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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어가 되는

진짜 영어가 되는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Flying Up English는
국내 영어 교육 대표 기업인 ㈜언어세상과 ELT 대표 출판 브랜드인 A*List가 공동 개발한
<진짜 영어가 되는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검증된 ELT 교재로 구성된 Skill 교재와

처음 Setup이
가장 쉬운 프로그램

원하는 커리큘럼, 티칭 방법, 학생, 학부모 관리, Class-management,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 시안 등 하나부터 열까지 초기 Setup부터 지속적인 지원으로
창업하기 가장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체계적인 영역 및
단계별 교재와
풍부한 교사용자료

7레벨 101종의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
네 가지 영역 및 단계별 교재 프로그램 구성으로 편리성을 제공하며, 각 교재마다
다양한 교사용 자료 제공으로 선생님은 쉽고 알찬 수업 준비가 가능하고, 학생은
재미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및 종이책 원서 읽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유치부터
중등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운 프랜차이즈 가맹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검증된 양질의
4 Skills 전문 교재

전자도서관 및
영어원서 읽기

러닝캐슬
프로그램

학습 &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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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다양성과
흥미를 고려한 커리큘럼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 네 가지 영역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흥미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수업과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학습과
편리한 학생관리 LMS

Skill 교재와 함께 온라인 학습으로 On-Off Blended Learning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숙제관리, 성적표 등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관리 서비스

창업 전·후로 (주)언어세상의 지속적인 컨설팅, 교사용 자료, 디자인 자료,
강사교육 세미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효과가 배가되는
디지털 콘텐츠
[전자도서관]

자기주도 원서 리딩 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과 수준별 영어 표현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화상영어로 Speaking과 Listening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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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Flying Up English

학습 구성

Flying Up English는 레벨에 따라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 교재가 있으며,

Flying Up English는 총 7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별로 Phonics 9종, Listening & Speaking 30종,

각 학습 교재는 Student Book, Workbook, Audio 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Flying Up English 전용 Wordbook,

Reading 38종, Grammar 24종으로 전체 101종의 학습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을 다루는

온라인 학습 및 학습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외에 전자 도서관 e-Library와

전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레벨과 흥미에 맞게 선택해 학생 및 반 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이 가능합니다.

러닝캐슬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Flying Up English

Skill 교재

Student Book

레벨별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서 제공

Workbook

Student Book에서 배운 내용을
액티비티, 퀴즈 등으로 반복 학습

Audio CD

레벨별 단어, 본문, 챈트 등을 수록한
Audio CD

UNIT 1

Super Star 1

School

B.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UNIT 1

Super Star 1

School

C. Song Activity
Hi! What’s your
name iscard
Ron. sheets.
1. name?
Give students characterMypicture

2. Students cut out the cards and put 4 cards in front
of them.
3. Teacher plays the song, Track #5.
4. Students listen, and when they hear the words, they
put the card up.
Worksheet 02

Wordbook

온라인 프로그램

교사용 수업 자료

단어장
(단어 예습, 복습, 숙제장)

이러닝 학습 및 관리 사이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완벽한 수업 자료

Phonics

Listening
& Speaking
Skill Book

Reading
Skill Book

Grammar
Skill Book

P

L&S
Flying
English

R

Flying
Reading

G

Flying
Grammar

1-5 Level

1-30 Level

1-38 Level

1-24 Level

Flying Phonics는

교육부의 초등 교육

융합 인재 교육

대화문으로 문법

그림으로 익히고 챈트로

과정을 완벽하게 대비한

(STEAM)과 CLIL이

포인트를 소개해 실제

배우고 게임으로 복습하는

코스북으로 생활 영어,

접목되어 학습자의

Speaking에서 올바른

과정으로 구성되어 매우

필수 단어, 필수 문형 등

호기심과 창의력을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Phonics 학습을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자극하고 비판적

하고, 체계적인 내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효과적인

사고력을 키워 줍니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Flying
Phonics

확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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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도서관

러닝캐슬

1,000여 권의 e-book 원서 읽기

종이 원서 및 온라인 학습

Flying Up English

학습이 가능합니다.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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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Map

