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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교육은 외국어교육 전문 업체로서, 

출강, 전화외국어, 통·번역, 교재 출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온 Total Solution 기업입니다. 

세상 중심모든 언어교육의

출강교육 전화외국어 온라인강좌



ECK Education 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ECK교육은

1991년 설립 이래로, 외국어교육 전문 업체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영어는 물론 중국어에서 스와힐리어까지 

다양한 언어군에 대해, 자체 교재 출판 및 온라인강좌를 제작하여

“플립러닝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맞춰 최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CK교육 모든 임직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귀를 열고 소통하며, 

한 발짝 더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임 승 빈

GHRD 어학 

& 글로벌 인재 양성 선도

ECK교육 

통·번역 출판어학능력평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 및 기업이

      ECK교육을 Global Partner로 선정하였습니다. 

2008 ~ 현재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19 ECK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 설립

201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2017 수출바우처사업(베트남) 수행기관 선정

2016 34개국 온라인 콘텐츠 및 교재 개발

2014  OPASS 전문테스트 기관 설립

2013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립 

 HRD 선정 ‘Hot ISSUE’ 교육기관 선정

2012  원격 평생교육시설, 글로벌 사업부 설립

2011  ㈜이씨케이교육 연구소 설립

2010  ECK어학원 설립 및 사옥 확장 이전

2009 E-Learning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2008 ㈜이씨케이교육으로 법인명 변경

1991~ 2006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국어 교육문화 창조

2006 헤럴드경제 혁신경영인 대상 수상

2003 인터뷰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2002 온라인 영작 첨삭지도 프로그램 개발 

2001  ㈜이씨씨코리아 법인전환

199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업무제휴

1998 전국 70개 대학 특강 실시

1998  전화외국어 교육 실시

1997  ECC Media 출판사 설립, 교재 출판

1995  기업체 출강교육부, 통신교육부 신설

1991  E.C.C. Korea 설립

ECK교육소개

회사 연혁

세상 모든 언어를 담다의



ECK Education 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ECK교육소개

글로벌 파트너

금융

호텔/백화점

의료/제약

건설

상사
삼성물산

 직무별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LG

SK

삼성

CJ

현대

롯데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물산삼성화재 삼성중공업

 기업 



ECK교육소개

 정규 사내과정 

 해외주재원 과정 

 전화외국어 과정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2010 ~ 현재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2011 ~ 현재

중국어 / 일본어 / 제 2외국어 2011 ~ 현재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제 2외국어 2015 ~ 현재

영어 / 중국어 집합 & 1 : 1 임원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집합 & 1 : 1 임원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집합 & 1 : 1 임원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베트남어 / 프랑스어 집합 과정

베트남어 / 태국어 / 아랍어 / 인도네시아어 / 미얀마어 주재원 Pool

영어 / 중국어 / 힌디어 / 일본어 주재원 파견 확정자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 미얀마어 / 캄보디아어 / 힌디어 주재원 파견 확정자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 러시아어 주재원 Pool

주요 실적



ECK Education 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인터뷰테스트 

 통·번역 

신입사원 채용 / 임직원 어학 테스트 : 영어 / 중국어 外 2018 ~ 현재

신입사원  채용 인터뷰 테스트 : 영어 / 중국어 / 인니어 / 베트남어 2013 ~ 현재

신입사원 채용 인터뷰 테스트 : 중국어 / 일본어 外 14개 언어 2016 ~ 현재

전 임직원 어학능력 테스트 : 영어 2014 ~ 현재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동시통역, 원어민 감수자 파견 통역

발전소 프로젝트 순차통역 통역

베~영, 한~영 등 공사진행 현황, 회의록 번역 번역

구매, 영업, 상품, 재경부문 교육자료 번역 번역

 문화 특강 

중국 식 문화 / 이슬람 문화 / 싱가폴 문화 / 프랑스 식 문화

중국 문화 / 인도네시아 문화

베트남 문화 / 중국 문화 / 일본 문화

미얀마 문화 / 방글라데시 문화 



01. 30여 년 오프라인 교육 경험을 반영한 45개 국어 온라인 콘텐츠 및 교재 개발

02. 석·박사급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현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 콘텐츠 제작

03.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04. 모바일 최적화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편리성

ECK교육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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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교육 업체 중, 最多 언어 교육 경험 보유 !

