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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놀이영어 통합 프로그램

누리과정을 재미있게 놀이로 배우는
놀이중심 유아 파닉스

STORY

▣ PhonicStory 소개

윤선생영어랑 파닉스토리는 유아영어를 완성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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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icStory 소개

윤선생영어랑 파닉스토리는 유아영어를 완성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Step In (4세) StepA (5세) StepB (6세) StepC (7세)

목표 유아영어 입문과정 영어소리 기초과정 파닉스 영재과정 초등영어 리더과정

활동
음소인식

알파벳 인지

스토리 이해

알파벳 대소문자 인지

기본 음절 인지

a〜z의 음가 인지

단모음 인지

워드 패밀리

사이트워드 

자음이중자, 

연속자음, 장모음

의사소통활동

효과
알파벳의 소리와

이름을 알고 모양을

구분할 수 있다.

알파벳 a〜z의

대표음가를 듣고 구분하여 

정확히 소리를 낼 수 있다.

단모음으로 구성된

CVC 구조의 단어를

구분하여 읽을 수 있다.

파닉스 규칙을

적용하여 스스로

읽을 수 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영어교육, 전인교육

완성 목표

효과적인 교수법

검증된 유아영어

전문 교수법

유아영어 전문교사

유아와 소통이 

가능한 영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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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icStory 교재구성

플레이북
12권

파닉스북
36권

월차트
47종

토킹북
36권

홈북
36권

동영상
144편

멀티 CD
47종

CD 1종
(4세, 12호)

+

스토리북
47권

+
송북 1권

(4세, 12호)

스토리북

파닉스북

멀티CD

스마트앱

토킹북

홈북

월차트

스토리북 플레이북

송북

월차트

스마트앱

멀티CD

Step In (4세)

Step A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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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별, 학기 별 학습 부교재가 함께 제공됩니다. ㅣ * 앱 스토어에서 PhonicStory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세요. 다양한 게임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 기본 구성(월 단위)

스토리북 1권, 플레이북 1권, 월차트 1종
멀티 CD 1종, 스마트 앱

스토리북 1권, 파닉스북 1권, 토킹북 1권, 
홈북 1권, 월차트 1종, 멀티 CD 1종, 스마트 앱

4세 5세 6세 7세

멀티CD

토킹북

홈북
스마트앱

스토리북

파닉스북

월차트

▣ PhonicStory 교재구성

스토리북

파닉스북 스마트앱

토킹북

월차트

Step B (6세)

멀티CD

홈북

Step C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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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icStory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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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자유롭게 말하기를 목표로, 음소인식, 파닉스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누리과정 주제에 기반한 스토리북을 읽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발달시키는 언어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PhonicStory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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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본격적인 영어 학습 준비를 위한 소리훈련과 기본 개념 인지하기

     영어 소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음소를 즐거운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

❷ 누리과정에 발맞춘 주제중심 통합 커리큘럼 학습하기

     누리과정 5개 영역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언어생활 영역에 특화하여 언어성취 기준 제시

❸ 재미있는 소리 요소로 영어 학습 흥미도 향상시키기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기 위한 너서리라임(Nursery Rhyme), 미국 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손유희 노래(Fingerplay) 등

 소리 요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요.

Step A 영어소리 기초과정

❶ 알파벳의 모양과 대표음가를 익히기

 알파벳의 이름, 모양, 쓰기 순서, 대표 음가, 대표 단어 등 영어 학습의 탄탄한 기초 완성

❷ 26개 알파벳이 내는 44개 이상의 소리와 친해지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에 대한 인식 능력(Phonemic Awareness) 및 보다 큰소리의 단위인 음절에

 대한 인식 능력 습득

❸ 유아생활과 관련한 간단한 회화문장 표현하기

 나의 몸, 동물, 친구와 협동하기, 숫자, 도형 등의 주제를 간단한 어휘와 패턴 문장으로 표현가능

우리 아이 처음 영어, 올바른 첫 발을 내디뎌요.

Step In 유아영어 입문 과정

▣ PhonicStory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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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Step B 파닉스 영재과정

❶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파닉스 규칙 터득하기

 파닉스 활동을 통해 직접 소리를 더해 보고, 나눠 보고, 조합해 보면서 파닉스 규칙을 습득하여 모르는

 단어도 척척 읽고 쓰기 가능

❷ 워드 패밀리 활동을 통한 어휘력 늘리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자 패턴을 바탕으로 한 어휘 확장 활동을 통해 쉽게 기억하고 읽기 가능

❸ 주제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사물의 비교, 생활습관, 우리 생활과 자연, 나의 성장 등의 이야기를 주제에 맞는 어휘로 표현

스스로 읽고 내용을 이해해요.

