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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TREE

20 1 4 P I N E T R E E
연령별, 월별 체계적인 학습 목표 설정
만 3~5세 총 36개월 커리큘럼이 유기적으로 연결

교육부 누리과정 5개 영역의 학습 목표에 따른 주제 구성
영어 본연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신체, 자연, 예술, 사회관계 등 전인교육에 초점
누리과정 영역

학습 목표

학습 주제

신체운동·건강

기본 운동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Body Parts, Health, Transportation, Food,
Traffic Signs, Safety, Feelings, Clothes, Sports 등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및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릅니다

Weather, Honesty, Working Hard 등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Around Me, Family, Special Days, Thanksgiving,
Halloween, Christmas, New Year, Countries,
Community Helpers, Buildings 등

예술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Colors, Toys, Equipment, Music Instruments 등

자연탐구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Shapes, Numbers, Size, Nature, Equipment, Weather,
Seasons, Animals, Animal Homes, Time, Days 등

YBM의
50년 영어교육 노하우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네트워크를 통해
영어교육 현장 의견 수렴

누리과정 연계.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통합

PINE TREE는 만 3~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최신 프로그램입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의 목표에 따라 모든 활동을 영어로 전개함으로써 진정한 유아 영어 교육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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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누리과정을 영어로 배워요!

PINE PEN
적용

Phonics Book 모르는 단어도 척척 읽어요!

연계 : 교육부 누리과정의 학습 목표에 따라 실생활 위주의 주제를 담은 순수 창작동화, 명작동화를 수록
▶ 실용적이고 간결한 대화체 학습 : 교육 과정에 제시된 회화 표현을 익힘으로써 마치 모국어처럼 영어 말하기 능력이 향상
▶ 풍부한 필수 표현 및 단어 학습 : 연간 12가지 주제 하에 24개의 소재와 관련하여 100~140여 필수표현과 필수단어 습득
▶ 연령별·체계적 학습 : 연령에 맞는 읽기 능력을 고려해 문장길이 및 단어의 난이도를 조절한 것은 물론, 만 3~5세 36개월
전 과정이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인 영어 실력 향상

▶만

3세 : 알파벳 모양을 인식하고 음가를 터득하며 관련 단어 탐색
4세 : 단어를 확장하는 한편, 자음과 단모음 라임 학습을 통해 파닉스 실력 강화
▶ 만 5세 : 단모음을 강화하면서 장모음, 연속자음, 자음이중자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학습
▶ 나선형 구조 : 만 3~5세, 3단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막강한 파닉스 실력을 배양
▶만

Workbook 리딩 스킬과 말하기 능력 향상으로 초등 영어도 거뜬!

Review : Storybook에서 배운 내용을 개괄하고
세부사항 및 글의 순서를 파악하며 리딩 스킬을 키우는 과정

▶ Story

▶ Words : 주제 표현에 부가해 세부 어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단계별 100~140여 개 단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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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PINE PEN
적용

PINE TREE

PINE TREE

PINE TREE 구성

PINE PEN
적용

▶ Conversation : 초등교육과 연계된 회화표현 학습으로

▶ Role

Play : 대화체 표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영어 말하기 능력을 월등하게 키워주는 과정

★ 내용 전체를 노래로 만든 Story Song, Word Chant, Conversation Chant가 제공됩니다.

2

3

모든 교구재에 PINE

PEN 적용

▶ 텍스트, 그림은 물론, Song, Chant, Role Play, Game 등 모든 학습 요소에 적용
▶ 특별히 개발된 다섯 캐릭터들이 한 달 과정의 학습내용을 안내

▶ 터치만 하면, 원어민 선생님이 따라다니는 듯한 학습 효과 발휘

▶ 교재에 수록된 그림 및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플래시 애니메이션 수록

▶ PINE TREE 전 과정에 호환되며, 여타 세이펜 교재에도 범용 사용 가능

▶ 원어민의 목소리 및, 음악, 효과음 등이 어우러져 몰입도 강화
▶ 매월 8~10곡의 Song과 Chant 제공

모든 텍스트, 그림을
PINE PEN이 읽어줘요.

