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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소개 
기업개요 · 주요연혁 



기업개요 

CEO Message 

사람의 일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단 한번만 주어집니다. 

이 소중한 단 한번의 삶 !  

그 누구도 상대의 삶을 갉아 먹는 행위를 시킬 이유도, 

자신의 삶을 갉아 먹는 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일만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 대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CEO Message 

기업개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신의 시간을 갉아 먹게 만들며, 어떠한 가치로도 연결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단 한번만 주어집니다. 

게임사는 게임 중독자를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도박사이트는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인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업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업명 I ㈜ 야나두     대표이사 I 김정수, 김민철     기업위치 I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3층 (삼성동,Place 1) 



새로운  
영어교육의 시대 

주요연혁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판을 바꾼 야나두, 

카카오와 하나되어 함께합니다. 

대표이사 I 김정수, 김민철 



대한민국의 영어를 바꾼  
1등 야나두 

주요연혁 

No. 1 story 

오늘도 야나두는 대한민국 
영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영어회화 부문 2019 

소비자만족도 1위 
한국소비자원발표 2017.11 

검색어트렌드 1위 
2017.07~현재 

어학부문 판매 1위 
2018.01 기준 

판매 1위 
영어회화부문 2018.01 기준 

판매 1위 
교육카테고리 2016 기준 

누적회원수 130만명 
자사 2020.03 기준 

고객평 116,152개 
자사 2020.03 기준 



02 야나두 특장점 
10분강의 · 패턴학습법 · 스타강사 · 커리큘럼 · 동기부여 프로그램 



뇌가 선택한 
하루 10분! 

10분강의 

뇌의 최대 집중력이 나오는 시간은 약 10분. 

그래서 야나두의 강의는 10분입니다. 

그 10분은 시간만 짧은 10분이 아닙니다. 

 

10분으로 1시간과 같은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한 10분입니다.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10분 반복을 가능케 하는 10분 강력한 습관을 만드는 10분 



패턴 학습법 

하루 10분의 핵심은 
패턴학습 

하루 10분으로 압축한 1시간의 학습효과,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핵심 패턴을 반복, 응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분야별 
전문 강사진 

스타강사 

원예나 T 

서울시가 인정한 
No.1강사 

오드리 T 

조회수 15만건 
SNS 화제 강사 

박래미 T 

실시간 검색 1위 
인기 발음 강사 

문단열 T 

대한민국 국가대표 
영어강사 

설비 T 

실전영어 전문 강사 

권필 T 

개그맨출신 
왕기초전문 강사 



말하기 최적화 
커리큘럼 

커리큘럼 

왕초보부터 실전까지 전 영역 

말하기 최적화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화 

이론 

패턴 

단어 

발음 

작문 

왕초보 초급 초·중급 중급 실전 
영어식 어순 이해 입 풀고 말문 트기 뉘앙스와 의사전달 구체적인 의견 말하기 유창하게 대화 이끌기 

입문회화 어순감각 느낌전달 문장확장 리얼스피킹 

왕기초이론 

패턴쉐도잉 

리얼 영단어 

리얼 영발음 

리얼 영작문 



원어민 패치 
진짜 영어 

커리큘럼 

피터, 콩글리시 타파하기 
미국여자 vs. 영국남자, 리얼 컬쳐 톡 
에리카, 리얼 밀당 발음 

래릿, 리얼 리듬영어 

데이브, 진짜 날라리 영어 
아란, 리얼 아메리칸 영어 
지나, 리얼 몰입 영어 

오드리, 리얼 데일리 영어 

제이키아웃, 리얼 세계여행 
오드리, 리얼 스피드 리스닝 
설비, 리얼 퍼펙트 리스닝 

문화, 발음, 리듬 등 기본적인  
영어의 ‘다름’을 이해하고 즐겨보자! 

실제 해외 인기 영상으로 원어민의 
데일리 표현을 배우고 따라 말해보자! 

원어민과 실제 대화가 가능해지는 
실전 스피킹 & 리스닝을 해보자! 

워밍업 실전익히기 실전훈련 



지속적인 
신규강의 출시 

커리큘럼 

마법패턴 
90일 

패턴쉐도잉 
IDIOM이 
뭔대영 

실전영어 
방콕편 

[2019년 신규 출시] [2020년 신규 출시] 



동기부여 프로그램 

1대 1로 매일 받는 
야나두 개인 과외 

모르는 게 있을 땐 

횟수 상관 없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야나두 학습매니저가 

1대1로 궁금한 내용을 코칭 해드립니다. 

