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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1 ... 2018 2020
39년, 
한결같이 영어교육만 
생각하는 회사

그런 회사라면 자녀를 믿고 맡기실 수 있겠지요. 

1980년 창립된 윤선생은 고객의 사랑에 힘입어 

국내 1위의 영어교육 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완성까지 균형 잡힌 올바른 영어교육으로 

말과 글의 영어 소통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교육 철학

윤선생 회원 누구나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영어우등생으로 키우겠습니다.

고객 가치

경영 목표 1등 스마트 상품, 1등 스마트 서비스로 고객가치 

향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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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은

윤선생에 
맡겨주십시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 39년 영어교육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세대에서부터 

자녀세대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영어우등생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상의 학습 결과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두드려 주십시오. 윤선생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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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명 이상, 1,700여 개 센터, 평균 98% 이상, 

이 숫자들이 윤선생의 경험과 결과를 말합니다.

회원 관리 전산화 이후 누적 통계로 500만 명 이상이 윤선생 회원으로 학습하였습니다. 1980년 창립 이래 

2018년 전국의 윤선생 교육센터는 1,700여 개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윤선생 

교재의 수능 어휘 일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98%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윤선생의 경험과 결과는 

믿을 수 있습니다.

5,000,000   1,7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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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고객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39년간 윤선생을 애용해 주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가 쌓여서 

빛나는 수상과 인증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높아진 고객의 기대에 

윤선생은 영어교육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선생

연혁

수상●인증



   

1980 윤선생 창립
 오디오 테이프 영어교재 생산 보급 시작

1988 업계 최초로 전화관리 시행
 윤선생 관리교사가 학습 회원 대상으로 교육업계 최초의 아침 전화관리 시행

1991 국내 최초로 윤선생 파닉스 교재 출시
 국내 최초로 파닉스 교육을 도입하여 영어 학습자가 영어교육 초기에 기초를  

 제대로 다질 수 있는 기회 제공

1997 국제교사교육원 TTI 개원
 국제교사연수원 TTI(Teacher Training Institute)는 영어 잘하는 공교육  

 영어교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

2001 윤선생 베플 학제 제정
 한국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미취학~수능영어까지 완성하는 교육기업 최초의  

 학제 제정 실행

2002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개교
 영어교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를 설립, 

 한국의 영어교육 전문인력 저변 확대에 기여

2005 美 뉴욕법인 Halls of IVY와 업무제휴

2007 초등 저학년 특화 프로그램 ‘윤선생 베플키즈(BEFL Kids)’출시

2008 2008년 부터 현재 한국 내셔널 스펠링비 후원, 한국대표 파견

 영어 철자 말하기 세계대회(SNSB)의 한국 대표 선발전(NSB)을 단독 
 후원, 매년 한국 대표를 선발하여 미 워싱턴 세계대회 참가비 일체 지원

2009 살아있는 영어 체험 공간 ‘윤선생영어숲’ 학원 런칭

2010 창립 30주년 기념 백서 출간

2014 호주 브리즈번 개최 국제응용언어학회 ‘스마트베플리’ 성과 발표

2016 유아영어 전문 브랜드 ‘윤선생 스마트랜드’ 출시

2017 한국갤럽조사 18년(2000~2017) 연속 영어교육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윤선생 1위

 중저가 브랜드 ‘윤선생 웰스터디’ 출시

 영유아 애니메이션 영어 브랜드 ‘윤선생 정글비트’ 출시

2018 수행평가 전문학원 브랜드 ‘IGSE아카데미’ 출시(2개월 만에 100호점 돌파)

 SK텔레콤과 AI ‘누구’ 기반 ‘윤선생 스피커북’ 서비스 런칭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KSQI) 인증(14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콜센터 대상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교육산업부문 14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인증

 고객감동경영대상 대상 수상 (3회 연속) 한국경제신문 주관 

 서비스/영어교육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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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일보사 / 경향신문사 선정 

소비자 히트상품

2016
제53회 조선일보 광고대상 

최우수 마케팅상

2012
중앙일보 교육브랜드 대상 

초등 영어교육 부문

2014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방송/교육부문 대상

2017
스마트 앱 어워드 2017
스마트베플리앱 통합대상 수상

2015
매일경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4년 연속 인증(2011~2015)

