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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듀 온라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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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J 
Online (이에듀 온라인 클래스)

MERIT OF ONLINE CLASS THIS TIME
(온라인 클래스의 이점)

1.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무료 레벨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 주에 이루어집니다.)

3. 현지 비용 (SSP, Utility, Visa extension, 

Student ID card, Immigration I card, Deposit) 

& 책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무료입니다.

4. 학생 개인의 성적과 영어 레벨을 관리합니다.

(매일마다 퀴즈, 매 4주 마다 월말고사와 선생님들의

코멘트 제공 및 학생 개인의 성적과 레벨 관리)

A＆J E-EDU DC

ABOUT ONLINE CLASS (온라인 클래스에 관하여)

• 이에듀 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 동안에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 하였습니다.

• 이에듀 온라인 클래스는 어학원 오프라인 강의 코스를 그대로

따릅니다.

• 학생들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에듀 어학원에는 2008년 개원 이후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이에듀 어학원은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며 매주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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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프라인 강의와 동일한 커리큘럼

이에듀 어학원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ESL, TOEIC, IELTS, 워킹 홀리데이 코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y must choose A&J?
(왜 이에듀 를 선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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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일 마지막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복습

그 날 그 날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히 학생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이전 학습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집니다. 

③ 네이티브 선생님

이에듀 어학원에는 미국 현지 네이티브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인 액센트”또한 배우고 싶다면

이에듀 어학원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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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Online 
Curriculum
(이에듀온라인 커리큘럼)

1.LEVEL TEST (레벨 테스트)

- 총 6개 레벨 (Beginner, High Beginner, 

Low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Advanced)

- 레벨 테스트 후 수업 시작

2. CLASS TIME (수업 시간)

-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코스 선택 가능

- 50분 수업, 10분 휴식

3. COURSE (코스)

-Power ESL-1:1 5 시간

-Intensive ESL-1:1 6시간

-Native ESL-필리핀 선생님 1:1 5hours, 

네이티브 선생님 1:1 1hour

-Crazy ESL-1:1 8 시간

-IELTS.TOEIC.TOEFL-1:1 6시간, Working Holiday 

Course- 1:1 5시간(필리핀 4시간, 네이티브 1시간)

-1:1 최소 2 시간

4. EXTRA OFFER (추가 제공)

- 매일마다 퀴즈와 매 4주마다 레벨 평가를

위한 월말고사가 진행됩니다.

- 매 4주 마다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학생 본인의 점수와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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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RGET (대상)

- 호주나 캐나다에 가기를 희망하며 외국에서 카페나

식당, 호텔, 슈퍼 등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만

18~30세 연령대의 남, 녀 성인을 대상 (초보자

환영!)

2. CLASS TIME (수업 시간)

- 1:1 수업 5시간( 필리핀 선생님 4시간, 

미국 네이티브 선생님 1시간) 

3. CLASS CONTENTS (수업 내용)

- 영어 자기 소개

- 제한된 시간 안에 IELTS 2개 임무

- 인터뷰

- 실습

Online 
Working 
Holiday 
course
(워킹 홀리데이코스)

4. LEVEL TEST (레벨 테스트)

-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주에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총 6개 레벨 - Beginner, High Beginner, Low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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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hedule
(온라인 클래스 시간표)

수업 시간 :  ESL/ TOEIC/ IELTS/ TOEFL/ 워킹 홀리데이

09:30~18:20 (50분/10분)

A＆J E-EDU DC

Time Mon Tue Wed Thur Fri

09:30~13:20 1:1 Class time

13:20~14:30 Lunch Time

14:30~16:20 1:1 Class time

~18:20 1:1 Class time(only Crazy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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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Online Price($)(수업료)
등록금 : 10만원 (6월 30일까지는 등록금 비용이 없습니다)

*할인 – 8주 5만원, 12주 10만원, 16주 15만원, 20주 20만원, 24주 25만원

2시간 코스일 경우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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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ar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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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E-mail 혹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Zoom 을 설치하게 됩니다.

• Zoom 설치 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수업 시간 동안 녹화를 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한 채팅 혹은 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혹시나 연결이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A&J 매니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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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기타 그 외)

- 선생님 변경은 첫 주에만 가능합니다. 매 4주 마다

선생님 연장 혹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로 인한 수업의 공백은, 공식 수업 마지막 날

이후로 연장이 됩니다.

- 수업의 결석처리가 되는 경우 : 

학생에게 3번 연락했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

제 시간 내에 Zoom 에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학생 개인의 pc 문제라든지 인터넷 문제로 인해

Zoom에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 어학원 pc 혹은 인터넷이 문제일 경우에는 보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A&J
Online Policy
(이에듀 온라인 정책)

REFUND POLICY (환불 정책)

등록금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의 50%만 환불 가능합니다.

• 매일 09:30~18:20

•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한 수업 연기가 가능합니다. 

• (수업 마지막 날 이후로 연장)

• 수업 연기는 전 주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주 동안 단 한번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한 달(4주), 월요일~금요일 (1주 5번)



A&J Q&A
1.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업 시간 동안 녹화가 가능할까요?

- 네. 녹화가 가능합니다. Zoom 에서 녹화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3. 책을 구매해야 하나요?

- 아니요,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자료를 Zo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면 어떻게 하죠?

- 수업 변경을 원하는 전 주에 수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가능하며, 연기된 수업은 모든 수업 마지막 날로부터 연장이 됩니다.

5. 언제 선생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선생님 배정이 된 후에는 첫째 주에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4주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신저를 통해 매니저와 연락바랍니다.

10 A
＆

J
 E

-E
D

U
 D

C



A&J Q&A
6. 수업 시간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매주 수요일에 수업 시간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시간표는 그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학원 스케줄에 따라 시간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수업 과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매니저와 먼저 상의하여주시고, 변경은 수업이 시작된 4주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8. 수업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 메신저로 담당하는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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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Class
&

Registration

EMAIL

eedudc2008@gmail.com

APPLY to OUR E-MAIL 
(E-Mail을 통한 신청)

신청서 폼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신청서는 별도의 파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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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est & Demo Class (레벨 테스트 & 데모 클래스)

무료 레벨 테스트 & 데모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코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신청바랍니다.!

Contact us: eedudc200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