▶ 말하고 노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완벽한 습득 유도

읽고
듣고
녹음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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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ROM 교재 내용을 3D/2D 영상으로 재현한 멀티 학습용 CD-ROM

▶ CD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는 음원 제공
Words 학습,
Conversation 학습과
연관된 Chant 듣기

1.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

구동하면 Story-Words-Conversation
-Phonics 순으로 자동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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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ROM을

▶ Home

메뉴에서 Story, Words, Conversation, Phonics,
Song & Chant를 개별적으로 학습 가능

2. CD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때
▶ Story,

Words, Conversation, Phonics 내용과 Song, Chant의 오디오 음원이 Multi-ROM에 내장되어 있어,
CD 플레이어에서도 구동 가능

▶ 컴퓨터를

통한 멀티 학습 후에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학습 효과 배가

Poster, Parents’ Guide에도
PINE PEN이 적용됩니다.

가정용 포스터, 부모님 가이드, 수료증
▶ 한 달 학습 내용을 요약한 포스터 2종과 학습 요점 및 주요 키워드, 활동방법을 제시한 Parents’Guide 제공
▶ 매월 과정이 마무리되면 수료증 수여

게임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어요.

Poster

Parents’ Guide

Certificate

PINE PEN으로 Role
Play를 해 본 다음,
내 목소리를 녹음해
보아요.

s Guide 1권, Flash Cards 1set, Teacher’
s Materials 1set, 학생용 교재 1set
★ 교사용 제공 자료_ Big Book 1권, Teacher’
* 교사용 온라인 커뮤니티 www.ybmsisaki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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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개 주제 관련
100여 개 주요 문장
170여 개 단어 습득

만 3세 커리큘럼
PINE PEN
적용

Month

영역

표현

주제

단어
●

3월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

Around Me
(animals) rabbit, mouse, cat, duck
(feelings) happy, sad, shy, scared
●

4월

●

자연탐구
(예술경험)

Spring, Nature

사회관계

Special Days
(Me and
Neighbors)

●

Animals
(animals) cow, hen, horse, pig, dog
(sounds) neigh, bowwow, oink, moo, cluck

Storybook
●

7월

명작동화

의사소통

Weather

신체운동·건강

Holidays,
Health

●

●

●

사회관계

Thanksgiving

10월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Transportation,
Fall

●

●

(shapes) circle, square, triangle, star
(classroom) crayon, pencil, paper, sketchbook
●

●

예술경험

1월

사회관계
(자연탐구)

(fruit) apple, banana, orange, strawberry
(music instruments) piano, recorder, tambourine, drum

●

Put on a sweater.
It is small.

New Year
(clothing) sweater, T-shirt, coat, scarf
(sizes) small, big, short, long
●

의사소통

I want an apple.
I can play the piano.

Christmas

●

2월

I see a circle.
I draw a circle with a crayon.

Shapes

Workbook

12월

Get on the bus. [Get in the car.]
This bus goes fast.
(transportation) train, bus, car, bike
(adverbs) fast, slow, up, down

●

자연탐구
(예술경험)

This is my dad.
I can eat like my dad.
(family) dad, mom, brother, sister
(actions) eat, drink, jump, dance

●

11월

Ouch! My head hurts.
Let’s play on the slide.
(body parts) head, hand, elbow, knee
(playground) swing, slide, jungle gym, seesaw

●

9월

It’s sunny.
I feel warm.
(weather1) hot, cold, warm, cool
(weather2) sunny, windy, rainy, snowy

●

8월

I have a cow.
My cow says moo, moo.

명작동화

Food

●

I am hungry.
Help yourself to the soup.
(adjectives) hungry, full, angry, bored
(food) soup, fish, steak, bread

Aa, Bb
apple, ant, alligator /
bus, bear, ball

Cc, Dd
car, cake, cat /
dog, doll, duck

Ee, Ff
egg, elephant, elf /
fox, fish, 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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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탐구

I am three years old.
This robot is for you.
(numbers) one, two, three, four, five
(toys) ball, robot, teddy bear, wagon

●

6월

Look at the tree.
The tree is green.
(nature) sky, sun, tree, flower
(colors) red, green, yellow, blue

●

5월

Hello! I am Rabbit.
Rabbit is happy.

