 및 프레젠테이션 일상회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 F2/F5 VISA 소지자 

- 해외(영어권 국가)에서  출생/장기거주자 

- 영어권 초,중,고, 대학교 학위소지자 

- F4 VISA 소지자 

대한민국 국적 

- 영문학 전공자, 교육학 전공자 

- 영어권 장기 거주자 

- 기업체출강 경력자 

- 국내학위 또는 영어권 학위소지자 

원어민강사 교포강사 국내강사 

Basic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High Business Basic Busines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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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출강(외국어) 단계별 로드맵 

Master Level7 
Free Talking 
영어 Presentation 

Free Talking Free Talking Free Talking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Free Talking 
Toeic : 901이상 
新HSK : 6급 
JPT :  800 

advanced Level6 

영어 Presentation 
비즈니스회화 
TOEIC Speaking 
OPIC 

비즈니스회화(고급) 
JPT(701점 ~ 800점) 
JLPT(2급 이상) 

비즈니스회화(고급) 
HSK(6급) 
 

비즈니스회화(고급) 
DELE(C1, C2) 

Free Talking 
Toeic : 801~900 
新HSK : 6급 
JPT :  701~800 

Intermediate 

Level5 

영어 Presentation 
비즈니스회화  
TOEIC Speaking 
TOEIC 
일상회화 

비즈니스회화(중급) 
JPT(601 ~ 700점) 
JLPT(3급 이상) 
일상회화 

비즈니스회화(중급) 
HSK(5급) 
일상회화 

비즈니스회화(고급) 
DELE(B1, B2) 

Free Talking 
Toeic : 701~800 
新HSK : 5급 
JPT :  601~700 

Level4 
비즈니스회화 
일상회화 
(영문법, 기초회화) 

비즈니스회화(초급) 
JPT(501 ~ 600점) 
일상회화 

비즈니스회화(초급) 
HSK(4급) 
일상회화 

비즈니스회화(중급) 
DELE(A2) 
일상회화(고급) 

비즈니스회화 
Toeic : 601~700 
新HSK : 4급 
JPT :  501~600 

Level3 
사내문서작성 
일상회화 

JPT(401 ~ 500점) 
일상회화 
(발음, 기초문법) 

HSK(3급) 
일상회화 
(성조, 기초문화) 

비즈니스회화(초급) 
DELE(A1) 
일상회화(중급) 

비즈니스회화 
Toeic : 501~600 
新HSK : 3급 
JPT :  401~500 

Beginner 

Level2 
작문연습 
문법 
발음 

일상회화 
(발음, 기초문법) 

일상회화 
(성조, 기초문화) 

일상회화(초급) 
발음 
문법 

일상회화 
(영문법, 기초회화) 

Toeic : 301~500 
新HSK : 2급 
JPT :  301~400 

Level1 ≠ 
히라가나,  
발음, 문법 

성조, 기초문법 발음, 읽기 ≠ 
Toeic : 300이하 
新HSK : 1급 
JPT : 300 

과정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기타언어 전화/화상영어 
Standard 

공인어학성적 

기업체출강과정 통신교육 

어학 성적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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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대상 언어 교육방법 

사내 어학교육 과정 일반회화/ 비즈니스 회화과정/ 1:1임원회화 기업체 임직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 

사내출강교육 

전화영어 

화상영어 

영어프리젠테이션 영문 PPT작성, 영어프리젠테이션 기법 기업체 임직원 

비즈니스 직무특화과정 
해당업무 분야의 업종별, 직무분야별 주요용어 및 표현법 
(건설영어, 의학영어, 호텔영어 등) 

기업체 임직원 

단기 어학집중 과정 주 15시간 이상의 집중과정 기업체 임직원 

1:1 개별교육과정 국제비즈니스 역량강화 과정 임원 및 승진자 

해외 주재원 과정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타 문화 이해과정 해외 파견자 및 대상자 

TEST 준비과정 각종 어학 TEST준비과정(TOEIC, SJPT, HSK) 기업체 임직원 

인터뷰대행 기업체 공채모집 시 인터뷰 대행 기업체 공채 지원자 

    기업체출강(외국어) 교육프로그램 

* 기타 과정으로는 고객 맞춤과정 개발 

1.   교육프로그램 추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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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화상영어란? 
 - 바쁜 임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하루 10~20분 원어민강사와 친구처럼 1:1로 통화하면서 실시간 발음교정,  

  영작 첨삭지도 등을 학습하는 맞춤형 1:1 영어회화시스템 

2.   교육특징 

 - 원어민 강사와의 레벨테스트 

 - 1:1 개인학습 

 - 집중력 학습 

 - 능동적인 개인학습 

 - 철저한 개인 맞춤형 학습 

 - 강의내용 MP3 파일을 통한 반복학습 

 -  구술 능력 완벽대비 
 

 

 

3.   교육비용 

 

    기업체 전화/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 ( )은 핸드폰 수업시 

구 분 교육과정 수업횟수 수업시간 교육비용(정가) B2B 제안가(10%   ) 비 고 

전화영어 

왕초보코스 

주니어코스 

일반회화코스 

비즈니스코스 

인터뷰코스 

프리토킹코스 

시험대비코스 

주 5회 

10분 
88,000 
(98,000) 

79,200 
(89,200) 

VAT면세 

20분 
150,000 
(170,000) 

135,000 
(155,000) 

주 3회 

10분 
68,000 
(76,000) 

61,200 
(69,200) 

20분 
110,000 
(125,000) 

99,000 
(114,000) 

화상영어 
(Skype) 

주 5회 25분 143,000 128,700 

주 3회 25분 110,000 99,000 

주 5회 40분 199,000 1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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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관리 
 

     1) 과정개발   

      - 고객사의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일상영어, 비즈니스영어, Intensive Course   

      - 교수설계 : 전체적인 교육기법 개발 

      - 수업 만족도 결과에 따른 교육내용 개선 

      - 수강생 레벨에 따른 과정개발 
 

     2) 교재개발 : 교육목표에 맞는 교재 선정&개발 
 

     3) 시험지개발 : 4S(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능력 관리를 위한 시험지 개발 
 

 

 

2.   학습자관리 
 

     1) 출석관리  

     - 철저한 출석관리 

     - 학습참여를 위한 지속적 동기부여 

     - 오프라인 결과보고서 및 온라인 결과보고서 작성 
 

     2) 진도관리  

     - 강의계획 및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진행    

     - 예습&복습을 통한 교육내용 습득 
 

     3) 포상제도 : 성적우수자 포상 및 미수료자 패널티 
 

 

 

 

    드림에듀의 교육특징 

강사관리 

학습자관리 

과정관리 

3.   강사관리 
 

     1) 교수법관리  
    - 정기적인 강사의 교수법 확인 
    -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 
 

     2) 출석관리  
    - 강사의 출석관리 및 건강관리 
 

     3) 교육내용관리  
    - 고객사의 교육목적 전달 및 교육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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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결과보고서 

1.   결과보고서(월별보고서) 

 

 

 

 

 

 

 

 

 

 

 

2.   교육만족도 

 

전체만족도 교육내용만족도 강사만족도 

만족 

43% 

매우만족 

38% 

보통 

16% 불만족 

3% 

만족 

37% 

매우만족 

50% 

보통 

10% 불만족 

3% 

만족 

54% 

매우만족 

29% 

보통 

14% 불만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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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5, 4층(광장동) 

홈페이지 : http://www.dreamedu.kr 

Tel : 02-701-5361~3 

Fax : 02-6406-5362 

E-mail : admin@dreamedu.kr 

Contact US 

오시는 길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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