국내 최다 언어 교육

Spain



ECK Education 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Total Solution 구축

체계적인 학습관리

최신 콘텐츠 밀착 운영 관리 목표 레벨 달성

글로벌 역량

강화

체계적인 LMS 

관리

견고하고 단단한

강사관리

플립러닝 

시스템 적용

강사

PM

HR

도서 출판

온라인 강좌

2

3

Total Solution을 통한, 목표 지향적 학습 운영

ECK교육은 HR & 학습자 의견을 누구보다 잘 듣고, 먼저 움직입니다.

전화/화상 외국어

기업 출강

TOTAL

SOLUTION



ECK교육은,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에 따른 다양한 needs에 맞춰, 

사내 과정, 해외 주재원 과정, 전화 외국어는 물론 신입사원 채용 인터뷰 테스트까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기업출강 교육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의 표준

외국어 도서 출판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담다!

전화외국어 교육

친절한 1 : 1 밀착관리 / 

하루 10분 알찬 수업

온라인 콘텐츠

최신의 동영상 강좌 

UPDATE!

어학능력 평가 (OPASS)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통역 / 번역

정확하고 신속한 

통/번역 책임 서비스

 ECK 교육의 다양한 사업소개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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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출강 교육은,

사내어학교육 (정규과정, 인텐시브 과정, 특강 등) 전반에 대한 설계 / 운영관리 / 결과보고 등

체계적인 밀착관리를 통해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HR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상의 교육효과 달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합니다.

출석현황 (실시간) 향상도 결과보고 (월별) 교육비 현황 (월, 누적)

HR

운영 / 관리강사 선발수강 신청 결과 보고

레벨테스트 / 분반 수업계획서 작성 레벨테스트 / 향상도

학습 홈페이지

개설

● 프로세스

● LMS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기업출강 교육 ( 1 )

학습자

11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회화 과정    입문 ~ 고급 단계별 맞춤 커리큘럼, 레벨에 따른 필수 어휘 / 문법 / 회화 학습

최신 컨텐츠 제공 : 기본교재 (핸드아웃) + 시청각자료 (온라인 강좌)

일반 회화 회 화 청 취 독 해 작 문

•  일상적인 주제 별 기본  
어휘 / 표현 학습 

•  발음 및 억양, 강세 집중 
교정을 통한 말하기의 기
본기 습득

•  기본 문장의 반복적인  
청취를 통한 학습

•  원활한 의사소통 기본이 
되는 이해력 집중향상에 
중점을 둠

•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Life 스킬 향상

•  입국신고서, 안내문 등 필
수적으로 접하는 자료를 
활용한 학습

•  문법형식을 응용한 작문 
기본기 습득

•  기본적인 문법 학습을 바
탕으로 실력향상 할 수 있
는 작문수업

비즈니스 회화

 Biz-skill 과정    중급 레벨 이상,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Biz-skills 학습 

Correspondence
Meeting 

& Negotiation
Presentation

Customized 
writing

•  Biz-Email / 다양한 주제의 
글·문서 작성능력 강화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이론 및 유용한 표현 습득

•  Letter & 문서작성을 위한 
보다 Formal한 표현 학습

•  미팅 상황과 대상에 따른 
전문적인 표현 학습

 시험대비 과정    영어, 중국어, 일본어 外 특수 외국어 관련 공인 인증시험 대비 과정 

영 어 TOEIC, TOEIC Speaking, OPIc, SPA

중국어 HSK, BCT, TSC

일본어 JPT, JLPT

특수어 OPI, FLEX, DELE, DELF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기업출강 교육 ( 2 )

● 사내 정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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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과정    제한된 시간 내 최대 몰입 학습 여건 조성으로 해외파견을 위한 레벨 달성

합숙 실질적인 어학능력 향상 : 공인인증 평가(OPI)를 통한 향상도 측정 

반일 집중

•  기초 문법(어휘)에서부터 생활회화 + 비즈니스 회화 습득

•현지 분위기 조성 : 내국인 & 원어민 강사 교차 수업진행

•사례를 통한 Simulation 집중학습으로 실제 업무 수행능력 향상

•  강의 & 복습(과제수행) 적절히 융합하여 지속적인 흥미유지

 특 강    글로벌 문화 및 Biz-skill , needs에 맞춰 특강 진행 

글로벌 異문화 문화권 needs에 맞춰 주제 선정

•해당 국가 / 문화권에 대한 기본정보 (정치, 역사, 특징) 