파닉스

PINE TREE

PINE TREE

PINE TREE 만 3세 과정

Gg, Hh
girl, goat, gift /
hat, horse, hand

Ii, Jj
ink, igloo, iguana /
jam, jelly, juice

Kk, Ll
king, koala, key /
lamp, lion, lemon

Mm, Nn
map, milk, moon /
net, nut, nest

Oo, Pp
orange, onion, octopus /
pig, pen, peach

Qq, Rr
queen, quilt, quiz /
ring, rose, rabbit

Ss, Tt
sun, sock, snake /
toy, tiger, turtle

Uu, Vv
umbrella, uncle, up /
vase, vest, violin

Ww, Xx, Yy, Zz
wolf, watch / fox, ox /
yo-yo, yacht / zebra, zoo

Phonic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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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커리큘럼
PINE PEN
적용

연간 12개 주제 관련
120여 개 주요 문장
240여 개 단어 습득

Month

영역

표현

주제

단어
●

●

3월

신체운동·건강

Around Me

(actions) play, clap, sing, dance, jump
(feelings) happy, scared, angry, bored, sad
●

4월

자연탐구

Spring,
Nature

5월

사회관계
(예술경험)

Special Days
(Me and
Neighbors)

●

●

Animals

(animals) tiger, snake, monkey, dolphin, eagle
(actions) climb, crawl, run, swim, fly
●

7월

의사소통

명작동화

●

Weather

●

신체운동·건강

Health

●

신체운동·건강

This is my hand. / These are my hands.
Wash your face.
(body parts) face, hand(s), foot[feet]
(actions) wash, scrub, dry, brush, comb

●

9월

How is the weather? - It’s sunny.
What season is it? - It’s spring.
(weather) sunny, windy, snowy, cloudy, rainy
(seasons) spring, summer, fall, winter

●

8월

Who are you? - I am Tiger.
What can you do? - I can climb.

Transportation

Watch out for the car.
Stop at the red light. Wait at the red light. Go at the
green light. Look to the right and left. Cross the street.
(vehicles) car, bicycle, bus, truck, motorcycle
(actions) stop, wait, go, look, cross

●

10월

●

사회관계

Thanksgiving

(food) turkey, corn, salad, mashed potatoes, pumpkin pie
(countries) Korea, America, China, Spain, India
●

●

11월

신체운동·건강

Cooking

Workbook
자연탐구

Christmas

What do you need? - I need flour.
Put the dough.
(ingredients) flour, egg, sugar, butter, dough
(actions) put, mix, roll, cut, bake

●

12월

Do you like turkey? - Yes, I do. / No, I don’t.
Where are you from? - I am from Korea.

●

How many presents are there?
- There are eight.
Where is my jacket? - It is in the box.
(numbers) six, seven, eight, nine, ten
(prepositions) in, on, under, beside, behind

●

●

1월

사회관계

New Year
(traditional toys) top, jegi, kite(s), yut stick(s), marble(s)
(actions) spin, fly, throw, hit, kick
●

2월
Phonic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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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동화

의사소통

What are those? - They are yut sticks.
Spin the top.

Working
Hard

●

He[She] is strong. - Yes, he[she] is.
Build a house. Blow the house (down). Cut the straw.
Saw the sticks. Paint the house.

Consonants b, c, d, f
bear, bed, box, cat, car,
cup, dog, dice, desk, fan,
fish, fox
Consonants g, h, j, k
guitar, gorilla, girl, hen,
hat, hippo, jet, jacket, jar,
kite, kiwi, koala
Consonants l, m, n, p
lion, log, leaf, monkey,
moon, mouse, nest, nurse,
newspaper, pig, pot, pumpkin
Consonants q, r, s, t
queen, quail, quilt, robot,
raccoon, rug, seal, sausage,
seesaw, tent, tiger,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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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book

Do you want a robot? - Yes, I do. / No, I don’t.
What color do you like? - I like pink.
(toys) robot, balloon, water gun, yo-yo, teddy bear
(colors) pink, brown, purple, black, white

●

자연탐구

What is this? - It is a flower.
Do you have a sandwich? - Yes, I do. / No, I don’t.
(nature) flower, bee, butterfly, tree, rock
(food) sandwich, hamburger, cookie, milk, juice

●

6월

Let’s play.
I am angry.

