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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실현되는 곳

월간 영단기

목표 점수 달성 시, 응시료 100% 지원

토익 목표 달성& 응시료 환급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영단기 부산학원

2월 개강일

주 5일, 월수금 : 2/1(월)

화목금 : 2/2(화)

2주 1차 : 2/1(월)

2주 2차 : 2/17(수)

토요반 : 2/6(토)

얼리버드

01 02 03

신규생 타 어학원 수강증

최대 25% 할인 30% 할인 30% 할인

얼리버드
25% 할인

신규생
30% 할인

타 어학원 수강증

30% 할인쿠폰

끝장몰입
길토익

뉴 트렌드
리즈토익

The Master
정리토익

명품관리
더케어토익

* 올케어+반 등록 시, 자격증단기 온라인 강의 1개월 수강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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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기 2월 대개강
2월 개강

한 눈에 확인하자!

P 02

P 03

P 04

P 06

P 11

개강일

등록 시작일

반변경기간

청강 가능일

학사일정

- 2월 학사일정

할인이벤트

 - 얼리버드 할인

 - 영단기 럭키데이

 - 상시 할인

이 달의 이벤트

- 겨울방학 전문상담

토익·토스 시간표

응시료 환급 이벤트

주 5일, 월수금반 : 2/1(월)

화목금반 : 2/2(화)

2주 1차 : 2/1(월)

2주 2차 : 2/17(수)

토요반 : 2/6(토)

1/13(수)

[주 5일반] 개강일 포함 3일째까지

[주 3일, 2주반] 개강일 포함 2일째까지

1/8(금)~1/26(화)

2/5(금)~2/25(목)

Contents 개강 안내

  2021년 2월 학사 일정 한 눈에 보기

SUN TUE FRIMON THUWED SAT

31 1 개강일 2 3 4 5  청강시작 6   토요반 개강

7    정기토익 8 9 10 11 12  설날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정기토익 22 23 24 25  청강마감 26 27 토요반 종강

28  정기토익 3/1 2  종강일 3 4 5 6

반 변경 가능 기간

화목금반월수금반 토요반 정기 토익 시험

* 강사별 상이, 데스크 문의

* 강사별 학사일정 상이, 데스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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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풍성한 할인 혜택! 상시할인 이벤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 2 3 4 5 6

 일찍 등록할수록 더 이득!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1월

25%

15%20%

10%15% 영단기영단기
럭키데이럭키데이

2월 얼리버드 할인 기간 살펴보기

5%

*상시할인 제외 과목
토익 단과반, 토스 2주 완성반(60분 과정), 토익 2주 완성반

2
0
%

4학년 졸업유예, 졸업증명서

제시 시

취준생

할인

타단기 수강증

제시 시

타단기

수강생할인

3
0
%

영단기를 처음
등록한다면?

신규생

할인

3개월 이내 수강증

제시 시

타 어학원

수강증 

할인
수강증

타 어학원

수강증

타 어학원

수강증

타 어학원

재원생이 신규생과 

함께 등록할 시

친구추천

할인

원츄플라이 에어포트 수강증

제시 시

승무원학원

제휴 할인
*전과목 가능

2
5
%

21학년도 수능 수험표 

제시 시

새내기

할인

1년 이내 전역증

제시 시

국군 장병

할인

재직 상태(명함, 재직증명서)

제시 시

직장인

할인

동아대, 동서대, 부산대

학생증 제시 시

대학교

제휴 할인

공단기 경단기 핏단기

영단기 부산학원 학원 안내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길 26 아이비타워 1층

(삼정타워 옆 전포역 방향 도보 2분)

051) 711-0582

평일 08:00 - 21:30, 주말 09:00-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채널

'영단기 부산학원' 검색

인스타그램 ID

engdangi.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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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강사 전문상담
영단기 부산학원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단기 부산학원이 각자의 레벨에 맞춘 최적화된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2021년 토익&토스 응시 예정인 모든 분들 신청 방법   1. 학원 방문 예약