Step C 초등영어 리더과정

❶ 수준 높은 파닉스 규칙 학습을 통해 파닉스 완성하기

 자음이중자, 연속자음, 장모음, 이중모음 등 높은 수준의 파닉스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파닉스를 완성

❷ 스토리 이해 활동을 통해 문장 이해력 강화하기

 사물, 사건, 배경 등 스토리 구조 학습 및 다양한 내용 이해 활동을 통해 초등 영어교육을 대비

❸ 유아기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배양하기

 학습한 주제별 어휘와 패턴 문장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주제 학습에 필요한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

▣ PhonicStory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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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소개

톡톡스토리는 영어의 즐거움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발화의 힘을 길러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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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놀이영어 통합 프로그램

누리과정을 재미있게 놀이로 배우는
놀이중심 유아 톡톡스토리



▣ TalkTalkStory 소개

톡톡스토리는 영어의 즐거움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발화의 힘을 길러줍니다.

시각의 즐거움

다채로운 색감의 스토리북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청각의 즐거움

좋은 음악은 아이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달시킵니다. 

감각의 즐거움

교사와 몸을 움직이고 함께 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숨은 감각을 

일깨워주고 신체발달을 돕습니다.

Step In (4세)
 영어소리

Step 1 (5세)
영어단어

Step 2 (6세)
영어표현

Step 3 (7세)
영어대화

목표

SOUND VOCA EXPRESSION COMMUNICATION

영어를 언어 이전에 

소리로 인식

영어를 언어 이전에 

단어로 인식

영어를 단어와 

표현으로 인식

영어를

언어로 인식

활동

수많은 단어와 

표현들을 스토리, 

노래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흡수

스토리속의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 속의 

단어들에 집중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 표출

롤플레이 활동으로 

단어와 표현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체 습득

효과
영어노래 부르기

의성어, 의태어 동작으로 

흉내내기

짧은 단어 말하기

쉬운 청크, 

패턴문장 말하기

많은 단어 말하기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하여 대답하기

궁금한 것을 

영어로 질문하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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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커리큘럼

12 13

▣ TalkTalkStory 교재 구성
월별 세트 구성

Storybook 1권 | Workbook 1권 | 놀이교구 1종 | 월차트 1종 | CD 1장 | 스마트 앱
★ 5호는 놀이교구 ‘그렸다 지웠다’ 활동을 위한 수성 마커 제공

스토리북 놀이교구 스마트앱월차트워크북 멀티 CD

Step In

Step 1

Step 2

Step 3



▣ TalkTalkStory 커리큘럼

•매 호 Step간 주제 연계로 매년 단어•표현 반복 및 확장                     •영유아 인지/정서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연령별 주제 확장

•Step In & Step 1 단계는 연령 특성을 고려해 친숙한 소재에 반복 노출

Vol. Topic Step In Step 1 Step 2 Step 3

1 Greeting
(인사)

Greetings 
& Shapes

Greetings & 
Playground

Greetings & 
School Objects

Greetings & 
Firefighting

2 Body/Feelings
(신체/감정)

Body Parts
Body &

Face Parts
Body &

Feelings
Appearance & 

Body Parts

3 My Family
(가족)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 

Appearance
Sleeping 

Independently

Family Personality,
Appearance & 

Personality

4 Clothes 
(옷)

Clothes & 
Colors

Clothes & 
Size

Clothes > 
Washing

Clothes > 
Shopping

5 Food 
(음식)

Food > 
Fruit + Colors

Food > 
Taste

My Favorite Fruit Table Manners

6 Summer Weather 
(여름 날씨)

Summer Weather
Summer Fruit & 

Play Water
Summer Weather 
> Swimming Pool

Rain & 
Ocean Rescue

7 Nature/Science 
(자연/과학)

Shapes & Music Shapes & Numbers Insects
Time, Rocket & 

Animals

8 Home 
(집)

Rooms Clean up Furniture Neighbors

9 Health/Safety 
(건강/안전)

Healthy Habits Playground Safety Road Safety
Sickness &
Symptoms

10 Winter Weather
(겨울)

Snow & 
Winter Clothes

Snow Play & 
Winter Clothes

Snow Play & 
Transportation

Snow & 
Transportation

Special I
Topic-Based 
Vocabulary 

Review I

Picture Dictionary I  
Step In

Picture Dictionary I  
Step 1

Picture Dictionary I  
Step 2

Picture Dictionary I  
Step 3

Special II
Topic-Based 
Vocabulary 

Review II

Picture Dictionary II  
Step In

Picture Dictionary II  
Step 1

Picture Dictionary II  
Step 2

Picture Dictionary II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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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교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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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교육과정

언어습득은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스토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영어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소리에 익숙해 집니다.

영어소리인지 프로그램

언어습득은 소리인지에서 단어발화로 발전합니다.
스토리속의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들리는 단어와 표현들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단어와 표현을 말하게 됩니다.

