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의 Kids English Program을
통해 배우는 신나는 영어!
PICNIC
KIDS PHONICS
YBM KIDS Special Program
JET-Kids 시험

ybmsisakids.co.kr / ybmbooks.com

YBM KIDS English Program

Picnic
언어는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총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영어의 기본 문형을 쉽고 단순한
수준에서 점차 난이도 높은 수준까지 차근차근 반복 노출 시킵니다.

PHONICS
학습

+

총체적
언어학습

= Balanced Approach

PICNIC 프로그램이란?
Picnic은 파닉스 학습과 Whole Language 학습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외국어 습득 환경을 조성합니다.

P leasant 즐거운 학습으로 영어와
친해지기

C reative 다양한 삽화와 pop-up, flip,
book making 등을 활용한
창의적 생각 키우기

I nteresting

여러 가지 학습활동(song,
finger play, TPR, 게임 등)과
감각언어로 흥미 높이기

I nteractive

N atural

C ooperative

어린이와 선생님의
상호작용적 접근 학습

의사소통 문형의 패턴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실용영어 익히기

영어를 통해 인지, 사고력,
창의력, 사회성을 기르는 통합 교육

PICNIC 특징
▶ 취학 연령전아이들이알아야할필수 영어표현습득
Patterned Reading을 통하여 필수 영어표현 및 권장낱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Novelty Book을통한창의력학습
Multi-sense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 영어노래를통한영어유창성(fluency) 향상
스토리 전체를 song으로 불러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문장을 습득하게 하여 영어의 유창성을 길러줍니다.

연간계획 (4세)
Book

Topic

1

Animal

2

Family

Contents

Book

Topic

Contents

7

House

bedroom, bathroom, kitchen, living room, garage, garden

8

Playground

dog, cat, pig(cow, horse, chicken)
Daddy, Mommy, brother, sister(grandmother, grandfather)

3

Body

eyes, nose, mouth, see, smell, eat

9

Vehicles

4

Clothes

pants, shirt, jacket, socks, bag, hat

10

Toys

5

Fruit

apple, banana, orange, kiwi, peach, grapes

11

Opposites

6

Colors

red, yellow, blue, green, orange, pink

12

Nature

jump, walk, hop, run, slide, swing
bus, taxi, train, airplane, boat, bicycle
teddy bear, doll, robot, ball, bat, toy car
big, small, tall, short, fat, thin
sun, moon, star, tree, cloud, flower

연간 계획안 (5~7세)
Level 1

Level 2

Level 3

no

Theme

Subject

Alphabet

Subject

Phonics

Subject

Phonics

1

Body

Face & Sense

a, b

Body parts Everyday language

a, b

Animal names Action verb

Short vowel a, i

2

Family

A number of family
Feeling

c, d

House Action verb

c, d

Job Neigborhood

Short vowel e, o

3

Food

Fruit Color

e, f

Food Taste

e, f

Vegetables Action verb

Short vowel u, review

4

Animal

Pet animal Action verb

g, h

Zoo animal Adjective of description

g, h

Insect Places

Long vowel a, i

5

School

Shape School object

i, j

School object Color

i, j

Action verb Play

Long vowel e, o

6

Number

Toy Number

k, l, m

Number Prepositions of location

k, l, m

Number Time

Long vowel u & review

7

Season

Weather Clothing

n, o, p

Weather Clothing

n, o, p

Season Nature

Consonants b vs v, f vs p

8

Hobby

Playground Action verb

q, r, s

Sports Action verb

q, r, s

Days Musical instrument

Consonants s vs z, l vs r

9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Place

t, u, v

Transportation Sign

t, u, v

Country Greeting

Blends (s, l, r)

Special day Christmas object

w, x, y, z

Special day Dress up

w, x, y, z

Special day New Year’s object

Double letters (ch, sh, th, wh)

10

Holiday

SⅠ

여름 방학

뮤지컬 (The Musicians of Bremen)

뮤지컬 (The Very Big Turnip)

뮤지컬 (The Three Little Pigs)

SⅡ

겨울 방학

Review

Review

Review

Student Book StepⅠ- 1~12, StepⅡ - 1~12, StepⅢ - 1~12
Activity Book 각 스텝별 1~12권씩
▶ Drill Book 각 스텝별 1~12권씩 (5~7세)
▶ VCD 각 스텝별 1~12개씩 •학부모가이드 각 스텝별 1~12장씩
▶

Components

▶

교구재 ▶Big Book

▶

Teacher’
s Guide 각 스텝별 1권씩

▶

Flash card

▶

Puppet

▶

Story board

▶

Activity material

★ 방학용 스페셜
SPECIAL 1 : 기존 수업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의 수업 가능. 뮤지컬을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 학습.
SPECIAL 2 : 1년간 학습한 내용 중 중요 Point를 Review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영어구사 가능.

Picnic
지원사항

학부모가이드

현판

포스터

배너

PICNIC 구성

Story Book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Pop-Up, Flap, Flip, Felt, Touch 등 입체형의 재미있는 토이북으로 각 연령에 맞는
다양한 실생활 주제의 창작 스토리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생활회화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 아이들은
동화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영어 문장을 익히게 됩니다.