                  2. 전화예약 (051-711-0582)

                  3. 카톡예약 (영단기 부산학원 채널 추가)

TOEIC

날짜 시간 강사

1/18(월) 17:00-18:00 정리토익

1/19(화) 17:00-18:00 정리토익

1/20(수) 17:00-18:00 정리토익

1/21(목) 17:00-18:00 정리토익

1/22(금) 17:00-18:00 정리토익

1/25(월) 16:00-17:30
17:00-18:00

더케어토익
정리토익

1/26(화) 16:00-17:30
17:00-18:00

더케어토익
정리토익

1/27(수) 16:00-17:30
17:00-18:00

더케어토익
정리토익

1/28(목) 16:00-17:30
17:00-18:00

더케어토익
정리토익

1/29(금) 16:00-17:30
17:00-18:00

더케어토익
정리토익

날짜 시간 강사

1/31(일) 10:00-13:00 서윤경(Ava)

TOEIC SPEAKING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실시간 1:1 카톡상담
수강신청 전, 영단기 선생님들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길토익]

[리즈토익]

[정리토익]

[더케어토익]

[레이첼토익]

[아바토스]

LC 김수현: lizsuhyun  RC 조안나: lizanna

*카톡채널 추가

LC 정제경: 영단기 정리토익 LC 정제경

RC 이차연: 영단기 정리토익 RC 이차연

LC 킴벌리: lotustoeic  RC 한정은: hannah4755

LC/RC Rachel: asiam0379

서윤경: seoykk

LC/RC 길지연: gil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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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단기 부산학원이 각자의 레벨에 맞춘 최적화된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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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몰입
길토익

차원이 다른 강의력!

수업 + 스터디 + 과제 한 방에 끝내자!

LC · RC  l  길지연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석사

카카오톡 ID

giltoeic 길토익 LC · RC

길지연

80분 /  160분

첫토익 700+ 목표반  [ LC 월수금/RC 화목금 ]

800+ 기출 마스터반  [ RC 월수금/LC 화목금 ]

주 5일 주 5일 주 3일 주 5일

10:00 - 11:20 700+반

700 + 800
올케어반

10:00 - 12:50
11:30 - 14:20
16:30 - 19:20
18:00 - 20:50

700 RC + 800 LC
주 3일 화목금반

10:00 - 12:50
11:30 - 14:20
16:30 - 19:20
18:00 - 20:50 800+ 2주 완성반

11:30 - 12:50
16:30 - 17:50
19:30 - 20:50

*1차 개강: 2/1(월)
*2차 개강: 2/16(화)

11:30 - 12:50 800+반

13:00 - 14:20 700+반

16:30 - 17:50 800+반

700 LC + 800 RC
주 3일 월수금반

10:00 - 12:50
11:30 - 14:20
16:30 - 19:20
18:00 - 20:50

18:00 - 19:20 700+반

19:30 - 20:50 800+반

    길토익 시간표 한 눈에 보기!

     수강료 한 눈에 보기!

오프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적용)

올케어반 160분 (주5일) 519,000원       493,100원/월

주5일 종합반
주3일 종합반

60분(주5일)
120분(주3일) 269,000원       255,600원/월

LC / RC 단과반 60분(주3일) 148,000원       140,600원/월

주 3일

*온라인 클래스 진행 (전 강좌)
LIVE 진행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20% 할인적용)

올케어반 160분 (주5일) 519,000원       415,200원/월

주5일 종합반
주3일 종합반

60분(주5일)
120분(주3일) 269,000원       215,200원/월

LC / RC 단과반 60분(주3일) 148,000원       118,400원/월

수강생 혜택

오프라인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1.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24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2. 철저한 출석/  숙제  관리  진행  +
          현장강의 LC/RC 녹음 파일 1개월 제공
3. 월 3회 특강 진행
     (현장 2회, 온라인 1회)

1.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24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2. 현장강의 LC/RC 녹음 파일 1개월 제공
3. 길토익 오프라인 특강 참여 가능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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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트렌드
리즈토익

토익 점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반드시 리즈토익을 선택하라!

