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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의 60년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한 관리 시스템과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사업자님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성공적인 사업을 서포트합니다.

완벽한 관리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보람과 사업성공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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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클 래 스
비전과 전략

BRAND
경쟁력 있는 성공 파트너

60년 전통 YBM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교수능력 및 운영능력 향상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 가능

YBM교육은 더 먼 곳을 꿈꾸게 합니다.

03 비전과 전략

SUPPORT
국내 유일 직영 관리 지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적인 영업지원

매스컴 및 온라인을 통한 꾸준한 광고 홍보 효과

TRAINING
전문성을 높여주는 맞춤 프로그램

PROGRAM
체계적이고 탄탄한 학습 프로그램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빠르고 확실한 학습효과 보장

유아에서 중학과정의 폭넓은 프로그램

외국인 강사와의 실감나는 듣기, 말하기 훈련

완전학습을 돕는 일일 온라인 컨텐츠

JET 시험을 통한 체계적인 실력 평가

입문교육을 통한 노하우 교육

확실한 교육 노하우 전수, 책임있는 교육관리 및 최신 교육자료 지원

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업용 자료제공



04가맹 절차

개설상담
영어교육 사업의 이해

지역권 확인 및 지역분석

사업장 형태 결정(공부방, 교습소)

개설준비
개설신청서 작성 및 정보 공개서 확인(계약 14일 전)

계약서 작성 및 가맹비 입금

교습소 인허가, 교습자 신고 등

환경 조성, 집기 구입, 인테리어 등

영업전략 회의 및 홍보 준비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입문교육
입문교육 당일(필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이해

상담, 운영 교육(회원관리, 전산관리 등)

실전수업 교육(수업운영 및 관리방법 등)

오픈준비
홍보활동

학부모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숙지 및 회원관리, 전산관리 준비

오픈수업 및 상담 진행

운영 및 관리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센터 보수교육 및 전문가 과정 교육 이수

회원 대상 자체 이벤트 진행

본사 영업지원
가맹지점 현판 무상지급

YBM교육 프랜차이즈 로고 사용

홍보 및 광고지원(해당 소속센터 및 각종 매체 광고)

우수 가맹점 지원(정기 시상 및 연수)

램클래스 가맹 절차
YBM교육은 사업자와 상생하는 파트너쉽을 기본 신뢰로 합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소수정예 개인 맞춤

영어회화 전문 브랜드 YBM램클래스

Special 1

다독프로젝트

“미국 교과서 온라인 영어도서관 및 학습시스템 제공”

Special 2 Special 3 Special 4

영어회화

종합 영어능력

강화훈련

YBM교육의

체계적인

영어전문 교재

[YBM램클래스 인증 명판][YBM램클래스 전용 로고]

영어동화

리딩학습으로

실제 회화능력 향상

외국인 강사와

1:1 실감나는

전화 화상 영어

차별화 전략

05 소개 및 특징

램클래스 소개 및 특징
영어 전문기업 YBM이 만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본사 직영의 지속적인 지원 및 조직적인 

영업관리로 성공적인 교육사업 시작!

개 인 맞 춤  영 어 전 문  프 로 그 램

lemclass.com



06부가서비스

램클래스 부가서비스
미국 내 최대 교육출판업체인 Houghton Mifflin Harcourt와 대한민국 대표 영어교육 브랜드

YBM이 만나, ‘미국 교과서 온라인 도서관 및 학습 시스템 YBM Reading Farm’이 탄생하였습니다!

미국 3대 교육서적 출판사이면서 미 교과서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호튼 미플린 하코트(Houghton Mifflin Harcourt) 사의

미국 초등학교 대상의 도서 1,000권과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대표인 YBM의 노하우를 결합한 “미국 교과서 온라인  영어도서관”

공교육평가 및 공인시험 대비 영어인증 시험

실용 영어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공교육평가 및 공인시험 대비 영어인증 시험

온라인 전자 도서관

YBM Reading Farm 탄생

꿈을 심고 미래를 수확하다

이야기를 키우는 곳 YBM Reading Farm

프로그램 구성

Step 1

레벨테스트

Step 2

단어학습

Step 3

독서학습

Step 5

독서이력 관리

Step 4

단어/읽기/듣기

풀이학습

공인인증평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영어실력을 측정, 학업 성취도 평가

장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영어 평가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영어학습의 동기 제공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별 평가 시험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신뢰성 있고 유효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07 학습 프로그램



08학습 프로그램

YBM램클래스의 커리큘럼은 학생의 수준을 진단한 후 가장 적합한 교재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영어 학습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 : YBM KIDS단계

영어 학습 기간이 1년 이상 : YBM JUNIOR단계



09 사업자 특전

사업자 특전
빠르게 변화하는 영어교육에 맞는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성공을 위한 YBM교육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학습심리코칭 전문가 과정 90% 할인 지원

약 80만원 상당

기본과정, 심화과정, 파이널테스트, 수료증 발급

까지 제공합니다.
*

교육 마케팅 어플 켈리(Kelli)앱을 통해
1년간 무료 홍보 지원

약 100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YBM교육에서 

지원해 드립니다.(2022년 가맹사업자 특전)
*

학점 및 자격증 과정 특별 할인가로 지원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한국어 교원 2급, 영어영문학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JET할인 : 학습기간 6개월 이상 50%,

                             12개월 이상 무료 응시

JET는 YBM이 20여 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초중등 대상 영어능력평가 시험입니다.
*

평생교육

1

2

3

4

5

6

가맹 개설 후 본사 및 관리센터 홍보 지원

*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해 드립니다.

