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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ReengKi create?
A world of learners where children gain a passport to 
the world!
Kim Jae-yeong, the CLO of ReengKi
encourages English teachers to participate 
in her wonderfu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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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린다쌤"과 전국으로!

충청 경북호남 수도권경기 경남수도권본사

   2022년 11월의 마지막 날, 링키즈 콘테스트(ReengKiz Contest)가 마감되는 날이기도 

한 11월 30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링키즈 콘테스트 참가 영상을 전국에서 막바지 업

로드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끝도 없는 링키즈 영상 게시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래로 

내리고 내려도 계속 올라오는 링키즈 콘테스트 참가 영상 행렬은 총 776편이 업로드되고

서야 끝이 났다. 할머니 분장에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참가자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한 행

복한 링키 패밀리까지, 하나같이 수상 후보작이라 심사로 고심하던 링키영어 본사는 당초 

기획했던 수상 부문에 특별상 부문을 추가 신설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랬음에도 49:1

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에서 보이듯, 치열한 수상 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 총 16명의 수상자

에게는 뜻깊은 링키즈 콘테스트 시상과 함께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링키즈 콘테스트를 기획한 링키영어 라온제나 이사는 ‘링키즈의 행복한 발화

야말로 링키영어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매년 링키즈 콘테스트를 개최할 것이

라고  밝혔다. 2023년 링키즈 콘테스트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

되는 가운데  링키영어의 존재  이유는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내가 바로 링키스타!

   

   한국영어교육전문가협회 이사장, 친절한 린다쌤이 지난 11월 링키영어 전국 순회 세미나 강연 중 했던 말이다. 전국에

서 모인 링키영어 원장의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 영어교육전문가로서 ‘나만의 플러스알파는 무엇일까?’라는 발전적인 교

육적 고뇌를 불러일으킨 말이기도 하다. 전국의 링키영어 지사장은 세미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

면서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몰랐고, 전국의 링키영어 원장은 새벽잠을 줄여가며 다른 지역 세미나 장소까지 번거롭

게 오가면서도 여고생처럼 설레는 표정이었다. 왜 그랬을까? 한 블로그에서 해답을 엿볼 수 있었다.  “아니, 원장 교육이 

이렇게 즐거울 일이냐?” 활짝 웃으며, 강연을 듣고 있는 자신의 사진 아래 스스로 남긴 물음이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링키즈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하니 넘나 행복한 나!”라는 답이 있었다.  모든 교육 회

사가 대면 교육을 하지 않는 추세에 얹혀가려는 이때, 오직 교육에 대한 진심 하나로 전국 순회 세미나를 실행한 링키영

어 본사의 든든한 지원에 링키영어의 가족은 “이런 본사 또 없습니다.”라며 한 지역도 빠짐없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 화

답한 감동적인 교육 화합의 자리였다.

   2022년 한 해의 링키를 되돌아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행복한 비전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링

키 가족의 송년 파티인 링키페스타(ReengKi FESTA)가 12월20일(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리마커블교육의 훈

남 듀오, 사업부 팀장 레오(Leo)와 교육부 팀장 에디(Eddie)의 긴장한 듯 주고받는 오프닝 멘트로 활기찬 막이 올랐다. 

첫 순서로 진행된 ‘일곱 글자 댓글’ 시상 이벤트에서는 원장님들의 위트와 센스는 물론, 링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DIEU 2022! ‘REENGKI FESTA'

   링키의 랜선 언니들, 제시카(Jessica) 이사와 친절한 린다쌤(Linda)이 함께 진행한 링

키 스토리(ReengKi's  Story) 시간은 전국의 링키 가족을 한마음으로 감동케 했고, 수많

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맛보았던 성공 체험의 사연을 들으며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함께라서 든든하다.’ 등 진한 감동의 응원을 서로 주고받았다. 연

말 시상식 같았던 라온제나(Raonjena) 이사와 잭(Jack) 이사의 링키즈 콘테스트 시상

식으로 링키페스타는 점점 열기를 띠었고, 인간 쿼카 제이(Jay) 대표의 신년 인사, ‘The 

best moment is yet to come!’으로 링키페스타는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링키페스타의 

