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bmb2b.com

기업 외국어 통합 프로그램

YBM 인재교육센터는 최고의 어학 & IT 커뮤니케이션 교육 기업
YBM NET이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센터입니다.
YBM NET 사업 영역
IT 및 어학테스트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 온/오프 모의 TEST
• IT TEST 시행
(MOS/IC3/MTA/
Coding Specialist)
• 디지털 콘텐츠 공급
• 어학기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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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여개의 온라인
외국어 강좌 운영

• 기업/대학 외국어
출강교육
• 아파트 커뮤니티 및
영어 센터 운영
•원어민 강사 파견
관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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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만 온라인 회원
보유

전화/화상회화
• 전화외국어강좌
(영어회화/취업,
시험코스/일본어/
중국어)
• 화상영어강좌

교원연수/평생교육

직무교육

주니어 교육

• 영어전문교원연수원
• 학사학위 취득
(학점은행/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학위과정)

• 집체교육
(경영/리더십/산업/
직무)
• 이러닝
• 자기계발
(인문/교양/문학/
철학/재테크)

• ECC 학원 오프라인
직영 및 프랜차이즈
• 자기주도형 학습관
: YBM 잉글루/
매스루
• 영어도서관
: YBM 리딩팜

인재교육센터 최근 교육업체현황
20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중공업, 도쿄일렉트론, 현대상선, 현대다이모스,
LS, 미시건대학교, 한국관광공사, 현대오일뱅크, 에릭슨엘지, 신세계
포스코건설, 이케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선호텔, 부산도시가스 등

2015

유한양행, 한화생명, 상명대학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삼성화재,
신세계백화점, 현대카드캐피탈, 특허정보진흥원, KDB산업은행, 롯데월드,
삼양홀딩스, 아시아나항공, 동아제약, 한글과컴퓨터 등

2014

페르노리카코리아, 조아제약, 종로구청, 롯데캐피탈, 희성촉매, 앰코코리아,
서울지방경찰청, LS산전, GE헬스케어, SC제일은행, 현대위아, SK케미컬,
경기도교육청, 두산관리본부, 도레이케미칼, 태평양물산, 아워홈 등

2013

KT&G복지재단,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대한제당, 화이자제약, 서울반도체,
대한항공, 한솔제지, 한국가스안전공사, NS홈쇼핑, IS동서, 조선일보, 현대해상,
현대위스코, 현대자동차,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한국생산성본부 등

맞춤형 교육 설계/운영 및
YBM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 강사 파견

YBM인재교육센터 교육 분야

[기업출강]

[집중과정]

[온라인과정/전화외국어]

[임직원자녀캠프]

일반/비즈니스회화
시험대비반, 외국어능력평가
상주강사파견 등

대학교 단기집중과정
임직원집중과정
해외지역전문가
해외연수과정 등

영어/중국어/일본어
시험대비과정 등

통학형/합숙형
맞춤형 테마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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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자체
영어커뮤니티]
유치부/초등부/성인부
글로벌 경쟁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기업교육프로그램
기업출강
대

상

업무 상 외국어 활용 빈도가 높은 임직원, 승진 시험 대상자, 해외 영업 담당자 등

목

표

외국어 구사 능력 함양, 글로벌 마인드 배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반 회화, 비즈니스 회화, 임원 1:1 과정, 시험대비과정, 스크린/청취 외국어, 문법/작문 등

장

소

사내 회의실, 강의실, 임원 집무실 등

대

상

중간 관리자, 해외 업무 담당자, 해외 파견 대상 임직원, 단기간 외국어 스킬 습득이 필요한 임직원

목

표

뚜렷한 목표에 맞춘 심화 학습으로 어학 실력 뿐만 아니라 대상 문화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집중과정

프로그램

신입사원 어학과정, 비즈니스 집중과정, 해외파견자 대비 과정, Pre-MBA 과정 등

장

사내 교육장/연수원, YBM연수원 등

소

YBM연수원
강의시설 : 27개 최신식 강의실
숙박시설 : 417명 동시수용 가능한 호텔식 숙소
부대시설 : 컨벤션홀, 스터디룸, 당구장, 잔디운동장, 족구장, 바베큐장, 산책로 등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YBM연수원
* 2016년 개원