•이문화의 이해 / 간접 체험학습 통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Presentation, E-mail writing, Negotiation 등 비즈니스 상황별 유용한 표현 학습비즈니스 스킬

 1:1 과정    임원 needs에 맞춰 “어학능력”과 “Biz-skill”을 함양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 분 내 용

영 어

회화 일반 및 비즈니스 회화 

Current issue 사회, 경제, 문화 전반 이슈에 대해 토론

Global Leader Project, Meeting & Negotiation 등 1 : 1 코칭

특수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제 2외국어 회화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기업출강 교육 ( 3 )

● 해외주재원 과정

13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전화외국어 학습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다양한 외국어를 전화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1:1 맞춤형 교육입니다. 

영어/중국/일본어 언어별 

헤드티처

PC / MOBILE
편리한 시스템

연계학습 가능

자체 교재/동영상

20년 노하우

학습 밀착 관리

학습 내용 피드백

메일 서비스

다양한 

제 2외국어

You can learn all languages
what you want to learn

과정 명 소 개 교 재

일반회화

(G course)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200개 이상의 표현 대화문 학습

•초중급 학습자들이 취약한 어법 / 어순을  학습

•MP3를 듣고 리스닝 및 발음연습

•동영상과 연계하여 학습가능

Crossing the Pacific 
(자체교재)

•  Beginner
•  CTP_Step1
•  CTP_Step2
•  CTP_Step3

비즈니스 회화

(B course)

•비즈니스 상황 ‘격식 / 비격식적 표현’을 구별 영어구사

•  업무상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실용적인 학습

•  MP3파일을 통해 리스닝 스킬 향상

•  동영상과 연계하여 학습가능

Survival Business 
English (자체교재)

•B1(기초과정)

•B2(출장/제안)

•B3(전화/심화학습)

  

(주)이씨케이교육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4층

Tel                   02-733-9950

E-mail             eck@eckedu.com

Homepage       www.eckedu.com

● 회화 과정 : 영 / 중 / 일 外 + 약 50개 특수 외국어 제공

● 특 징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전화외국어 교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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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전화외국어 교육 ( 2 )

과정 명 소 개 교 재

비즈니스 스킬

(S course)

•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스킬별 비즈니스 표현 학습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공략하는 6단계 전략적 코스

Business Skill (자체교재)

•중급 : 전화, 사교, 출장

•고급 : 회의, 발표, 제안

BUSINESS COMMUNICATIONS
S2

KC
E Books

BUSINESS CORRESPONDENCE
S2

KC
E Books

            BUSINESS MEETINGS
               AND CONFERENCES 
S2

KC
E Books

NEGOTIATION STRATEGIES
S2

KC
E Books

자유토론 회화

(D course)

영자신문

•미국 현지 Head Teacher가 준비하는 생생한 뉴스기사

•경제, 칼럼, 사회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매주 업데이트

자유주제

•패션, 교육, 기후변화, 차별 등 다양한 주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유용한 단어와 표현 학습

영자신문 / 자유주제

(자체제작)

•영자신문 : 매주 최신기사

•자유주제 : 100가지 이상 주제

● 비즈니스 과정

온라인 학습 (선행) 전화 교육 (본 수업) 자가 학습 (복습)

동영상 강의를 통한 수업준비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 E-Mail을 통한 피드백

•주요 표현 학습

•PC/모바일 둘다 학습 가능

•본 수업

•선행 학습/복습으로 교육 효과 상승

•일일 코멘트 : 전화수업 내용 복습

•메일/모바일을 통해 모두 확인 가능

● Survival Business English

목 표

업무용 서신 및 팩스,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Business-Related Situational

Expressions를 익히고, 내용에 따른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숙지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임

방 법 영작 E-mail 과제 제출 : 주 1회~2회 / 전화 수업 피드백 : 주 2회~3회

내 용

•이메일 활용 의사 소통 하기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말 

•  상황별 표현  
(SITUATIONAL EXPRESSIONS) 

•업무용 서신 (BUSINESS LETTER) 

•  업무 관련 표현 (DOING BUSINESS)

•BUSINESS PRESENTATION

● On-line Writing 첨삭 과정

15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인터뷰를 통한 1차 평가   전문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말하기 능력 측정 평가시 모든 Interview 녹음

