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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SS 

모든 서비스 매월 무료이용 

(No 가맹 프로그램) 

Class 수준 매칭 유연한 커리큘럼  

데이터 분석 맞춤형 학습코칭 

제한된 커리큘럼과  
개별 학습자 수준 파악 어려움…  

가맹의존, 로열티 등 
매월 고정 운영비… 

   스크린 기반 디지털 수업도구  

 경쟁 · 보상 등 게임화 학습 액티비티 

Paper 읽고 쓰고 외우고  
점점 지루해지는 수업분위기… 

선생님은 쉽게, 학생은 재미있게 !  

SANTA CLASS 
학원 Class 영어교사를 위한 디지털수업도구 · 학습관리 프로그램입니다. 



SANTA CLASS 

커리큘럼 (상품기획) 수업 · 운영관리 (학습코칭)  



SANTA CLASS SANTA CLASS  운영 프로세스  



SANTA CLASS 

SANTA CLASS 이용회원등급  

• SANTA CLASS 프로그램은 회원등급에 상관없이 매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멤버십 형태의 부가서비스 출시예정 ) 

•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확인시, 신입쌤으로 등급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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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추천 방법 

내정보>회원등급안내 페이지에서 
[교사 추천하기] 버튼 클릭  

Step 1.   

교사추천하기  

추천 선생님 연락처 입력 후 문자발송  
(문자발송비 무료) 

추천받은 선생님이 회원가입시 
추천인 휴대폰 번호 입력  

Step 2.   

추천 문자발송  

Step 3.   
추천받은 교사 가입시   
추천인 연락처 등록   

* 연락처 정보가 상이할 경우 회원등급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 꼭 이 방법으로 추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시 추천인 휴대폰 인증하면 OK. 



SANTA CLASS 

Before Class  

1. 커리큘럼 짜기 

2. 레벨테스트 

3. 학부모 상담 (상담매뉴얼)  

4. 수업자료 준비 (부가학습자료) 



SANTA CLASS 

SANTA CLASS  
수업교재 

www.compasspub.com 



SANTA CLASS 

English Learning Skill 만 익히는 학습방식을 넘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원서형 영어교재 콘텐츠(ELT)를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수출하는 

 ‘글로벌 퍼블리싱’ 브랜드입니다.  



SANTA CLASS 

유치~초등 단계부터 대학~성인에 이르는 연령별 세분화된 영역(Skill)  

약 600여권의  ELT교재를 최신 영어학습 트렌드에 맞춰 개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계로 수출 하는 영어 교재 

47개국, 연간 수출량 80만권 

우리가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토종 영어교재’ 

47개국, 연간 수출량 80만권 

2018년 ‘3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우리가 만들어 세계로 수출 하는 영어 교재 

47개국, 연간 수출량 80만권 

다른 ELT 교재/커리큘럼과  

무엇이 다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의 기준이 달라진다!  

2015 개정교육과정 목표  2018년 디지털교과서 도입  

창의 · 융합형  

인재양성 훈련 

E-Book, 동영상  
증강현실(AR), 앱(APP)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1st Century Learning Skills 



                New Reading Strategy 

 Reading Future Series 

* 총 21권 시리즈, 각 단계별 3권씩 구성  

Grade 4 Grade 5 Grade 6 Grade 7 Grade 2 Grade 3 Grade 1 

Starter  

• CEFR : Pre A1 

• WC : 30~45  

• Lexile 50~150 

Dream  

• A1 

• WC 50 ~ 65 

• L 150~250 

Discover 

• A1 

• WC 65~80 

• L 250~350 

Develop  

• A1 

• WC 80~95 

• L 350~450 

Connect  

• A1+ 

• WC 80~140 

• L 400~550 

Change 

• A1+ ~ A2 

• WC 140~190 

• L 500 ~ 650 

Create  

• A2 ~ A2+ 

• WC 180~220 

• L 600~800 



          New Reading Program  

AR 

QR 

4C’s Skill Activity 

미래사회 · 과학 지문 



          New Reading Program  

창의융합교육 
(Steam) 

 과학,기술 ,공학,  
예술, 수학  

Subject 접목 

Teaching method  & Class Kit Online Activity tool  

미래사회·과학  
지문과 배경지식 

인공지능, 가상화폐,  

화성탐사, 3D 프린팅… 

수업지원 프로그램  SANTA CLASS  

클래스부스터 클래스카드 리딩오션스 

디지털  
수업도구  

디지털교재 (e-Book) 

Video Clip 

온라인 단어장 

AR / QR  

미래인재 
4C 핵심역량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Teacher’s Materials  

Lesson Plan, TG, etc.. 

Word List, Work Sheets … 

Tips & idea, Background  Knowledge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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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유연한 커리큘럼 대응 가능한 Class 만들기 

 

Reading 교재 기반 학습자 Level 과 Class 성향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으로 Personalized 수업 진행 

 

? 

