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클래스

학습 튜토리얼

외우고 받아쓰는 시험식 영어가 아니에요.

스토리에 빠져들고, 대화에 몰입되고, 

영어가 흥얼거려지는 수업이죠.

진짜 표현이 가득한 콘텐츠부터

진짜 영어를 알려주는 선생님

진짜 입이 트이는 트레이닝까지.

따라만 해도 진짜 영어가 되도록 설계된

리얼클래스만의 학습 방법을 소개해드려요.

배우는 방법부터 달라야 ‘진짜 영어’니까요 :)

HELLO

RE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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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클래스로 레벨업!

원어민에 가까워지는 실력을 확인하세요.

입문

초급

재밌어야 꾸준한 학습도 가능한 법! 흥미있는 콘텐츠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TIP

타일러 X 초보 첫걸음 

애니메이션

타일러 X 위베어베어스 

시즌 1

최성준, 제임스 X 

닥터 후

로라 X 슈퍼배드 2 

클로이 X 검볼 

로라 X 로맨틱 홀리데이

최수진, 이승재 X 

무민밸리 시즌 1 

타일러 X 위베어베어스 

시즌 2 

코리안빌리 X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문에스더 X 마이펫의 

이중생활 

타일러 X 피너츠

에릭남 X Love your-

self(외 19곡)

기초 어휘 및 표현을 배워요.

 몇 가지 단어와 표현을 활용해 짧은 길이의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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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코리안빌리 X 

어바웃타임 

이현석 X 더 오피스 

시즌 1 

문에스더 X Call Me 

Maybe (외 19곡) 

문에스더 X 맘마미아! 문에스더 X 피치 퍼펙트

최수진 X 브리짓 존스

의 베이비 

이현석 X 더 오피스 

시즌 2 

여러 문장을 활용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민호 X 위베어베어스 

시즌 1

로라 X 스티븐유니버스 

시즌 1 

레이첼 X 팍스 앤 레크

리에이션

권주현, 영국남자 X 셜록 

이민호 X 위베어베어스 

시즌 2 

지나오 X 어드벤쳐타임 

시즌 1 

문에스더 X 씽 

서미소랑 X 오펀블랙

이름, 나이, 직업, 취미 등에 대한 기초 회화가 가능해요.초중급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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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제약 없이 심도 있는 대화와 전문적 표현도 가능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담아 대화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박준형 X 19곰 테드 2 지니 X Upside Down

(외 19곡)

김교포 X 슈츠 

김교포 X 위베어베어스 

시즌 1 

조가을 X 더 오피스 

시즌 1 

문선용 X 루터 

제니퍼 X 노팅 힐 

김교포 X 위베어베어스 

시즌 2

조가을 X 더 오피스 

시즌 2

제니퍼 X Take a Bow

(외 19곡) 

박준형 X 19곰 테드

중고급

고급

레이나 X New Roman-

tics(외 19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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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클래스 사이트 접속

realclass.co.kr

리얼클래스 APP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에서

‘리얼클래스’를 검색하여 설치해주세요

학습 

진입 방법

먼저 *PC 환경에서 리얼클래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리얼클래스 APP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는 학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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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클래스 내가 수강하는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학습하거나 내 클래스 목록을 통해 다른 클래스 

화면으로 이동해 다른 과정을 학습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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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습

가장 최근 학습한 일차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어서 학습할 수 있어요.

학습 완료 표시

학습을 완료할 때마다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뜨니까, 어느 단계

까지 학습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 클래스 내 클래스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일차별로 학습 

분량이 나뉘어 있어요. 

순서대로 매일 차근차근 따라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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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도의 길지 않은 분량으로 부담 없이, 

강의 내용이 요약된 강의노트로 

요점정리까지 한눈에 학습할 수 있어요.

1단계 강의 주요 표현은 물론 뉘앙스, 발음, 인토네이션 등의 

언어적 추가 해설까지!

다양하게 다룬 내용을 강의로 배워봐요.



01 콘텐츠 소개 02 학습 방법

플레이어 메뉴

한/영 자막

모든 영상에는 한/영 자막이 제공돼요.

표현이 충분히 습득되었다면 

한글, 영어 자막 없이 들리는지 연습해

보세요.

문장 별 SKIP

학습에 최적화된 재생 환경을 위해 

리얼클래스의 모든 영상은 10초 단위

의 시점 이동이 아닌 문장단위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속도 조절

영상 속 대화가 너무 빨라 이해되지 않

거나 빠르게 듣고 싶은 경우 속도 조절 

기능으로 배속을 설정할 수 있어요.

문장 반복

잘 들리지 않거나 외우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반복해서 감상해보세요.

2단계 영상 원작 콘텐츠 영상을 보며

실제 원어민의 대사를 복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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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의에서 다룬 대사라면 강의노트와 

함께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자동으로 

문장이 내 문장 안에 담겨요.

중요한 대사는 선생님이 표현 Tip, 

비화, 문화 등의 이야기를 추가로 해설

해드려요.

문장 담기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표현을 계속해

서 익히고 싶다면 문장을 담아보세요! 

내가 담은 문장은 MY > 학습내역 > 

내 문장에 저장되어 한눈에 모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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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검색

대사 속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우측 

상단의 사전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직접 단어를 입력할 수도 있고 대사의 

모든 단어가 자동으로 구분되어 

편리하게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단어 담기

내가 담은 단어는 MY > 학습내역 > 내 단어

에 저장되어 한눈에 모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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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입력

하며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문장을 완성하고, 입에 착 붙을 때까지 

반복하면 듣기 능력 향상은 물론, 자연

스럽게 문법/문장 구조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트레이닝

강의와 영상에서 배운 표현들을 떠올리며 

미리 선정된 주요 문장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단계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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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어가 원어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

코칭 해줘요.

내가 배운 표현 기반의 문장을 안내에 

따라 직접 말해보세요. 

인공지능 AI가 잘못된 단어로 말한 부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강세 등을 짚어주

고 발음의 정확도를 분석해 줄 거예요.

4단계 코칭 2, 3단계에서 배운 표현을 기반으로 

나의 실력을 검증받는 단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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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주행 단계별로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며 

순서대로 전체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리얼클래스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꾸준한 매일이 쌓여 

영어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 )

Go for it!

REAL 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