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ver.
B-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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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별 학습 유형

Pre K 레벨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단계로 영어 독서 전 기초를 다집니다.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워드 등을 학습하며 간단한 제스처나 마우스 동작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여
어린 친구들 스스로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Unit 26 :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알파벳 이름과 음가를 익히는 과정

Unit 100 : Phonics 학습을 통해 단어의 소리와 발음을 익히는 과정

Unit 40 : Sight Word 를 익혀 간단한 문장을 학습하는 과정

Unit 40 : Chant & Story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음가를 익히는 과정

Song
Land

Unit 20 : Nursery Rhymes & Mother Goose를 통한 노래 활동

KA·KB·KC 레벨
책의 기본 개념과 인쇄 글자를 이해하는 기초 리딩 단계입니다.
알파벳의 모음과 자음을 기초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터득하며 친숙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적인 어휘와 문장의 노출로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eBook

KA, KB, KC 레벨

Step 1. Listening Activity
•

음성으로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다양한 화면을

Step 2. Vocabulary Activity & Test
•

통해 정답을 선택

Step 3. Reading Comprehension
•

그림을 보고 책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선택

그림과 음원을 들어보는 단어 학습 후,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선택

Step 4. Writing Activity
•

음성으로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아래의 단어를
나열하여 문장을 완성

pBook Quiz

KC 레벨

※ Book Quiz는 KA, KB레벨 없이 KC레벨부터 있음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1. Vocabulary Practice

•

약 3~5문제 출제

•

책에서 다룬 주요 단어에 대한 학습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단어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Step 2-2. Vocabulary Test

Step 3. Summary Test

•

약 6~7문제 출제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

•

화면 하단의 Hint를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4. Cloze Test
•

약 5문제 출제 / 1문제 당 1개의 빈칸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

Step 5. Writing Activity
•

음원을 듣고 아래의 단어를 나열하여 문장을 완성

1A·1B·1C 레벨
기본적인 리딩 단계로 기본 어휘 및 짧은 스토리를 이해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픽션과 논픽션을 고루 다루고 주변의 익숙한 주제들로 이야기가 구성되지만,
그림의 비중이나 문장과 어휘의 반복성은 줄어들어 문장이 문단으로 확대됩니다.

e Book

1A · 1B · 1C 레벨

Step 1. Listening Activity
•

스토리 관련 내용을 듣고 정답을 찾는 활동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그림과 음원을 들어보는 단어 학습 후,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선택

Step 3. Reading Comprehension
•

그림을 보고 책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선택

Step 4(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Step 4(Fiction). Summary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화면 하단의 Hint를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5. Writing Activity
•

음원을 듣고 아래의 단어를 나열하여 문장을 완성

pBook Quiz

1A · 1B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레벨별로 8~10문제 출제

•

레벨별로 7~10문제 출제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단어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단어 학습 후, 뜻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

Step 3(Fiction). Summary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4. Cloze Test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

Step 3(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Step 5. Writing Activity
•

음원을 듣고 아래의 단어를 나열하여 문장을 완성

pBook Quiz

1C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약 8~10문제 출제

•

약 7~10문제 출제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단어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학습 시 단어 typing 설정 적용 가능

Step 3(Fiction). Summary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 Story map ]

[ KWL chart ]

Step 4. Cloze Test

Step 5. Writing Activity(필수 아님)

•

약 5문제 출제 / 1문제 당 1~2개의 빈칸

[Fiction : Story map]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typing

•

What happened first / next / last?

[Non Fiction : KWL chart]
•

What I know / to know / learned

2A ~ 3C 레벨
독립적인 리딩이 가능한 단계로 좀 더 다양한 텍스트 타입, 장르 및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서의 페이지와 전체적인 어휘 및 텍스트 볼륨이 증가합니다. 다양한 시제를 포함하는 문장패턴과
기술적인 문어체로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e Book

2A · 2B · 2C · 3A · 3B · 3C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레벨별로 9~18개 문제 출제

•

레벨별로 10~15문제 출제

•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다음 step 학습 가능

•

단어 Typing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Fiction). Summary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4(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 Book Report ]

[ Topic ]

Step 4. Cloze Test
•

레벨별로 10~12문제 출제 / 1문제 당 2개의 빈칸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typing

Step 5. Writing Activity(필수 아님)
•

2Level : Fiction : Book Report (Title, Author, Character 등)

•

3Level : Fiction & Non Fiction : Topic 별 글쓰기

Non Fiction : Topic 별 글쓰기

pBook Quiz

2A · 2B · 2C · 3A · 3B · 3C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레벨별로 15~20문제 출제

•

레벨별로 15~23문제 출제

•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다음 step 학습 가능

•

단어 Typing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Fiction). Summary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 Book Report ]

[ Topic ]

Step 4. Cloze Test
•

레벨별로 10~12문제 출제 / 1문제 당 1~3개의 빈칸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typing

Step 5. Writing Activity(필수 아님)
•

2 레벨 : Fiction - Book Report (Title, Author, Character 등)

•

3 레벨 : Fiction & Non Fiction - Topic 별 글쓰기

Non Fiction - Topic 별 글쓰기

4A ~ 6C 레벨
깊이 있는 주제와 비평적 사고를 통한 강력한 확장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고급 단계 입니다.
'읽기 위해 배우는 단계'에서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독서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전략적이고 강력한 리딩스킬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e Book

4A · 4B · 4C · 5A · 5B · 5C · 6A · 6B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레벨별로 13~20문제 출제

•

레벨별로 14~20문제 출제

•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다음 step 학습 가능

•

단어 Typing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 Summary Test

Step 4. Cloze Test

•

스토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

•

레벨별로 8~12문제 출제 / 1문제 당 2~3개의 빈칸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

문장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typing

Step 5. Writing Activity(필수 아님)
•
•

비평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Book Review 작성
Brief Description / Interesting of the book /
Morals learnt from the story

pBook Quiz

4A · 4B · 4C · 5A · 5B · 5C · 6A · 6B · 6C 레벨

Step 1. Reading Comprehension

Step 2. Vocabulary Practice & Test

•

레벨별로 20문제 출제

•

레벨별로 25~40문제 출제

•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다음 step 학습 가능

•

단어 Typing 연습 시 Skip 기능 사용 가능

•

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

•

화면 하단의 Hint 활용하여 문제 풀이 가능

Step 3(Fiction). Summary Test
•

책의 전체 summary를 제공하며 빈칸에 들어갈

Step 3(Non Fiction). True or False
•

True or False를 통해 책을 꼼꼼히 읽었는지 점검

알맞은 표현을 선택하여 스토리를 완성

[ Fiction ]

[ Non Fiction ]

Step 4. Cloze Test
•

레벨별로 6~15문제 출제 / 1문제 당 3~6개의 빈칸

•

Summary의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 Typing

Step 5. Writing Activity(필수 아님)
•

Fiction – Book Review (Brief Description /
Interesting of the book / Morals learnt from the story)

•

Non Fiction - Topic 별 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