150만원 상당의 초도물품 지급

* 학습교재, Teacher’s Guide, 학습자료, 무비펜 등 을 제공합니다.

가맹사업자 소개 장려금 지급

*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지급합니다.

가맹사업자 대상 정기 시상 및 연수

* 우수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시상 및 명절 선물을 지급합니다.

개설&보수 교육 및 행사 지원

* 개설을 위한 입문 교육과 성공적인 가맹점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YBM램클래스 Manager Cource 수료증 발급(입문교육 완료 후)

* 영어교육전문가로 인정받은 YBM램클래스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0교재 안내

교재 안내
영어 전문기업 YBM이 만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본사 직영의 지속적인 지원 및 조직적인 

영업관리로 성공적인 교육사업 시작!

주교재

알파벳 철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규칙을 학습하고, 음가 학습을 통해 

보는 대로 읽고, 들은 대로 쓰고,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읽기 준비과정 프로그램

Ready Steady Phonics

영어가 자라나는 나무! 처음만나는 영어, 교육부 누리과정 5개 역영

1:1 맞춤학습과 동화구연이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으로

선생님이 들려 주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아이가 직접 스토리텔러가 되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수업과 동시에 풍부한 교구재 구비로 교사의 별도 

준비 없이 수업이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 (모든 교구재에 YBM Pen 적용 가능)

Pine Tree

하버드대 알퍼트 박사 검수한 재미있는 창작동화로 쉽고 즐거운 영어학습

가능. 어려운 어휘/ 문장구조/ 문법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으며,

회원의 레벨에 딱 맞춰 학습이 가능한 전략적 학습 프로그램

Spider Series

YBM에서 IT기술 활용하여 개발

초/중등 영어 몰입 괴외식 학습과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 

어휘 회화 집중 학습이 가능하며, 개별학습에 최적화 되어 있는 e-Learning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YBM이 개발한 노트형식의 Y-Planner제공으로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

Perfect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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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안내
영어 전문기업 YBM이 만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본사 직영의 지속적인 지원 및 조직적인 

영업관리로 성공적인 교육사업 시작!

부교재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맞춘 통합 학습 프로그램으로 알파벳을 익히고 간단한 낱말과 표현을 배우는 수준부터 필수 영어 표현, 

초등 권장 단어를 습득하고 중학교 영어를 대비한 문법과 읽기 등 세분화된 영역까지도 체계적으로 발달 가능. 

더불어 영어능력 시험인 JET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BT TOEFL 등 시험대비 적합 (총 30개월 과정)

Roller Coaster

영어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초등 코스북 시리즈

생동감 있는 사진, 의미 있는 이야기와 읽기, 몰입을 유도하는 비디오 & 오디오 제공

영어를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contents로 real world 경험 가능

Our World

알파벳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히고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된 5단계 파닉스 기본서 시리즈

(총 5개월 과정). 알파벳 음가와 모음, 자음 조합에 의한 파닉스 규칙을 삽화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 다양한 활동과 

확인 문제 등을 통한 파닉스 반복 훈련 철자와 단어를 문장 속에서 확인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짧은 글과 스토리 제공

Phonics Wonder

6단계로 구성된 중등 독해서로 지문, 어휘, 문제 및 학습 활동들을 각 단계의 난이도에 맞도록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교과목 연계, 배경지식 습득에 유용한 다양한 주제 및 소재의 독해 지문, 단계별 난이도에 적합한 

짜임새 있는 내용, 내신대비 및 Critical Thinking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유형 제시, 지문에 대한 Core Point 정리, 어휘 추가 

학습 및 지문 요약 등 유용한 액티비티 제시. 각 지문 당 QR코드 및 MP3 파일 제공, 학습 편의성 도모 (www.ybmbooks.com)

Reading Prime

성공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균형잡인 학습 활동으로 구성

실생활과 밀접한 Real world contents 강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제별 풍부한 학습 활동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오디오 &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다량의 자료 수록

Time Zones

초·중급자들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필수 독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실생활 및 교과목과 관련된 흥미로운 글감 수록

학습자들의 실력을 고려하여 각 레벨 별 어휘, 문장,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 활동의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구성

온라인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여 어휘 및 문장 학습, 독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

Reading Fair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원작에 충실하게 읽으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프로젝트!