* 교사역량 핵심기준 : 커리큘럼(기획) + 학습관리(코칭) 

1안) 

2안) 

3안) 

4안) 

5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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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평가기준 : 학생의 장점과 단점 파악하기 위한 Assessments 활용  

• 교재선정 기준 :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장점 강화 또는 단점 보완 (코칭 역할) 

리딩 커리큘럼짜기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ahyiMJqPgk


SANTA CLASS 

커리큘럼 



SANTA CLASS 

커리큘럼 Structure 

21c Skills Best & Steady CLIL Specific New Trend 

4c  - skill 4s - skill 

• PBL 기반의 리딩 액티비티  

• 미래사회 과학 주제 반영  

• 전체 Level 논픽션 구성  

• 일반적인 4 skill 영역성취에 포커싱 

• 미국 + 한국 교과서 주제 반영 

• 픽션(저학년) – 논픽션 연결 구성  

특정 스킬 
심화학습  

School 
서브젝트 

기본/필수적 
학습구성 

Easy 리딩 
Fun 요소 강화 

창의융합적  
사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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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상세 커리큘럼 제시 (동일 등급 수준에 따른 맞춤 커리큘럼 구성) 

커리큘럼 

학년 Reading Grade 커리큘럼 레벨 목표 CEFR 레벨 

유치    Phonics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파닉스 과정   Pre 

초등초급 

G 1~2 파닉스 완성과 리딩기초 (논픽션)  Pre 

G 1.5 ~ 2.3 파닉스 완성과 리딩기초 (400 단어완성)  Pre~A1 

G 1.7 ~ 3 어휘와 리딩 실력향상 <초급> 코스   A1 

 초등중급 

G 3 ~ 4.3 어휘와 리딩 실력향상 <중급> 코스   A1 

G 3.5 ~ 4.3 리딩 다지기와 4 skill 확장   A1 ~ A1+ 

G 4 ~ 4.5 리딩 기본기완성과 중급독해향상 <초급> 코스  A1 ~ A2 

G 4 ~ 5.3 리딩 기본기완성과 중급독해향상 <중급> 코스   A1+ ~ A2 

G 4.5 ~ 6 리딩으로 논리적 사고력 독해감각 기르기  A1+ ~ A2 

초등고급 G 5.3 ~ 5.7 폭넓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리딩 심화학습   A1+ ~ A2 

G 5.7 ~ 6.7 Thinking 스킬 확장과 자연스러운 독해  A2+ ~ A2+ 

중등  

G 6.7 ~ 7.5 본격적인 통합학습 4 skill과 유창성 강화   A2+ ~A2+ 

G 7.5 ~ 8.5 지문의 이해력 확장과 고급영어 기초 완성   A2+ ~B1 

G 7.7 ~ 8.5 리딩 심화학습과 고급영어 다지기   A2+ ~B1+ 

G 9 ~ 9.5 수능 및 토플, 토익 준비단계 완성   B1+ ~B2+ 

* 21st Century Reading 커리큘럼은 별도 구성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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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 G9  등급별 4 skill 교재 커리큘럼 가이드 / 레벨테스트 연결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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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벨별 커리큘럼 확인  

커리큘럼 짜기 (활용순서) 

2. 교재 라인업 특징 및 수업시수 확인  

4. Class 커리큘럼 교재구성 

초급문법  기초생활 
코스북  

초등필수 
어휘리딩 

3.  세부교재 내용 검토 (e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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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ment Test 특징   

· Compass Publishing 세부 레벨 교재 대응   

· 미국학년 초~중등 Reading 레벨 기준 (Grade 1~9)  

· TEST 구성 : Reading, Speaking, Writing 영역 

· TEST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 가이드  

· TEST 전/후 입회상담을 위한 학부모매뉴얼 제공  

· PDF, Word 포맷 문서 다운로드 수정 및 편집 저장 

레벨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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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테스트 

등급  
Reading  
Grade 

Placement  
Test Level 

Reading 문항수 (30) 
Writing  
문항수 

Phonics Words Reading  Grammar 

초등 
과정 

G 1~2.3 1 9 10 11 - 5 

G 1.7~4.3 2 9 10 11 - 7 

G 3.5~4.3 3 6 9 7 8 10 

G 4~5.3 4 - 15 7 8 10 

G 4.5~6 5 - 15 7 8 10 

G 5.3~5.7 6 - 14 8 8 10 

G 5.7~6.7 7 - 14 8 8 12 

G 6.7~7.5 8 - 14 8 8 12 

중등 
과정 

G 7.5~8.5 9 - 14 8 8 12 

G 7.7~8.5 10 - 14 8 8 15 

G 9~9.5 11 - 14 8 8 15 

· Reading Test :  리딩 문제 답의 항목들은 70% 이상이 정답, 유사정답, 오답으로 구성  

· Writing Test :  공인 인증시험의 유형들과 중학 내신 수행평가의 주요 문제 적용 (리딩 레벨에 비해 1-2레벨 낮게 적용) 

· Speaking Test : 각 5문항, 리딩 레벨 기준 적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말하기 질문으로 구성 (일반 회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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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상담 매뉴얼 

- 테스트 전/후 상담가이드  

입학상담/관리상담 코멘트  

 입학상담서 양식   가정통신문 양식  

- 학부모 안내를 위한  

다양한 양식의 문서  

학부모 상담하기 (상담매뉴얼) 

- 교사의 학부모 상담코칭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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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Plan  Syllabus Teacher’s Guide 

Activity Card  Worksheets 
Dictation / Unscramble / Translations  

Word list & Test  

Test 
Review / Mid / Final  

    

Class Booster 

다양한 수업부가자료 제공  

      MP3 (Audio) 

* 레벨별 / 교재별로 부가자료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Tips & idea  

Class Card  Answer Key 

Onlin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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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 리스트 화면  (약 500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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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 아이콘 상세  

수업교재 리스트  
썸네일 정보  

교재 키워드 (태그) 

찜 :  내 등록교재 리스트에 저장 (마이페이지 확인) 

     자주 활용하는 수업교재는 상단영역에 자동 고정노출 

교재정보 확인 (학습대상, page, 키워드, 소개내용) 

교재 레벨  

부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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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교재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지역 전문서점 (총판) 

                   온라인도서몰 교재명 검색 (예스 24) / 에듀팡 학원비즈몰  

                   자체운영 : 산타클래스 스토어  

관심있는 교재만 
따로 볼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 관심교재 목록에서 북마크한 교재 리스트를 한번에 모아 볼 수 있으며  