Phonics Flying Phonics

P

New

Phonics

Phonics

각 16,000원

워크북 별도 판매 5,000원

각 16,000원

Listening & Speaking Flying English

01

Reading Flying Reading

01

Grammar Flying Grammar

02

Starter

Starter

각 16,000원

각 16,000원

Primary

02

각 14,000원

02

Primary

Primary

각 16,000원

각 16,000원

03

03

03

Intermediate

Intermediate

각 16,000원

각 16,000원

04

04

High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각 16,000원

각 16,000원

Intermediate

각 14,000원

내신 대비 Grammar Flying Grammar

04

High
Intermediate
각 19,000원

05

05

Advanced

Advanced

각 16,000원

각 16,000원

06

06

Master

Master
각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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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4,000원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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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Phonics

Flying Up English

Best Phonics

[1단계 | 총 4종]

Student Book

Student Book

Flying Up English의 Phonics는 Flying Phonics로 1단계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lying Phonics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EFL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그림과 아주 쉬운 설명으로 Phonics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8

[1단계 | 총 5종]

Best Phonics는 플립러닝으로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노래와 동영상으로 신나는 파닉스 학습!
●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플립러닝 노래와 동영상으로 파닉스 규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

●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익히고 챈트로 외우고 게임으로 복습

●

저학년 수준에 맞춘 쉬운 학습 플로우로 구성

●

EFL 환경의 학습자를 위해 처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소개한 Phonics 원리

●

파닉스 단어 뿐만 아니라 사이트 워드를 충분히 다루고 있음

●

신나는 챈트로 Phonics의 규칙과 주요 단어의 정확한 발음 학습

●

핵심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로 구성된 스토리로 리딩스킬을 기름

●

강화된 Listening 문제를 통한 소리의 변별력 훈련

●

챈트, 노래, 게임과 스티커 활용으로 파닉스를 재미있게 학습

Workbook

Wordbook

Workbook

Student Book의 Sound를 심화학습하고 Writing이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Student Book, 디코딩 스토리와 연계되어 리뷰 학습이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강화된 다양한 연습 문제와 길 찾기, 퍼즐 등 흥미로운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가능하며, 각 권별로 단어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Activity를 제공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Word Note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별도 판매)

Wordbook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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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English (Listening & Speaking)

Flying Up English

Flying Reading

[5단계 | 총 30종]

Student Book

[6단계 | 총 38종]

Student Book
Unit

1 School

Les

so n

1

C Sing and dance.

Unit 1

CD1

5

Ouch My Tooth!

Topic : Culture
Portfolio : Journal

Conversation

B Look and find the words in the picture.
Hi. What’s your name?

A Listen and say.

Hi. What’s your name?

Ron. My name is Ron.

CD1

3

Hi. What’s your name?

Hi! What’s your name?

4

02

bleed

bump into

fairy

fall out

pillow

play tag

trip

tumble

2

Ron, Tyler, Clare, Monty.

Hi. What’s your name?
CD1

1

Ron, Tyler, Clare, Monty.

Tyler. My name is Tyler.

My name is Ron.
B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A Listen and read.

Monty. My name is Monty.

Hi, all!

Clare. My name is Clare.

bleed

3

bump into

4

D Say and act.

fairy

?

What’s your name?
My name is

5

.

fall out

6

pillow
My name is

Star
Quest

Monty Time!

.

7

CD1

6

6

7

trip
8
1권_unit1.indd

10

play tag

8

tumble

Unit 1

1

2016-05-01

오전 10:31:01 1권_unit1.indd

2

2016-05-01

Flying Up English의 Listening & Speaking은 Flying English로 5단계이며, 단계별로 6레벨씩 총 30종으로

Flying Up English의 Reading은 Flying Reading으로 6단계이며, 단계별로 6~8레벨씩 총 38종으로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대비한 스킬북으로 생활 영어, 필수 단어, 필수 문형 등 학습

있습니다. 융합교육(STEAM)을 적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쉽게 풀어주는 영어 읽기 입문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까지

