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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0

영어는
윤선생으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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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교육철학

윤선생의 교육 철학은
균형 잡힌 올바른 영어 교육입니다.

윤선생 SMART BEFL 학제는
듣기, 읽기의 단단한 기초를 토대로

말하기, 쓰기 능력을 키워

회원의 영어실력 향상에 

분명한 성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윤선생은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맞춤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뇌과학 기반의

스마트학습법으로 우등생을 만듭니다.

이제 윤선생 스마트학습법으로
글로벌 시대의 영어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윤선생
SMART교육

자기주도

맞춤학습 뇌과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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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학습법

1 : 1 맞춤형 완전학습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수준별 반복 훈련을 통한 영어 체화 과정 

*코퍼스는 언어 자료를 컴퓨터에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윤선생은 2002년부터 한국 영어 학습자에게 꼭 맞는

 교재와 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준 높은 코퍼스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체계적인 과정 설계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에 최적화된

풍부한 Input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Output을 완성

소리 중심 학습 프로세스
뇌과학에 기반한 소리 Input을

일정 주기의 반복훈련으로 

장기기억화

SMART BEFLY
학습자에게 꼭 맞는 학습량과

학습법을 제공하는 맞춤형

완전학습•관리 시스템

4-Skill BEFLY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실력을 측정하는

온라인 학습 평가 시스템 

BEFLY PROGRAM

학습 프로그램
BEFLY SYSTEM

맞춤형 학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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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스마트학습법

가장 효과적인 영어학습 솔루션

웰스터디는 자기주도학습으로 충분한 Input 기반의 맞춤형 완전학습을 구현합니다.

학습 구성

█ 교재와 SB로 구성된 스마트학습 시스템

자기주도학습

█ 자기주도학습 모형(M.S.Knowles)

 윤선생에서는 회원들이「학습계획 ➲ 진행 ➲ 평가」까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합니다.

윤선생

윤선생 진단평가를 통한
회원별 학습수준 및 목표 파악

명확한 학습목표 설정

스마트학습법으로 효율적인 
학습전략 수립 및 실행

Y-SLI로 학습성취도 관리

자기주도학습 요인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전략 선정 및 이행

학습결과 평가

•주 1권 5차시

•월 4권 20차시

• Word Practice (WP)

• Sentence Practice (SP)

• Vanishing Idioms &

 Phrases Practice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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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진단평가로 회원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여 맞춤과정을 제시하고 Y-SLI* 를 활용한 학습과정 관리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목표 SLI 설정을 통해 승부욕을 자극하며 학습 경로를 코칭하는 효과가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

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 집니다.

성실도 성취도

학습 차시 배점 학습 일 배점
4-Skill

당일완료율
배점

4-Skill
변환 점수

배점 SB 점수 배점

31 차시 ~ 30 120 이상 30

30 차시 29 118 29

29 차시 28 116 28

28 차시 27 114 27

27 차시 26 112 26

26 차시 25 110 25

25 차시 24 108 24

24 차시 23 106 23

23 차시 22 104 22

22 차시 21 102 21

21 차시 20 100 이상 20 95 이상 20

20 차시 19 98 19 925 이상 19

19 차시 18 96 18 90 이상 18

18 차시 17 94 17 885 이상 17

17 차시 16 92 16 87 이상 16

16 차시 15 90 15 855 이상 15

15 차시 14 88 14 845 이상 14

14 차시 13 86 13 835 이상 13

13 차시 12 84 12 825 이상 12

12 차시 11 82 11 815 이상 11

11 차시 10 25일 이상 10 95% 이상 10 80 이상 10 81 이상 10

10 차시 9 23~24일 9 90% 이상 9 78 9 805 이상 9

9 차시 8 21~22일 8 85% 이상 8 76 8 80 이상 8

8 차시 7 19~20일 7 80% 이상 7 74 7 78 이상 7

7 차시 6 17~18일 6 75% 이상 6 72 6 76 이상 6

6 차시 5 15~16일 5 70% 이상 5 70 5 74 이상 5

5 차시 4 13~14일 4 65% 이상 4 68 4 72 이상 4

4 차시 3 12일 3 60% 이상 3 66 3 70 이상 3

3 차시 2 11일 2 55% 이상 2 64 2 68 이상 2

2 차시 1 10일 1 50% 이상 1 62 이상 1 66 이상 1

1 차시 이하 0 9일 이하 0 49% 이하 0 62 미만 0 65 이상 0

*Y-SLI : 윤선생 자기주도학습지수 (Self-directed Learning Index)