                   다른 교사회원이 찜한 교재 리스트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효과적인 커리큘럼, 레벨테스트 활용을 원활하게 돕는 교사가이드 동영상을  

                   Compass Publishing – Kor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Check Point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cNlckdzS4Z8Ulz_ckebFA


SANTA CLASS 사업자 회원 교재 할인혜택   

  에듀팡 학원비즈몰 

상시 25% 할인구매 

* 50,000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 

에듀팡 학원비즈몰 바로가기 

https://biz.ed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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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매시 첫 회 최대 30% ↓ 

매월 1회 20% 할인가 구매 가능 (톡톡친구 맺기시) 

산타클래스 스토어 바로가기 

일반회원을 위한 쇼핑몰 

  산타클래스 스토어 

• 네이버페이 구매확정시 적립 

• 리뷰작성시 추가 적립  

https://smartstore.naver.com/compass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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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Class  

1. 디지털교재 활용 
        Online Activity 
 
 

2. 스마트 단어수업  
        with Cla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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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디지털’ 교재 수업인가? 

‘개별 디지털 콘텐츠  연결성 강화’ 

참여형 수업강화, 몰입도 지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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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제와 관련된 Video 연결 
새로운 지문과 관련된 배경지식 & 관심환기 유도 

디지털교재 특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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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재생을 위한 별도의 Player 사용 X 

페이지 영역별 바로 듣는 Audio Streaming 

디지털교재 특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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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메모노트   
간단한 메모 표시가 가능한  Easy to use Annotation  

디지털교재 특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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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단어장 <클래스카드> 연결 학습  
Compass Publishing 교재 단어리스트 등록  

디지털교재 특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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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디지털교재 부가기능 

Track Audio   
반복 끊어듣기 

부가자료 다운로드 해당목차  
바로가기  

화면 확대 (돋보기) 
*Internet Explorer 만 지원   

*방향키로 5초 단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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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재 활용 수업사례  

수업시연 동영상보기 > 

https://youtu.be/AgWio7s9Cp0
https://youtu.be/AgWio7s9Cp0


SANTA CLASS 

유/무선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수업화면 컨트롤하기 

• 미러링 케이블, 미라캐스트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태블릿을 연결해  
• 손쉽게 화면확대, 실행 웹/앱 화면 전환  

Teacher can move freely around the classroom. 

https://www.youtube.com/watch?v=WkscbqUSwjk


SANTA CLASS 

질문 답변 

교재를 PDF로  
받아볼 수 있나요? 

                   디지털교재는 실물교재를 디지털화(e-book) 적용한 버전으로  

                   PPT, PDF 포맷과 같은 인쇄용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교재 활용시  
일부 기능이 
안 나와요. 

                   전체 메뉴 옵션 기능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제공됩니다.  

                   * 크롬에서는 플래시 미지원으로 ‘확대보기’ 등 일부기능 지원 안됨 (메뉴 구성 상이) 

몇몇 교재는 
일부 페이지만  

나와요. 

                   자체 ELT 교재가 아닌 수입서 등 교재는 저작권 이슈로 인해  

                   일부 페이지 (미리보기)만 제공됩니다.  

Check Point !  

* 사용하시는 수업교재가 디지털교재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SANTA CLASS 

 오프라인 액티비티 (유치~초등저) 

 온라인 액티비티  

활동수업 
아이템  

지속 추가 예정 

초등 리딩교재 레벨 맞춤형 단어게임  

Word Kingdom 시리즈 (총 7 Deck) 

단어 스크램블 보드게임  

<바나나그램스>  

활동수업 
아이템  

지속 추가 예정 

게임하듯 즐겁게 복습하는  
<CLSS BOOSTER> 

스마트 단어장 하나로  
수업,과제,시험까지 <클래스카드> 

… 

… 

액티비티 수업도구 



SANTA CLASS 

이미지 또는 오디오만 듣고  

오늘/이전에 배운 단어를 연상하여  

스크램블 단어퀴즈 단체게임 진행 

Basic Reading Keywords 400  

부가자료 내 ETC (기타자료) 다운로드  

단어카드 이미지 활용 

이미지연상카드 & 단어보드게임   

단어스크램블 ‘바나나그램스’ 를 이용해 교재에서 배운 단어를 자연스럽게 복습으로 연결  

교구학습 액티비티 1  



SANTA CLASS 

 

다같이 생각하며 즐기는 액티비티 단어게임! 

정답은 없습니다. 창의력이 정답입니다. 

 

제시된 문제 카드를 보고 보유한 설명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의견을 설명하는 단체게임 
 
- 게임 인원 : 3 ~ 6명 
- 게임 연령 : 7세 이상 
- 게임 시간 : 10분 
- 목표 문제 단어 카드 수를 채우면 게임 종료 

교구학습 액티비티 2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단어표현 게임하기 

Monty’s Word Kingdom 

몬티 워드킹덤 활용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tRG3SOPLwTQ
https://smartstore.naver.com/wjcompass/products/2429186087?NaPm=ct=jok55xcw|ci=83e09d09e563c527bdd20dd62f72bbbe504e6e79|tr=img|sn=552098|hk=c18e0d3a1e90b5df5b7599d808db0098c23b3f2c
http://www.santaclass.net/service/funclass/directions.asp


SANTA CLASS 

Monty’s Word Kingdom 
초등필수단어 800개 포함  

 (130 words X 7 deck = 910 Words) 