하이라이트! 링키 공식 가수, 제임스(James) 지사장이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을 

부르며,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링키였음 좋겠어.’ 를 합창하며 링키 가족 모두가 

‘같이하는 가치’ 를 느꼈고, 그 열기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2022년의 행복한 추억을 나누고, 2023년의 희망찬 비전을 공유하는  ‘2022 링키

페스타!’  어느새 2023년 링키페스타를 기다리게 만든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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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GKIZ 
CONTEST

[링키너는내운명] 

[남편보다링키다]

[링아일체이혜인] 

[링키와함께행복]

[인생최고의선택] 

[터닝포인트링키]

   화려한 교구, 흥미 위주의 콘텐츠, 학부모를 자극하는 상업적인 요구(Needs)에 치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영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노력해 온 링키영어! 그리고 그 핵

심은 수업 방식 표준화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링키영어 전국 순회 세미나가 지난 2022년 11월 한 달간 8차에 거쳐 열렸다. 링키만의 특별한 교수법, R.T.S.(ReengKi’s 

Teaching Signal) 및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한 ReengKi’s Hook, 스테이지별 차별화된 수업 운영 등, 친절한 린다쌤이 링키영어를 위해 기획한 링키수업 Method는 전국적

으로 폭발적인 세미나 후기가 각종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반응을 끌어냈다. 링키영어는 이미 5~9세 영어교육의 선두 주자이지만,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앞서가며 진화 중이다. 이번 전국 순회 세미나는 교육에 진심인 교육회사, 링키영어! 라는 말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여정이었으며, 이는 전국 수십 개의 지사와 수백 개의 가맹원, 그곳에는 역시 교육에 진심인 지사장과 원장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1차 용인 → 2차 천안 → 3차 송파 → 4차 대구 → 5차 마포 → 6차 광주 → 7차 부산 → 8차 본사(ZOOM)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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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마이올린 콘텐츠 제공

   교육 플랫폼 기업 NE능률이 유아·초등 전문 교

육기업 ㈜링키와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제휴를 위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링키는 즐거

울 때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교육 철학

을 바탕으로 5~9세 전문 영어학원 ‘링키영어’를 론

칭해 2년 만에 누적 가맹점 700호를 돌파했다. 이

번 협약으로 NE능률은 링키에 스마트 학습 프로

그램 ‘마이올린’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이올린은 8

개 영역 통합 학습, 마이크로 러닝, 스토리텔링 학

습이 가능한 5~9세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다.

링키, 5-9세 전과목 확장 계획

   링키는 마이올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 과목 오

프라인 5~9세 전문 공부방 학습 센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이올린’은 홈스쿨링 프로그램

에서 교육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우상현 링키 대표

는 “NE능률과 강력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5~9세 통

합 교육의 필수 코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홍 NE능률 대표이사는 “링키와의 제휴는 마이올린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이번 제

휴를 시작으로 마이올린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
2020 11 ReengKi 브랜드 론칭
2020 12 누적 가맹 100호 달성
2020 01 링키고 앱 출시

2021
2021 06 누적 가맹 200호 달성
2021 09 누적 가맹 300호 달성
2021 12 누적 가맹 400호 달성
2021 12 회원 수 1,000명 돌파

2022
2022 03 회원 수 2,000명 돌파
2022 04 누적 가맹 500호 달성
2022 04 회원 수 3,000명 돌파
2022 06 회원 수 4,000명 돌파
2022 09 누적 가맹 600호 달성
2022 09 회원 수 5,000명 돌파
2022 10 회원 수 6,000명 돌파
2022 11 누적 가맹 700호 달성
2022 11 회원 수 7,000명 돌파
2022 12 회원 수 8,000명 돌파
2022 12 NE능률 (주)링키 MOU 체결

2022.11 700호 달성
누적가맹 600호 달성 약 2개월 만에
누적가맹 700호 달성하다

776명의 링키즈가 
실력을 뽐내며 
콘테스트에 
참가하다

ReengKi TIME

2022.9 링퀴즈 첫 촬영
구지점 줄리아 원장, 
둔포이지더원1호점 제니 원장,
첫 게스트로 링키TV에 론칭하다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제휴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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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GKI 
ROAD