실제 코치 보이스 댓글 첨삭 음성 실제 코치 보이스 댓글 음성 

수강생 누적 만족도 실력향상 

11,000 93 96 명 % % 



동기부여 프로그램 

1대 1로 케어 받는 
야나두 학습 Q&A 

모르는 게 있을 땐 

횟수 상관 없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야나두 학습매니저가 

1대1로 궁금한 내용을 코칭 해드립니다. 학습 질문하기 학습 매니저 코칭 



동기부여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리워드 제공 

야나두에서 만든 동기부여 App “유캔두”로 

수강독려 이벤트 진행하여 

수강생의 학습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기업전용 두잇 개설 기업별 특별 혜택 제공 임직원 수강 인증 



동기부여 프로그램 

꾸준히 할 수 있게 
개인맞춤형 알림 서비스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원하는 날짜 / 시간을 설정하면 

상세하게 개인맞춤형으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 11:40 PM 

강좌선택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인별  
학습데이터 제공 

야나두가 수강생의 

학습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학습데이터로 

학습패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03 B2B서비스 소개 
프로그램 소개 · 프로세스 소개 



프로그램 소개 1 

하루 10분으로 완성하는 
영어 말하기 최적화 강의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각도로 한번에 체득 

 

기초부터 고급까지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맥 

듣기 

구조 발음 

뉘앙스 

억양 

단어 

어순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 소개 2 

영어 될때까지 
1:1 밀착케어 

오직 야나두에서만 실력 상승률 86%의 

국내 특허된 NO.1 영어 케어 시스템을 

만나보세요. 

나만의 
학습 커리큘럼 
제안 

전담코치의 
데일리 
학습케어 

주차별 
전화영어 
테스트 

월별 평가 
및 솔루션 
제공 

영어 무작정 시작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레벨로 시작하세요. 

매일 학습 체크는 물론 

영어 고민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진짜 실력이 늘고 있는지 

매주 전화영어로 중간점검 하세요  

영어 실력 핵심 5요소에 따라 

변화된 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1 2 3 4 step step step step 



제공 서비스 

가격은 DOWN 
혜택은 UP 
단체수강 혜택 

전용상품 성과보고 케어서비스 
지원 

학습 지원 

임직원 수준, 예산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드립니다 

진도율 체크를 통해 
임직원들의 교육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DF, MP3, 교재 등 
학습 자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프로세스 소개 

맞춤 강의 상담부터 
후속 관리까지 
간편한 운영 

기업별 강의 

맞춤 상담 및 조율 

수강생 모집  

아이디 생성 

수강 강의 세팅  

수강안내 문자발송 

수강자료 제공 

희망하는 결제서비스 진행 

(개별결제/일괄결제 등) 

① 출석/진도율 리포트 

제공  

② 1:1보이스케어 진행 

③ 학습Q&A 

④ 동기부여 이벤트 진행 

상담 모집 수강 정산 후속관리 

1 2 3 4 5 



04 리얼 후기 
기업 임직원 후기 · 학생 후기 · 고객사  



임직원 리얼 후기 

사내 영어교육이 
달라졌어요 

서비스 만족도 실력 향상 지인 추천의향 

95 

사내 교육으로 
적극 추천해요 

이제 직접 외국인 
응대합니다 

이런 복지 준 
회사에 감사해요 

뉴질랜드 대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기존에는 

해외 영업팀에 의뢰해 영어에 능숙한 분들이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대응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대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준 회사에 

감사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 사비로도  

고 싶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 이에요. 

 

목표인 ‘자막 없이 영화보기’가 머지않아  

가능할 것 같아 설렙니다! 

좋은 습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라고 하면 

10분이어도 꾸준히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1:1 케어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체크해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안 빠지고 꾸준히 하게 되는 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내교육으로 추천합니다. 

 

F기업 김*주 팀장님 H기업 신*우 과장님 H기업 공*근 차장님 

야나두 단체수강 진행 기업/단체 대상 

2017-2019 설문조사 결과 

% 95 % 98 % 



학생 리얼 후기 

학교 수업이 더욱 
풍부해 졌어요 

야나두 단체 수강 학교 대상 

2020 설문조사 결과 

학교 수업으로는 회화 능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힘들었는데, 

 

짧고 굵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anadoo! 

문법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와 달리 

회화를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반복 

학습을하며 언어구사 능력이 향상 되었어요. 

 

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회화를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 보다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야나두를 통해 회화는 기초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걸 느꼈고, 반복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강의와 다르게 짧고 이해가 잘되어서 

유익했어요. 제공해준 학교에 감사합니다. 

 

D고등학교 / 김규리님 D고등학교 / 이선아님 D고등학교 / 박혜빈님 

언어구사능력이 
향상되었어요 

다른 강의와 다르게 
짧고 이해가 잘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실력 향상 지인 추천의향 

95 % 95 % 98 % 



야나두와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사 

글로벌 대기업도 공공기관, 스타트업도 

야나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Thank You 



언제든 무료 상담 및 견적 받아보세요 

영업대표 I 고현배 부장 

연락처 I 010-9188-8939 

이메일 I hyunbae1979@yanadoo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