2006
웹어워드 코리아 

온라인 교육부문 우수상

2007
제5회 

한국교육산업대상

‘BEFLY’ 사이버 교육 부문 대상

2009
고객만족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 

•5년 연속 종합대상 (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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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

영어두뇌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설계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

회원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진단, 처방하고 훈련을 통해 

영어두뇌를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 기반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빅데이터 활용 진단

39년 동안 500만 회원의 영어학습 수준 진단

▢ 1:1 개인 맞춤형 처방

진단 결과에 따라 6,480가지 학습 경로 중 맞춤 경로로 설계 

▢ 인공지능 설계에 따른 반복 훈련

1년간 단어 56만 번 이상 반복, 문장 9만 1천 번 이상 반복 훈련

▢ 영어두뇌 형성

1년에 1,900개 이상의 단어와 50,000개 이상의 문장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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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처방-훈련-영어두뇌 형성

윤선생 자기주도학습길잡이(Yoon’s Self-directed Learning Navigation System, Y-SNS)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처럼 회원의 현재 수준에 따라 목표, 기간, 학습량을 설정하고 최적의 학습 경로를 안내합니다.

윤선생 자기주도학습지수(Yoon’s Self-directed Learning Index, Y-SLI)란?

‘성실도’와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로 회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하고 있는지, 실제 평가점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줍니다. 회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방법과 학습량을 제시합니다.

영어우등생형

ㆍ성취감과 승부욕, 잠재력이 모두 높은 유형

ㆍ유창성 훈련, 영어 도서록 쓰기 등 심화 학습 활동 제안

실력형

ㆍ성취도는 높지만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유형

ㆍ약속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구체적인 칭찬으로 학습의욕 고취

지구력형

ㆍ성실하지만 점수가 낮아서 자신감이 저하된 유형

ㆍ집중력과 자신감 강화가 중요하며, 메타인지 단어훈련

    (모르는 단어를 찾아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어휘력을 증대

기본다지기형

ㆍ꾸준히 훈련하며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 유형

ㆍ약속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쉬운 교재를 

    활용하며 흥미를 붙임

빅데이터 활용 진단 1:1 개인 맞춤형 처방

회원의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했다면 이에 맞는 학습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평가 결과 

파닉스와 읽기 영역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면 *윤선생 자기주도학습 길잡이(Y-SNS)가 여기에 맞는 개인별 

학습계획을 수립해줍니다. 미국 현지에서 제작한 600여 권의 윤선생 교재와 6,480가지 맞춤학습 경로는 

아이들에게 1:1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윤선생의 ‘영어 처방전’은 3개월간의 학습 이력을 *윤선생 자기주도학습지수(Y-SLI)로 분석하여 제공

합니다. 즉, 회원을 영어우등생형, 실력형, 지구력형, 기본다지기형의 네 가지 유형 및 9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윤선생의 진단평가는 영어평가 전문가들이 개발한 15만개 문항에서 추출하여 만든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도구입니다. 39년간 5백만 명의 영어학습 수준을 진단하여 발전해왔습니다. 파닉스를 비롯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영어두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평가합니다. 초등학생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

으로, 중학생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각 영역별로 평가결과가 제공

되어 잘하는 영역과 부족한 영역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정답(또는 오답) 여부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 제시되기 때문에 회원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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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T(Audio-lingual Repetition Training & Test)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의 소리 중심 학습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스마트베플리의 핵심 활동 

입니다. 영어를 따라 말해야 하는 구간, 직접 써야 하는 구간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여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윤선생만의 스마트 반복 훈련입니다.

인공지능 설계에 따른 반복 훈련

빅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1:1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한 처방에 따라 매일 꾸준히 1시간 이상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초등 5학년 기준으로 1년에 1,900여 개 문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복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한해 반복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은 훈련이 더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알 때까지 최대 20~30회 반복 학습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학습 시 단어는 560,070번, 문장은 91,938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울

만한 특징입니다.

스마트 영어두뇌 형성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은 진단과 처방, 훈련을 통해 영어두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회원

들은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영어두뇌를 갖게 됩니다. 반복 훈련 횟수를 20~30회로 볼 때, 1개월이면 

353개 단어와 5,089개 문장을, 2개월이면 673개 단어와 9,339개 문장을 축적시킨 영어두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반복 훈련을 1년간 지속하면 총 1,922개 단어와 50,566개 문장이 축적된 1년짜리 영어두뇌가 완성

됩니다.(초등 5학년 기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선생의 모든 프로그램은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학습한 단어와 문장을 지속해서 반복 

훈련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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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 
SMART BEFL
Curriculum

윤선생 뇌과학 스마트학습법,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게 될까요?