파닉스

PINE TREE

PINE TREE

PINE TREE 만 4세 과정

Consonants v, w, x, y, z
vest, violin, vase, window,
wig, watch, ox, yacht, yo-yo,
zoo, zebra, zipper

Consonants Review
b~z

Short Vowel a
hat, mat, rat, man, can,
van, cap, map, tap, jam,
ham, ram

Short Vowel i
wig, pig, dig, lip, hip, rip,
fin, tin, bin, hit, pit, sit

Short Vowel e
jet, net, vet, red, wed, bed,
peg, leg, keg, pen, hen, ten

Short Vowel o
cot, pot, hot, cop, hop, top,
box, fox, ox, lock, rock, sock

Short Vowel u
nun, bun, gun, jug, bug,
rug, hut, cut, nut, sub, cub,
tub

Short Vowels Review
a, i, e, o, u

(adjectives) fast, slow, weak, strong, little
(actions) blow, build, cut, saw,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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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개 주제 관련
140여 개 주요 문장
280여 개 단어 습득

만 5세 커리큘럼
PINE PEN
적용

Month

영역

표현

주제

단어
●

3월

●

신체운동·건강

Around Me

(sports) soccer, baseball, basketball, badminton, table tennis, golf
(toys) crown, necklace, mask, boat, kite, airplane
●

●

4월

신체운동·건강

Food

●

사회관계

Special Day

Animals

Storybook

(animal homes) nest, web, hive, lodge, cave, tree hole
(animals) sparrow, spider, bee, beaver, bat, squirrel
●

7월

의사소통

명작동화

●

Clothes

●

신체운동·건강

Safety

●

신체운동·건강

Transportation

●

사회관계

Halloween

●

자연탐구

Recycling

●

●

예술경험

Christmas

●

사회관계

New Year

2월
Phonic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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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Honesty

What time is it? - It’s seven o’clock.
It’s time to get up.
(numbers) seven, eight, nine, ten, eleven, twelve
(daily life) get up, get dressed,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go to bed

●

명작동화

Put the ball on the tree.
What does he[she] like? - He[She] likes potatoes.
(Christmas ornaments) ball, ribbon, candy cane, star, bell,
Christmas stocking
(vegetables) carrot, potato, onion, cabbage, pea, broccoli

●

1월

What do you have? - I have cans.
What will you make? - I will make a telephone.
(recycled materials) cup, hanger, straw, carton, can, plate
(toys) telephone, mobile, lion, robot, shaker, guitar

Workbook

12월

What day is it today? - It’s Monday.
What do you want to be for Halloween? - I want to be a vampire.
(day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Halloween characters) vampire, witch, monster, ghost, princess, angel

●

11월

What’s the matter? - My head hurts.
Let’s go by bike.
(illnesses) head, nose, arm, elbow, leg, knee
(transportation) bike, jeep, boat, subway, airplane, helicopter

●

10월

What do you want to do? - I want to play on the swing.
Don’t push.
(playground equipment) swing, trampoline, slide, seesaw,
jungle gym, merry-go-round
(actions) pull, kick, push, touch, shout, litter

●

9월

Put on your dress.
This dress is big.
(clothes) dress, blouse, skirt, T-shirt, pants, shorts
(opposites) big, small, long, short, clean, dirty

●

8월

There is a nest.
Is there a sparrow? - Yes, there is. / No, there isn’t.