녹음자료를 통한 2차 평가  녹음 자료를 통한 제 2 평가자의 독립적 평가 (평가 객관성 확보)

Calibration Meeting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 확정

평가 결과 통보  최종 평가 결과 통보

유 형 내 용 시 간 적 용

OPI–TEST

Regular 말하기 수준(레벨) 측정 : 점수 1인 5~7분 신입사원 인터뷰 등

Gold 수준 측정 + 점수 + 개별 코멘트 1인 10분 해외 주재원 등

Premium 수준 측정 + 점수 + 영역별 세부 코멘트 1인 20분 임직원 어학능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외국어 능력 + 글로벌 역량 세션별 평가, 업체 needs에 따른 평가항목 선택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평가 tool 제공

•전문 Rater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분석결과 제공

•업체·직종별 평가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고객사 수준 파악

OPASS는,

ECK교육 연구소 산하 [어학시험 평가 전문 기관] 으로, 임직원 글로벌 역량진단을 위해

면대면 / 전화 / iBT 테스트 등을 통해 외국어능력 종합평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어학능력 평가 (OPASS - 1)

● 프로세스

● 평가 유형 : 업체 needs에 따라 전화 or 면대면 형태로 진행

●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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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제 2외국어

ECK
Level

TOEIC
Speaking OPIc OPI CEFR Language Ability

10 – – Superior C1 / C2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

9 – – Advanced
High B2 / C1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정확하고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수준 

8 – – Advanced
Mid B2 일상적 상황, 주제에 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7 8 Advanced
Low

Advanced
Low B1 비교적 정확하게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준

6 7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High B1 대부분의 일상적인 과제나 상황에 대해 편안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

5 5.6 Intermediate
Mid

Intermediate
Mid A2 다양한 형태의 간단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4 4.5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Low A2 일상적인 상황에서 복잡하지 않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

3 3 Novice High Novice High A1 일상적 상황에서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수준

2 2 Novice Mid Novice Mid A1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1 1 Novice Low Novice Low – 진정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수준

유럽 공통 참조기준(CEFR) 및 미국 외국어 교사 협의회 성취기준(ACTFL)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제 2언어를 아우르는 

레벨체계 구축

한국형 EFL 환경에 맞춘

ECK Level 체계(10단계)

CEFR
유럽공통 참조 기준

ACTFL
미국 교사 협의회

ETS
토익 점수 기준

비교 분석 정리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어학능력 평가 (OPASS - 2)

● 레벨체계

● ECK OPI Test 레벨시스템

17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ECK Books는,  

특수 외국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언어에 대해 직접 출판 진행중이며, 내국인 + 원어민 저자가 

집필에 함께 참여하여, 각 국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재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특수 외국어 교재 출판 1위!

● 주요 출간 도서 : 30여 년 기업교육 노하우가 담겨 있는, Must-have 어학 교재 시리즈

● 특 징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외국어 도서 출판

다양성

중국어부터 인도네시아어, 동아프리카어

까지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계성

학습자의 어학 수준에 따라 레벨별로

선택 가능한 커리큘럼 

신뢰성 

교육 전문가와 석/박사급 원어민

저자진이 집필한 검증된 어학 교재

준비성

모바일 및 e-러닝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실용성

실제 현지에서 쓰이고 있는 

실용적인 표현 학습으로 구성 

18



ECK온라인강좌는, 

영어 / 중국어 / 일본어는 물론 특수 외국어까지 회화  +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고려, 독보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다운로드 

양질의 강의를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일시정지 

주재원 파견 및 유학 등 예기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학습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수강 일시정지를 해드립니다.

 전문 외국어 강사진 구축 

특수 외국어에 대해 발음 교정, 보다 확실한 내용 습득 등을 위해

차별화된 원어민 선생님의 전문화 된 강의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 특 징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온라인 콘텐츠 ( 1 )

01. 교재와 연계하여 배우는 탄탄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02. 각 국의 문화를 배우며 언어를 익히는 제 2외국어 전문과정

03. 자사 스튜디오를 보유하여 직접 제작하는 고퀄리티의 콘텐츠

04. 모바일 최적화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편리성

05. Q&A 서비스를 통해 수업에 대한 궁금증 완벽 해소!

콘텐츠 기획 강사 구인 및 인터뷰 강의 구성 및 제작 촬영 및 편집 수정 및 보완 온라인 서비스

19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강좌 목록

 The 바른 시리즈 (교재 연계) 

ECKBooks의 검증된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 

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초부터 필수 어휘, 문법까

지 탄탄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시험대비 시리즈 

관광통역안내사, SPA, OPI, OPIc 등 다년간의 강의 노하우와 꼼꼼한 시험 

전략 분석을 통해 빠르고 쉽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험대비를 위한 강의입니다.