Deck 1 Deck 2 Deck 3 Deck 4 Deck 5 Deck 6 Deck 7

Super Easy Reading 1 Super Easy Reading 2 Super Easy Reading 3

Very Easy Reading 1 Very Easy Reading 2 Very Easy Reading 3 Very Easy Reading 4

Reading Lamp 1 Reading Lamp 2 Reading Lamp 3

Reading Table 1 Reading Table 2 Reading Table 3

First Nonfiction

Reading 1

First Nonfiction

Reading 2

First Nonfiction

Reading 3

BR 200 1 BR 200 2 BR 200 3

BR 400 1 BR 400 2 BR 400 3

BR 800 1 BR 800 2 BR 800 3

BR 1200 1 BR 1200 2

단어레벨

매칭

리딩교재

※ 별1 - 명사, 별2 동사, 별3- 형용사, 별4 - 그외 품사(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 별5 설명 어렵거나 중요한 단어 



SANTA CLASS 

온라인 단어학습 액티비티 
 

       스마트 단어장 <CLASS CARD>를 활용한  

교재 단어학습 액티비티   

※ SANTA CLASS는 클래스카드와 제휴파트너쉽을 통해  컴퍼스퍼블리싱 교재의 단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실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 



SANTA CLASS 

CLASS CARD  소개  

소개 영상보기 > 

https://youtu.be/FcXWNRdTEY8


SANTA CLASS 

과학적으로 입증된 학습효과, 

만들기 편한 플래시카드 

엄청 빨리 만드는 플래시카드! 

단어만 입력하면, 발음, 뜻, 이미지, 예문을 자동으로 제공 



교실에서 수업 

만든 플래시카드로 수업시간에 슬라이드쇼, 퀴즈! 

그리고 타이머, 카메라, 제비뽑기 등 수업도구 제공 



학생의 PC, 스마트폰으로 보내 과제로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는 스피드퀴즈! 

자동 출제와 집계 (리포트) 



시험도 출제 

스피드퀴즈 이미지 

학생들에게 플래시카드를 보내, PC와 스마트폰으로 숙제 

수업 전에 제공하는 학습진도 리포트 



수업도구 – 1. 세트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수업 중 카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발음을 듣고, 질문하고 뒤집어 확인 



수업도구 – 2. 퀴즈타임  

 클래스내 학생들 자동 지명 

 틀린 학생은 제외되는 서바이벌 모드 (4명 이상 참여시 진행가능) 

 복습용도로 교실에서 활용하기 좋은 퀴즈활동 

 



수업도구 – 3. 퀴즈배틀 

 학생의 PC, 스마트폰으로 개인 또는 팀별로 동시 참여하는 수업활동 

 팀 혹은 개인별로 제한시간(1분~10분)동안 문제를 푸는 퀴즈게임 형식  

 클래스카드에 등록된 14만개 모든 세트 활용 가능  



Class Card 3단계 학습절차  



라이트너 학습법 

• 아는 카드는 우측으로, 모르는 카드는 좌측으로 이동 

• 시간 간격을 두어 반복학습 



학습 - 과학적인 학습 절차 



학습 - 암기학습 

• 발음, 그림, 예문 함께 학습 

• 암기완료 카드 체크, 모르는 카드만 반복 

• 적당량씩 나누어 학습하는 구간학습 

 



과학적인 3단계 학습절차  



학습 - 객관식으로 확인하는 리콜학습 



학습 - 주관식으로 확인하는 스펠학습 

효과적인 모바일 스펠학습 방법 
(특허출원중) 



학습하기 – 매칭과 크래시  



문장 학습 - 암기 



문장 학습 – 리콜과 스피드퀴즈 



문장 학습 - 스펠  

r 을 l 로 입력 즉시  
오류 표시 



테스트 – 스피드퀴즈와 시험 

• 클릭만으로 시험 출제 및 자동채점 

•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제한 

• 문제와 선택지 선택 절차 분리 : 객관식 

시험의 주관식 효과 

• PC,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응시가능 

• 실제로 암기를 해야 좋은 점수 가능 

• 목표점수까지 반복 테스트 



리포트 및 성적표 



Class Card 수업 프로세스 

1. 디지털교재 > 부가자료 리스트에서  

       Class Card 선택 후 Unit 세트 확인 

2. 용도에 맞는 수업도구 활용  

    * 슬라이드, 퀴즈타임, 퀴즈배틀 등 

3. 선택된 수업도구에 맞춰 학생 단어학습 진행  4. [리포트] 학습과제 수행여부 / 성적표 확인  



SANTA CLASS 

Check Point !  

질문 답변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무료서비스로  기본적인 기능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료 선생님 2명 추천 가입하면 프리미엄회원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광고제거, 고급기능 추가) 

데이터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클래스카드에서는 일단 집이나 학교 등에서 세트 데이터를 한 번만 받아두면 학습하실 때는  

네트워크 접속을 꺼두어도 학습이 가능한 오프라인 학습모드를 자동 지원합니다. 

(단, 스피드퀴즈는 특성상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제출이 가능)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산타클래스와 클래스카드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다릅니다.  

