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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조기 교육, 

단순 “경험”을 넘어 “교육”으로!

나원에듀케이션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Early Childhood 
Literacy Programs
미국 정부의 연구기관인 National Reading Panel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읽기를 가르치는 데 가장 효과적인 5가지 요소(Phonological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Comprehension)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원에듀케이션의 프로그램은 이 요소들을 차례대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y 
Literacy?
유아ㆍ유치 단계의 아이들이 알파벳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책을 읽고 말하기와 쓰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리터러시(Literacy)입니다.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활동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어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리터러시 (Literacy) 교육의 핵심입니다. 

나원에듀케이션

리터러시 프로그램

마더구스를 통한 소리 노출! 

Phonological Awareness

▪4~5세 프로그램

▪Hello Rhythm & Rhyme

▪전래동요(Mother Goose)를 통한 소리노출 훈련! 

▪음율(rhyme)과 리듬을 통한 음운인식 강화 프로그램!

통합 파닉스로 알파벳 완성하기!

Synthetic Phonics

▪4~7세 프로그램

▪Letterland Fix-it Phonics

▪46년 전통의 전세계 111개국이 선택한 영국 통합 파닉스 프로그램! 

▪캐릭터와 스토리로 배우는 알파벳 마스터 프로그램!

균형적 접근법 종합 리터러시! 

Fluency, Vocabulary, Comprehension

▪5~7세 프로그램

▪Hello Storyworlds & Joy’s StoryLand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배우는 

    종합 리터러시 능력 향상 프로그램! 

LLiiittttlle MMiiisss MMuuffffeetLittle Miss Muffet
PPuusssssyyyyccccaaatt,,Pussycat,
PPuussssyyyyccccaaatPussycat

&

Learn English with Letterland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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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Rhythm & Rhyme
오감 자극과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영어! 마더구스(전래 동요)를 통한 소리노출 프로그램! 

우리아이의 영어교육의 출발이 즐거워 집니다. 

대상: 4~5세

Nawon Education's 
Literacy Roadmap

종합 리터러시통합 파닉스소리노출

4세

5세

6세

7세

Hello Rhythm & Rhyme

Fix-it Phonics Starter

Fix-it Phonics Level 3
Joy's StoryLand

Hello Storyworlds

Hello Rhythm & Rhyme

Fix-it Phonics Starter

Fix-it Phonics Level 2
Joy's StoryLand

Hello Storyworlds

Fix-it Phonics Level 1 Joy's StoryLand

Nawon Education Program별 수업 권장안

정규 Programs

7세

FIP Level 2

FIP Level 3

6세

FIP Level 1

FIP Level 2

5세

FIP Starter

FIP Level 1

4세

HRR

FIP Starter

Case 1

Case 2

Suggestion
Age

 * HRR: Hello Rhythm & Rhyme

 * FIP: Fix-it Phonics

 * HSW: Hello Storyworlds

 * JSL: Joy's StoryLand

Primium 방과후 Programs

7세

Kids Tale Level 2

6세

Kids Tale Level 1

Age

Case 1

방과후 Programs

7세

HSW Level 2

JSL Level 2

6세

HSW Level 1

JSL Level 1

Case 1

Case 2

Sugges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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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Book
금방이라도 책 밖으로 뛰어나올 듯한 화려하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이 영ㆍ유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책에 호기심을 갖도록 합니다.

4~5세 연령에 맞는 20곡을 선별하여 각 권당 2곡씩 총 10권의 Story Book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umpty Dumpty 
& The Black Hen

Pat–A–Cake 
& To Market, To Marketa

I’m a Little TeapotI’m a Little Teapot
          Little Star          Little Star          Twinkle,          Twinkle,          Twinkle,          Twinkle,&

I’m a Little Teapot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Pease Porridge Hot

Baa,
Black Sheep

Baa,Baa,
Black Sheep

Baa,

& Pease Porridge Hot

Baa, Baa, Black Sheep 
& Pease Porridge Hot

  H
ey Diddle Diddle  H
ey Diddle Diddle

  
  & B

ow, Wow, Says The Dog

  
  & B

ow, Wow, Says The Dog

Hey Diddle Diddle 
& Bow, Wow, Says The Dog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 CCoocckkk--AAA--DDDoooodddllee--DDDooooo!& Coc

k-A-Doodle-Doo!

Teddy Bear, Teddy Bear 
& Cock-A-Doodle-Doo!