LC  l  김수현

- 호주 RMIT 

   University 학사

RC  l  조안나

- CUP University 

   경영학 학사

카카오톡 ID

lizsuhyun

카카오톡 ID

lizanna

리즈토익 LC

김수현

리즈토익 RC

조안나

    리즈토익 시간표 한 눈에 보기!

60분 / 120분

600+ 왕초보반
A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B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700+ 고득점 완성반
A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B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09:00 - 10:00 B반

600+ 올케어반
09:00 - 11:10
10:10 - 12:20
11:20 – 13:30
19:00 - 21:10

A반

700+ 올케어반
09:00 – 11:10
10:10 – 12:20
11:20 – 13:30
19:00 – 21:10

10:10 - 11:10 A반 B반

11:20 - 12:20 B반 A반

12:30 - 13:30 A반

600+ 주 3일반
(월수금/화목금)

09:00 – 11:10
10:10 – 12:20
11:20 – 13:30
19:00 – 21:10

B반

700+ 주3일반
(월수금/화목금)

09:00 – 11:10
10:10 – 12:20
11:20 – 13:30
19:00 – 21:10

19:00 - 20:00 B반 A반

20:10 - 21:10 A반 B반

주 3일 주 3일

오프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370,500원/월

주5일 종합반
주3일 종합반

60분(주5일)
120분(주3일) 200,000원       190,000원/월

LC / RC 단과반 60분(주3일) 114,000원       108,300원/월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30%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273,000원/월

주5일 종합반 60분(주5일) 200,000원       140,000원/월

수강생 혜택

오프라인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1.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2. 온/오프라인 1:1 전문상담 진행
3. 월 2회 LC/RC 특강 진행

1. 수업 교재비+배송비 무료 혜택 제공
2.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3. 리즈토익 오프라인 특강 참여 가능

*온라인 클래스 진행 (올케어반, 주 5일 종합반)

     수강료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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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ter
정리토익

정리토익과 치밀하고 완벽하게

토익 완전 정복을 꿈꾸라!

LC  l  정제경

- 캐나다 벤쿠버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학사

RC  l  이차연

- 부산대학교 

   영문학 박사

카카오톡 채널

‘영단기 정리토익 RC 이차연’

카카오톡 채널

‘영단기 정리토익 LC 정제경’

정리토익 LC

정제경

정리토익 RC

이차연

60분 / 120분

600+ 기초 완벽정리
A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B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700+ 기출 완벽정리 800+ 문제풀이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09:10 - 10:10

600+ 올케어반
10:20 – 12:30
14:30 – 16:40
18:00 – 20:10

A반
700+ 올케어반

09:10 – 11:20
10:20 – 12:30
14:30 – 16:40
18:00 – 20:10

700B+800 
올케어반

09:10 – 11:20

10:20 - 11:20 B반 B반

11:30 - 12:30 A반 A반

14:30 - 15:30 B반

600+ 주 3일반
(월수금/화목금)

B반

700+ 주3일반
(월수금/화목금)

09:10 – 11:20
10:20 – 12:30
14:30 – 16:40
18:00 – 20:10

800+ 문풀반
09:10 – 10:10
20:20 – 21:20

15:40 - 16:40 A반 A반

18:00 - 19:00 B반 B반

19:10 - 20:10 A반 A반

    정리토익 시간표 한 눈에 보기!

