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디렉팅하고

브로드웨이가
움직인다

대한민국 NO.1 영유아 영어

English Education for the Global Genius !

잉글리시 에그,
No.1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15

2015
06월 201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유아 영어교육 부문 5년 연속

03월 Drama Phonics Part2 제품 론칭
03월 퍼펫텔링 론칭

2014
Drama Phonics 놀이활동 론칭
영어 좀 하는 아이 에그스타 캠페인 론칭
제21회 베이징 국제 도서전 참가
2014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유아영어교육부분 4년 연속
Drama Phonics 제품 론칭
방문 놀이활동 서비스 시행

09월
08월
08월
06월

14

04월
02월

13

2013
11월 ZOO 제품 론칭
06월 2013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유아영어교육부분 3년 연속

06월 잉글리시 에그 토킹퍼즐박스 론칭
01월 STEP1,2,3 놀이활동 론칭 (센터)

2012
2012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12월
영유아영어교육 부문 선정
잉글리시 에그 플링플링 론칭
2012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유아영어교육부분 2년 연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INNO-BIZ)
벤처기업 인증
Englisah EGG STEP3 제품 론칭

12

11월
06월
04월
04월
03월

11

2011
07월 ㈜와이즈맘 → ㈜잉글리시에그 법인명 변경
06월 2011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유아영어교육부분

05월 2011 한국을 빛낸 대표 브랜드 상 수상 [한국일보]
03월 Englisah EGG STEP2 제품 론칭

2010
잉글리시 에그 송파센터 오픈 (에그센터 1호점)
2010 베스트 히트상품 유아교육부문 [서울경제신문]
Vision 2010 대한민국 파워 브랜드 대상 수상 [서울신문사]
Englisah EGG STEP1 제품 론칭

06월
06월
05월
04월

10
09

2009
12월
08월
07월
02월

English EGG B.I. 선정
'English EGG' (잉글리시 에그) 브랜드 선정
유아영어연구소 설치
㈜와이즈맘 설립

영어로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영어는 과거와 달라야 하기에 -

우리의 힘으로 기획하고, 우리가 디렉팅한 세계적인 영유아 영어!

학습적으로 강요하는 영어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설계한

브로드웨이에서 녹음하고, 세계적인 작곡가와 화가들이 함께 작업합니다.

잉글리시 에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잉글리시 에그의 이름으로 세상 가장 행복한 영어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필요하기에 –
창의적인 화풍과 신 나는 뮤지컬송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영어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터지는 잉글리시 에그만의 즐거운 힘!

잉글리시 에그가 있습니다.

영어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영어의 자연 발화 효과 - 잉글리시 에그

최고의 브랜드를 지켜가는 힘

최고의 퀄리티를 완성하는 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골라 기획합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영유아 영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잉글리시 에그 프로그램

문장 구성 하나만 봐도! Best Quality
기존에 없었던 [잉글리시 에그]만의 새로움은 콘텐츠의 퀄리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남다른 철학의 결과입니다.
타사 영유아 교재의 문장 구성

[잉글리시 에그]의 문장 구성

평균 4~5문장으로 지루하고 단조로운 문형의 반복 구성

일상생활에서 발화할 수 있는 스토리 형식의 재미있는 전개

스토리북

플링플링

뮤지컬송

Look at the sky.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스토리를 기반
으로 한 대화식의 스토리북! 공감과 몰입이 쉽
고 문장 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따라 말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율동, 원어민 스토리텔링 3가지
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플링플링!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면서 영어가 늘 노출되어 자
연스럽게 입과 귀가 트입니다.

스토리북의 문장이 그대로 가사가 되어 영어
습득을 쉽게 하는 뮤지컬송! 브로드웨이에서
녹음한 수준 높은 음악을 통해 영어로 가는 첫
관문이 즐겁게 열립니다.

Look at the trees.

Mommy! Mommy! Look at me!
I can paint a tree.
A tall, green tree.

VS

Look at the flowers.
Look at the birds.

영어 말하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잉글리시 에그 센터 놀이활동

Mommy! Mommy! Look at me!
I can paint a sea.
A big, blue sea.
Mommy! Mommy! Look at me!
I can paint a bee.
A black and yellow bee!
Ouch! My purple knee!

영어 놀이활동
전국 센터에서 진행되고, 에그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놀이활동! 액터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경험
을 쌓습니다.

