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앤톡 화상영어 프로그램이란?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단순히 원서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원서를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드앤톡 화상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 Speaking 실력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정독 훈련과 Book-talking을 병행하며 언어의 4대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고,

다독 훈련과 영어 Debate 과정을 병행하며 높은 수준의 영어 Speaking 실력을 길러줍니다.

수업 프로세스 (총괄)
Pre-reading
STEP 1
• 단어 학습 및
단어 테스트

While-reading
STEP 2
• 원서 읽기
& 음원 듣기

STEP 3
• 워크북 풀이
& 첨삭지도

After-reading
STEP 4
• 문장조합 연습
• Dictation
• Quiz 풀기
• 1:1 Tutoring

STEP 5
• Book-talking
• Book-debate

“Book-talking” (beginner ~ intermediate low)
STEP 5-2
Before Class
STEP 5-1

STEP 5-3

• Free talking

• Greeting
• Vocabulary
Talking

• R/C Book-talking

• 과정 신청/등록
• 화상영어 사이트
접속
• 온라인 URL
안내 받기, 입장

(based on the Text)

• Creative
Book-talking

“Book-debate” (intermediate mid ~ Advanced)
STEP 5-2
• Greeting
• Vocabulary
Talking

리드앤톡의
수업과정은?

STEP 5-4

STEP 5-3

After Class
STEP 5-5
• Evaluation
Report
(Every class)

STEP 5-4
• Free talking

• R/C Book-talking
• Summarizing

(based on own
experiences)

• Book-debate

· 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문분석 훈련

· 원어민 화상영어로 ‘After-reading’

· 다독 프로그램으로 읽기 경험 확대

· ‘원서 읽기’와 ‘Speaking’의 조화

· 원서 읽기로 ‘내신’과 ‘입시’까지!

· 1:1수업, 1:N수업 지원

· Phonics부터 Newbery까지 3년!

· 창의적·비판적 사고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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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리드앤톡 화상영어일까요?
1

숙련된
원어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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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Speaking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이끌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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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앤톡 화상영어’를 통해
청해력과 Speaking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콘텐츠 &
Book-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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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은
물론, 다방면의 배경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콘텐츠 및 비용 안내

개요 : Oxford Reading Tree
시리즈를 바탕으로 화상영어 수
업을 운영합니다. Speaking을
병행하여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아직은 다소 부족한
구문 분석력과 이해력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화상영어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으며, 리드앤톡이 보유한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화상영어
중고등부 과정

*더욱 상세한 안내는 해당 지역 가맹점, 혹은 본사에 문의해주세요.
(☎: 02-6953-0506 / 홈페이지 : www.readandtalk.net)

콘텐츠
Book-talking Course

·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시중가격 대비
50% 할인된 금액에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

· 리드앤톡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자신문 및 뉴스에 기반한
Debate 수업(1대 N)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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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확인, 수업별 Report,
온라인 강의 공간 등을 제공하는
통합 LMS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드앤톡 화상
시스템 운영

·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읽으며 독해력 및
구문분석력을 키우고,
‘영어 원서’와
‘Speaking’의 결합

· 자체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원 및 집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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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 간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원어민 강사를 통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비용
Debate Course

개요 : 어느 정도 구문 분석력을
갖춘 중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영자 신문,
뉴스 등 고급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영어 실력을 물론
배경지식까지 쌓고, 나아가
Debate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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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비용은 1개월(4주) 기준입니다.
*리드앤톡 영어도서관에 등록된
회원을 위한 할인 가격입니다.

1:1 (Book-talking)
주1회

25분

27,500원

주2회

25분

55,000원

주3회

25분

82,500원

주2회

50분

110,000원

주3회

50분

165,000원

1:N (Book-debate)
주1회

50분

44,000원

주2회

50분

8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