Rain, Rain, Go Away 
& Eensy Weensy Spider

LLLiiittttttt lle BBBoooyyyyyy BBBlluuue Little Boy Blue
TTThhhiiiss LLLiiittttlle PPPiiigg This Little Pig&

Little Boy Blue 
& This Little Pig

Six Little Ducks 
& Slowly, Slowly

LLiiittttlle MMiiisss MMuuffffeetLittle Miss Muffet
PPuusssssyyyyccccaaatt,,Pussycat,
PPuussssyyyyccccaaatPussycat

&

Little Miss Muffet 
& Pussycat, Pussycat

LLiiittttlle MMiiisss MMuuffffeetLittle Miss Muffet
PPuusssssyyyyccccaaatt,,Pussycat,
PPuussssyyyyccccaaatPussycat

&

Hello Rhythm & Rhyme은 Letterland(Fix-it Phonics)의 전 단계로 4~5세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Phonological Awareness(음운인식) 이론을 기초로 하여 영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파닉스의 기초를 다지게 합니다. 

영미 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Mother Goose 중 소리노출에 가장 적합한 20곡을 엄선하여 리듬을 통해 운율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학기

2학기

  내용이 간결하면서 반복되는 리듬과 라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듬을 통해 운율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단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 상 : 4~5세

레 벨 : 1학기 / 2학기

구 성 : Story Book (10권) / Workbook (10권) / Hybrid CD (10장)

Hello Rhythm & Rhyme
Mother Goose를 통한 소리노출과 인식!



  듣는 소리와 그림을 매치시켜 보며 지속적인 

소리노출 훈련을 합니다.

  라임단어를 찾아 짝맞춰보기 줄긋기 등으로 

운필력을 기릅니다.

   그림자 모양을 보고 스티커를 맞춰보며 

단어를 익힙니다. 그림을 순서대로 

    조합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림책을 보듯 애니메이션화된 그림을 보며 동화책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Story

공통된 소리를 가진 단어들을 묶음으로 익히는 시간 
입니다.

Word Family (1학기)

즐거운 게임을 통해 수업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ame

원어민 성우의 챈트를 들으며 흥겹게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 말합니다.

Chant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시간으로 Story Book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시문장과 함께 그림을 
보여줍니다.

Word

Song & Dance와 Singing 두 가지 코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ong

아기 거위와 함께 박자를 치며 음절인식을 돕는 코너 
입니다.

Syllable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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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D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수업을 진행하며 Story, Song, Chant, Word Family, Syllable, Word, Game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엄마와 함께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Workbook
어린 연령에 맞게 소리노출 위주의 수업으로 그림 스티커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Workbook 학습을 진행합니다.



Humpty Dumpty & The Black Hen

Pat–A–Cake & To Market, To Market

Six Little Ducks & Slowly, Slowly

Rain, Rain, Go Away & Eensy Weensy Spider

Hey Diddle Diddle & Bow, Wow, Says The Dog

1

2

3

4

5

TitleBook

익숙한 리듬과 운율로 귀를 열어 주고 라임을 통해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1학기

Baa, Baa, Black Sheep & Pease Porridge Hot

I’m a Little Teapot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Little Miss Muffet & Pussycat, Pussycat

Little Boy Blue & This Little Pig

Teddy Bear, Teddy Bear & Cock-A-Doodle-Doo!

6

7

8

9

10

TitleBook

음절세기, 두운 익히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리노출과 음절 인식, 
음소인식, 단어인식 능력을 배우는 단계2학기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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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land
26개 살아 숨쉬는 알파벳 캐릭터와 함께하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세계 최고 통합 파닉스 프로그램!

대상: 4~7세



다채로운 캐릭터는 모든 글자와 소리를 
연결시켜 주는 연상고리로 작용합니다

추상적인 글자가 친근한 
캐릭터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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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영문장을 읽고 쓰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캐릭터 그림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의 상상 속 공간!

영국 교육청 추천 및 우수제품 수상을 한 고품질 원서 교재!

Letterland는 통합파닉스(Synthetic Phonics)를 표방한 프로그램으로 캐릭터를 통해 스토리로 파닉스를 배우고 정확한 음소인식을

통해 단어를 읽고 쓰고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현재 세계 111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46년 전통의 영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What is Letterland?

Letter From The Author

Why Letterland?