목표를 제시하고 반복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폭넓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교육부가 선정한 단어와 문형으로 체계적인 의사소통 실력 향상

●

Sight Words 노출부터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교과지식으로 리딩스킬 기본기 함양

●

Brain-based Approach로 영어 실력과 더불어 창의력과 논리력 향상

●

효과적인 Interactive Learning 환경 구성으로 선생님과 학습자간에 다양한 활동 제공

●

Unit별 차별화된 Topic과 Theme으로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유용한 표현 및 단어 학습

●

영어와 동시에 STEAM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교과 주제 지식 향상

●

개인, 짝, 그룹 활동으로 학습 포인트를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

●

프로젝트 활동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Output 활동

오전 10:31:04

Workbook

Wordbook

Workbook

Wordbook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내용을 Reading과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Key Words를 사진과 함께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Writing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하고 다양한 Activity를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복습하고 새로운 문장으로 익힙니다. Unscramble 활동과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제공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ctation을 통해 복습, 응용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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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Grammar

Flying Up English

내신대비 Grammar

[2단계 | 총 12종]

Student Book

Student Book

Flying Up English의 Grammar는 Flying Grammar로 2단계이며 단계별로 6레벨씩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의 내신대비 Grammar는 Flying Grammar로 2단계이며, 개념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고

문법의 기초부터 시작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대화문으로 문법 포인트를 소개해 실제 Speaking에서 올바른

쉽게 설명하여 영문법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학습서입니다.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체계적인 내신 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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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총 12종]

●

친절한 개념 설명과 짧은 문법 요목,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학습 진행이 쉽고 빠름

●

대화문으로 문법 포인트를 소개해 실제 Speaking에서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도록 유도

●

초등 필수 영문법과 800개의 영단어를 제공

●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으로 문법 학습의 효과 극대화

●

1,800개의 풍부한 반복(Drilling) 문제와 기출문제 유형으로 실전 적용 능력을 키워줌

●

친절한 개념 설명과 짧은 문법 요목, 부담없는 학습량으로 학습 진행 용이

Workbook

Wordbook

Workbook

Wordbook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Student Book을 기반으로 초등 필수 1,800개 영어단어를

단어 학습, 단어 읽고 따라쓰기, 문장 읽고 따라쓰기 등

Workbook에서 반복 학습할 수 있으며, 확장된 문장으로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수록, 다양한 문항을 심화 학습할 수 있습니다.

Student Book의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 또는 숙제장으로

추가 학습이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활용할 수 있습니다.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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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시스템

Flying Up English

온라인 학습 시스템
www.flyingupenglish.co.kr

특징
●

●

●

특징

교재 내용을 온라인 학습으로 마스터!

●

손쉬운 학습관리

온라인 학습은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간편하고 편리한 LMS로 학생의 학습현황 및 성적을

부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집니다.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체크!

· 개인별 / 클래스별 학습 및 성적 관리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을 영역별로 접근해 연습합니다. 영역별 학습 목적에 따라

· 클래스별 과제 부여 기능

다양한 활동이 제공됩니다.

· 다양한 수업자료 제공
●

주니어 영어 인증시험 대비!

진단형 성적관리

온라인 테스트는 YLE, PELT, TOSEL 등 주니어 영어 인증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학생의 평가 점수와 함께 어떤 영역, 어떤 항목에 취약한지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시험에

진단해 줍니다. 부족한 영역과 항목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은 물론 학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영역별 평가 점수 및 그래프 제공
· 취약 영역 및 항목에 대한 진단 제공

학습 프로세스

●

학업 성취도 비교 분석
다른 학습자와 점수 비교는 물론, 리포트 카드로 학습자의 기간별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수업 시간에 교재로 학습한

· 다른 학습자와 비교분석 · 중간/기말 리포트 카드 제공

내용을 복습 할 수 있으며, 선생님은 학습자의 학습
현황과 성적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학습 구성
●

온라인 학습

●

성적 관리
학습 현황 및 성적을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학습

관리합니다.

성취도를 진단합니다.

