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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1 과정 선택, 수업 날짜 선택2 수업 시작!3

2
비대면 언택트 일대일 한국어 회화교육
국가 인증 강사양성과정 보유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 PC/Mobile
: www.koreanatyourdoor.com

➢ Translated into English/Vietnamese

: PC/Mobile
: www.koreanatyourdoor.com

➢ 3 Courses : Standard, Business, TOPIK
➢ Each includes 16+ classes
➢ See more at p4 “Curriculum’

: Kakaotalk & Facebook Messenger

➢ Voice talk with visual materials
➢ Real-time chat with native, trained tutors
➢ 24/7 feedback & chat

서비스 사용 방법



3
2019, SK주식회사 임직원 제작 ‘비즈니스 과정’ 프로그램 런칭 (6개월 과정)
외국인 임직원 대상 한국 기업문화 교육

교재의 전문성



50시간 강사양성과정
“전문적인 강사 관리 및 직무 교육”

-한국어 및 영어회화 교육
-발음, 발성 및 교수법
-매뉴얼 교육 > 학생 컨택 > 20분 수업 > 일지 작성 > 정산 자동화

중증 시각장애 강사 비율
90% “재택 근무 새로운 일자리”

-9명 중증(1~3급), 1명 경증(6급)
-6명 대학생(재학/휴학), 4명 그 외

전체시각장애인 중 90%가 중도실명 50시간 교육 후 채용 및 월례회 온라인 소통(모바일) 장벽 개선

한국외국어대학과 세종학당재단이 함께 시각장애 강사를 교원으로 양성합니다.

강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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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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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정 교육 내용

0

정규 과정 한국어의 자모를 익혀 읽고 쓸 수 있으며 교실 언어를 공부하여 수업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한글

∙한글의 자음, 모음을 읽고 쓸 수 있다.
∙자음의 평음, 격음, 경음을 구별할 수 있다.
∙한글의 받침 소리를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다. 
∙수업 진행에서 필요한 대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1

정규
1A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자주 가는 장소에서 묻고 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적절하게 말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

정규
1B 비즈니스 과정

2

정규
2A

비즈니스
2A

친숙한 사회적 · 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대화 상황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 · 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

정규
2B

비즈니스
2B 토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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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3A

비즈니스
3A

토픽
3A

친숙한 사회적 · 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묻고 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비교적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정규
3B

비즈니스
3B

토픽
3B

∙친숙한 사회적 · 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격식과 비격식 표현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

4

정규
4A

비즈니스
4A

토픽
4A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 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
문 분야에 대해 상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정규
4B

비즈니스
4B

토픽
4B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 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업무, 학문 영역에 대해 유창하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러 유형의 대화나 담화상황(화상 회의, 전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적절하게 말한다. 
∙상황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주저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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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연계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을 고용의무 사업체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정책

장애인고용
의무기업

코리안
앳 유어도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1년 이상 도급 계약

“장애인이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구매를 통해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고 지역 사회공헌을 제공합니다”

적용 사례
2020.05 세종학당 재단 - 베트남 하이퐁 지역 수강생 교육
2020.11 한국과학기술원 (예정) - 국내 유학생 교육
2020.12 롯데케미칼 (예정) - 말레이시아 타이탄 법인 직원 교육

임직원 및 지역주민 대상 어학교육 프로그램 구매
거래액의 50% 고용부담금 감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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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50 won

✓ 4 one-on-one classes with native tutors

✓ Free textbooks

✓ Homework and individual feedback

✓ 110,500 won

✓ 8 one-on-one classes with native tutors

✓ Free textbooks

✓ Homework and individual feedback

✓ Speaking Workbooks

✓ 24/7 Q&A

✓ Individual writing feedbacks

Ideal for students who need daily 

conversation practice. By learning grammar 

by level, students can acquire sentence 

structures and use expressions that are 

useful in real life.

Ideal for advanced students who need 

business conversation understanding. Using 

materials developed by employees of SK and 

other companies of Korea, you can 

experience Korean corporate culture and 

learn advanced conversational expressions 

used in the business field.

TOPIK course is for students who wish to 

get certificates for the entrance of Korean 

universities and job opportunities to 

Korean companies. The course is a made 

to learn the latest TOPIK strategies.

정규 과정 비즈니스 과정 토픽 과정

과정 선택

주 1회 수업
(월 4회)

횟수 선택

주 2회 수업
(월 8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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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모습



“선생님과 일대일로 공부하기 때문에

10

개인화 된 맞춤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 시범수업 시작했다가..

지금은 남편, 동생 다 듣는중”

“사실 회사에서 쓰는 용어는 따로 있는데…
실질적인 교재로 이득 많이 봤습니다”

수강생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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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20.05, 이로운넷, 머니투데이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00

2020.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나라
http://nara.kosmes.or.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
eview&mkey=scatelist&mkey2=44&aid=600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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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19.12,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857

2019.1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8/98569248/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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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19.05, tvN
리틀빅히어로https://tvn.tving.com/tvn/VOD/view/VOD/EA_61280

2019.03, 
조선일보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12
0244&memberNo=2790884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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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18.12,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4020005&wlog_tag3=naver&f
bclid=IwAR1_mqdWbNYyssnoPWfyUkPnx8t3O7dGmXMcsvB4QsYOj-X1jth2DMbEe-s

2018.12, IT 동아
https://it.donga.com/2849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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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18.07, KTV
“<통통 생활 속 혁신>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청년 창업”
http://www.ktv.go.kr/program/home/PG2170041D/content/553290 

2018.03, S.Economy
http://www.s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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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언어 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 소셜벤처

2019.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외 2건

수상내역



5-Vu Thi Hue

Korean At Your Door believes in the power of education.

함께해요, 장애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