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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English Drs Academy) 소개
- 소재 : 필리핀 다바오 (Davao City, Philippines)
- 개원 년도 : 2007년 6월

- SSP, TESDA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된 필리핀 공식 연수기관
- 특징 : 1. 소수 정예 관리형 어학원
2. 수준 높은 강사진 보유 및 체계적인 강사 관리 시스템
3. 국가 지원 싱가포르 청년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전주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5. 다바오 YMCA 제휴 어학원
6. 다바오 정부 산하 고아원 협력 어학원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English Drs Academy)
온라인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목표
필리핀 원어민 강사와 함께 1:1 온라인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는
영어회화 실력의 향상은 물론,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학습 교재와 커리큘럼을 체계적
으로 학습하여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토익 스피킹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특징
1. 타업체와 비교되는, 학생에게 부담 없는 파격적인 수강료
2.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역대급 경력,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강사들로만 구성된 프로그램
3.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으로 맨투맨 수업이 진행되며 원할 시 수업 내용 녹화 가능
(복습 용도)
4. 4주 20일 수업 무조건 보장(단, 타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결석은 보장 불가)
5. 경험해 본 학생들의 높은 수업 만족도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English Drs Academy)
온라인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업 구성
1교시 : 50분 수업 (Questions 1 ~ 6 집중 훈련)
2교시 : 50분 수업 (Questions 7 ~ 12 집중 훈련)
* 1교시와 2교시 수업은 다른 강사가 배정됩니다.

모집 정원 & 수강료
- 오전반 : 20명 / 오후반 : 20명 (4주 20일 수업 보장 프로그램)
- 수강료 : 600,000원

수업 교재
Skills For The
TOEIC TEST
Speaking and
Writing

TOEIC Speaking
Sample Answers
Book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English Drs Academy)
온라인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강사 소개
Lee Cuñado
출신학교 Univers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전공 Bachelor of Science in Clinical Pharmacy
강사경력 17년

Donna Sheen

출신학교 University of Mindanao
전공 Computer Science
강사경력 4년

Van Asio

출신학교 St. Joseph Tech. Academy
전공 Human Resource Management
강사경력 10년

George Marckhail Jhune Suarez

Kate Chastity Elaco

출신학교 Holy Cross of Davao College
전공 English
강사경력 6년

출신학교 St. Anthony Claret College
전공 A.B. in Philosophy & Psychology
강사경력 4년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English Drs Academy)
온라인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강사 소개
Noel M Ibanez
출신학교 Holy Cross of Davao College
전공 Mass Communication Arts
강사경력 8년

Cindy Tampipi

출신학교 Holy Cross of Davao College
전공 English
강사경력 4년

출신학교 University of Mindanao
전공 Accounting
강사경력 6년

Dyan Raganas

Faye Dianne M. Gayo

Honrada Hercy H.

출신학교 University of Southeastern Philippines
전공 Special Education
강사경력 4년

출신학교 Davao Doctors College
전공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강사경력 5년

잉글리쉬 닥터스 어학원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4주 스케줄
주간 스케줄
(4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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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테스트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시작 전 미리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세요.
15분 이상 수업에 지각 하는 경우 자동 결석 처리됩니다.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주제는 절대 다루지 마세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서 강사 변경을 허용합니다.

THANK YOU♡
The Time To Study is Now,
The Place To Study is E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