참여 스텝의 수준만 봐도! Best Program
[잉글리시 에그]는 영어의 특징인 라임, 리듬 그리고 액센트를 잘 살리기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작곡가들과 배
우들을 섭외합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의 묘사와 문화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 동화 작가와 일러스트 작가 또한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TEP2

STEP3

스토리액팅· 퍼펫텔링 · 스토리텔링
놀이 활동

Drama Phonics
Part 1

Voice Actors &Actresses

창의적인 스토리 개발에서 오류 없는 영어가 완
성되기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 ESL 교수진을
비롯하여 국내 유아영어교육 교수진 등 여러 전
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슈렉>
등에서 활동 중인 아역 배우들과 성인 배우들이
생생하고 정확한 영어발음으로 스토리와 노래
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Music Writers

Illustrators

Victoria Holder외 다수

잉글리시 에그 상품 구성
STEP1

Story Writers

Drama Phonics
Part 2

놀이 활동

토니상 수상작 ‘MEMPHIS ’ 의 뮤직 디렉터
Kenny J. Seymour외 다수

 이뿐만 아니라 엄마의 어깨도 들썩이게 만드
아
는 음악의 작곡과 편곡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탁월한 퀄리티를 자
랑합니다.

브로드웨이의 인기 배우 Matthew Schechter외 다수

영국 ‘Dolly Gray ’ 수상 작가 Rebecca Elliot외 다수

국내 최고의 동화 그림 작가들뿐만 아니라 영어
가 모국어인 해외 그림 작가들도 다수 참여하여
획일화된 화풍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그림을 소
개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앞서가는 힘
아이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트레이시 파티
잉글리시 에그의 콘텐츠를 뮤지컬로 구성한
공연으로 2012년 초연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잉글리시 에그 대표 프
로젝트입니다.

만족에서 비전까지
에그 선생님은 다릅니다

영어 좀 하는 아이 프로젝트
[에그 스타]
잉글리시 에그만 활용해서 영어 말하기를 하
게 된 [영어 좀 하는 아이]를 선발하는 캠페
인으로 2014년 8월, 에그 스타 1기가 탄생했
습니다.

[상담 멘토 · 스토리 액터]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
잉글리시 에그만의 차별화된 컨셉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들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 받는 최고의 브랜
드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패밀리 캠프

토크 콘서트

하우스 워밍파티

영어 상담,
속속들이 진단하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보기만 해도 속속들이 알아내는
눈치 100단, 센스 200단의
이 뛰어난 재능의 에그 선생님을
우리는 상담 멘토라고 부릅니다

잉글리시 에그 대변인
고객과 가장 먼저 만나는
위치에서 신뢰 전달

고객 고민 해결사

교육 상담 전문가
교육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이해 확보

잉글리시 에그
상담 멘토

고객의 고민과 호기심을
제대로 파악·해결
프로그램 설계사

설득전문가

고객의 정보에 딱 맞는
프로그램 단계 제안

자신감 있는 상담 이상의
협상가로 성장 도약
유아교육 조언가
영유아 교육법과 학습지도
정보 공유 제안

잉글리시 에그 상담 멘토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세상 안으로 에스코트합니다
고객이 처음 만나는 잉글리시 에그, 바로 상담 멘토입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신입 멘토 입문 교육

주임 멘토 직급 교육

선임 멘토 직급 교육

책임 멘토 직급 교육

1주간 특별 교육

주임 멘토 승진자 대상

선임 멘토 승진자 대상

책임 멘토 승진자 대상

(신입 상담매니저 입문교육
기존 내용 동일)

(전문 상담매니저 강화 교육
내용과 동일)

-실
 전 경험 및 조직관리
운영 교육을 통한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 상담매니저 핵심 교육
의 내용과 동일)

고객을 열성팬으로 만드는 일, 고객의 고민을 캐치하고

- 유아영어교육의 이론을 겸
비한 전문 상담 능력 향상

잉글리시 에그라는 브랜드에 확신을 심어주는 일,
잉글리시 에그를 체험해 보도록 유도하는 일,
그리고 고객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설계하는 일까지 모두 상담 멘토의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잉글리시 에그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바로 잉글리시 에그의 상담 멘토입니다.

럭키스타 7비전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 교육 상담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1

글로벌로 향해 가는 잉글리시
에그의 비전과 함께 합니다

유아 교육 No.1 잉글리시
에그와 신뢰의 파트너가 됩니다

7

6

잉글리시 에그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설득 전문가로 도약합니다

2
VISION

4

5

3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는 보람을 경험합니다

고객만족과 감동을 창조하며
직업적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상담 멘토 초빙
업무 형태
- 잉글리시 에그 센터에서 근무
-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
하고 방문 회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격 요건

특별한 혜택

-유
 아 교육 및 교육 컨설턴트에 관심 있
으신 분

- 업계 최고의 연봉

-친
 밀감 있는 멘토링 상담 가능하신 분
(유아 교육 전공자 우대)

- 상담 멘토 교육 후 즉시 현장 투입
가능

- 해외 연수의 기회 제공

영어 공부,
놀이로 변신시키다
엄마 목소리를 냈다가
아빠 목소리로 변신하고
뮤지컬 가수가 됐다가
다시 화가로 변신하는
이 다양한 재능의 에그 선생님을
우리는 스토리액터라고 부릅니다