맞춤학습 관리

홍길동

윤선생 진단평가

홍길동

Y-SLI
학습 및 관리

홍길동

목표달성

Y-
SLI

Y-SLI 학습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학습 목표 달성 지수

학습자, 교사, 학부모가 성취도를 명확히 파악매일 학습성실도와 성취도를 수치화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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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기반의 윤선생 스마트학습법

윤선생 스마트학습법

* 참고 :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교육 과학기술부(2011)

 Top 10 Brain-based Teaching Strategies, Eric Jensen(2014)

반복학습

학습자에 최적화된 반복학습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재편성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윤선생의 과학적인 반복 훈련은 학습내용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여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화 합니다.

소리교재

소리교재를 통한 몰입 강화

언어학습의 기본은 소리이며 고품질의 소리교재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신경 회로를 강화할 때 언어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소리교재를 근간으로 하는 윤선생 스마트학습법은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훈련하게 합니다.

흥미유지

학습 흥미와 동기 강화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최적의 학습단계는 「정보획득 ➲ 정교화 ➲ 기억형성」

입니다. 학습 활동이 재미있고 일관성 있으면 기존에 익혔던 내용들이 강화되며

새로운 획득이 일어납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구성된 윤선생

스마트학습법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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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학습 프로세스

웰스터디 학습 프로세스 

윤선생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윤선생 진단평가

학습위치 파악

목표 SLI 설정
(주간/월간 SLI)

갭 분석
(현재 SLI 와 목표 SLI 차이)

완전 학습 독려

•학습 교구재 준비

•학습 목표 확인

•학습 차시 단어 예습

•주요 단어/문장 핵심표현 연습

•자가 채점 후 오답 확인

•4기능별 성취도 평가

•평가 결과 및 목표대비

 달성율 확인

•학습내용 정리

•이후 차시 단어 예습

•결손 단어/문장 보충 학습

•SB를 이용한 본학습 진행

•학습 단어/문장 시험

학습준비 
및 예습

본학습

복습

평가

마무리 
및 예습

완전학습
프로세스

일일학습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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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커리큘럼

웰스터디 커리큘럼

Phonics 및 총 8레벨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 설계로 4대 언어영역을 고르게 발달시켜

균형 잡힌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줍니다.

Level 8
8개월

C: 4 + R: 4

Level 7
11개월

C: 4 + R: 4 + GR: 3

Level 6
15개월

C: 3 + L/S: 3 + R: 3 +

W: 3 + GR: 3

Level 5
12개월

L/S: 3 + R: 4 + W: 2 + GR: 3

Level 4
9개월

L/S: 4 + R: 3 + W: 2

Level 3
9개월

L/S: 4 + R: 3 + W: 2

Level 2
6개월

L/S: 2 + R: 4

Level 1
6개월

L/S: 2 + R: 4

Phonics
6.5개월

P: 6.5

Kids Phonics
5.5개월

P: 5.5

 P : 파닉스(Phonics)  LS : 듣기/말하기(Listening & Speaking)  R : 읽기(Reading)  W : 쓰기(Writing)  GR : 문법(Grammar)  C : 의사소통(Communication)

초등
(54개월)

예비중/ 중등
(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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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Phonics

Level 1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파닉스
Kids Phonics Time 22 110 5.5 예비초등

Phonics Time 26 130 6.5 초등

학습목표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풍부한 어휘 학습으로 읽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5.5개월
(예비초등)

어휘 학습 어휘 수 462

문장 누적 문장 수 610

6.5개월
(초등)

어휘 학습 어휘 수 840

문장 누적 문장 수 808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1 8 40 2

초1
읽기

Reading Trek  1A 8 40 2

Reading Trek  1B 8 40 2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모음, 자음의 소리를 구별해 듣고 짧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읽기 :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6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577

누적 어휘 수 1,879

문장
학습 문장 수 1,722

누적 문장 수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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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Level 2

Level 3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3A 8 40 2

초3

읽기 Reading Trek 3A 8 40 2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3B 8 40 2

읽기 Reading Trek 3B 4 20 1

쓰기 Writing Trek 3 8 40 2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기초 의사 소통과 관련된 표현을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기 : 기본 문장 구조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여러 가지 문장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쓰기 : 기초 문법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2 8 40 2

초2
읽기

Reading Trek 2A 8 40 2

Reading Trek 2B 8 40 2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반복 구조의 짧은 대화를 듣고 이해하며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읽기 : 친숙한 소재의 짧은 스토리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6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933