What is Fix-it Phonics?
Fix-it Phonics는 기존 Letterland 원서에서 가장 쉽고 필요한 정보만 모아 파닉스 뿐만 아니라 영어의 전반적인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내가 레터랜드를 처음 개발했을 때 나와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나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좋아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레터랜드가 아이들의 눈높이(Child-friendly)에 맞는 아주 적합한 교재로 

전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Letterland 창시자  Lyn Wendon   

새롭게 개정된 한국판 레터랜드 영어 교수법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즐겁게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 있게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게 될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레터랜드 노래, 래터랜드식 이야기 논리와 활동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Letterland 수석연구원 Fix-it Phoincs 개발자  Lisa Chapman

동작으로 익히는 레터랜드

통합 파닉스 레터랜드

각 알파벳 글자와 연결된 동작을 통해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효과적으로 익힙니다.

통합 파닉스는 26개의 알파벳은 물론 영어의 모든 44개의 소리와 150개의 스펠링 패턴을 

익히는 법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교수학습법입니다.

손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는 레터랜드

알파벳과 캐릭터의 연상작용을 통해 아이들은 쉽고 즐겁게 글자를 배우고 기억합니다. 

레터랜드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글자의 소리를 알게 됩니다.

Focusing on Aa to Zz and simple words!

▪Song & Chant를 통한 지속적인 소리 노출

▪캐릭터를 통한 알파벳 인식

▪듣기와 말하기 능력 강화

▪기본 영단어 인식

▪기본 회화 연습 Building the foundation of full literacy!

▪영국교육청의 최신 Phonics 교육 표준을 그대로 반영

▪기초 문법 학습

▪Synthetic Phonics로 리터러시의 기초를 쌓음

Word Building and two-letter combinations!

▪200여 개의 High Frequency Words (고빈출단어)

▪Blends & Digraphs

▪44 Sounds 인지

▪단어 조합 및 분리 (Word building &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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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ix-it Phonics Works Letterland Day
레터랜드 데이는 기존의 재롱잔치 형식에서 탈피하여 학부모와 선생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Festival 형식의 이벤트  

입니다. 여러가지 Sections (Fashion Show, Quiz Class, Cooking Class, Make & Do, Magic Class, Gym)으로 구성된 Festival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레터랜드 교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peaking
▪각 권마다 Topic으로 회화적 표현을 연습

▪빈출단어 (High Frequency Words)를 반복적으로 연습

▪CD를 통해 정확한 원어민 발음에 노출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구성

Listening
▪CD를 통한 정확한 발음 인지

▪정확한 원어민 발음으로 단어와 해당 소리를 반복적으로 학습

▪Song & Chant를 통한 지속적인 소리노출

Reading
▪각각의 음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완성하고 읽게 됨

▪Caption: 배운 단어를 해독하여 읽고 문장과 그림을 하나로 인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함

Writing
▪글자를 허공에 여러번 써 본 후 색을 칠하며 반복하여 쓰기연습 (Level 1)

▪단어를 바꿔 가며 직접 영작하기 (Level 3)

아랍에미리트

영국

홍콩

나이지리아

미국

인도

Letterland in The World
세계 111개국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터랜드, 이제 한국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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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land는 통합파닉스(Synthetic Phonics)를 표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캐릭터를 통해 스토리로 알파벳을 배우고 정확한 

음소인식을 통해 단어를 읽고 쓰고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영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4~7세

레 벨 : Starter / Level 1 / Level 2 / Level 3

구 성 : 각 레벨 Student Book (10권) / Workbook (10권) / Software CD-Rom (2장) / Audio CD (10장)

Letterland
통합 파닉스 프로그램 Fix-it Phonics!

Learn English with Letterland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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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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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1학기)

Level 2

(2학기)

(1학기)

Level 1

(2학기)

(1학기)

Starter

(2학기)

(1학기)

Level 3

Student Book
원색으로 이뤄진 캐릭터 그림으로 오감발달을 자극하며 캐릭터들로 이뤄진 스토리로 재미있게 알파벳을 인지합니다.

기초 회화와 주제 단어들도 공부할 수 있어 언어의 모든 영역을 게임과 액티비티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Song & Chant를 통한 지속적인 소리노출이 이뤄집니다.

  정확한 원어민 발음으로 단어와 해당 

소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각 유닛마다 Topic으로 회화적 

표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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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캐릭터 및 글자와 단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색칠공부와 그림그리기등을 통해 단어학습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쓰기연습과 문장읽기를 훈련합니다.

캐릭터의 Action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배우며 소리와 
캐릭터 이름을 공부합니다.