주 3일 주 5일

수강생 혜택

오프라인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1. .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2. 풀세트 모의고사+1:1 컨설팅 진행
3. LC/RC 특강 5회 진행
     +매주 학습상담 진행

1. 수업 교재비+배송비 무료 혜택 제공
2.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3. 정리토익 오프라인 특강 참여 가능

*온라인 클래스 진행 (올케어반)
LIVE 진행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30%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273,000원/월

오프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370,500원/월

주5일 종합반
주3일 종합반

60분(주5일)
120분(주3일) 200,000원       190,000원/월

LC / RC 단과반 60분(주3일) 114,000원       108,300원/월

     수강료 한 눈에 보기!

주 3일

A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B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10:20 – 12:30 

14:30 – 16:40 

18:00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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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관리
더케어토익

상상 그 이상의

명품 토익 관리를 경험하라!

LC  l  Kimberley 유

- 이화여자대학교

   Tesol 석사

RC  l  한정은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석사

카카오톡 ID

lotustoeic

카카오톡 ID

Hannah4755

더케어토익 RC

한정은
더케어토익 LC

Kimberley 유

    더케어토익 시간표 한 눈에 보기!

60분 / 120분

700+기초케어반
A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B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800+실전케어반
A반: LC 월수금 / RC 화목금
B반: RC 월수금 / LC 화목금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

09:20 – 10:20 B반

700+ 올케어반
09:20 – 11:30
10:30 – 12:40
11:40 – 13:50
17:30 – 19:40
18:40 – 20:50

B반

800+ 올케어반
09:20 – 11:30
10:30 – 12:40
11:40 – 13:50
17:30 – 19:40
18:40 – 20:50 800+ 2주 완성반

*1차
 
개강:

 
2/1(월)

*2자
 
개강:

 
2/17(수)

10:30 - 11:30 A반 A반

11:40 - 12:40 B반 B반

12:50 – 13:50 A반

700+ 주 3일반
(월수금/화목금)
09:20 – 11:30
10:30 – 12:40
11:40 – 13:50
17:30 – 19:40
18:40 – 20:50

800+ 주3일 반
(월수금/화목금)

  
  

17:30 – 18:30 B반 B반

18:40 - 19:40 A반 A반

19:50 - 20:50 B반 B반

주 3일 주 3일

수강생 혜택

오프라인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1.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2. 모의고사 해설영상 제공
     +개별피드백+시험대비 특강 진행
3. LC/RC 기출 복원 풀이영상 제공

1. 수업 교재비+배송비 무료 혜택 제공
2. 현장강의 녹화영상 수업 종료 후 48시간 제공 
     (무제한 시청 가능)
3. 더케어토익 오프라인 특강 참여 가능

*온라인 클래스 진행 (올케어반)
LIVE 진행

오프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370,500원/월

주5일 종합반
주3일 종합반

60분(주5일)
120분(주3일) 200,000원       190,000원/월

LC / RC 단과반 60분(주3일) 114,000원       108,300원/월

 2주 완성반 120분(주5일) 200,000원       190,000원/월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30% 할인적용)

올케어반 120분 (주5일) 390,000원       273,000원/월

     수강료 한 눈에 보기!

A반

09:20 – 11:30 
10:30 – 12:40 
11:40 – 13:50 
17:30 – 19:40 
18:40   –  20:50

09:20 – 11:30 
10:30 – 12:40 
11:40 – 13:50 
17:30 – 19:40 
18:40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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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쟁력을 위한
단, 하루의 투자!

레이첼토익
600-700 목표반

토익 600-700점 목표
왕초보 탈출부터 기본기 다지기

토익 문제 유형부터 실전 문제 풀이까지!

09:00 – 12:50
09:00 – 10:50 LC
11:00 – 12:50 RC

14:00 – 17:50
14:00 – 15:50 LC
16:00 – 17:50 RC

 Rachel   asiam0379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수강생 혜택
1. 실전 문제풀이 영상 제공
2. 토익 필수 어휘집 제공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 적용)

종합반 200분 (주1일) 170,000원   161,500원/월

LC/RC 단과반 100분 (주1일) 90,000원  85,500원/월

TOEIC 토요 집중반

* 토요반은 2개월 과정입니다. 한 달 수강 후 연속 등록 필요

아주 쉽게 바로
점수가 나오는!