테스트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연습하며 복습합니다.

온라인 학습 후, 학습 내용을 평가합니다.

· 학습 목표에 따라 2~3개 Step으로 구성된 영역별

· 모든 영역의 온라인 학습 완료 후 진행

●

· 다양한 평가 항목의 문항들로 구성

· 클래스 성적 관리 · 개인별 성적 관리

· 테스트 문항의 70% 이상 영어인증시험 유형 반영

●

학습 진행

학습 현황 및 테스트 성적 관리
학습왕: 단체의 학습왕 1~3위 선정

클래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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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표 : 유닛별 학습 진단

●

리포트카드 : 기간별 학습 진단

· 기간내 학습 이력 및 평균 성취도, 취약점 진단

자료실
단체 소속 학생들을 클래스

다양한 수업용 자료를

단위로 관리합니다.

제공합니다.

●

클래스 분반 기능

●

수업용 자료 다운로드

●

과제 알리미 기능

●

온라인 테스트 출력 기능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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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수업 자료

Teacher Tool

UNIT 1

Flying Up English
Super Star 1

School

B.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Super Star 1

School

UNIT 1

교사용 수업 자료

Test (Placement Test)

C. Song Activity
1. Give students character picture card sheets.

수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수록된 교사용

2. Students cut out the cards and put 4 cards in front
Hi! What’s your name?

of them.

My name is Ron.

파워포인트 자료

학생에 맞는 레벨 배치를 위한 시험

3. Teacher plays the song, Track #5.
4. Students listen, and when they hear the words, they
put the card up.
Worksheet 02

Unit

Objectives

단원별 목표, 주요 어휘 및 Teacher Tool
활용 방법 제시

Unit 1 : School

Lesson

1

Aims:
• to learn how to ask for each other's names
• to learn how to answer "What is your name?"
• to present and practice
Hello, Hi, What's your name ?
Myname is
• to sing a song and dance with the class

Objectives

Activities

Step

Sing SS Theme Song (CD 1 track02)
Warm-up Activity
Make a name tag

-

Materials

Main Lesson
(30-40 min)

Worksheet
교실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Activity 및 Game

Sing and Dance (CD 1 track05)
Listen to lesson 1 song
Read the lyrics together
Sing lesson 1 song together
Add gestures (use video clip)
Blank some lyrics and let students sing
the song

'Name tag'
worksheet

Monty Time((CD 1 track06)
Listen and sing along
Extension Activity: Sing a round

Homework

Workbook p.4-5
'I can spell my name' worksheet

Aims:
• to review language from the previous lesson
• to present new vocabulary
• to present and practice
- It's a
• to say a chant with the class

'Class Survey'
worksheet

Main Lesson
(30-40 min)

Name
SB p.6-7
SS Teacher Tool
WB p.4-5

Activities

각 단원별 학습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Closing
(5 min)
Homework

Activity: Fill in the blank (Use SS Teacher tool)
- Practice the pattern

(Reading Skill Book)

2

Reading Rookie Starter Level 1 Unit Test

NAME :

Look, read, and choose.

6. I am _______ years old.
a. eleven

a.

b. six

c. seven

6. I am a ___________.

1.

a. girl
a. small

b.

a. weak

2. kind
a.

b.

4.

a. I am smart.

Activity: Listen and draw a pictu『e
- Students draw on the 'Draw on a desk'
worksheet according to what the teacher
says

3.
a. girl

1 (A) brush

2 (A) doll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b. I am(C)
a bike
boy.

a.

a. True

5. We are best friends.
Final
Test
a.
A. Look and choose.

1

(A) pencil case

Look, read, and write the word.
10.
2

3

(B)

(B)

I am _________.
(B)
5

(A) uncle
You are a girl.
(B) aunt
I am small.
(C) brother
You are tall.