●

How is the weather? - It’s sunny.
Where is the wolf? - It’s behind the tree.
(weather) sunny, cloudy, windy, rainy, snowy, stormy
(prepositions) in, on, under, behind, beside, in front of

Short Vowels a & i
cat, hat, cap, map,
ham, jam, pig, big, pin,
win, hit, sit
Short Vowels e & o
hen, pen, red, bed, jet,
net, fox, box, top, mop,
dot, pot
Short Vowel u
bug, rug, hut, nut, sub,
tub
Short Vowels Review
a, i, e, o, u
Long Vowel a
cape, tape, cake, bake,
face, race, vase, case,
cage, page, game, name
Long Vowel i
pine, nine, bike, hike,
lime, time, bite, kite,
hive, five, hide, ride
Long Vowel o
hope, rope, mole, hole,
bone, cone, hose, rose,
note, vote, do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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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탐구

Is this a school? - Yes, it is. / No, it isn’t.
What does he[she] do? - He[She] is a teacher.
(places) school, fire station, police station, bakery, hospital, post office
(community helpers) teacher, firefighter, police officer, baker, doctor,
mail carrier

●

6월

Where are you? - I am in the bedroom.
How does it taste? - It tastes delicious.
(house) living room, bedroom, kitchen, bathroom, garden, garage
(tastes) delicious, sour, sweet, salty, oily, hot

●

5월

Icanplay baseball.
Canyoumake a necklace? - Yes,Ican. / No,Ican’t.

파닉스

PINE TREE

PINE TREE

PINE TREE 만 5세 과정

Long Vowel u
cube, tube, cute, mute,
dune, tune, mule, fuse,
huge, June, flute, prune
Long Vowels ee & ea
bee, tree, jeep, sheep,
green, queen, pea, tea,
bead, read, meat, eat
l Blends
blanket, blouse, blue,
clap, cloud, clown,
flag, flower, fly, glass,
glove, glue
r Blends
bread, brown, brush,
crab, crown, cry,
dragon, dress, drum,
frog, friend, fruit
s Blends
skate, ski, skunk,
snake, snack, snow,
spider, speak, spoon,
star, stone, study
Diagraphs
chair, cheese, chick,
shark, shell, shirt,
three, think, thumb,
whale, wheel, 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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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nic

Picnic

Picnic

Picnic 구성
Storybook
▶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Pop-Up, Flap, Flip, Felt, Touch 등
입체형의 재미있는 토이 북

전국 유아기관에서 그 효과를 검증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전문교재 Picnic은
Phonics 학습과 Whole Language 학습이 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작 스토리북은
팝업, 플립, 플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 각 연령에 맞는 다양한 실생활 주제의 창작 스토리
▶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생활회화 수록
▶ 동화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영어 습득

▶ Storybook에서 학습한 주요 문형과 단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닉스 학습 유도
▶ 언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험놀이 학습

2014 YBM KIDS Englis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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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ook

Drill Book
▶ 주요 단어 및 문장을 다시 한 번 직접 써보고,

색칠하기 등의 재 연상작업을 통해 반복 학습
▶ 아이 혼자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구성으로 자기주도 학습 가능

Multi-ROM
▶ 신나는 노래와 스토리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수록

Picnic 시스템
P leasant 영어와 친해지기

12

▶ 수업시간 외에도 영어에 반복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C reative 창의적 생각 키우기

▶ 유치원과 가정에서 모두 사용 가능

I nteresting 흥미로운 다양한 활동

I nteractive

N atural

C ooperative

상호작용적 학습

자연스럽게 실용영어 익히기

영어를 통한 통합 교육 실현

▶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연계지도 가능

★ Multimedia System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로 반복심화 보충학습이 가능합니다.

13

No.