파트너 제휴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별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더 많은 FAQ 보기 >> 

http://classcard.net/Home/support?g=faq


SANTA CLASS 

After Class  

1. 디지털학습과제 활용하기  

2. 온라인영어도서관 운영관리하기 



SANTA CLASS 

디지털학습과제 (Self Learning System) 

게임하듯 재미있게 !  Class booster    

 

        교재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lass 학생들과 재미있게 경쟁하며 복습활동 진행 

  

Student book Work Book  Online  Activity 

1차 복습활동  2차 복습활동  



SANTA CLASS 

Class booster  소개  

소개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t6mGJ_2wiTs


SANTA CLASS 

 Class booster  주요특징 – 1. 다양한 영역 학습활동  

 교재 학습(지문)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예습 또는 복습용 온라인 액티비티 

 Word Flash, Word Match, Unscramble, Quiz, Summary 등 다양한 학습영역 수행 (교재별 영역 상이)  



SANTA CLASS 

 Reading 영역 외 Vocabulary, Grammar, Speaking, Listening 지원  



SANTA CLASS 

 
 4가지 종류별 동물 캐릭터 레벨을 키우는 학습과정 재미요소 적용  

 
 학습활동 점수결과에 따라 누적되는 보상점수와 피드백 (목표달성 동기부여) 

 
 클래스 학생 랭킹시스템 (학습자간 학습영역별 순위경쟁 공개를 통한 경쟁심리 자극) 

 Class booster  주요특징 – 2. 게임화 학습   



SANTA CLASS 

 Class booster  주요특징 – 3. 스마트 기기 지원  

 
 Desk PC 및 스마트 앱 학습환경 지원  

→ 교재 동봉 CD에서 PC 설치 또는 앱스토어에서 ‘교재명’ 검색 다운로드  
 

 다운로드 설치 후 오프라인에서도 학습가능 (데이터 소진 X )  



SANTA CLASS 

 Class booster  학습과제 확인 (교사용) 

1 

2 3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영역별 활동 평가점수 실시간 확인 가능 (Time / Points) 
 

 Group Average 비교, 학생별 취약영역 분석 학습코칭 자료 활용 



SANTA CLASS 

Class booster  수업 활용사례 (코스북) 

학원 활용사례보기 > 

https://youtu.be/dIO5klamL7k


SANTA CLASS 

Class booster  활용후기  

* 산타클래스 카페에서 ‘클래스부스터’를 검색하면 더 많은 이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SS 

첫 이용 가이드  

2. 교사 이메일 등록 안내  

(LMS 연동) 

학생은 프로그램 설치 실행시  

My page 메뉴에서  

교사 이메일 주소 등록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재미있게 설계된  

다양한 액티비티 수행   

3. 디지털 학습과제 수행 (학생) 4. 리포트 수행여부 확인 (교사) 

수업교재 부가자료 또는   

액티비티 수업 메뉴 

[Class Booster]에서 수행여부 확인  

1. 교재 CD 또는 앱스토어 검색 (교재명) 

학습프로그램 설치 



SANTA CLASS 

디지털교재 화면 연계 활용시  

* 디지털교재 화면 좌측 아이콘       클릭시 → Class Booster 리포트 화면으로 바로 이동  

( 교재 수업진행 전/후 학습과제 확인용 ) 



질문 답변 

학생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Desk PC  

1) 교재에 동봉된 CD 를 통해 설치 또는 메일로 압축파일 전달  

2) Compass Publishing 홈페이지 방문 후 교재명 키워드 검색 > 부가자료에서 클래스부스터 다운로드 설치  

 

Mobile  

앱스토어에서 수업교재명 검색  (예 : reading future )  

 

관리자(교사) 
페이지에 학생이름이 

안보여요.  

학생 프로필 등록시  

교사 이메일 주소(=산타클래스 로그인계정) 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무선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클래스부스터 설치 후에는 학습결과 동기화 (리포트 업데이트) 외에 무선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교재를   
지원하나요?  

Compass Publishing 자체 개발 ELT 교재는 거의 모두 지원합니다. (90% 이상) 

더 많은 FAQ 보기 >> 

Check Point !  

http://classcard.net/Home/support?g=faq


SANTA CLASS 

다독을 즐겁게!  
   리딩오션스 

영어도서관  
운영가이드 



 

교재레벨(CFER) -다독지수(Rexile)레벨에 맞춰   

영어도서관 콘텐츠를 활용하여 배경지식, 어휘력, 유창성 능력 ↑ 

리딩 – 다독 연계 학습 



 

커리큘럼 등급별 상세화면에서 학습교재 레벨에 맞는  

리딩오션스 레벨 매칭  

리딩 – 다독 연계 학습 

교재수준보다 1~2단계 낮은 다독레벨 독서진행 권장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소개  
 

리딩오션스 소개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4Qozywt7j5k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프로그램 특징  
 

리딩오션스는 1,000여권의 초~중등 레벨별 온라인 영어 동화책과  

독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에게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 향상과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입니다. 

PC 외 태블릿/스마트폰  
이용가능 

독서 및 독후 액티비티 

 
픽션/논픽션 리더스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프로그램 특징  
 

국내외 우수하고 풍부한 콘텐츠 
조이 카울리의 ‘선샤인리더스’와 세계 우화, 명작, 사회, 과학, 자연 등   

약 1,000개의 픽션/논픽션 콘텐츠 

다중지능이론 기반의 영역별 활동 

레벨별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한 도서구성과 Activity 제공으로 

다양한 영역별 활동 지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미디어 활용 다독 
“태블릿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미있고 신나는 독서활동  

                       (구)Compass Media 개발 (2013년 런칭) 

                       교재 – 다독원서 통합 레벨링 학습구성 

                Fiction > Nonfiction 
                            · Character & Setting  · Thinking Skills   · Problem-Solving   · Creativity  

                       오프라인 교재 병행 학습 용이 (일부 리더스 SET )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스토리  

세계적인 동화작가 ‘Joy Cowley’의 동화작품 포함  

약 1,000편의 스토리 수록! 