쉬운 영어, 친절한 해설,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가는 펀 리딩(Fun Reading) 교재

학습교재, E-Book, MP3 파일을 통해 보고, 읽고 들으면서 리딩과 리스닝 실력을 함께 키우는 영어 학습 

Reading library

어린이 기초영문법 교재로 아이들이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문법으로 구성 (총 3개월 과정). 초등 영어 ~ 중등 2학년까지 학습이 가능한 문법 내용

문법의 도식화와 자연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인 학습 제공

Grammar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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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Bridge는 초 · 중급자용 실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므로 일상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가 출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어휘를 비롯한 문법, 독해,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본서

2019년 전면 개정된 TOEIC Bridge 완벽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분, 학습 부가 서비스 제공) 

* 4개국 성우의 음원 무료 다운로드

TOEIC Bridge 기본서 (LC+RC)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 영문법 시리즈 (총 2개월 과정)

초등학교 영어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영어 문법 종합편, 정확한 문법 설명과 쉽고 간결한 

예문으로 꼭 익혀야 하는 필수 문법 및 초등학교 핵심 단어 540개 수록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어 지문속에서 독해 실력 향상

Junior Time for Grammar

중1 ~3학년 대상으로 실제 시험 유형의 문제로 내신 완벽 대비, 모든 설명과 예문이 영어로 구성, 문법과 함께 기본 

회화표현까지 학습(총 6개월 과정)

* GRAMMAR POINT: Unit에서 배워야 할 문법을 대표 예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EXERCISE: 해당 Unit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 보며 확인 및 학습

Time for Grammar (Basic, Intermediate, Advanced, Expert)

초등 영어시험 JET 완벽 대비 학습서 (급수별 약 1개월 과정)

JET 최신경향을 반영한 문제 수록 및 JET 급수별 & 파트별 분석을 통한 맞춤 문제 구성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을 통한 

시험 완벽 대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학습 방향 제시 (실전 모의고사 제공)

JET PLANET

영어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영어 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 풍부한 삽화 및 사진을 통해 자신이 쓸 내용을 이미지화

일기, 편지, 에세이, 독후감, 안내문 등 다양한 글 형식으로 써 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쉬운 활동 코너들 제시

Writing Star Kids

초등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쓰기 학습 교재 (총 4개월 과정)

단어, 문장 등의 난이도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구성 및 일기, 이메일, 에세이, 독후감, 안내문, 요리법 등 다양한 글쓰기 형식 제시 

풍부한 그림 및 사진 제시와 다양한 word 및 sentence 학습 활동 및 쉬운 graphic organizer를 완성하고 스스로 쓰기를 

유도하여 완성도 높은 글 작성 

Writing Star

Toeic Bridge 의 문제유형을 이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학습이  가능한 교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상황이나 주제로 접근하여 흥미와 동기 유발에 보다 유리

단순한 Toeic Bridge 교재가 아닌 종합적인 영어 학습서 역할을 하며, 이중언어로 수업 진행 가능

Prep-Toeic

토익브릿지(TOEIC Bridge) 전면개정 완벽대비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시험이 한 권에 수록 (출제기관 ETS 제공 실전문제 포함)

Speaking & Writing Test에 대한 출제기관 제공 예시 답안 및 평가 수록

TOEIC Bridge 공식실전서



STC프로젝트
YBM교육은 제대로된 영어 컨텐츠로 진짜 영어를 제공합니다.

STC프로젝트란?

YBM램클래스의 STC프로젝트는 System, Tutor, Curriculum의 줄임말로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우수한 실력을 가진 교사, 단계별로 다양하고 균형잡힌 학습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탄탄한 영어실력 향상을 이루어내는 차별화된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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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체계적인 학습진단 및 평가 시스템

소그룹 1:1 개인별 맞춤 밀착관리 수업
신뢰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노하우와 차별화된 교수법
정확한 진단 평가와 성취도 평가 제공으로 학사관리 지원
상세한 교사용 지도안과 교구 제공으로 수업의 높은 질 유지

Tutor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선생님

올바른 교육철학과 인성을 갖춘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가
세심한 지도와 학습관리로 실력을 향상 시켜주는 선생님
풍부한 교육정보와 효과적인 상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선생님

Curriculum
균형잡힌 영어학습 프로그램

영역별 전문 프로그램
(회화, 문법, 파닉스, 스토리, 시험대비 등)
자연스럽게 영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즐거운 놀이 교육 프로그램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 언어 프로그램
영어공인시험을 통한 목표 지향적 성장 프로그램



현장스케치
YBM교육은 사업자의 개인취향에 맞게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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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맞 춤  영 어 전 문  프 로 그 램

lemclass.com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YBM교육
Inui Building, 112-7, Changgyeonggung-ro, Jongno-gu, Seoul

가맹본부 : 1577-0555 lemclass.com

Make bright future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