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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회사 개요 – 회사 정보 및 연혁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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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팍스는 “애니메이션 동화를 활용한 영어 교육”을 지향하는 영어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명

㈜리틀팍스

대표이사

양명선, 김원재

설립일

2000년 2월 25일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소재지

지사

720 E Palisade Ave., Suite 104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임직원 수

리틀팍스 한국
법인 설립
2000. 02

105명

리틀팍스 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개시
2003. 01

2000. 08
리틀팍스 영어
한국 사이트 오픈

2005. 11
리틀팍스 미국
법인 설립

리틀팍스 어학원
대치 직영 센터 개원
2010. 12

리틀팍스 영어 앱
오픈
2013. 01

2012. 12
리틀팍스 영어
글로벌 사이트 오픈

리틀팍스 중국어
사이트 오픈
2015. 12

2014. 12
팍스스쿨
서비스 오픈

2016. 10
리틀팍스 중국어 앱
오픈

1-b. 회사 개요 – 미션과 비전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MISSION

“우리는 어린이들이 외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We help children see a broader world through foreign languages.

VISION

“애니메이션 동화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Global Leader”
A global leader for animated stor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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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회사 개요 – CEO 소개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리틀팍스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외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양명선

김원재

•現 ㈜리틀팍스 대표이사

•現 ㈜리틀팍스 대표이사

•前 한국 IT 여성기업인 협회 이사

•前 ㈜SK 종합기획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미시간 주립대 TESOL

•미시간 주립대 MBA

(영어교육학 석사)

(경영대학원 석사)

5

1-d. 회사 개요 – 조직도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애니메이션창작본부

미국지사

•
•
•
•

커리큘럼연구/개발
동화시나리오기획/개발
사운드제작/더빙
글로벌서비스운영지원

콘텐츠개발본부

대표이사

본사

IT개발/운영 본부

어학원사업본부

직영
어학원
사업개발 및 지원본부

•
•
•
•

스토리기획
캐릭터개발
애니메이션제작
사운드다자인/제작

• 콘텐츠기획/관리
• 커리큘럼기획
• 어학원교재개발/출판

• 웹서비스개발/운영
• 앱서비스개발/운영
• 시스템개발/운영

• 어학원가맹/지원
• 어학원강사교육
• 직영어학원운영

•
•
•
•
•

사업기획/개발
마케팅/제휴/프로모션
서비스운영/관리
고객지원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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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 회사 개요 – 교육 철학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출이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 외국어를 보고 듣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어도 하나의 언어,

어떻게 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3,000시간 이상의

영어에 흥미를 느껴

충분한 노출이 필요한데…

계속 보고 듣게 만들까?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영어를 그 자체로 익힐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로 학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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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회사 개요 – 콘텐츠 특징
단계별 풍부한 동화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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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된 동화

영어단어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초 패턴을 반복하여 영어 문장 구조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게 만드는
재미있는 동화

동화 약 4,300편과 동요 약 350편에, 매일(월-금) 1편씩 새로운 콘텐츠가 발표되고 있으며,
영어를 시작하는 1단계부터 고등수준의 9단계 까지 단어 및 문장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 학교생활, 슈퍼히어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이며,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많은 동화를 보게 만듭니다.

2. 사업 영역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리틀팍스 영어

리틀팍스 어학원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통한
영어 학습 사이트

자체 커리큘럼과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영어 교육 기관

팍스스쿨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을 위한
리틀팍스 영어 서비스

리틀팍스 중국어
중국어 애니메이션을 통한
중국어 학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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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사업 영역 - 리틀팍스 영어

풍부한 콘텐츠
유아부터 고등수준까지 9단계로 구성된
4,700여 편의 동화,동요 콘텐츠가 있으며,
월-금 1편씩 새로운 동화가 발표되어
흥미를 유지시킵니다.

학습/관리/동기부여 기능
e-Book, 프린터블북, 퀴즈, 단어장, 단어게임,
원문/해석, MP3 등 학습부가기능과
학습기록, 배지, 상장 등 관리 및 동기부여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을 도와줍니다.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다양한 주제
세계명작, 판타지, 과학, 역사,
파닉스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다양한 성향의 학습자들을 만족시키고,
배경지식을 키워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웹사이트 유료 회원은
리틀팍스 영어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에서도 동화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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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사업 영역 - 리틀팍스 어학원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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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재미있는 영어동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아이가 흥미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북 기반의 교재

모국어 습득 방식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서로 시작해
에세이와 디베이트까지 완성하는
일관성을 가진 6년 과정 커리큘럼

총 5,000여 개 풍부한 영어동화를 제공해
아이가 스토리에 빠져
스스로 많은 영어를 보고, 듣고, 접하게 돕는
e-Library와 Book Club 시스템

2-c. 사업 영역 - 팍스스쿨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유치원, 초·중학교에서전교생 모두가 PC와 스마트기기를통해
영어 동화를 충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영어동화 도서관입니다.

풍부한 애니메이션 영어동화
리틀팍스의 재미있는 4,000여편의 영어동화 중 500편 또는 1,000편을 선택합니다.

우리 학교 전용 홈페이지
선택한 동화들로 채워진 학교 전용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PC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관리 기능 이용

학습 도우미 기능 이용

학급/숙제관리, 출석부, 상장 만들기 기능을
통해 학습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동화를 보고 퀴즈, 단어장, 어휘게임 등
다양한 학습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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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사업 영역 - 리틀팍스 중국어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웹사이트에서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국어를 이해하는 기초 동화
성조, 성모 등 중국어 특유의 언어요소를
애니메이션 동화로 재미있게 소개하여
중국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단계별 콘텐츠
기초부터 고급까지 5단계로 구성된
동화/동요가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월-금 1편씩 새로운 동화/동요가
계속 발표되어 흥미를 유지시킵니다.

학습/관리/동기부여 기능
프린터블북, 퀴즈, 단어장, 단어게임,
원문/해석, MP3 등 학습기능과
학습기록, 배지, 상장 등 관리 및 동기부여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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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사업 영역 - 해외 사업 현황

영국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독일
폴란드
불가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스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홍콩

미국

대만

버뮤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온두라스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이용
www.littlefox.com (글로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리틀팍스 영어는 영어, 중문간체(중국), 중문번체(대만, 홍콩), 일본어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가의 학습자들이 리틀팍스로 영어를 학습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어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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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부가 자료 - 수상 내역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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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dTech Awards Cool Tool
Language Learning Solution Finalist 선정

2018 BESSIE Awards,
Reading/eBook Website 부분 수상

2018 Parents’ Choice Approved Award,
Website 부분 수상

2016 Bett Award Finalist,
Early Years Digital Content 선정

2014 Teachers’ Choice Award,
for the Family & for the Classroom 동시 수상

2013 National Parenting Publications
Awards, Gold Winner 수상

2013 Interactive Media Awards,
Best in Class 수상

39th Bologna Children’s Book Fair,
New Media Prize 수상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국무총리 표창

한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금상 수상

2015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초등 영어교육 부문 수상

2016 우리 아이를 위한 베스트 브랜드,
온라인 영어학습 부문 인증

3-b. 부가 자료 - 언론보도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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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부가 자료 – 사회 공헌 활동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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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팍스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서 벽지 학교 무상 지원

아동복지시설 무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상 지원

도서 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나,다, 지역에 속하는

보육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

영어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 무상 지원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

영어 교육 전문 회사 – 리틀팍스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02-538-8770 help@littlefox.co.kr
미국지사: Little Fox Inc. 720 E Palisade Ave., Suite 104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help@littlefo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