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연계 마더구스 체험영어

[ Student Book + Activity Book + Digital CD + Craft Template + Saypen Sticker + Mobile App ]

주제: Nature

주제: Family

Finger Family

I Love the Mountains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손가락으로 가족을 표현한 노래

붐-디-야-다 붐-디-예이! 코끼리와
친구 소년이 즐겁게 자연을 탐험
하는 노래

Are You Sleeping?
딩딩동~! 모닝벨에 맞춰 가족을
차례로 깨우는 노래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만들기 Template 수록)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이는 별을
보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노래

주제: Animal

주제: Number

Five in the Bed

A Sailor Went to Sea

옆으로~ 옆으로~! 침대에 누운
다섯 마리 동물들의 노래

바다로 간 선원은 무엇을 보았을까?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는 선원의 노래

Ten Little Indians

Old MacDonald Had
a Farm

이리저리 좌충우돌! 인디언 공연을
준비하는 10명의 아이들의 노래

꽥꽥! 음머~! 맥도널드 할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노래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Food

주제: Transportation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Wheels on the Bus
부릉부릉! 승객들을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에 대한 노래

머핀맨을 아시나요?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찾아가는 노래

Down by the Station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놀이공원
으로 떠나는 동물 가족의 노래

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만들기 Template 수록)

사라진 쿠키는 누가 가져갔을까?
쿠키를 가져간 범인을 찾는 노래

주제: Halloween

주제: Health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Time to Go
Trick-or-Treating

상쾌한 아침! 아이들의 건강한
아침 생활 습관을 기르는 노래

Trick-or-treat! 할로윈을 맞아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노래

Humpty Dumpty

Creeping, Creeping

위험한 행동은 안돼요! 높은 담장
에서 떨어져서 깨진 달걀 병사의 노래

으악! 유령이다! 무시무시한
유령들을 곯려주는 소녀의 노래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Body Parts

주제: Tools

Hokey Pokey
호키 포키~♪ 오른쪽, 왼쪽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춤추는 노래

Head and Shoulders
머리 - 어깨 - 발 - 무릎 - 발!
우리 몸의 명칭을 익히는 노래
(만들기 Template 수록)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어머나,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진
런던 브릿지를 다시 건설 하는 노래

Hickory Dickory Dock
똑딱똑딱! 무서운 고양이를 피해
치즈를 먹으려고 괘종시계를
넘어가는 생쥐들의 노래

누리과정 연계 마더구스 체험영어
구전동요로 꾸민 2편의 Song 스토리와 다양한 체험활동!

대상 | 유아~유치
단계 및 종수 | 1단계 총 10종
구성 |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Activity Book, Craft Template, Saypen Sticker, Free Mobile App
온라인 자료 | MP 3, Scope & Sequence, Syllabus, 레슨 플랜, 플래시 카드, Activity Book 답지, 악보, Story 번역, 율동 동영상

스토리와 함께하는 체험영어 시리즈

노래 체험영어, 왜 좋을까요?
●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되어 뛰어난 학습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체험활동의 특징
●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

어린이의 인지발달을 고려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시리즈명

단계

종수

노래

1단계

10종

요리

2단계

12종

미술

2단계

9종

과학

2단계

9종

마더구스를
스토리, 율동, 게임,
Craft를 통해 오감으로

Ready, Set, Sing의 특징

1. Ready, Set, Play! 시리즈의 가장 낮은 레벨! 신나는 구전동요와 율동으로 시작하는 첫 영어!
2. 뛰어난 학습효과가 검증된 마더구스를 이용한 스토리북
3. 누리과정을 반영한 주제
4. 한 권당 3개의 영어 구전동요, 1개의 창작 단어 노래, 게임과 craft 수록
5. 애니메이션,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이 수록된 Digital CD
6. 세이펜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 경로
7. 직접 보고, 듣고, 게임하고, 체험해 보면서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Student Book

11
SSoonngg

Ready, Set, Sing! Song 1 Song 2

22
SSoonngg

아이들에게 친숙한 마더구스 가사로 만든 스토리입니다.

Sing and Play Time 앞에서 배운 노래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바꿔서 불러봅니다.

Digital CD

Audio

스토리·노래, mp3 파일을 수록했습니다.

Song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봅니다.

Dance

타이틀 Song, 스토리 Song을 신나는 율동과
함께 따라 해봅니다.

Story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Activity Book

Game

주제와 연관된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하다 보면 자신감도
쑥쑥 자라나요!

Project

Words

스토리에 나온 단어를 노래로 재미있게 복습해요.

Art

Craft Template

주제와 연관된 만들기 활동으로 즐거움 Up! 창의력 Up!

주제와 연관된 또다른 노래를 불러보고,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 활동들로 마무리 합니다.

Saypen Sticker

세이펜 음원 다운로드 방법
➊ www.saypen.co.kr 접속
➋ 우측 상단 음원 다운로드 클릭
➌ 좌측 출판사 카테고리에서
에이리스트 클릭

만들기 활동의 도안으로 아이들이 쉽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amily, Number, Body Parts, Transportation, Health에만 수록

Student Book 표지 및 본문에 음원 스티커를 붙여주면 세이펜을 활용하여
스토리/노래/따라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좌

Mobile App

y
B
Booddy

FFoooodd

Mobile App

각 곡의 율동 동영상, Song 애니메이션, Story 애니메이션을 수록했습니다.
*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ready set sing' 검색

www.englishplus.co.kr 접속 ▶ 인터넷 강좌 ▶ 체험영어/시험대비 클릭
동요와 함께하는 체험영어 클릭 (Animal/ Nature / Food / Body Parts / Number / Family)

누리과정 연계표
Month

Title

Song Titles
A Sailor Went to Sea

3월

4월

Animals
(동물)

Body Parts
(신체)

5월

6월

Health
(건강)

과학적 탐구하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Hokey Pockey

신체 인식하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Humpty Dumpty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환경 알아보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미술적,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규칙성 이해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과학적 탐구하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른 식생활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Head and Shoulders

Are You Sleeping?

Nature
(자연)

10월

Tools
(도구)

Halloween
(할로윈)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Hickory Dickory Dock

Time to Go
Trick-or-Treating

Creeping, Creeping

The Wheels on the Bus
11월

Transportation
(교통수단)
Down by the Station

Do You Know the Muffin
Man?
12월

2월

Food
(음식)

Number
(숫자)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 과정 즐기기

Twinkle, Twinkle, Little Star

9월

과학적 탐구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I Love the Mountains

7월

내용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 과정 즐기기

Old MacDonald
Had a Farm

Finger Family
Family
(가족)

누리과정 내용 범주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탐구 과정 즐기기

Five in the Bed

수학적 탐구하기

Ten Little Indians

수학적 탐구하기
예술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최고를 만드는 영어교육 전문 출판

문의전화 : 02-2648-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