스마트 학습 시대를 앞서가는 윤선생의 스마트 영어교육을 경험해

보세요. 윤선생 회원들은 스마트 베플 커리큘럼의 학습 설계에 따라 

스마트 베플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며, LMS 기반의 학습 관리를 

받습니다.



1:1 맞춤형 완전학습 설계 
윤선생 스마트 베플 학제

Yoon’s SMART BEFL Curriculum은 미취학 영어부터 수능영어 완성까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학습 목표, 

과정, 내용의 조직적 구성을 포함하는 1:1 맞춤형 완전학습 설계입니다.

윤선생 수준별 파닉스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딱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영어학습 

초기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단단한 기초를 다져주므로 영어에 

입문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필수

입니다.

수준별 
Phonics

영어의 원리를 깨우치는 영어탐험

음소인식 및 문자해독 능력을 바탕

으로 풍부한 언어자료의 입력과 발화 

훈련을 통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줍니다.

Basic 
stage 

언어 4영역의 통합 영어발달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고른 

발달을 통해 원어민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Essential 
stage 

고차원적 사고력을 갖춘 영어우등생

본격적인 유창성 발달이 시작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에세이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Fluent 
stage 

Leader 
stage 

고급 영어와 시험대비 영어 완성

고급 영어 구사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완성되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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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스마트 베플 학제의 설계에 따라

영어우등생을 양성하는

윤선생 스마트 베플 프로그램

Yoon’s SMART BEFL Program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되는 인지적·학문적 언어 능력을 균형 있게 키워주는 1:1 맞춤형 완전학습 프로그램

입니다.

파닉스 프로그램

Phonics Program

알파벳 26개 글자와 44개 음소

(소리) 사이의 관계를 익혀 보는 

대로 읽고, 듣는 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단단한 기초를 다집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

Communication-based Program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듣고 말하는 

기회를 최대한 갖게 하여 언어 

습득의 기초를 쌓고 학교 영어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

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읽기 프로그램

Reading Program

풍부한 독서 기회를 통해 올바른 

읽기 습관과 전략을 형성하며, 

다양한 지식을 영어로 습득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독자로 육성합니다.

쓰기 프로그램

Writing Program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

시키며, 문형 및 표현 연습을 통해 

실용적 글쓰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학과목 프로그램

Content-based Program

사회, 체육, 과학 등의 다양한 교과 

내용을 영어로 학습함으로써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의 발달을 촉진

합니다.

시험대비 프로그램

Test Preparation Program

정확한 언어사용 능력을 키우고 

분야별 성취도를 점검함으로써 

내신과 수능영어 등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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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공을 위한 도구

윤선생 스마트 베플 시스템

성공적인 학제 학습을 위해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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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앱

개인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1:1 맞춤형 완전 학습을 제공합니다.

교사 앱

회원의 학습 상황과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며 수준별 맞춤 관리가 가능합니다.

학부모 앱

자녀의 학습 과정과 평가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며 녹음한 내용을 직접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윤선생

스마트 베플 
시스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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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습 성향에 맞춘

윤선생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윤선생 

브랜드

•• 1:1 개인맞춤 프리미엄 홈스터디

•• 선생님 선택이 가능한 화상관리 수업

•• 1:1 개인맞춤 실속형 홈스터디

•• 초·중등을 위한 수행평가 전문학원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만날 수 있는 유아영어

••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유아영어

•• 1:1 개인맞춤과 그룹수업이 모두 가능한 학원

•• 홈스터디와 학원의 장점을 갖춘 교습소·공부방

•• 놀이로 배우는 3~7세 프리미엄 유아영어



윤선생영어교실

회원이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선생님이 회원의 집으로 

주 단위로 찾아가 방문관리를 해드리는 1:1 개인맞춤 프리미엄 

홈스터디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미취학~중학생입니다. 회원의 학습 성향이 혼자서 

공부해도 집중을 잘하는 학습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 자기 일과에 맞춰 

편한 시간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에게, 선생님과 회원이 주기적으로 

함께 하는 1:1 학습이 잘 맞는 아이에게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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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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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선생님이 ‘온라인 수시관리

및 방문관리’를 해드리는 1:1 개인맞춤 실속형 홈스터디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미취학~중 2학년입니다. 학습 진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체계적인 온라인 수시관리를 받고 싶은 아이에게도 추천 드립니다.

