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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d Executes!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TruEd Cares!
여러분의	성공이	트루에드의
성공입니다!

교육 이념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7,000만 : 13억
한국어와 영어의 사용자 수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루에드는 영어를 통해 이 차이를 극복하고,

13억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TruEd Knows!
True	Education(참된	교육)을
추구합니다!

트루에드
고객	충성도

4년	이상신규고객

1~3년	이상

※ 2012. 03월 기준

보다 효과적인 맞춤식 영어교육을 위한

상담에서 커리큘럼 설계, 강사선발,

사후 관리 서비스, Personal Care Service는 

기본, 그룹웨어를 통한 월별 평가서를

제공하여 한 눈에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빈틈없는 교육관리가 이뤄집니다.

TruEd는 2007년 창립 이후, 영어 교육을

위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2007년 부터 수 많은

기업 고객들이 체험한 TruEd만의

노하우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영어교육 컨설턴트(education consultant)’

로 성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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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절차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전화상담

레벨 테스트

방문상담 및 교육내용
협의

강사 선정

커리큘럼 및 교재 선정

선정된 커리큘럼과 교재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TruEd가 추천하고, 이를 고객사의 최종 면접으로 선발

테스트를 통해 분석된 결과와 고객의 Needs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재 추천

월간 리포트 발송 및 사후관리

전담 인력의 지속적인 수업관리 서비스와
매월 평가서 / 출결 / 진도 / 향상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그룹웨어 서비스 제공

고객사의 Needs와 교육환경 등 
종합적인 정보수집을 통한 교육 목적 설정  

구체적인 상담으로 고객의 Needs와 
교육목적을 파악, 단계적 실행 방안 구상

-  Level Test A :  학생과 1 : 1 인터뷰 형식으로 한 명당 10~15분가량 

소요되며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합니다.

- Level Test B (유료) :  상세 레벨 테스트로써 약 90분 정도 소요되며 

Reading, Grammar, Writing, Listening, 

Spea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작

최종 계약 체결과 앞서 확정된 커리큘럼과 교재,
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수 후 교육 시행

최적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피교육생에게 과학적인 영어실력 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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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채용 절차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서류 심사 강사 관리

전화 면접 강사 선발 및 계약 /교육 내용 

1차 면접 최종 면접

· 최소 4년제 국외 학사 학위 소유자 
· 취업 결격 사유 없는 자
· 강사, 연수, 출강 또는 유사 경력자

교육품질 유지관리와 고객의 Needs를 위한
지속적인 보고서, 강의 평가 서비스

원어민 수준의 영어구사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영어면접으로 진행되며, 기본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응답으로 구성

강사 계약 체결 / 커리큘럼 및 교육과
관련된 세부 사항 교육 및 연수

· 성향, 태도 및 위기 대처 능력 파악
·  고객의 요구, 레벨, 및 커리큘럼에 

적합 여부 판단

고객사에서 직접 최종면접 및 시범강의를 통해 선발
(1차 면접 단계까지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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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ogram
TruEd visit lecture
t r a n s l a t i o n e d -
ucation program
TruEd visit lecture
t r a n s l a t i o e d u -
cation program
TruEd visit lecture

Curriculum
일반회화

맞춤식 과정

시험대비

비즈니스 영어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
영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교육과정



교육대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교육 과정

·  각 교재 별 주 3시간 기준 2~4개월 소요

·  교육 목표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총 교육 기간 확정

일반회화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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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화	종합교재	/	문법	/	숙어

토픽	회화	교재

듣기	집중	교재

원어민처럼 대화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글로벌 인재로 더 큰 가능성을 
준비하십시오. 원어민들의 대화패턴을 기본으로 다양한 주제와 상항에 대
해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Level Test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최적의 커리큘럼 적용

-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의 단계적 교육

교육기간

교육대상

사용교재



비즈니스 영어
첫 인사에서 수주, 계약, 프로젝트 종료까지… 성공을 위한 영어의 모든 
것. 상황별 집중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에 특화된 영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Level별 맞춤형 커리큘럼

-  Needs별 집중 교육 (Meeting, Presentation, Negotiation, Email Writing, 

Telephoning, Socializing 등)

교육기간

교육대상

사용교재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교육 과정

·  각 교재 별 주 3시간 기준 1~4개월 소요

·  교육 목표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총 교육 기간 확정

·  비즈니스 주제로 회화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이

·  특화된 비즈니스 skill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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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비즈니스	회화	및	토픽	회화	교재

비즈니스	상황별	교재 비즈니스	업종별	교재

TruEd	자체	개발	교재(맞춤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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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교육 과정

시험 일자에 따라 협의 가능

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OPIc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

9

TOEIC	/	TOEIC	SPEAKING	교재

TOEFL	교재

OPIc	교재

시험 대비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 오랜만에 하려니 막막한 분, 이제 TruEdu가 해
결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과 단계별 도약방
안을 바탕으로 시험이 앞에 당당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Level별 맞춤형 커리큘럼

- 각 시험에 따른 특화 교육

교육기간

교육대상

사용교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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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과정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영어 능력이 필요하신 고객 
여러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특정 영어능력
을 보다 깊이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세분화된 커리큘럼 (Meeting, Presentation, Negotiation, Email Writing, 

Telephoning, Socializing 등)

- 컬리큘럼 별 심화 교육

교육기간

교육대상

사용교재
4

교육대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교육 과정

·  교육 목표와 요구에 맞춰 협의 가능

·  원하는 교육 기간에 맞춰 수업 교재 
맞춤 제작

직장인, 임직원 등 
특화된 분야별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

10

TruEd	자체	개발	교재



걱정하지 마세요! 트루에드는 모든 레벨에전문가입니다.

레벨별	추천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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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별 추천 커리큘럼
출강제안서 사내 영어 교육 토탈 솔루션

TruEd
Level 일반 비즈니스

0~1
·Excellent English 1 or Touchstone 1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Basic 1

·Market Leader Elem.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Basic 1

2
·Excellent English 2 or Touchstone 2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Basic 2

·Market Leader Pre-Int.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Basic 2

3
·Excellent English 3 or Touchstone 3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Int. 1

· Market Leader Int. or Intelligent Busi-
ness Pre-Int.

·Grammar in Use Basic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Int. 1
·Working Skills / Industry Textbook

4
·Excellent English 4 or Touchstone 4
·Grammar in Use Int.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Int. 2
·Talk Talk Talk 1 or Let’s Talk 1

· Market Leader Upper Int. or Intelli-
gent Business Int.

·Grammar in Use Int.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Int. 2
·Let’s Talk Business
·Working Skills / Industry Textbook

TruEd
Level 일반 비즈니스

5
·Grammar in Use Int.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Adv. 1
·Talk Talk Talk 2 or Let’s Talk 2
·Article Discussion

· Market Leader Adv. or Intelligent 
Business Upper Int.

·Grammar in Use Int. (Optional)
· Be the first with CNN Adv. 1 or CNN 

ELT
·Let’s Talk Business
·Working Skills/Industry Textbook

6
·Grammar in Use Adv. (Optional)
·Be the first with CNN Adv. 2
·Talk Talk Talk 2 or Let’s Talk 2
·Article Discussion

·Intelligent Business Adv.
·Grammar in Use Adv. (Optional)
· Be the first with CNN Adv. 2 or CNN 

ELT
·Let’s Talk Business
·Working Skills/Industry Textbook

7 ·No Need
·Intelligent Business Skills
·Working Skills / Industry Textbook

8 ·No Need
·Working Skills / Industry Textbook
·Special Skills Training



트루에드의	레벨과	교육실적

ABC부터 Native까지,트루에드에는한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