상주강사
대

상

외국계 기업이거나 외국 거래처와의 업무 비중이 많은 기업 임직원,
실제 업무 상황에서 빠르고 즉각적인 밀착 코칭이 필요한 임직원

목

표

유동적이고 밀착된 수업 시스템 및 업무시간 중 실시간 피드백으로 학습/업무 효율성 고취.
사내 면학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임원 1:1 집중 코칭, 임직원 소그룹 수업, 영문 이메일/보고서/PT첨삭, 텔레컨퍼런스 코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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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화프로그램
비즈니스/글로벌 특강
프로그램

이문화 특강, 글로벌 이슈, 비즈니스 영어(전화/미팅/이메일/PT 등)

교육시간

공개강좌 2시간 (협의 가능)

권장인원

10명 ~ 55명

업종별 맞춤 프로그램
진행분야

물류, 제약, 호텔, 건설, 금융, 의료 등

특 장 점

해당 분야 전공자인 원어민의 원고 집필, 인재교육센터 영어 프로그램 전문 코디네이터의 에디팅

운영사례

Michigan Ross University Pre-MBA 과정, 대웅제약 현지 파견 과정, 한국관광공사 호텔리어 양성과정 등

외국어 면접대행
진행분야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호텔, 항공사, 주재원 선발 등

특 장 점

고도로 훈련된 전문 외국어 면접관 파견

시험대비
진행분야

임직원/승진자 대비 과정, 시험대비 특강, 모의고사 진행 등

운영사례

현대/기아차 그룹 SPA 대비 과정, 삼성그룹 OPIc 대비과정, TOEIC Speaking 과정 등

통/번역
번역분야

국내외 업무 서류, 해외 프로젝트, 사내 홍보 자료, 제품 브로셔, 제안서, 발표 자료, 산업별 전문 서류 등

통역분야

프레젠테이션, 해외 바이어 미팅, 현장 외국어 통역, 의전 등

가능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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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아파트영어커뮤니티

임직원 자녀캠프

아파트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교육 특화 프로그램

부모님 회사에 대한 자긍심 및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Up!

대상 : 유치부, 중등부, 성인부
프로그램 : 체험 위주의 영어 프로그램
(영어교실, 영어도서관, 리딩프로그램 등)

대상 : 초등 3학년~중등 2학년 (레벨에 맞춰 구성)
프로그램 : Self Introduction, Fun Activities,
New Logo, Show&Tell/PT 등
운영방식 : 통학형, 합숙형 (3박 4일~3주까지
회사의 니즈에 맞춰 구성)

대학생 집중과정

지자체 영어센터

해외취업/외국계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맞춤 원어민 회화과정

지역 영어자치센터 및 영어 특성화
사업의 Best Partner!

목표 : 영문 Resume 작성, 외국어 인터뷰 준비, 토론/의견제시/
프레젠테이션/논문기술 등에 유용한 표현 습득
프로그램 : 해외취업과정, 해외교환학생 대비과정,
원어민 회화과정, 학과별 맞춤 심화과정 등
운영방식 : 합숙형, 통학형, 주말 집중형 등

운영분야 : 초/중/고교 원어민 교원 배치 및 관리,
지자체 영어체험캠프,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방과후 학습 관리 등

PLUS
문화와 영어를 합친 교양 영어 과정 진행 예정
•Hole in One English : 해외 바이어와 함께 비즈니스를 겸한 골프 라운딩이 필요한 임원 대상
•Latin Dance English : 몸짓과 느낌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춤도 배우고 영어도 익힐 수 있는 수업
•Yoga English : 기본적인 단어 및 간단한 문장을 이용해 연령별 가능한 요가의 동작과
활동을 하며 즐거운 분위기로 학습 진행

