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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 Theme
“동화책으로 시작하는 영어교육 - Choosing and Using”
예측이 가능한 책, Predictable Book
이야기(stories)는 모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습득에 있어 아이들의 언어능력에 관련한 기술(skills)들을 자연스럽게 발
달시키도록 도와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해주며, 그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스토리를 들으며, 또는 함께 읽으며 언어에 대한 ‘감각(sense)’을 키우
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Wright, 1995). 이 중 프레딕터블 북(Predictable book)은
영어 교육에 있어 읽기와 쓰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동화책입니다.
프레딕터블 북(Predictable Book)은 라임(rhyme)과, 단어(words), 구(phrase), 문장(sentences), 후렴구(refrains)등이 반
복되어 있으며, 새로운 단어나 문장이 점차적으로 쌓여가도록 문장이 구성되어있고, 어느 문화에서나 친숙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Mary Jett Simpson, in Reading Resource Book, 1986). 이러한 책을 여러 번 읽어주면 아이들
의 마치 실제 읽는 듯한 pretend-read으로 첫 읽기를 시작하게 되며, 이는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주고, 글자
와 소리, 단어, 문장 등에 대한 언어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노부영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프레딕터블 북
중 베스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향후 본격적인 읽기, 쓰기를 위한 기
본기를 연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Step3 Book1

Step1 Book2

Step2 Book1

<Henny Penny>

<I went walking>

<What’s the time, Mr. Wolf?>

동물들을 만나면서
문장이
반복되고,
새로운 단어가 쌓여
가는 구조

see-me의 라임,
I went walking.
What do you see?
가 반복되는 구조

이달의 노부영 작가
Nick Butterworth
런던에서 태어난 닉 버터워스
는 수십 권의 뛰어난 그림책
을 출판하여 명성을 얻고 있
는 영국의 작가이자 화가이며
디자이너입니다.
1992년 <After the Storm>으
로 브리티시 북 어워드 삽화
부분을 수상했으며, 첫번째 그
림책 <One Snowy Night>의
주인공인 퍼시(Percy)는 전세
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있
습니다.

Step2 Book2

시간의 순서대로 하루
일과가 나열된 친숙한
이야기 구조

<In My backyard>
stay-away,
ring-string,
frog-log, house-mouse
등의 풍부한 라임

영어교육 소식
영어교육 잡지 Hello Friend를 소개합니다.

-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한 Contents
- 시, 스토리, 만화, 너서리 라임, 숨은
<주요작품>

그림 찾기, 요리 만들기, 과학 미니북
- 현지 문화의 간접 체험
- 잡지 활용을 위한 위클리 플랜과
워크시트, 학부모 가이드 제공

Jasper’s Bean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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