2022.12 
링키즈 콘테스트

2022.11 회원 수 7000명 돌파2022.11 전국 순회 세미나
전국 권역별 원장 교육을 8차에 거쳐
성공적으로 진행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 첫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 
링키
  안녕하세요. 17년 차 EBS 영어 강사 샤이니입니다. 
현재는 성공한 영어 강사이지만, 저의 영어 출발점은 “형편없음” 그 자체였어요.
중학교 1학년, 14세가 되도록 알파벳도 못 쓰는 구제 불능. 그게 저였죠.
 
  그 당시만 해도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빈부격차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이른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잘하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집 아이는
영어가 너무 머나먼 것처럼 느껴지고...

  저 또한 출발점은 후자였습니다.
감사히,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만나 영어를 좋아하게 되며 
경력도 EBS 강사, 국내 최고 몸값의 유명 강사가 되었지만
제 안에는 늘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가장 황금기의 나이대에 돈 때문에 
영어를 접할 수 없다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라던 1980~90년대와 어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을까? 늘 그런 갈증을 품고 살아가던 차에 링키영어가 탄생하고,
그 과정에 일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아빠의 소득 격차가 
아이의 영어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
링키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선구자가 있듯, 대한민국 5-9세 영어에는 링키가 있습니다.
말이 5~9세지, 사실 영어 첫사랑을 탄생시키는 
기적의 요람 아닐까요? 

  이 기적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전국의 지사장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본사의 모든 식구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냅니다.

  2023년, 우리에겐 더 멋진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발로 열심히 뛰며, 
두 손으로 행운을 쟁취하는 
링키 가족이 되어 보아요!

(주)리마커블교육 이사 샤이니

ReengKi People
A world  of  learners  where  chi ldren gain  a  passport  to  the  world!

   ‘샤이니가 간다!’의 시즌 2!  ‘샤이니의 링퀴즈’가 유튜브 링키TV 채널에 선보였다. ‘샤이니의 링퀴즈’는 EBS 스타 강사

이자 링키영어의 이사인 샤이니샘이 링키영어 원장의 가맹 과정과 운영에 얽힌 스토리를 인터뷰하는 토크쇼다. 프로그

램 론칭과 동시에 많은 링키영어 원장의 출연 희망 1순위 프로그램이 되었다. 행운의 첫 출연자는 서대구지사의 구지점 

줄리아 원장이었다. 줄리아 원장은 통번역 1급 자격을 보유한 영어 실력파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

을 찾던 중 운명처럼 만난 브랜드가 ‘링키영어’라고 했다.  

   두 번째 출연자는 둔포이지더원 1호점 제니 원장으로 ㅁ*, ㅅ* 등 자기 주도 학원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성인 영어 학

원은 물론 영어와 미술을 병행하는 학원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랬음에도 영어 교육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

지 못하던 중, 링키영어를 보고 ‘바로 이거야!’라는 느낌이 와닿아 그 길로 링키영어 가맹계약과 오픈을 결심했다고 당시

를 회상하며 말했다. 두 원장님의 생생한 링키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 링키TV에서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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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키는 My Destiny”

“영어 첫사랑이 되고 싶어요”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스펀지처럼 언어를 흡수하는 5~9세 아이들은 이중언어

가 분리되기 전이므로 영어를 배울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링키영어를 하면

서 저 또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랑스러운 엄마와 아내를 넘어 링키즈한테

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닌, 차근

차근 단계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펀듀케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초·중·고 골고루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유아 영어는 특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실제로 수업 후 링키즈가 “링키 너무 좋아요!”

라며 즐겁게 따라 하는 걸 보면 참 많은 보람을 느껴요. 유아 영어는 그런 매력이 있

어요. 아이들의 영어 첫사랑이 되고 싶어요. 생각나시죠? 첫사랑은 잊히지 않아요.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영어 첫 시작을 링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

하고 많은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웃음 

짓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Jenny 원장 / 링키영어 둔포이지더원점

J u s t  b e  h a p p y  w i t h  R e e n g K i

Julia 원장 / 링키영어 구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