(B) angry
(C) excited

(A) block

4

(C)

(B) cold

6

Classroom objects

(A) mouse

(C) watermelon
8

(B) quilt

Flash Card

TR2

9

fine

How

idea

isn’t

name

bird

(B) butterfly

are

eight

play

they

your

pigs

(C) ant

1 How _____________ you?

2

I’m _____________. Thank you.
3 ____________ old are you?
SS1_Unit1_Class Survey

단어 학습을 위한 Flash Card
(Starter, Primary 제공)

(A) worm

Yes, they are.

11

4

Is it a __________?

13

Let’s ___________ together.
That’s a great __________.

(A) sister

(C) yak

(C) sheep
(A) fish
(B) deer

(C) grandfather
(A) frog

(A) turkey
(B) donkey

14

(B) mother

15

(A) zebra
(B) wagon

12

(C) ladybug

No, it _________________.
6

(A) hippo

(C) rock
10

(B) gorilla

My __________ is Monty.

I’m ____________.
5 Are ____________ ____________?

Hi. What’s ___________ name?

(A) tree
(B) cloud

(C) octopus
C. Listen and write.

(A) banana
(B) peach

(C) doll

(C)

(A) thirsty
(C) ________.
hungry
We are best

(B) top
(C)

7

Workbook pg.6-7

(A) sad

I am a boy.

I am seven years old.

(C)

b. False

Name: ______________

b.

(B) crayon
Read and choose.
(C) backpack

8 (A)

I am Super Girl.

I am strong.

b. False

Super Star Level 1

(C) hamster

7 (A)

a. True

b.

9. You don't like me.

4 (A) horse

10. (C) dog

You like me.
8. I like pink.

4. I am tall.

(B) snake
(B)word.
pig
Look,
read, and write the

Read and choose. 6 (A)
5 (A)

(B)

You like pink.
I like you.

b. False

3 (A) bird

a. I am(B)
a girl.
ball

c. tall

I like blue.

b. boy

Read, look, and choose.
b. False

a. True

b. smart

Read and choose.

9. I am always sad.

B. Listen and choose. b. I amTR1
strong.

c. mom

b. friend

I am always happy.

a. True

각 교재별 학습 성취도 평가를 위한

a. small
a. pink

Look, read, and choose.

(C) crayon

Gender

2.

I am kind.

5. (B) ruler

'Draw on a desk'
worksheet

c. strange

8. I am smart.

Test (Midterm, Final)
SB p.8-9

b. strong

Read and choose.

b.

b. boy

b. tall
7. You are ___________.

I am smart.

a.

노＇t십在걸
SS1_Unit1_Put up the card

You and I

UNIT

Reading Rookie Starter Level 1 Unit Test

1. strong

SS Teacher Tool

SS Teacher Tool

Chant (CD 1 track1 0)
- Read the lyrics and chant together

Ron Time (CD 1 track11)
- Listen and explore

Super Girl

7. I am _______.

WB p.4-5

Warm-up Question
- Ask students to look around the
classroom and to name different school
supplies

Name

1

3. happy

Wo『kbook p.4-5 (Use SS Teacher Tool)
- Check homework assignment
- Review language from lesson 1

Gender

UNIT

Read, look, and choose.

Materials

Sing SS Theme Song (CD 1 track02)

Test (Unit Test)

NAME :

Vocabulary
- Introduce new vocabulary on school
supplies
Sentence P『actice
."
- Introduce the pattern "It is a

SS Teacher Tool

노＇t십在걸

활동지

Wa『m-up
&
Review
(10-15 min)

SB p.6-7

SayandAct
In pairs, ask questions and give answers.
Class Survey using the target language
Closing
(5-10 min)

Step

SS Teacher Tool

Picture Walk (Use SS Teacher Tool)
Look at the pictures and ask questions
Let students questions generators
Conversation (Use ss Teacher Tool)
Get students into pairs to try to guess the
pictures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尸

Unit 1 : School

Target WO『ds I penci|, book, brush, ru|er

Target Wo『ds what I name I your I my

Wa『m-up
(10 min)