영어단어인지 프로그램

Step In

Step 1

스토리

누리과정 주제의
창의/인성동화
아이의 일상 이야기

문형

1인칭 시점의
현재형, 명령문,
의태어, 의성어

표현

명사위주의 단어
짧은 청크
나선형 구조

스토리

누리과정 주제의
상상/창의동화
아이의 일상 이야기

문형

1, 2인칭 시점의
현재형, 명령문,
의태어, 의성어

표현

명사/형용사
위주의 단어
패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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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교육과정

짧은 패턴 문장에서 시작된 발화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카툰형식의 스토리북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을 배우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활용하게 됩니다.

영어문장발화 프로그램

영어를 완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입니다.
스토리북의 내용으로 롤플레이 하다 보면, Q&A 학습이 쉽게 이루어져 
저절로 영어로 말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영어의사소통 프로그램

Step 2

Step 3

스토리

누리과정 주제의
상상/흥미동화
아이의 일상 이야기

문형

1, 2, 3인칭 시점의
현재형, 명령문,
의태어, 의성어, 의문문

표현

명사/형용사/동사 
위주의 단어
질문과 답이 가능

스토리

누리과정 주제의
인성/상상동화
아이의 일상 이야기

문형

1, 2, 3인칭 시점의
현재형, 명령문, 의태어, 
의성어, 의문문, 부정문

표현

명사/형용사/동사/부사 
위주의 단어
영어로 대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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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특징

Ben과 Roo가 놀이터에서 발견한 
알에서 깨어난 몬스터. 팔이 네 개
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몸 형태도 바꿀 수 있어요. 

Monsty (몬스티)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캥거루 소
녀에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좋
아해요. 

Roo (루)

공놀이를 좋아하고 조심성이 많은 
곰 소년이에요. 놀이터에서 만난 
Roo와 단짝 친구가 돼요. 

Ben (벤)

가장 개구쟁이로 장난에 먼저 앞장
서지만 의리가 있어 친구들과 사이
가 좋은 호랑이 어린이.

Tommy (토미)

똑똑하고 남자 친구들 보다 조금 사
려 깊으면서도 함께 장난칠 때는 즐
겁게 노는 곰 어린이.

Beki (베키)

씩씩한 성격에 곰, 호랑이 친구들 
보다 체격이 작아 조금 고민인 공룡 
어린이.

Danny (대니)

과일을 좋아해 식탁 위 과일 바구니를 지나치지 못하는 아기 돼지들. 

Little pigs (4세 5호)

어느 날 Luna와 Leo에게 배달된 Help! 
책에 사는 책벌레. 두 주인공들을 책 안
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에요. 공중에 
물건을 띄울 수 있어요. 

Wapi (와피)

Luna의 쌍둥이 남동생.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
지만 Luna가 너무 용감할 때는 말
리기도 해요. 

Leo (레오)

쌍둥이 남매 중 누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험심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왈가닥 일곱
살 소녀에요. 

Luna (루나)

Step

In

Step

1

Step

2

Step

3

1. 귀엽고, 다양한 연령별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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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alkStory 특징

실물

이미지에 일러스트를

결합시켜 유아의 이해를 돕고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시각 효과

카툰

형태에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로 유아의 몰입을 돕는

스토리북 (Step 1~3)

아코디언북 형태에 nursery rhyme 스타일의 동화가 실린 그림책 (Step In)

2.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스토리북



STORY 선택 후 화면

레벨 별로 체계화된 파닉스 게임 진행

PLAY 선택 후 화면

▣ 재미있게 놀면서 복습하는 SMART App

•PhonicStory App

부모님의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신나는 송,

챈트, 알쏭달쏭 게임으로 집에서도 즐거운 파닉스토리와 

톡톡스토리를 만날 수 있어요.

스마트앱 속의 게임활동은 다양해요.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레코딩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알파벳을 인지, 학습할 수 있는 게임 활동은 아이들

의 리터러시 습득에도 도움을 주어요.

가정연계는 스마트하다! 가정연계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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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닉스토리앱 첫 화면

학습과 게임을
동시에!



STORY 선택 후 화면

레벨 별로 체계화된 게임 진행

ABC 선택 후 화면

▣ 재미있게 놀면서 복습하는 SMART App

•TalkTalkStory App

자유선택 활동 | 오전, 오후 자유선택 활동 시, 컴퓨터로 활용해 주세요.

학부모 참여수업 | 학부모 참여수업 시, 활용 가능해요.

펀펀 Sound | 아이들이 배운 단어와 표현을 직접 녹음할 수 있는 기능

펀펀 ABC | 레벨 별로 파닉스 과정을 학습하는 기능

펀펀 Play | 매월 단어와 표현을 다양한 게임으로 습득하는 기능

가정연계 활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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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스토리앱 첫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