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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좋아져요! 

Level 1의 학습 목적은 영어에 익숙해 지는 것입니다. 처음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영어가 생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어린 친구들은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언어를 흡수하는 능력

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 빨리 영어 환경에 익숙해 질 것입니다. 

Level 1은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알파벳을 간단히 익히면서 시작하고 활동의 수도 적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Unit 1부터 차례대로, 일주일에 한 개 Unit의 학습을 권장합니다. 공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각 레벨의 플러스에서 더 많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지 볼까요? 

     Alphabet 

1) 무엇을 배울까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A부터 Z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애니

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통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제공

이 되며, 중간중간 종이로 된 Worksheet를 출력하여, 직접 알파벳을 써 볼 수 있는 기

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Unit 1부터 Unit 12까지 차례대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2)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영어는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A라고 애니메이션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도 따라서 “A”라고 따라 읽는 연습

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학습에서는 A-Z까지 애니메이션을 보

며, 따라 읽는 학습 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종이로 된 Worksheet를 출력하여, 따라 

Alphabet Animation Repeat 

Aft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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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아이가 배운 알파벳을 학습하는 시간 이외에

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이나 TV에서 나오는 영어를 보며, 사용되는 알파벳이 무엇

인지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면 훨씬 더 빨리 알파벳을 익힐 수 있습니다.  

  Animation  

1) 무엇을 배울까요? 

Didi의 기본 인사나 색깔, 가족, 숫자, 날씨 등과 같은 기본 표현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애니메이션입니다.  

 

2)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Didi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고 듣기 보다는, 따라서 읽도록 유도해 주면, 보다 능동적으

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Didi가 하는 말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따라 하기 가능한 표현이므로, 충분히 듣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번만 보여 주

고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3~4번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기본 인

사 및 표현에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Repeat After Me! 

1) 무엇을 배울까요? 

애니메이션에서 배운 핵심 표현을 실제로 따라 해 보는 활동입니다. 한 문장을 두 번씩 

따라 읽으면 됩니다.  

 

2)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캐릭터가 나와서 문장을 들려 주면, 따라서 읽도록 합니다. 한 문장당 두 번씩 따라 읽으

면 됩니다. 3, 2, 1 카운트가 들어간 다음, 스마일 입이 움직일 때, 두 번 따라 읽으면 됩

니다. 학습을 다 하고 나서 “학습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Unit의 따리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문자가 부모님의 모바일로 전송이 됩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따라 읽었는지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당 Unit의 학습을 마무리하면 됩

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배운 표현을 말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확인 받는 

것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