이야기 선생님
스토리북 동화를
흥미진진하게 전달

영어 선생님

만들기 선생님
책 안의 소재들을
만들어보는 행복 전달

잉글리시 에그
스토리액터

세심한 수업으로
첫 영어의 수준 높임
놀이 선생님

율동 선생님

재미가 지속되는
학습 환경을 주도

뮤지컬송에 맞춘
댄스로 운동지능 발달
노래 선생님
뮤지컬송으로
드라마틱한 감성 전달

잉글리시 에그 스토리액터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영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잉글리시 에그는 최고의 콘텐츠로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센터초기 교육
신규 입사 액터 대상

신규 입사 액터 대상

액터 입문 교육 전 센터 내 초기교육 자료

4박 5일 합숙교육, 에그 콘텐츠 이해,
Voice acting, 체험활동, 율동익히기,
에그놀이활동 진행 시연, 상담 스킬 함양

지루한 내레이션은 리듬감 넘치는 뮤지컬송으로,
학습 위주의 콩글리시 표현은 실생활 중심의 살아 있는 영어로,

액터 입문 교육

프로 액터 교육

시니어 액터 인증 평가
액터 입문 교육을 받고
6개월 간 놀이활동을 진행한 액터 대상
센터 방문 혹은 영상으로 실제 아이들과
놀이활동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

리더 액터 교육

뻔한 스토리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완벽한 한 편의 동화로 –
잉글리시 에그는 단지 기존의 영어 교육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즐거운 영어 세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터 인증 평가 후
6개월간 놀이활동을 진행한 액터 대상

프로 액터 인증 후
1년간 놀이활동을 진행한 액터 대상

1박 2일, 교구활용법 workshop
Pronunciation, 상담 스킬 강화

1박 2일 리더십, 신입 액터 센터교육 진행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놀이 활동 전문가’
잉글리시 에그의 스토리액터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7비전
1 대한민국 유일의 유아 놀이 활동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2 다양한 재능의 진정한 유아 교육 전문가로 도약합니다
3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완성하는 지도자로 올라섭니다
4 행복한 교육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5 고객만족과 감동을 창조하며 직업적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6 유아 교육 No.1 잉글리시 에그와 신뢰의 파트너가 됩니다
7 글로벌로 향해 가는 잉글리시 에그의 비전과 함께 합니다

스토리액터 초빙
업무 형태

자격 요건

특별한 혜택

- 잉글리시 에그 놀이활동센터에서 강의
서비스 진행

- 아이를 사랑하고 유아영어교육에 관
심 있으신 분

- 업계 최고의 연봉

- 교재의 콘텐츠(스토리, 노래, 율동)를
기반으로 한 영어 놀이 활동 진행

- 아이들과 놀이 활동 영어 강의 가능하
신 분 (어문학, 유아교육 및 영어 전공
자 우대)

- 스토리액터 교육 후 즉시 현장 투입
가능

- 해외 연수의 기회 제공

커져라 !
즐거운 영어 세상
스프링처럼
영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노래는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뮤지컬 리듬에
작은 두 어깨가 들썩이고
스토리는 생각 안에 차곡차곡~
잉글리시 에그를 만나면
알게 되는 놀라운 즐거움 이제 더 많은 대한민국 아이들에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프리미엄 스토리텔링 영어 프로그램
영어의 자연 발화 효과 잉글리시 에그

영어권 아이들처럼, 생생한 영어가 나와요!
생활 속에서 영어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
아이들의 일상 대화와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참고해 구성했
습니다.

보고, 듣고, 놀면서 다중 지능을 깨워줘요!
탁월한 일러스트, 율동과 뮤지컬송, 스토리텔링까지 담겨 있어
언어, 인지(논리), 음악, 운동, 시각(공간) 등 다중 지능을 계발
시켜 줍니다.

영유아 전문가가 만들어 아이 수준에 딱 맞아요!
연령에 따른 정서와 이해력은 물론 아이들이 습득하는 모음
과 자음의 순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모국어처럼 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영상의 품격이 달라요!
미국 최고 권위의 에미상 수상 뮤지션과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역 배우들이 참여해 뮤지컬송의 완성
도를 높였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스토리 메이킹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ESL 교수진과 미국에
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동화작가 등 국내외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는 물론 아이의 안전까지 생각해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지구의 환경까지 고려한 친환경 콩기
름 인쇄 잉크를 사용하고, 책 모서리를 둥근 모양으로 가공하
는 등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배우는 스트레스와 가르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보고, 듣고,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눈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영어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
거운 경험이 되도록 합니다.

인쇄 퀄리티 하나에도 최고의 사랑을 담아요!
재미있게 소리 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에그펜을 인식할 수
있는 특수 인쇄로 퀄리티를 높이고, 라미네이팅 처리를 해 오
래 소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화는 잉글리시 에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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