Unit

Primary 1

2

Lesson Plan

Level

Primary 1

Level

(C) bear
16

(A) onion

(B) spider

(B) carrot

(C) turtle

(C) pumpkin

Word List
단원별 주요 단어를 그림과 영문, 한글로

월간 | 연간 지도 계획서

정리해 놓은 단어 리스트

레벨별 월간, 연간 학습 목표와 지도 내용
계획서

Syllabus
수업 시수별 주요 어휘와 문장, 활동, 수업
분량을 정리한 수업 진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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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교재별 주요 지문의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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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Castle (영어원서 정독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Learning Castle (영어원서 정독 프로그램)

종합적인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읽기 쓰기 프로그램인
Learning Castle은 북미의 원어민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
즉, "Real World Literature"를 사용하여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EFL 교과서 영어가 아닌 "Real English" 를
작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earning Castle은 최근 연구·개발된 읽기, 쓰기 교육과 발달 심리학을
기초로 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하여 글의

러닝캐슬 체험하기

핵심을 파악하고, 유창한 English Reader and Writer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udio CD
Junior

Junior

B

Junior

C

D

JB-18

JB-19

JB-20

JB-21

JC-17

JD-17

Apple Picking Day!

Aaron Loves...

Aaron is Cool

Chicks!

Max for President

Dear Mr.Blueberry

(자연, 계절)

(동물, 우정)

(계절, 동물)

(농장생활, 동물)

(학교, 공동체)

(판타지, 우정)

15,000원

16,000원

16,000원

15,000원

15,000원

Senior

15,000원

Senior

A

Senior

B

Senior

C

Senior

D

E

SA-14

SB-14

SC-08

SD-01

SD-04

SE-02

Egyptian Gods...

Amos & Boris

Horrid Henry

Judy Moody

Number the Stars

The Giver

(역사, 영감)

(모험, 우정)

(유머, 개성)

(유머, 책임감)

(역사, 용기)

(사회적이슈, 유토피아)

12,000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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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15,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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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프로그램

e-Library (영어원서 다독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e-Library (영어원서 다독 프로그램)

학습 구성
독서 중심의 영어 학습
미국 HMH(Houghton Mifflin Harcourt)사의 미국 초등학교 공급용 Readers
중에서 엄선된 약 1,000여권의 e-Book을 제공하여 다독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양질의 해외 수입도서를 읽고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독 중심의
러닝캐슬(Learning Castle)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출판사인 Penguin Random
House사, Scholastic사 등의 도서들 약 1,000여권에 대한 온라인 북퀴즈를

e-Library 체험하기

추가 탑재함으로써, 독서 중심의 영어학습을 완성시켜줍니다.

특징
나만의 온라인 영어 도서관

미국 초등학교 공급용
Readers 중 엄선된

세계적인 출판사의

정독 중심의

약 1,000여권의

약 1,000여권의

e-Book

온라인 북퀴즈

러닝캐슬
프로그램

e-Library는 수준별 독서 활동이 가능한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입니다.

학습 프로세스
세분화된 9단계 레벨과 레벨테스트로 수준에 맞는 학습 가능
9단계로 세분화된 레벨별로 다양한 원서를 다루고 있어, 파닉스 이후부터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본인 수준에 맞는
도서 리스트를 추천 받고, 해당 도서에 대한 온라인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학습 관리
유형별 분석 성적표 제공으로 취약점 파악 및 보완

학생들은 e-Library에서 영어 독서를 통해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학습한 도서는 독서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모든 독후 학습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이 함된 성적표가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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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프로그램

e-Library (영어원서 다독 프로그램)

주요 출판사 소개
●

확장 프로그램

e-Library (영어원서 다독 프로그램)

학습권 사용 방법

Houghton Mifflin Harcourt
1832년 설립 이후, 유치-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육용 출판물을 제공하며 미국
교과서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서적 출판기업입니다.

click!

특히 K-1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과학, 수학 등의 교과서 출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출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Global Learning Company입니다.