구분 스토리 수 대상 특징 

Nursery Rhyme 50 유치~초등 2학년 
3D로 구성된 신나는 영어 동요와 율동을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프로그램 

Phonics 60 
파닉스 학습 중/ 

완료한 학생 
체계적인 Phonics 학습을 재미있는 Story           

읽기로 습득하는 Phonics 

Sunshine Readers 
104  

 Fiction 
유치 ~ 

초등 3학년 
동화작가 Joy Cowley 가 선사하는  

위트와 반전을 통한 Shared Reading  

Alpha Readers 
300  

Fiction + 
Non-Fiction 

유치 ~ 
초등 5학년 

자연, 사회, 체육 등 교과 학습 연계를 통한  
Content 읽기를 추구하는 Guided Reading 

Rainbow Readers 
305 

Fiction + 
Non-Fiction 

유치 ~ 
초등 6학년 

창작 동화와 Non-fiction Reading을 통해           
다양한 배경지식 습득 

Young Learners 
 Classic Readers 

60 
Fiction 

초등 2학년 ~ 
6학년 

우화와 동화를 서정적인 삽화와 표현으로            
즐기는 Independent Reading  

Compass 
Classic Readers 

60 
 Fiction 

초등 6학년 ~ 
세계적인 명작동화를 영어로 즐기면서 생각과       

개념을 발전시키는 Concept Reading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신나는 동요와 율동으로 영어와 친해지는 프라이머리 파닉스 / 프라이머리 입문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영어 학습을 위한 프라이머리 과정 

• 본격적인 리더스 읽기 훈련을 위한 사전체험 단계 (Nursery Rhyme / Phonics) 

• 프라이머리 파닉스 : Single Letter Sounds 학습  

• 프라이머리 입문 : 파닉스 학습단계에 맞춘 단어 및 문장학습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간결한 문장패턴과 운율, 위트와 반전이 있는 Sunshine Readers  
Lexile 100 ~ 400 

• 동물, 친구 상상의 세계 등 아이의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  

•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어린이 동화작가 조이카울리 집필 작품 70% 비중  

• 스토리마다 강조되는 핵심 문장 패턴을 뽑아내어 익힘  

• Shared Reading (‘책 읽기 = 즐거움’ 을 높이는 생동감 있는 삽화) 

• 초등 1 ~ 3 학년 ( AR 1.2 ~ 2.2 )  



SANTA CLASS 

교과 주제 연계 스토리 - Alpha Readers  
Lexile 100 ~ 525 

• Guided Reading (스스로 읽는 방법 훈련 단계) 

• 자연, 과학, 언어, 수학 등 교과학습 연계 콘텐츠 (논픽션 확장) 

• 장르 배분 : Fiction 76, Non-Fiction 153개  

• 초등 1 ~ 5 학년 ( AR 1.2 ~ 2.9 )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SANTA CLASS 

영어로 읽는 교과서 - Rainbow Readers  
Lexile 250 ~ 650 

• Fiction 과 Non-fiction 을 아우르는 단계별 이야기  

• 인문,사회, 역사,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  

• 초등 1 ~ 6학년 ( AR 1.6 ~ 3.7 )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SANTA CLASS 

초등 레벨을 위한 명작동화 시리즈 – Young Learners Classic Readers  
Lexile 400 ~ 1200 

•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 쉽게 쓰여진 스토리와 생생한 음향효과  

• 피노키오,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마지막 잎새 등 친숙한 세계 고전명작  

• 학생이 직접 참여해 연극할 수 있는 Play let (영어대본) 제공 

• 초등 2학년 ~ 중등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SANTA CLASS 

고전문학 단편소설 시리즈 – Compass Classic Readers  
Lexile 600 ~ 1200 

• 유명한 고전소설을 기반으로 어휘와 문장구성 파악  

• 가장 널리 읽히는 60작품 엄선  

• 초등 6학년 이상  

온라인영어도서관 도서 레벨별 특징  



온라인영어도서관 레벨구성 

65 144 120 

1 ~ 6 Level  1 ~ 6 7 ~ 13 14 ~ 19 20 ~ 26 27 ~ 32 33 ~ 38 - 

                              Level 1 ~ 34  

Level 1 ~ 12  

                       Level 3 ~ 38  

    Level 20 ~ 38 이상 

Level 33 ~ 38 이상 

각 레벨별 20~24권 구성 (Lv.1 ~ Lv.12 : 24권 / Lv.13 ~ Lv.38 : 20권) 



SANTA CLASS 

다독학습 프로세스 
나의책장 각 레벨별 페이지 하단에서  

테스트 진행 (모든 퀴즈 완료 후) 



SANTA CLASS 

레벨테스트  

다독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레벨에 맞는 독서활동을 진행하며 

테스트 정답율이 60% 이하인 경우 진행여부를 물어서 중단 선택 가능  

어휘력 테스트 이해도 테스트 

Word Picture Test Word Definition Test Reading Comprehension  

추천 레벨과 추천 도서 안내 



SANTA CLASS 

독후활동 (Activity) 

독서 전/후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내용이해 여부 확인 

Summary (문장 채우기) 

읽은 내용에 대한 문장완성  
(27~39 level만 적용) 



SANTA CLASS 

독후활동 등급별 Activity 

1~2단계 : 그림과 듣기를 중심으로 문장을 읽으며 도서 내용 이해  (Story 312개) 

3~4단계 학습 목표 : 다양한 문장표현 이해와 전체 스토리구성 파악 트레이닝  (Story 208개) 

5~6단계 학습 목표 : 논리구조를 알고 흐름에 맞는 결론도출 트레이닝 (Story 192개) 
 



SANTA CLASS 

독서관리 Report – 1. Level Test Report 
  

• 최초 레벨 테스트 후 결과 제공(1회) 

• 학습자의 기존 영어 관련 학습 이력 제공 

• 학습자/학부모 성향(에니어그램)결과 및 

성향에 맞는 학습법 제공 

• 레벨 테스트 결과 제공 



SANTA CLASS 

독서관리 Report – 2. Activity Report 
  

• 권장 도서 독서 완료 후 제공(평균 주 1회) 