만 2세

만 3세

Contents

Topic

Subject

Alphabet

1

Animal

dog, cat, pig,
bowwow, meow, oink

Body

Face, Sense

a, b

2

Family

mom, dad,
brother, sister

Family

A number of family,
Feeling

3

Body

eyes, nose, mouth,
see, smell, eat

Food

4

Clothes

pants, shirt, jacket,
socks, bag, hat

5

Fruit

6

만 4세

만 5세

Topic

Subject

Alphabet

Topic

Subject

Phonics

1

Body

Body parts,
Everyday
language

a, b

Body

Animal names,
Action verbs

Short vowels
a, i

c, d

2

Family

House,
Action verbs

c, d

Family

Jobs, Neigborhood

Short vowels
e, o

Fruit, Colors

e, f

3

Food

Food, Taste

e, f

Food

Vegetables,
Action verbs

Short vowel u,
review

Animal

Pet animals,
Action verbs

g, h

4

Animal

Zoo animals,
Adjective of
description

g, h

Animal

Insects, Places

Long vowels
a, i

apple, banana, orange, kiwi,
peach, grapes

School

Shapes, School objects

i, j

5

School

School objects,
Colors

i, j

School

Action verbs, Play

Long vowels
e, o

Colors

red, yellow, blue, green,
orange, pink

Number

Toys, Numbers

k, l, m

6

Number

Numbers,
Prepositions of
location

k, l, m

Number

Numbers, Time

Long vowel u,
review

7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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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on

Weather, Clothing

n, o, p

7

Season

Weather,
Clothing

n, o, p

Season

Seasons, Nature

Consonants
b vs v, f vs p

8

Playground

jump, walk, hop, run,
slide, swing

Hobby

Playground, Action verbs

q, r, s

8

Hobby

Sports,
Action verbs

q, r, s

Hobby

Days,
Musical instruments

Consonants
s vs z, l vs r

9

Vehicles

bus, taxi, train, airplane,
boat, bicycle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Places

t, u, v

9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signs

t, u, v

10

Toys

teddy bear, doll, robot,
ball, bat, toy car

Holiday

Special day,
Christmas objects

w, x, y, z

10

Holiday

Special day,
Dress up

w, x, y, z

11

Opposites

big, small, tall, short,
fat, thin

여름방학

뮤지컬

11

여름방학

뮤지컬

여름방학

뮤지컬

12

Nature

sun, moon, star, tree,
cloud, flower

겨울방학

Review

12

겨울방학

Review

겨울방학

Review

Blends
s, l, r

Transportation Countries, Greetings

Holiday

Special day,
New Year’s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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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o.

Picnic

Picnic

Picnic 커리큘럼

Double letters
ch, sh, th, wh

Pre-Step 12권, StepⅠ 12권, StepⅡ 12권, StepⅢ 12권
Book 스텝별 12권
▶ Drill Book 스텝별 12권(만 3~5세)
▶ Multi-ROM 스텝별 12장
▶ 학부모가이드 스텝별 12장
▶ Storybook

Components

▶ Activity

교구재
▶ Big

14

Book

▶ Puppet

s Guide
▶ Teacher’

▶ Story

▶ Flash

▶ Activity

Cards

Board
Materials

Multi-ROM

Storybook

Activity Book

Drill Book

15

KIDS Phonics

KIDS Phonics

YBM KIDS의 온라인 배움터
www.ybmsisakids.co.kr

유창한 읽기 능력의 초석
KIDS Phonics는 풍부한 Storybook의 체험을 통해 글읽기에 필요한 Sight Words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Phonics 규칙을 스토리 문장 안에서 습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리와 문자의
조합에 관하여 배우고, 유창한 읽기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2014 YBM KIDS English Program

▶ Storybook

Components

10권 ▶ Workbook 10권 ▶ Multi-ROM 10장 ▶ Big Book 10권
- 1(Storybook 1~3 내용), 2(Storybook 4~6 내용), 3(Storybook 7~10 내용)
▶ Teacher’
s Guide - 1(Storybook 1~3 내용), 2(Storybook 4~6 내용), 3(Storybook 7~10 내용)
▶ Material

홈페이지에서 YBM KIDS English Program 교재 활용부터
유아 영어능력시험 JET Kids 정보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KIDS Phonics 구성
Storybook

Workbook

▶ 만 3~5세 아동들의 눈높이에

Multi-ROM

▶ 파닉스 음가와 발음 규칙을

맞춘 흥미로운 이야기

배우고 다양한 Activity로
반복

▶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파닉스 규칙

▶ 원에서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복습
▶ 발음과 억양을 원어민이 직접

등장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파닉스 학습 효과 배가

Program 안내

단계별 학습 레벨에 맞는 YBM KIDS English Program과
초등영어 선행학습 교재 소개

JET Kids 가이드
학습 콘텐츠 제공

시험 소개 및 시험 대비를 위한 JET Kids 모의테스트, MP3 파일 제공
▶ 교사방 : 교육계획안, 교구재 사진, 강사 교육 동영상 등 제공
▶ 학습방 : PINE TREE, Picnic의 동영상 및 음원 제공

KIDS Phonics 커리큘럼
No.