Action

게임을 통해 글자조합을 훈련합니다.

Word Building

대ㆍ소문자 쓰는 방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배워봅니다.

Shape

캐릭터 송을 가사와 함께 불러보며 소리인식을 높입니다.

Song

다양한 액티비티로 단어확장을 합니다.

Vocabulary

반복학습으로 어려운 스펠링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 
합니다.

Review

Software CD-Rom
깜찍한 캐릭터와 스토리,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유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하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순서대로 쓰기 연습을 합니다.

  캐릭터의 소리로 시작하는 그림을 찾아 

색칠하거나, 그림을 그려봅니다. 

  알파벳의 정확한 모양을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으며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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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Storyworlds
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종합 리터러시, 말하고 읽고 쓰고 듣기의 모든 해답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대상: 6~7세s, a, t, p

i, n, m, d

g, o, c, k

ck, e, u, r

h, b, f, l

1

2

3

4

5

1학기 2학기

j, v, w, x

y, z, qu

The Vowel Men

Blends

Alphabet review

6

7

8

9

10

알파벳 소리를 정확하게 익히고 글자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Level 1

details will be noticedStarter

a-z review, ng

ch, sh, th

a-e, ai, ay

e-e, ee, ea

i-e, ie, igh, y

1

2

3

4

5

1학기 2학기

o-e, oa, ow

u-e, ue, oo, ew

ar, or

er, ir, ur

Review-reading

6

7

8

9

10

이중음자(Digraphs) 및 다양한 스펠링 패턴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단계Level 2

Review Level 1

Review Level 2

oo, oy, oi

aw, au

ow, ou

1

2

3

4

5

1학기 2학기

wh, ph

air, ear

Suffixes

Reading

Final Test book

6

7

8

9

10

이중음자(Digraphs)와 삼중음자(Trigraphs)를 논리와 원리로 이해Level 3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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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단어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Story Book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Reading의 기초를 시작하고 점차 실력을 향상시켜주며 언어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켜 줍니다.

Mini Book
Story Book의 단어와 기본문형(Sentence Pattern)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이야기와 단어 카드를 통해 읽기와 단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Hello Storyworlds는 기존 유아 영어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영어 문자교육

(Reading, Writing)에 중점을 두어 듣기, 말하기 능력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능력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장과 친근한 스토리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대 상 : 6~7세

레 벨 : Level 1 / Level 2

구 성 : Main Book (20권) / Workbook (20권) 

           Mini Book (20권) / Hybrid CD (20장)

Hello Storyworlds
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종합 리터러시 프로그램!

Yum! Yum!

Mr Marvel and the cake

Monty at the party

The lost coat

A New Car

Things with Wings

I Can Help

Let’s Go to the Park

The Bears and the Honey

The Boy who cried Wolf

The Fox and the Stork

The Three Billy Goats

Monty and the ghost train

Mr Marvel and the lemonade

Monty at McBurgers

Frisky and the cat

The Fox and the Rabbit

The Hare and the Tortoise

The Old Woman and the Hen

The Selfish Dog

 

 

8

Hello
Storyworlds

Storyworlds Series
Hello Storyworlds 

 

 
 

The Boy who
cried Wolf

Mr Marvel and
the cake

The Hare and
the Tortoise

Things with WingsMr Marvel and
the lemonade

The Three Billy
Goats

The Selfish Dog Let’s Go to the
ParkFrisky and 

the cat

Storyworld

8

Hello
s

and
Frisky
the cat

The lost coat

Good Night, Cat

Level 1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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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D
오디오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CD 형식으로 흥미롭고 다양한 구성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의 성취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와 쓰기로 문장을 읽힙니다.

  파스텔 톤의 안정적인 디자인은 아이들을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어 줍니다.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Workbook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액티비티로 모든 학습요소를 고르게 연습하며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원어민 성우의 챈트를 들으며 흥겹게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 말합니다.

Chant

다양한 기능 버튼으로 Reading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Book

흥겨운 스토리 송에 맞춰 하는 율동은 다중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Song & Dance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역할극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Dramatizing

책에 나와있는 주요어휘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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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의 Contents Words 학습

▪10개의 Sentence Pattern 학습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4가지 영역의 고른 발달

▪15개의 Sight Words 학습

▪알파벳과 라임 인지

Yum! Yum!