윤선생 웰스터디는 영어 외에도 수학 고민까지 해소해 드리고 있으며, 월 정액 

요금을 추가하면 1,750권 분량의 영어도서를 e-book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선생 베이직

회원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직접 선택한 선생님으로부터 

1:1 화상관리 수업을 받습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예비 초~중 2학년입니다. 또래와의 경쟁보다는 혼자 하는 

학습이 잘 맞는 아이,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영어를 시작해보고 싶은 아이에게 

추천합니다. 영어전문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고 싶거나 선생님 

방문이 부담스러워서 화상수업을 선호하는 학부모님께도 추천 드립니다. 

윤선생 베이직은 선생님의 경력사항이나 수업방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 뒤 원하는 선생님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은 파닉스 코칭 

전문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영문학과 박사과정 및 외국 대학을 졸업한 프리미엄 

선생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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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IGSE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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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IGSE아카데미로 등원하여 1:1 개인맞춤 학습 및 수행평가 

클래스 수업이 가능한 수행평가 전문학원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수행평가 준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1교시 스마트

러닝 학습과 2교시 수행평가 클래스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교시는 초등의 

경우 수행 중심 학습으로, 중·고등은 어휘와 문장, 내신대비, 영역별 수행평가 

훈련으로 이뤄지며, 훈련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학생부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합니다.

윤선생 IGSE아카데미에서는 영어 외에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과목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선생영어숲

회원이 영어숲에 등원하여 1:1 개인맞춤 학습과 그룹수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학원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미취학~고3학년입니다. 학습 성향이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동기가 높아지는 아이에게, 엄마가 직장맘이라 집에서 혼자 선생님을 

응대하기 어려운 아이에게, 학원에서도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키워지기를 바라는 

아이에게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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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

회원의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습소 및 공부방형 1:1 맞춤학습

입니다.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은 여타 공부방보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미취학~고3학년입니다. 자기에게 꼭 맞춘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필요한 아이에게, 또래들과 어울려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 아이에게, 

집 앞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선생님의 밀착관리를 받고 싶은 아이에게 

추천 드립니다.

YOONS ENGLISH SCHOOL / p21 윤선생 브랜드



윤선생 스마트랜드

우리 아이의 놀이지능을 깨우는 스마트한 영어교육 윤선생 스마트랜드. 

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춘 3년 커리큘럼과 디지털 세대에 최적화된 

All-in-One 윤스패드로 ‘시작부터 영어가 되는’ 프리미엄 유아 영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3세 이상의 유아입니다. 놀이 중심의 탐색놀이 라인과 파닉스 

기반의 리터러시 라인을 결합시켜 균형 잡힌 유아 영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과정은 놀이처럼 재미있고, 학습 결과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은 엄마들

에게 추천 드립니다. 엄마가 유아를 직접 지도하거나, 전문 교사의 방문 지도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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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영어랑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제공되는 유아

기관용 영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4세~7세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유아입니다. 아이가 파닉스 

기반의 ‘파닉스토리’를 통해 파닉스의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기를 바라는 

엄마에게, 생활영어 기반의 ‘톡톡스토리’를 통해 영어를 신나는 노래와 놀이로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원하는 엄마에게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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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정글비트

윤선생 정글비트는 전 세계 165개 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무성 애니

메이션 ‘정글비트’의 판권을 윤선생이 독점 계약하여 개발한 유아영어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추천 대상

기본 학습 대상은 3-8세 유아입니다. 유아가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와 탐험가

들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영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윤선생 정글비트는 블루(정글의 새벽), 그린(정글의 낮), 레드(정글의 석양)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영어 애니메이션을 시청

한 뒤 140여 개 콘텐츠로 구성된 앱을 통해 애니메이션 송, 앱북, 학습게임 및 

AR(증강현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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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영어Contest에서

수많은 영어우등생이
탄생합니다

영어

경시대회

회원들의 학습 결과를 입증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윤선생은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경시대회 개최 및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경시대회 한국 선발전과 본선 참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윤선생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영어우등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SMART Yoon’s BEFL Contest

SMART Yoon’s BEFL Contest는 윤선생 회원들이 

각자의 영어 수준에 맞춰 B-E-F-L 스테이지 별로 응시

하여 영어실력을 측정하고 격려하는 경시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수능 다음으로 가장 큰 전국 규모의 영어학력

평가이며, 변화하는 수능과 학교 내신시험에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National Spelling Bee

National Spelling Bee는 미국 워싱턴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철자 말하기 대회 SNSB(Scripps 

National Spelling Bee)의 한국대표 선발 전입니다. 