• 학습자의 주간 독서 결과 제공 

(독서 시간, 진도율, 이해도 등) 

• 권장 도서 Summary 및 Activity  제공 



SANTA CLASS 

독서관리 Report – 3. Level Up Report 
  

• 레벨 종료 시 제공  

(주간 권장량 독서 시 평균 2개월 1회) 

 

• 해당 레벨/다음 레벨 학습 목표 제공 

 

• 해당 레벨 도서에 대한 독서 기록 제공                                                                  

(누적 독서량 / 독서 시간 / 퀴즈평균점

수 / 쉘 획득수 / 일별 독서량) 

 

• 선호 학습 활동 영역 안내 / 전문가 칼럼  



SANTA CLASS 

동기부여 시스템 – 1. 포인트 적립  

매월 독서 진행 및 활동 참여시 쉘(shell) 포인트 적립 

* 쉘 사용은 이전 월까지의 적립쉘 사용가능하며 현재의 월에 적립된 쉘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http://www.readingoceans.com/Pages/ReadingOceans/Introduction_03.aspx


SANTA CLASS 

동기부여 시스템 – 2. 등급제도 (명예의 전당 활용  

• 매월 모은 Shell 개수에 따라 등급부여, 학생들의 독서동기 부여 제공 (학원에서 별도 시상제도 운영) 

http://www.readingoceans.com/Pages/ReadingOceans/Introduction_03.aspx


SANTA CLASS 

동기부여 시스템 – 3. 레벨업 포인트 (총 38 Level )  

현재 레벨 기준으로 독서량 확인 가능 

현재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포인트 수치 

(평균 퀴즈점수 * 0.8) + (achievement test * 0.2) = 85점 이상  

 포인트 측정 기준 

• 주차별 모든 학습이 완료되어야 achievement test 가능 

    여러번 Test 진행 가능 (단, 태블릿에서는 1회만 가능)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관리 



SANTA CLASS 

1. 산타클래스 로그인 후 교사인증을 위해 등급업그레이드 신청합니다.  

1)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우측 아이콘을 클릭 후 [내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회원등급별 혜택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등급 안내 페이지에서 2번째 활동쌤 등급안내 하단에 보이는 [교사회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홍길동 
신입쌤 

* 교사인증을 하지 않아도 1인 ID 15일 동안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SANTA CLASS 

2. 교사인증서류(사본)를 등록하면 활동쌤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교사인증방법(선택1)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 or 사업자등록증     

                               * 학교교사 또는 방과후 영어교사 : 학교소속 계약서 인증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SANTA CLASS 

3. SANTA CLASS 접속 후 [영어도서관] 메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SANTA CLASS 

4. 학생 ID 생성을 위해 영어도서관 메뉴  
    우측하단 [신규학생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SANTA CLASS 

5. 신규등록 학생이름,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신규학생 등록시 레벨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자가 리딩오션스 레벨테스트를 완료하면 레벨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관리자(교사)가 Level 38 선택시, 리딩오션스 38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의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율독서 이용시 권장) 

- ID는 삭제 후 동일한 ID로 개설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만들어 주세요.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6. 해당 리스트의 로그인 계정 이용을 위해 [이용권등록] 을 클릭합니다.   
 

- 등록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리딩오션스 학습이 진행됩니다.  

- 학생이름 삭제하기 : 리스트에서 삭제를 원하는 학생 [이름]을 클릭하고 상세정보 화면 하단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SANTA CLASS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8. 학생에게 로그인 계정정보(ID/PW)을 전달하고  
   리딩오션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직접 로그인 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원가입 X) 

- 학생은 리딩오션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가 생성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 가능) 

- 회원가입을 미리했거나 학습자가 원하는 계정으로 진행시 해당 ID/PW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아 교사용 관리자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수정해 주세요. 



SANTA CLASS 

마지막으로, 교사용 학습관리 페이지에서 각 학생의 학습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성과를 관리합니다.  
 

• [학생관리] 를 클릭하면 신규학생 등록, 학습관리, 학습기간 연장 등 전체 등록학생 학습현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인증된 교사에 한해 매월 생성되는 이용권을 등록해야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등록시 30~31일 연장 이용가능) 

• 월 이용권은 매월 1일 새롭게 갱신됩니다. (회원등급별 이용권수 상이) 

관리자페이지에서 개별 진행현황 확인  개인별 독서이력 페이지  

온라인영어도서관 학생등록 · 관리 방법 



학생레벨을 임의로 조정하고 싶어요.  

• 학생 ID 등록 리딩오션스에서 원하는 레벨로 변경됩니다.  

단 실력평가를 위한 레벨업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딩오션스 전체레벨 도서를 한번에 보기 원하실 경우, 레벨설정하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벨 1~ 38 중 원하는 레벨 도서보기 가능 (단, 레벨 38에 해당하는 도서는 선택 불가) 

• 영어도서관에 등록된 개별 학생이름을 클릭 후 상세화면에서  

레벨을 조정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레벨로 이동 가능) 

활용팁 1. 레벨 조정하기 (교사) 



온라인 다독 → 오프라인 학습 병행을 통한 학습 시너지 효과 

• 워크북, 워드리스트는 리딩오션스 [자료관]에서 다운로드 후 프린트 활용  

활용팁 2. 부가자료 콘텐츠 활용 



도서레벨별 New Word 리스트를 다운로드, 클래스카드 등록 학습 

• 클래스카드에 리딩오션스 레벨별 단어 등록 (단어리스트 복사기능) 

• 수업 or 학습도구로 활용하여 새롭게 배운 단어 지속 활용 

리딩오션스에서 새롭게 익힌 단어를 클래스카드 ‘자료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단어학습 진행  

• 영어도서관 > 부가자료 다운로드 (excel) 에서  

    전체레벨 단어리스트 확인 

활용팁 3. 클래스카드 연계 단어학습  



처음 이용자를 위한 주의사항 (이용 전 운영매뉴얼 필독) 

• PC웹 이용시 Internet Explorer 이용을 권장합니다.  