온라인/전화
대

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1:1 외국어 회화 연습을 희망하는 임직원

프로그램

기초/일반 회화, 비즈니스 회화, 시험대비과정 (TOEIC/TOEIC Speaking/TSC/新HSK/JLPT/SJPT/JPT) 등

특 장 점

1+4 Tutor System, 기업고객 전용 어플리케이션 수강, 고도로 훈련받은 원어민 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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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과정

교육문의/
상담

교육준비

교육진행

교육종료

교육결과
보고

‐ 기업 니즈에 맞춘
교육 기획/설계

‐ 사전 레벨 테스트 진행
‐ 맞춤형 프로그램 세팅

‐ 출결/평가 관리 (LMS)
‐ 강사 근태/교수법 점검
‐ 클래스 모니터링
‐ 학습운영서비스 제공

‐ 학습자 향상도 평가
‐ 클래스 만족도 조사
(학습자/강사 피드백)

‐ 최종 결과보고
(출결/평가/만족도)
‐ 향후 수업 계획 수립/제언

사전/후 레벨테스트
ETS 공식 외국어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전문 Human Rater가 채점하는
외국어 평가 시스템

※ YBM 자체제작 모의 테스트 툴 (TOEIC Speaking/ESDT/TSC)
TOEIC Speaking
자체제작 모의 TEST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제작된
고품질의 문제로 구성

평가방식
•면대면 테스트
•전화레벨테스트
•모의 평가 (TOEIC/TOEIC Speaking/OPIc/
TSC/JPT/SJPT) 등

ESDT
PC/모바일 연동
언제 어디서든 시험 진행 및
성적표/답안리뷰 가능
(*TSC는 PC만 가능)

평가언어
미국

중국

일본

포르투갈

독일

태국

폴란드

스페인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TSC

객관적인 답안
ETS 전문 Human Rater를 통한
정확한 채점과 영역별
코멘트 제공

✽이 외 협의 후 진행 가능

✽ESDT (English Speaking Diagnostic Test : YBM 자체개발 TOEIC Speaking Half Test)

강사채용
선발기준

강의 경력 2년 이상의 내국인/교포/원어민 강사 (F비자 소지자)

선발과정

이력서 스크리닝 & 레퍼런스 체크 → 전화 면접 → 대면 면접 & 데모 레슨

강사관리

매 월 강사 교육 실시, 교육 투입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세션별 강사 평가 실시, 연 1회 우수강사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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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LMS 자동 학사관리 프로그램 (Learning Management System)
•PC/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클래스 출결 관리
•매월 말 교육결과보고 진행 (출결/평가)

<LMS 학사 관리 시스템 (모바일/PC)>

학습자 만족도 관리

출결관리

•강사/교재/과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출석미달자 케어콜/SMS 출석 독려 진행
[YBMNET]
OO학습자님,
11월은 더욱
적극적인 출석
부탁드립니다 

교재 라인업
영어

학습자 레벨과 니즈에 맞는 단계별 교재 적용 (YBM Net 자체 제작)

[일상+Biz] Step Up English Series

맞춤
컨텐츠
개발

[이문화/토론] Cross Culture Study
Think Aloud Series

학습자 레벨과 니즈에 맞는 단계별 교재 적용 (YBM Net 자체 제작)
물류/제약/호텔/건설/
금융/의료 등
산업/직종에 맞춘 교재
자체 개발 가능
한국마사회 Horse Riding/British Culture

중국어

[Biz심화] Raising the Bar / All About Biz Series

단계별/상황별 필수 표현학습

하오톡 중국어 시리즈

OK비즈니스중국어
생생중국어

인천아시안게임 외국인 응대 핸드북

일본어

롯데월드 직종별 회화 패턴북

다양한 주제별 회화 표현 습득

일본어뱅크 다이스키 시리즈 OK비즈니스일본어
아리가또일본어회화

기타
언어

프랑스/러시아/베트남/스페인 등

해당 언어별 전문 교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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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2A동 8층 www.ybmb2b.com
Tel. (서울) 02-2009-0070~1 (부산) 051-805-0511 Fax. 02-2267-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