Title

No.

Title

1

Animal Cookies (Consonants b / c / d / f)

6

The Little Alligator (Short vowels a / i / o / e / u)

2

I Forgot! (Consonants g / h / j / k)

7

Bubbles, Bubbles (Short vowels a / i / o / e / u)

3

Let’s Go on a Picnic! (Consonants l / m / n / p)

8

I Like to Paint (Short vowels a / i / o / e / u)

4

What Is This? (Consonants q / r / s / t)

9

Abracadabra (Short vowels a / i / o / e / u)

5

Jumping on the Web (Consonants v / w / x / y / z)

10

Shark Hiccups! (Consonants Digraphs (자음이중자))

PINE TREE(2014년 제공 예정)

Picnic(현재 제공 중)

★ Multi-ROM에 수록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홈페이지 학습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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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KIDS Special Program

YBM KIDS Special Program
즐겁고 다양한 영어 체험
PINE TREE, Picnic, KIDS Phonics 등의 어린이집·유치원 정규 영어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을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2014 YBM KIDS English Program

어린이 첫 영어사전
▶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강력추천 영어사전
▶ 그림 동화책을 넘겨 보듯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학습
▶ 초등 필수 영단어 500개와

기본문장으로 초등영어 준비
- 128x182mm, 360면/10,000원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첫 한글사전
▶ 3세~6세를 위한 유아교육

5대 영역을 반영한 한글사전
▶ 일상생활이나 상상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단어 소개
▶ 단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 수록
- 128x182mm, 304면/ 11,000원

JET Kids 소개
영어동요

또박또박 알파벳·영어 쓰기
▶ 미국 어린이 애창 동요 30곡,

챈트 4곡 수록
▶ 사회성, 창의성을 키워주는

영어동요 엄선
▶ EBS 딩동댕 유치원 진행자인

김종석의 추천사 수록
▶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오디오 CD 제공
- 국배판 변형, 84면/10,000원

18

▶ 3세~7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알파벳ㆍ영어 쓰기 교재
▶ 흥미와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그림과 Activity로 학습
▶ 알파벳 대·소문자,

초등 기초 단어ㆍ표현 연습
- 알파벳 쓰기(3~5세) :
225x295mm, 64면/4,000원
- 영어 쓰기(5~7세) :
225x295mm, 72면/5,000원

JET Kids는 YBM이 개발, 시행하는 시험으로 유아, 유치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전국, 지역, 학년별 성적분석을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JET, TOEIC Bridge,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
iBT TOEFL로의 학습방향 및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첫 단계 시험입니다.

JET Kids 특징
•성적분석표, 급수수료증 제공
•OMR 답안지 선마킹

PART별 구성

•상위 시험으로의 연계
•모의테스트 무료 제공

•원내 시행으로 이동의 편리성

YBM KIDS English
Teaching Program
YBM KIDS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영어 교수법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원내에서 YBM Festival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Teacher’s Workshop
정기 교사 교육
▶ 매년

2월~12월(연 11회) 체계적인 교사 교육 진행

▶ 영어

수업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외부 강사진을 통한 모델 수업을 비롯하여,
스토리텔링, Game & Activity, Song & Chant, 율동, 이벤트(할로윈, 영어마을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 교사 교육
▶ 매년
▶ 교사

1월~2월(연 1회) 전국 교사 교육 진행
인성 교육과 각종 레크리에이션, 연령별 모델 수업 등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 YBM KIDS 홈페이지에서 지난 정기·전국 교사 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YBM Festival
▶연
▶만

1회 영어 Festival 공연 및 각종 콘텐츠 지원
3~5세에 활용할 수 있는 단막극·중막극 콘텐츠 지원

유아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YBM KIDS English Program과 함께하면
우리 아이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5-1 8층 l 교재문의 02-2000-0270~1 l www.ybmsisakid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