아바토스
시간 20일 완성

(주 5일반)
집중 10일 완성

2주 / 120분
10일 완성

2주 / 60분

09:10 - 10:10 Lv.6-7 목표반(a+b)

Lv.6-7 목표반(a+b)
09:10 - 11:20

Lv.6-7 목표반
(1차: a / 2차: b)

10:20 - 11:20 Lv.6-7 목표반(b+a) Lv.6-7 목표반
(1차: b / 2차: a)

토익스피킹 서윤경   seoykk

수강생 혜택
1. 24시간 카톡 피드백 제공
2. 월 1회 모의고사 1:1 풀이 및 개별 상담 진행
3. 수업 100% 출석 시 모의테스트 10회 제공

강좌 수업시간 수강료 (최소 5% 할인 적용)

20일 완성반 120분(주5일) 230,000원   218,500원/월

10일 완성반

120분(주5일) 230,000원   218,500원/월

60분(주5일) 120,000원   114,000원/월

TOEIC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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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점수 달성하고목표점수 달성하고

응시료응시료  100%100%
환급받자!환급받자!

+ 600+ : 650점

700+ : 750점

700+  800+ : 830점

800+ : 850점

목표점수 환급절차필요조건
1) 올케어+ 토익 수강 후, 2/28(일) 시험 응시

2) 시험 발표 후 수강후기 작성 (성적발표일 기준 일주일 이내)

   * 제목에 [토익 고득점 스토리] 말머리 필수

    * 공백 제외 800자 이상 필수

    * 목표 달성 성적표 첨부 필수

3) 후기 작성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토익 성적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1) 수강기간 중 QR코드 

    데일리 출석률 100%

2) 올케어 학습지 3회 

    100% 참여

3) 올케어 실전 모의고사 

    2회 중 1회 참여

TOEIC
오프라인 클래스

올케어반 수강 시

44,500원

+ 600+ : 650점

700+ : 750점

700+  800+ : 830점

800+ : 850점

목표점수 환급절차
1) 온라인 LIVE 클래스(올케어+)  수강  후,  2/28(일)  시험  응시

2) 시험 발표 후 수강후기 작성 (성적발표일 기준 일주일 이내)

   * 제목에 [온라인 LIVE 클래스] 말머리 필수

    * 공백 제외 800자 이상 필수

    * 온라인 LIVE 클래스 수강 인증샷 1컷+목표 달성 성적표 첨부 필수

3) 후기 작성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토익 성적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TOEIC
온라인 LIVE 클래스

올케어반 수강 시

44,500원

900점 이상

목표점수 환급절차필요조건
1) 토익            수강 후, 1개월 이내 시험 응시

2) 시험 발표 후 수강후기 작성 (성적발표일 기준 일주일 이내)
   * 제목에 [단기 900클럽] 말머리 필수

    * 공백 제외 800자 이상 필수

    *  목표 달성 성적표 첨부 필수

3) 후기 작성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토익 성적표, 신분증 제출

1) 수강기간 중 QR코드 

    데일리 출석률 100%

TOEIC
토익 900점 이상

달성 시

50,000원

Lv.7 Lv.6 (150점) : 50%

Lv.7 : 100%

목표점수 환급절차필요조건
1) 토스(2주완성 60분 과정 제외) 수강 후, 15일 이내 시험 응시

2) 시험 발표 후 수강후기 작성 (성적발표일 기준 일주일 이내)

   * 제목에 [토스 고득점 스토리] 말머리 필수

    * 공백 제외 800자 이상 필수

    *  목표 달성 성적표 첨부 필수

3) 후기 작성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토스 성적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1) 수강기간 중 QR코드 

    데일리 출석률 100%

TOEIC
Speaking

목표점수 달성 시

77,000원

900

환급받는 법 여기!

 

종합반



영단기 부산학원
목표가 실현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