 - 크롬 브라우저 이용시 플래시 미지원으로 인해 Voice 녹음 등 일부기능이 제한됩니다.  

 

 

• 모바일, 태블릿에서 이용시 꼭! 리딩오션스 앱을 설치하세요.  

   - 안드로이드 : 리딩오션스 A+  | 아이폰 : Readingoceans Global  

     * 모바일 웹으로 리딩오션스 학습진행 불가  

       * 앱에서 녹음시 환경설정에서 리딩오션스 앱 녹음권한 허용 설정  

       * 자동로그인 방법 :  로그인 입력 하단 자동로그인 v 체크를 지우고 다시 v 체크하면 매 번 실행시 자동로그인 접속  

   

레벨테스트는 반드시 desk PC 웹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모바일 앱에서는 레벨테스트 지원하지 않음  



PC web 사용시  
마이크셋 연결했는데 음성녹음 문제가 발생? → 호환성 체크 설정 

원격지원(고객지원) 문의: 02-3471-0013 



질문 답변 

레벨테스트를  
다시하고 싶어요. 

학습자는 레벨테스트 재응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당 계정을 삭제 후 다른 ID로 생성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초기화) 

레벨 업이  
안됩니다. 

Level Up Point가 8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건 : (평균 퀴즈점수 * 0.8) + (achievement test 점수 * 0.2)  

   다독관>학습이력에서 퀴즈 여러 번 참가 가능 

다음주차  
도서가 안 열려요. 

주차별 리더스 모든 액티비티(4~5개) 를 완료해야 합니다. 

더 많은 FAQ 보기 >> 

음성녹음이  
안됩니다. 

(Shadow Reading)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desk PC 이용시] 

1. 익스플로어 브라우저로 실행중인가요?     

2. 마이크 혹은 헤드셋을 연결하셨나요?  

 

[태블릿, 스마트폰 이용시] 

* 앱 실행 전 환경설정에서 리딩오션스 <앱 녹음권한 허용> 설정을 해 주세요.  

* 간혹 특정 와이파이 통신접속 문제로 음성녹음 후 화면전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딜레이 발생) 

 

Check Point !  

http://www.readingoceans.com/Pages/CustomerService/FAQ.aspx


질문 답변 

실물 전집을  
구매하고 싶어요.  

 실물 전집 SET 판매 (fiction 만 세트구성으로 판매) 

• Sunshine Readers (60권) , Young Learners Classic (60권)   

   Compass Classic Readers (60권) 

• Teacher’s Guide 5권 사은품 증정 (아래) 

워크시트가 
있나요?  

 

영어도서관 > 부가자료 다운로드 메뉴에서  

워크시트, 답지, 워드리스트 문서 다운로드  

 

리더스 Transcripts, 
또는 Guide book 은  

없나요? 

리더스 번역자료(영→한) 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리딩가이드를 제공하는 Teacher’s Guide 판매중  

* Sunshine Reading TG 5권  / 권당 정가 7,200 원 (정정혜 著) 

자세히보기 >> 

Check Point !  

https://cafe.naver.com/readingdadok/12458


  

SANTA CLASS 

• 유튜브 등 디지털교재 활용  

• 스마트단어장 <클래스카드>  

• 디지털 과제학습 <클래스부스터>  

• 온라인영어도서관 <리딩오션스> 

• 프로그램 무료이용 & 수익창출  

• 수업교재 할인구매 (직영 스토어) 

• 다양한 프로그램 제휴 확대 (멤버십 출시) 

• 블렌디드 러닝  

• 학원 차별화 브랜딩 

• 수익 개선  

English Classroom Can Be Fun, Easy, and Entertaining. 

디지털 기반 English Class Activity 쉬운 수업자료 준비, 운영비용 절감  



SANTA CLASS 
프로그램 활용 온라인교육 제공  

바로가기→  

바로가기→  

학생 레벨/성향별 커리큘럼 전략 

SANTA CLASS 프로그램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바로가기→  

CLASS CARD 프로그램 이용가이드 

레벨테스트 & 상담기법 

https://www.youtube.com/watch?v=vahyiMJqPgk&t=24s
https://www.youtube.com/watch?v=ZiMM7GDllkU
https://www.youtube.com/watch?v=YId5jwtoMIU&t=230s
https://www.youtube.com/watch?v=-18tdtLvxnE


SANTA CLASS 

• 실시간 문의 답변 서비스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에서 SANTA CLASS 검색 후 친구추가 

SANTA CLASS 활용을 돕는 다양한 채널을 만나보세요. 

산타클래스 카톡 (플러스친구) 산타클래스 카페  

• 업데이트 소식, 활용가이드, 교재 정보 등  

• 네이버에서  ‘산타클래스 카페’  검색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어학습 실현’을 미션으로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ELT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익형 문제풀이 온라인영어도서관  컴퍼스 온라인학습 LMS 토플 온라인테스트 

디지털 수업도구 · 학습관리 온라인학습 액티비티   

㈜웅진컴퍼스 

유초등 동영상 추천 앱  ELT 학습 교재  

http://beta.classbooster.net/pages/main.aspx
http://www.successtesting.net/englis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