윤선생은 SNSB 한국 대표 참가자에게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며, SNSB 최종 결선은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어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Yoon’s Spelling Bee

Yoon’s Spelling Bee는 윤선생 회원들이 여름특

별학기 집중학습을 통해 쌓은 어휘 실력을 평가하는 영어 

철자 대회입니다. 본 대회의 성적우수자에게는 한국 

대표 선발전인 National Spelling Bee에 출전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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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은

영어교육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윤선생

관계사

해외 선진 영어교육 트렌드를 접목시켜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시대를 앞서 가는 스마트 학습기기 

및 교재의 생산 유통 공급, 국내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 전문 교사 

양성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윤선생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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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올바른 영어교육을 이끄는 

국제영어교육연구소

국제영어교육연구소(English Education 

Institute International)는 윤선생의 프로

그램과 시스템의 개발 및 정비를 지원

하는 윤선생의 Think Tank입니다. 영어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 전 세계 멀티

미디어 및 교육매체 동향 등을 연구하여 

한국 영어교육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세계적인 영어교육 전문기관 

㈜EECI

미국 LA에 위치한 EECI(English 

Education Curriculum International)는 

세계적인 언어교육 석학이 모인 연구

센터로서 윤선생과 협력하여 우수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EFL 환경의 세계 여러 나라 언어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미국 TESL 전문 강사들의 교육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Halls of IVY

미국 뉴욕의 Halls of IVY는 윤선생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영어교육 컨설팅과 리서치,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

니다. Merriam-Webster 같은 출판사

들과 윤선생의 협력관계 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윤선생의 초등 저학년 

Communication 교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영어교육 전문대학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윤선생이 

2002년 설립한 영어교육 전문대학원입

니다. 현재 한영통번역학과와 영어교육

융합학과(TESOL·영어교재개발·디지털

교육개발) 등 전문적인 석사과정을 통해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어교육의 산실

㈜현대영어사

윤선생의 모 기업인 ㈜현대영어사는 영어

교육 사업 외길에만 집중 투자하여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

에 가장 적합한 균형 잡힌 영어교육 프로

그램을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유능한 전문

인력 확충으로 한 발 앞선 영어교육의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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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유통

올바른 영어교육 보급에 앞장서는 

㈜이이씨엘리트

㈜이이씨엘리트는 윤선생이 개발한 모든 

교재의 판매, 관리 및 사업전략을 기획, 

실행하여 올바른 영어교육 보급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전국 윤선생영어교실, 

영어숲, 우리집앞영어교실의 1,700여 개 

센터 3천여 명의 상담·관리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문 연수원 

혁제원

충북 옥천의 혁제원은 상담·관리 선생

님들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연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900

여 평 규모의 60여 실 숙소, 대교육장, 

세미나실, 컴퓨터실, 휴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상담·관리 선생님들의 기본교육, 

경력 선생님들의 재교육, 전 직원 워크숍 

등 전문 연수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유아영어 개발·유통 

㈜이노브릿지

㈜이노브릿지는 윤선생의 유아사업 개발

·유통 자회사로,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 등 종합 라이선스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애니메이션 ‘정글비트’의 

국내 배급권 및 라이선싱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실속형 홈스터디 개발·유통 

㈜웰스터디

㈜웰스터디는 절약형 홈스터디 브랜드 

‘윤선생 웰스터디’와 화상관리 수업 

‘윤선생 베이직’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윤선생의 자회사입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구성의 패키지 상품과 서비

스를 지속해서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베플리 학습기기 유통공급 

㈜새한음반

충북 옥천에 위치한 새한음반은 윤선생 

회원을 위한 스마트베플리 학습기의 

적시 유통공급 및 신속한 A/S를 통해 

최적의 스마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전국 윤선생 영업거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WMS 물류정보 

시스템과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하는 

윤선생 전용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