Activity Book
Story Book에서 학습한 주요 문형과 단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닉스 학습이 이뤄지며, 언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험놀이 학습을
통해 몰입영어 수업이 가능한 Activity Book입니다.

Drill Book
교재로 학습한 중요 단어, 문장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그리고, 색칠하며 재 연상작업을 통해 반복 학습하는 Drill Book입니다.
아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집니다.

VCD
신나는 노래와 스토리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담겨있는 VCD는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학습적인 효과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영상 학습을 유치원과 가정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과 학부모 간의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에도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어에 반복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Story Book의 핵심영어 표현을 동화를 통해 익히고 Activity Book으로 심화학습한 후 Multimedia System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로 반복심화 보충학습을 합니다.

YBM KIDS English Program

Kids Phonics
성공적인 파닉스 학습은발음 하나하나만을 학습해 글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해독과 동시에
단어 인지 및 단어 이해 수업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을 위해
기획된 Kids Phonics는 많은 스토리북의 체험을 통해 글 읽기에 필요한 Sight Words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파닉스
규칙을 스토리 문장안에서 습득함으로써 소리와 문자의 조합에 관하여 배우게 되며 수업 이후 유창한 읽기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교재 :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 Kids Phonics는 5~7세를 겨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내용 : Workbook에서 배울 파닉스 음가와 관련된 단어로 스토리의 문장이 이뤄져 아이들이 발음 규칙을 동화를 읽으며 익히고 다양한
Activity로 반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Kids Phonics Series
Book 1 _ Story title : Animal Cookies (Consonants b / c / d / f /)

Book 2 _ Story title : I Forgot! (Consonants g / h / j / k)

Book 3 _ Story title : Let’s Go on a Picnic! (Consonants l / m / n / p)

Book 4 _ Story title : What Is This? (Consonants q / r / s / t)

Book 5 _ Story title : Jumping on the Web (Consonants v / w / x / y / z)

Book 6 _ Story title : The Little Alligator (Short vowels a / i / o / e / u)

Book 7 _ Story title : Bubbles, Bubbles (Short vowels a / i / o / e / u)

Book 8 _ Story title : I Like to Paint (Short vowels a / i / o / e / u)

Book 9 _ Story title : Abracadabra (Short vowels a / i / o / e / u)

Book 10 _ Story title : Shark Hiccups! (Consonants Digraphs (자음이중자))

VCD동영상
▶
▶
▶

동영상을 통해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 더욱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을 귀여운 캐릭터 동영상을 통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과 억양을 원어민이 직접 등장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익힐 수 있습니다.

▶

Components

▶
▶

Student Book 1~10 ▶ Workbook 1~10 ▶ VCD 1~10 ▶ Big Book 1~10
Material - 1(Story Book 1~3 내용), 4(Story Book 4~6 내용), 7(Story Book 7~10 내용)
Teacher’
s Guide - 1(Story Book 1~3 내용), 4(Story Book 4~6 내용), 7(Story Book 7~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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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KIDS Special Program
즐겁고 다양한 체험으로

시작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Picnic, Kids Phonics 등의 유치원/어린이집 정규 영어 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을 고려한
영어, 한글, 동물 팝업북 등의 YBM Kids Special Program을 추천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동물 친구 POP UP!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 동시 출간 베스트셀러
▶3~7세 아이를 위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 친구 팝업 4권
▶지도, 컬러 사진, 화보와 함께 각종 동물 친구 소개
▶‘엄마가 읽어 주세요’
코너를 통해 다양한 읽을거리 수록
펼치면 실제크기로 제작된
빅사이즈 동물들이 나오는
입체 팝업북

- 구성: 세계의 동물 친구, 바다 동물 친구, 사파리 동물 친구, 우림 동물 친구,
304x254mm, 각 권 20면, 각 권 19,000원

스토리가 있는 어린이 첫 영어사전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첫 한글사전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강력추천
초등 영어사전

▶3세~6세를 위한 유아교육
5대 영역을 반영한 한글사전

▶그림 동화책을 넘겨 보듯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학습

▶일상생활이나 상상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단어 소개

▶초등 필수 영단어 500개와 기본문장으로
초등영어 준비

▶단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 수록

- 구성: 128x182mm, 360면 / 10,000원

- 구성: 128x182mm, 304면 / 11,000원

영어동요

또박또박 알파벳·영어 쓰기
▶사회성, 창의성을 키워주는 영어동요
▶EBS 딩동댕 유치원 진행자인
김종석의 추천사 수록
▶미국 어린이 애창 동요 30곡,
챈트 4곡 수록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오디오 CD 제공
- 구성: 국배판 변형, 84면 / 10,000원

▶3세~7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알파벳ㆍ영어 쓰기 교재
▶흥미와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그림과 액티비티로 학습
▶알파벳 대·소문자,
초등 기초 단어ㆍ표현 연습
- 구성:
알파벳 쓰기(3~5세)
225x295mm, 64면 / 4,000원
영어 쓰기(5~7세)
225x295mm, 72면 / 5,000원

JET Kids 소개

JET Kids 특징

PART별 구성

/www.jetkid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