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영어의 시작 EBS 초목달

우리아이
영어잠재력

스토리로
깨워라!
우리아이 스스로 학습
재미있는 스토리에서 시작합니다.

EBS의 자신감으로 만든 The One and Only Solution
즐거운 주니어영어 초목달을 소개합니다.
[EBS초목달]은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총 12개 레벨로 구성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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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영어는 즐거워야 할까요?
아이들은 평균 5회 내지 8회 반복 노출되어야 목표한
언어를 습득합니다. 이런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재미”입니다.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진 초목달은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이북, 노래, 플래시게임 등 오감
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단어와 표현
을 “재미있게” 반복함으로써 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습
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소개

초목달 대표선생님
그레이스 김 강사

•
•
•
•
•
•

UCLA 아동문학 석사
LA 시립도서관 Children’s Librarian 출신 스토리텔링 전문가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겸임교수
The Korea Times(미국) “Grace Kim의 독서지도 가이드” 칼럼 연재
초등 영어 교사 대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및 연수 진행
EBS원격교육연수원 “효과만점 스토리를 활용한 영어 수업 노하우” 집필 및 강의

초목달 온라인 사이트: http://chomokdal.ebslang.co.kr

EBS 초목달 영어는?

동기유발 스토리텔링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세계 다양한 문화학습

미국 초등생과 비교 가능

미국에서 개발한 읽기능력지수 F-K
세계 각국의 현직 영어교사와 삽화가들이
Readability 지수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만든 교재로 다양한 나라의
미국 초등학생들과 영어 수준 비교 가능
역사와 문화를 습득

교육부 교과과정 반영

실생활 활용 가능

다양한 교과목 연계

교육부에서 공시한 초/중등 영어교과
과정을 반영하여 권장어휘와 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살아있는
표현 위주로 동화를 제작,
실제 상황에 활용이 가능

과학, 수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주제별 논픽션 스토리를 통해
교과 복합과정 학습

EBS 초목달, 학습 Flow
• 6개월 과정
• 1개의 스토리를 주 5일 학습
• 매일 20분

*레벨마다 학습 단계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문단계

Moon ~ Sun 단계는 재미있는 창작 스토리를 통해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 워드를 자연스럽게
익혀 영어 읽기의 기초를 세우고, 영어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 학습기간: 6개월

• 학습기간: 9개월

• 목표 단어: 200여개

• 목표 단어: 500여개 (Alphabet Hunt: 72개, Phonics Hunt: 288개,

• 학습 목표: 영어의 알파벳을 배우기 전, 영어를 처음 접해보는 학

Story Hunt: 192개)

생들에게 재미있게 영어를 익히도록 하여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 학습 목표: 알파벳과 파닉스, 사이트 워드를 배워 영어의 기초 다지기

부여함으로서 영어의 기초를 다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교재: 9권 (창작동화)

• 관련교재: 6권 (창작동화)

기초단계

Mercury ~ Venus 단계는 아이들의 생활과 친숙한 주제의 창작동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래동화를 통해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영어 스토리와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 학습기간: 6개월

• 학습기간: 6개월

• F-K Readability Level: 1.0~1.7 (미국 유치원 ~ 초등학교 1학년)

• F-K Readability Level: 1.0~1.7 (미국 유치원 ~ 초등학교 1학년)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학습 목표: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들(color, number, family 등)

• 학습 목표: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들(color, number, family 등)

의 스토리를 통해 반복되는 표현을 익히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

의 스토리를 통해 반복되는 표현을 익히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도록 한다.

낄 수 있도록 한다.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Mercury 1-1 Little Red Hen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Venus 1-1 Uwungelema

초목달 온라인 사이트: http://chomokdal.ebslang.co.kr

초급단계

Earth ~ Saturn 단계는 사회문제, 자연, 여가 선용 등에 관한 창작동화, 전래동화,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명작동화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확장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읽기 전
략과 함께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는 단계입니다.

• 학습기간: 6개월

• 학습기간: 6개월

• F-K Readability Level: 1.5-2.3(미국 초등학교 2학년)

• F-K Readability Level: 1.5-2.3(미국 초등학교 2학년)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학습 목표: Mercury, Venus의 주제보다 확장된 다양한 주제들의 스토

• 학습 목표: Mercury, Venus의 주제보다 확장된 다양한 주제들의 스

리 속에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고, 스토리 내용을 이해, 활용할 수 있

토리 속에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고, 스토리 내용을 이해, 활용할 수
있는 skill을 습득한다.

는 skill을 습득한다.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Earth 2-1 The Cat and the
Rooster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Mars 5-1 Alice in Wonderland

• 학습기간: 6개월

• 학습기간: 6개월

• F-K Readability Level: 2.5~3.3(미국 초등학교 3학년)

• F-K Readability Level: 2.5~3.3(미국 초등학교 3학년)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144개 문장

• 학습 목표: 세계적인 명작동화와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들로

• 학습 목표: 세계적인 명작동화와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들로

구성된 스토리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연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구성된 스토리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연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Jupiter 4-1 Hansel and Gretel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 Workbook 12권
(창작동화, 세계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Saturn 5-1 Don Quix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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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단계

Uranus ~ Neptune 단계는 창작동화와 과학, 수학, 사회,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으로 구성
되어 아이들의 전반적인 인지수준을 높여주고, 읽기, 쓰기 능력과 더불어 말하기의 유창성을 향
상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단계입니다.

• 학습기간: 6개월

• 학습기간: 6개월

• F-K Readability Level: 3.2~3.7(미국 초등학교 3~4학년)

• F-K Readability Level: 3.2~3.7(미국 초등학교 3~4학년)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288개 문장

• 목표 단어와 문장: 250개 어휘, 288개 문장

• 학습 목표: 주제별 창작 스토리, 사진자료 포함 정보서를 통해 영

• 학습 목표: 주제별 창작 스토리, 사진자료 포함 정보서를 통해 영

어실력 외에 인지 수준을 높이고, 읽고 쓰기의 유창성을 길러 타인

어실력 외에 인지 수준을 높이고, 읽고 쓰기의 유창성을 길러 타인

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다.

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다.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논픽션, 창작동화)

• 관련교재: Story Book 12권 (논픽션, 창작동화)

Uranus 1-1 Endangered Animals

예비중학

Neptune 4-1 Achieving Dreams

Galaxy ~ Universe 단계는 중학 내신에 꼭 필요한 어휘, 독해, 문법, 듣기 영역의 균형적인 학
습을 통해 중학영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학습기간: 3개월

•

학습기간: 3개월

• F-K Readability Level: 3.5~4.0(미국 초등학교 5학년)

•

F-K Readability Level: 3.5~4.0(미국 초등학교 5학년)

• 목표 단어: 360개

•

목표 단어: 360개

• 학습 목표: 중학영어 내신에서 필요한 각 영역의 균형적인 학습과

•

학습 목표: 중학영어 내신에서 필요한 각 영역의 균형적인 학습

온라인 강의 및 활동으로 학습 효과를 높여 예비 중학생으로서의

과 온라인 강의 및 활동으로 학습 효과를 높여 예비 중학생으로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 관련교재: 1권

•

중학영어 시작을 위한
어휘, 독해, 문법, 듣기
영역과 평가로 구성

관련교재: 1권

중학영어 시작을 위한
어휘, 독해, 문법, 듣기
영역과 평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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