 기타 시리즈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강좌부터 전문 업종을 위한 강좌까지 다

양한 학습 수요에 맞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두근두근 시리즈 (교안 제공) 

알파벳부터 기본 문법과 회화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 언어를 접하는 입문,  

초급자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교재는 없지만 강사가 만든 핸드아웃으로 진

행되어 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풀어가는 강의입니다.

 여행회화 시리즈 (헬프미, 짬뽕, 이문화 등) 

타국 여행에서 꼭 필요한 기초 회화 표현, 문화를 익힘으로써 언어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주는 강의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기 힘든 여행 꿀Tip을 

찾는 학습자들에게 최적의 강의입니다.

 패키지 시리즈 (강의 + 교재) 

주요 언어의 마스터 패키지/시험 패키지 1년 수강권 [교재 포함]으로 단기 강

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New 외국어 온라인 강좌 最多! 온라인 콘텐츠 ( 2 )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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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 통역은,

실력검증시스템을 통해 수준 높은 통역사를 엄선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모니터링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사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 특 징

견적 발송 및 승인

장소, 시간, 필요 인력에
따른 견적 및 진행 확정

통역 사전 준비

자료 분석, 전문 용어 
확인, 행사 성격 파악

통역사 선정

언어별, 분야별
전문 통역사 배정

통역 업무 병행

장비 세팅 및 
통역사 현장 파견

의뢰 및 상담

통역 유형 및 
견적문의(상담)

● 통역 프로세스

01. 최고의 전문 통·번역사

•통·번역사 검증 시스템

•제 2외국어 통·번역사 최다 보유

03. 통·번역 품질 관리

•정확하고 신속한 통·번역 전담

•전담 PM 현장 모니터링

•원어민 감수 서비스

04. 철저한 보안 관리

•비밀 유지 협약

•기밀 유지 시스템

02. 신뢰도 100% 서비스

•합리적인 견적, 시간 엄수 납품

•사후 관리, 고객만족 평가

•번역 진행 현황 보고

ECK북스

ECK교육

ECK전화외국어

ECK온라인강좌

ECK기업체�출강

ECK 제2외국어

ECK China

ECK통번역센터

제 2외국어 NO.1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통 역

21기업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구 분 외국어 → 한국어 (330단어 기준) 한국어 → 외국어 (220단어 기준)

영   어 35,000 40,000

일본어 35,000 40,000

중국어 35,000 40,000

독일어 40,000 50,000

프랑스어 40,000 50,000

스페인어 40,000 50,000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말레이 / 인니어 40,000 50,000

ECK 번역은,

분야별 전문 번역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 감수와 

책임 번역제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고객사 재의뢰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 번역 프로세스

● 번역 가격

의뢰 및 승인

번역 의뢰 내용 분석 
및 견적 승인(상담)

1차 번역 업무

해당 분야 전문 번역사
1차 번역 진행

교정 및 편집

용어 적합성, 문맥 오류
오차 검토 후 편지

원어민 감수

1차 PM 검토 및 NATIVE
감사팀의 감수 작업

납품 & A/S

정해진 기간 내 
최종 납품

번 역

│     사업소개     │     기업출강 교육     │     전화외국어 교육     │     어학능력 평가 (OPASS)     │     외국어 도서 출판     │     온라인 콘텐츠     │     통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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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센터

www.eckint.com
02-2028-3205
uzzahoho@eckedu.com

ECK온라인강좌

www.eckonline.kr
02-2028-3203
sykim@eckedu.com

제2외국어 커뮤니티

www.eckedu.com
02-2028-3229
one0@eckedu.com

ECKBooks

www.eckbooks.kr
02-2028-3218
jskim@eckedu.com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

ECK Education 
세계에서 통하는 사람들

㈜이씨케이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출강

www.eckedu.com
02-2028-3202
eduk@eckedu.com

전화외국어

www.eckphone.com
02-2028-3206
phone@eckedu.com

중국어

www.eckchina.com
02-2028-3210
moppsong@ecked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