1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 후 'Admin' 클릭
●

2 '학습권 관리' 클릭

Penguin Random House
2013년, 영국의 피어슨 산하 펭귄 그룹과 독일 베르텔스만 산하의
랜덤하우스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출판사입니다.
전세계 최장수 인기 리더스인 『Step Into Reading』 시리즈와 『Puffin Young
Readers』 시리즈,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챕터북인 『Magic Tree House』
시리즈, 『Junie B. Jones』 시리즈 등 아동 대상 도서를 다양하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

click!
3 '학습권 부여/회수' 클릭

Scholastic

4 학습권 선택

1920년 설립되어 미국 교육용 서적 출판으로 유명한 Scholastic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원서 읽기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는 출판기업입니다.
200여 국가 61개 언어로 번역 출판된 『Harry Potter』 시리즈와 출간 일주일 만에
어린이 책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챕터북 『Captain Underpants』 시리즈,
『Fly Guy』 시리즈 등 전세계 아동들을 열광케 한 도서들을 출간하는 세계 최대의
아동도서 출판사입니다.

click!
5 '학생에게 학습권 부여하기' 클릭

click!
6 학습권을 사용할 학생 이름을 체크하고,
'학습권 부여하기'를 누르면 학습권 부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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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절차

Flying Up English

Flying Up English는 초· 중등 영어 공부방, 교습소 등 창업 시 최소 자본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창업에 꼭 필요한 실무 교육과 운영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용 수업 자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및 관리
프로그램(LMS), 현판 등을 무상 제공합니다.

운영 절차

운영비 안내
●

가입비

80만원

●

혜택

2개월 내 사용 가능한 교재 구입 포인트 30만원

운영 프로세스

Flying Up English 현판

교육 지원(5만원)
1. 상담 및 심사

2. 계약 체결

3. 교재 교육

개원 예정지
타당성 컨설팅

약정원 주 계약 결정 후
약정원 계약서 작성

교재 교육 및
프로그램 교육

실 운영비 40만원

운영 및 실무 교육

24

4. 초도 물품 수령

5. 운영 교육

포인트 및 현판 수령

운영 교육 컨설팅 및
운영 실무 교육

Flying Up English

6. 개원

Flying Up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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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활용 지원 서비스

교사용 수업 자료
UNIT 1

School

Super Star 1

Super Star 1

Unit

명함 디자인

●

전단 디자인

Primary 1

Unit 1 : School

Lesson

1

Aims:
• to learn how to ask for each other's names
• to learn how to answer "What is your name?"
Objectives
• to present and practice
Give students character picture card sheets.
Hello, Hi, What's your name ?
Myname is
Students cut out the cards and put 4 cards in front
• to sing a song and dance with the class

C. Song Activity
1.
2.

Hi! What’s your name?

School

UNIT 1

B.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Level

●

ofis them.
My name
Ron.
3. Teacher plays the song, Track #5.

Target Wo『ds

what I name I your I my
Activities

Step

4. Students listen, and when they hear the words, they
Sing SS Theme Song (CD 1 track02)
put the card up.

Wa『m-up
(10 min)

Worksheet 02

Warm-up Activity
Make a name tag

-

Materials
SS Teacher Tool
'Name tag'
worksheet

Picture Walk (Use SS Teacher Tool)
Look at the pictures and ask questions
Let students questions generators
Conversation (Use ss Teacher Tool)
Get students into pairs to try to guess the
pictures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

엑스배너 디자인

●

현판

Main Lesson
(30-40 min)

Sing and Dance (CD 1 track05)
Listen to lesson 1 song
Read the lyrics together
Sing lesson 1 song together
Add gestures (use video clip)
Blank some lyrics and let students sing
the song

SB p.6-7
SS Teacher Tool
'Class Survey'
worksheet

SayandAct
In pairs, ask questions and give answers.
Class Survey using the target language
Closing
(5-10 min)

Monty Time((CD 1 track06)
Listen and sing along
Extension Activity: Sing a round

Homework

Workbook p.4-5
'I can spell my name' worksheet

SB p.6-7
SS Teacher Tool
WB p.4-5

노＇t십在걸

●

사인 디자인

Flying Up English는
PC나 태블릿, 모바일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종 불가)

PC 홈페이지

www.flyingupenglish.co.kr
모바일 홈페이지

Flying Up English

바로가기

m.flyingupengl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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