The Bears and the Honey

Monty and the ghost train

The Fox and the Rabbit

A New Car

1

2

3

4

5

TitleBook

Monty at the party

The Fox and the Stork

Monty at McBurgers

The Old Woman and the Hen

I Can Help

6

7

8

9

10

TitleBook

반복되는 문장으로 구성된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 Reading의 기초를 시작하는 단계Level 1

▪50여 개의 Contents Words 학습

▪20개의 Sentence Pattern 학습           

▪언어의 4가지 영역이 Sentence Pattern과 연결되어 각각 발달

▪40여 개의 Sight Words 학습

▪2~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Reading

Mr Marvel and the cake

The Boy who cried Wolf

Mr Marvel and the lemonade

The Hare and the Tortoise

Things with Wings

1

2

3

4

5

TitleBook

The lost coat

The Three Billy Goats

Frisky and the cat

The Selfish Dog

Let’s Go to the Park

6

7

8

9

10

TitleBook

반복되는 문장으로 구성된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 Reading의 기초를 시작하는 단계Level 2

Syllabus
Joy’s 
StoryLand
세계 최고의 동화작가 조이 카울리의 밀레니엄 셀러가 안내하는, 나원교육의 두번째 리터러시 세상! 

대상: 5~7세



Look Out, Dan!

Ducks

If You Meet a Dragon

Ice-Cream Stick

Horace

The Farm Concert

The Fantastic Cake

The Clown In the Well

The Kick–a–lot Shoes

Clever Mr Brown

Oh, Jump in a Sack

Smarty Pants

To Town

Roy G Biv

The Hungry Giant’s Lunch

What Can Jigarees Do?

The Bears’ Picnic

I Love Chickens

The Monsters’ Party

Tittle–Tattle Goose

Hungry Monster

A Barrel of Gold

The Sunflower That Went Flop

Pet Shop

Meanies

Who Will Be My Mother?

Grumpy Elephant

Grandpa, Gran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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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Book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재미있고 해학적인 내용의 동화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순한 문장으로 읽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대 상 : 5~7세

레 벨 : Level 1 / Level 2 / Level 3

구 성 : Story Book (28권) / Workbook (28권) / 

           Hybrid CD (28장)

Joy’s StoryLand
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종합 리터러시 프로그램!

Level 1 Level 2 Level 3

Joy’s StoryLand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뉴질랜드 동화작가인 

조이 카울리(Joy Cowley)의 대표 시리즈 중 밀레니엄 셀러 28권을 엄선하여

종합적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유아전문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Hybrid CD
각 권마다 포함되어 있는 Hybrid CD에는 여러 멀티 자료들이 들어 있어 아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며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스토리북의 내용을 한층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문장의 형태와 내용 전개방식을 학습합니다.

  고빈출 단어(High Frequency Words)를 

익히고 어휘력을 확장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며 동물이름을 익힙니다.

Workbook
미국의 NRP 읽기의 5요소(음소인식, 파닉스, 어휘, 유창성, 내용이해)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저자의 인사말과 저자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Meet Joy Cowley

단어를 바꿔가며 반복되는 문장을 익힐 수 있습니다.

Write-along

알맞은 글자를 넣어보는 게임을 해 봅니다.

Activity

정확한 원어민 발음으로 책을 읽어 줍니다.

Read-along

동화책의 내용을 리듬과 운율을 넣어 재미있는 노래로 따라하며 외울 수 
있습니다.

Sing-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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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Meet a Dragon

What Can Jigarees Do?

Look Out, Dan!

Ice-Cream Stick

The Bears’ Picnic

1

2

3

4

5

TitleBook

Horace

I Love Chickens

The Farm Concert

Ducks

The Monsters’ Party

6

7

8

9

10

TitleBook

문장의 기본 문형을 익히는 단계Level 1

Oh, Jump in a Sack

Pet Shop

Smarty Pants

Meanies

To Town

1

2

3

4

5

TitleBook

Who Will Be My Mother?

Roy G Biv

Grumpy Elephant

The Hungry Giant’s Lunch

Grandpa, Grandpa

6

7

8

9

10

TitleBook

파닉스 논리로 글자를 읽고 문장을 맞춰가는 단계Level 2

The Fantastic Cake

Tittle–Tattle Goose

The Clown In the Well

Hungry Monster

1

2

3

4

TitleBook

The Kick–a–lot Shoes

A Barrel of Gold

Clever Mr Brown

The Sunflower That Went Flop

5

6

7

8

TitleBook

복잡한 문형을 익히고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Level 3

Syllabus
Jo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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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WON
EDUCATI ON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어교육의 바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