누적 어휘 수 2,812

문장
학습 문장 수 2,660

누적 문장 수 5,800

학습기간 학습량

9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1,701

누적 어휘 수 4,513

문장
학습 문장 수 5,106

누적 문장 수 10,906



12

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4A 8 40 2

초4

읽기 Reading Trek 4A 4 20 1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4B 8 40 2

읽기 Reading Trek 4B 8 40 2

쓰기 Writing Trek 4 8 40 2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5 12 60 3

초5

읽기 Reading Trek 5A 8 40 2

쓰기 Writing Trek 5 8 40 2

읽기 Reading Trek 5B 8 40 2

문법 Grammar Trek 5 12 60 3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일상 속 대화문을 듣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어진 대화를 응용해 다른 문장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읽기 : 새로운 소재의 스토리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쓰기 : 아이디어 맵을 활용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긴 대화문을 듣고 전체 상황과 세부 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할 수 있습니다. 

•읽기 :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쓰기 : 시제와 표현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문법 : 초등 영어에서 익혀야 할 필수 문법 사항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9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2,757

누적 어휘 수 7,270

문장
학습 문장 수 6,900

누적 문장 수 17,806

학습기간 학습량

12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4,367

누적 어휘 수 11,637

문장
학습 문장 수 12,138

누적 문장 수 29,944

Level 4

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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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읽기 핵집중 중학독해 7A, 7B 16 80 4

중1문법 핵집중 중학문법 12 60 3

의사소통 핵집중 중학영어 1학년 16 80 4

학습목표

•읽기 : 전략적인 글 읽기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법 : 중학 문법에 대비, 정확한 문법 규칙으로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 중학 필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11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6,037

누적 어휘 수 22,768

문장
학습 문장 수 16,868

누적 문장 수 61,178

Level 7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듣기 &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Trek 6 12 60 3

초6

읽기 Reading Trek 6 12 60 3

쓰기 Writing Trek 6 12 60 3

문법 Grammar Trek 6 12 60 3

의사소통 핵집중 예비중학 영어 12 60 3

학습목표

•듣기 & 말하기 : 언제 어디서든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기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쓰기 : 영어 글쓰기를 확립합니다.

•문법 : 문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 초등 과정을 마무리하고 중학 과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12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5,094

누적 어휘 수 16,731

문장
학습 문장 수 14,366

누적 문장 수 44,310 

Lev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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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웰스터디 단계별 과정

프로그램 교재명 권수 차시 학습개월 공교육

읽기 핵집중 중학독해 8A, 8B 16 80 4
중2

의사소통 핵집중 중학영어 2학년 16 80 4

학습목표

•읽기 : 전략적인 글 읽기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 중학 필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 학습량

8개월

어휘
학습 어휘 수 5,300

누적 어휘 수 28,068

문장
학습 문장 수 13,518

누적 문장 수 74,696

Level 8

주간 활동 구성

월 화 수 목 금

스마트 학습

매일 평가 실시

스마트 훈련

주간 평가 실시

학 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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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터디 영역별 특징

웰스터디 영역별 특징

영역별 교재 구성을 통해 언어 습득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영역별 
살펴보기

(Level 1~6 / 총 72권)

듣기&말하기

“정확하게 듣고 자유롭게 말하기”
 •듣고 말하기를 통한 영어의 기본기 확립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한 회화

읽기

“보는 대로 읽고,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기”
•파닉스를 통한 단어 읽기부터 스토리 이해까지
   단계적 읽기 능력 향상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한 읽기 습관 형성

(Level 1~6 / 총 84권)

쓰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쓰기”
•단어•문장 쓰기부터 자유로운 글쓰기까지
  쓰기의 기초 확립

•아이디어 맵을 통한 사고력을 키우는 글쓰기

(Level 3~6 / 총 36권)

문법

“영어의 구조와 규칙 시스템 장착하기”
•언어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의 기초 확립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한 문법 체화

의사소통

“내신 및 수행평가에 대비하기”
•초등 과정을 정리하고 중학 과정의 기초 다지기

•시중 교과서를 분석한 중학영어 과정으로 내신 철저 대비

(Level 5~7  / 총 36권)

(Level 6~8  / 총 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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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회원이 되면
풍부한 학습 콘텐츠와 개인별 맞춤학습,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소리 학습의 반복 훈련으로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영어에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윤선생 스마트학습법으로 공부하며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영어우등생으로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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