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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수
커리큘럼 안내
Your Teaching Career Designer

하나.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위한

YBM원격교육연수원의 특전
선생님들의 직무 능력 개발은 물론 자기 계발까지! YBM원격교육연수원에서 맞춤 혜택을 선사합니다.

YBM원격교육연수원 회원만을 위한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수강 서비스

기회는 넓고 다양하게!
6개월 무료 청강

자신감을 더해주는!
전화영어 패키지

부담 NO! 걱정 NO!
재수강 50%할인

YBM원격교육연수원 회원만을 위한 혜택
 규회원 할인 쿠폰 제공
신
YBM원격교육연수원 회원만 되셔도 할인 쿠폰을 제공드립니다!

 무연수 수강 횟수에 따른 포인트 적립
직
수강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적립해 드립니다!

 강 후기 작성 시 포인트 지급
수
수강 강의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시면 1,000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B국민카드 제휴 ‘맞춤형 복지카드’ 결제 시 20% 연수비 할인
K
YBM원격교육연수원과 KB국민카드 제휴로 탄생한 선생님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로 혜택을 더하세요!

	모이면 모일수록 가볍게, 단체 연수 할인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최대 3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생일자 쿠폰 제공
생일을 맞이하신 선생님께 할인 쿠폰을 증정드립니다!

둘.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위한

YBM원격교육연수원의 커리큘럼
분야별 전문 강사, 검증된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차별화된 콘텐츠로 직무 개발에 전문성을 더합니다.

4학점
BEST

Basic Grammar in Use

51

223

384

hac******* 설명이 필요없는 명강의 입니다.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와 말하기, 쓰기, 독해, 청취 전 영역에 도움이 됩니다.

sdo*****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과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켜 재구
성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정확히 잡아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
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hyo***** 맞아. 언어란 그런 거지.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

hus*****

영문법 강의의 바이블입니다. 미래영어교사나 현직 영어교사
는 물론 영문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zai****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책이나 학원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법 안의 깊은 의미나 미묘한 차이
에 대해 학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speaking을 잘 하기 위해
동사의 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강의였습니다. 흩어진 문법적
지식을 모으고 싶으신 분, 좀더 세련된 언어구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
게 적극 추천해봅니다.

YBM원격교육연수원 선생님들이 추천한 최고의 강의!

영어교과지도
2학점

생생! 고수들의 교실영어 엿보기

수업 시연에서 살펴보는
생생한 교실영어 엿보기

잘나가는 ET(English teacher)를 위한
초등영어 필수지도법

어휘

문법
2학점

학년별, 단계별, 상황별 초등영어 교수법의
실제적 활용 꿀팁!

Grammar in Use
Intermediate

4학점

베스트셀러 ‘Grammar in Use’를 통해
문법에 대한 확신을 주는 중급 문법 강의!

3학점
HOT

MD VOCABULARY 33000

‘문덕’ 선생님이 공개하는
혁신적인 어휘 학습법!

회화
꼭 필요한 생활영어(종합)

4학점

청취
3학점

(표현/응용 편 각 2학점)

영어권의 문화와 생활방식,실생활의 상황별,
기능별 유용한 표현과 응용의 모든것!

3학점

영어 낭독 훈련 실천 다이어리

CNN 수퍼스타 20인을 인터뷰하다

영어와 문화를 함께 담은 여행영어로
영어 자신감 UP, 해외여행 만사 OK!

영어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듣고 따라 해야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린다!

어렵고 지루한 CNN 청취는 더이상 NONO~!
친숙한 월드스타들의 성공 스토리를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TOEIC

IELTS

TEPS
HOT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1200제

2학점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1200제

독해, 문법 편

청해, 어휘 편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공식기출
1,200문항 독점 수록!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공식기출
1,200문항 독점 수록!

2학점
HOT

화통멘토들이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
진로교육의 해법을 찾다!

교사힐링
선생님과 학생을 위한 행복교실
-감정코칭

올바른 관계 형성 해답 제시

2학점

2학점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SAFE,안전교육

기출공략 IELTS 7

ETS TOEIC® 토익 정기시험 기출 문제집
LC+RC 1200 독점 해설 강의!

‘Cambridge 기출문제’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확실한 IELTS 강의!

학교폭력예방

상담지도

2학점

어울림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 과정

2학점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연수

연수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
발급 까지

교수법

역사교육
2학점

2학점

수업의 달인 50가지 전략!

수업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4학점

ETS TOEICⓇ 기출 1200

학교안전

진로지도, 자유학기제
내 꿈과 만나는 진로 콘서트,
화통!

2학점

척척 여행영어와 망신영어 격파하기

HOT

류성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류성완의 가슴떨리게 하는 한국사

5인 멘토와 사례로 알아보는
상담이야기

2학점

5인의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중독,
학교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방법을 제시

특별활동
3학점

2학점

오感만족! 박물관 체험교육 지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체험 교육 제시

YBM원격교육연수원

검색

http://www.ybmteachers.com

고객센터 02-501-7812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이메일 manager@ybmnet.co.kr (manager@ybmsisa.com)
팩스 02-2008-523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와이비엠넷 (구. ㈜와이비엠시사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