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즐거워지는 마법의 펜

사용자 가이드북
USER 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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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브랜드 소개
도요새잉글리시는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
니다.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도요새처럼 아이
들이 스스로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요새잉글리시의 교육 철학
도요새잉글리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키우고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란?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는 도요새잉글리시를 새롭
게 구성하여 선보이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도요
새잉글리시 멤버스 회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
로 도요새잉글리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원스마
트펜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다양한 스마트 교재 제
공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 상품 구성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는 도요새잉글리시 APP과 함께 교원스마트펜 활용 요소를 첨가한 다양한
신규 스마트 교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교원태블릿PC를 가지고 학습하며, 학부모는 모
바일 APP을 통해 아이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
도요새잉글리시
• Learning Space
일일 학습 공간
맞춤 복습, 전체 복습, 개별 복습 가능
• Reading Space
독서 활동 공간
• DT (DoYoSe Tutor)
도요새 선생님(DT)과의 화상 학습 공간
• Smart Space
스마트 교재 학습 콘텐츠 이용
학습 진도 및 학습 내용 한눈에 보기

교원 스마트맘
• 교원의 대표 학부모 서비스
• 자녀의 도요새잉글리시 학습 현황 확인
• 학습 결과 분석 자료 제공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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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honics 코스

스마트워크북

스마트알파벳&파닉스상자

스마트스토리북

스마트픽셔너리

Ground, Mountain, Sky 코스

스마트워크북

스마트단어상자

스마트워드업

스마트스킬업

스마트스토리북

※스마트 교재는 학습 코스 및 과정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상이합니다.
➞ 스마트워크북 내 커리큘럼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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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의 학습 구성

본 학습

본 학습은 도요새잉글리시 APP을 가지고 진행되며, 세분화된 Level
중 학습자 수준에 맞는 Level을 배정 받아 학습을 진행합니다.
영어 표현력 강화

커리큘럼

영어 유창성 발달
영어 기본 다지기

영어 두뇌 만들기

Phonics
 학습 기간: 52주
•
•단계: Level P
•시리즈 구성:
DoYoSe ABC,
Brain Phonics 1~6

Ground
•학습 기간: 104주
•단계: Level 1~4, Intensive
•시리즈 구성:
L&S Start 1~4
R Start 1~4
Course+ Start 1~2
Step 1~4
Jump 1~4

Mountain
•학습 기간: 78주
•단계: Level 5~7, Intensive
•시리즈 구성:
L&S Basic 1~3
R&W Story Fun 1~3
R&W Basic 1~3
Course+ Basic
Fly 1~4

Sky
 학습 기간: 52주
•
•단계: Level 8~10
•시리즈 구성:
L&S Build Up 1~3
R&W Build Up 1~3
Course+ Build Up

Learning Space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의 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행성과 캐빈, 보드를 터치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행성 Planet
행성은 내가 학습할 시리즈를 말합니다. 행성
을 터치하여 시리즈 학습을 시작하세요.

캐빈 Cabin
내가 학습한 미디어 영상은 물론, 보상(스티
커, 배지), 학습 스케쥴,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도요새 메시지
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드 Board
내가 만든 북리포트와 마이스토리북을 친구
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잘 만든 친
구에게는 ‘하트’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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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학습 프로세스
유닛(Unit)은 1주일 동안 학습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1개의 유닛은 5개의 레슨(Lesson)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 코스, 시리즈 별로 레슨 세부 내용 상이함

일일 학습 진행 방법

1

시리즈 행성을 터치합니다.
Tip! 현재 학습 중인 행성은 화
면 중앙에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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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할 레슨을 터치하여 학습
을 시작합니다.
Tip! 오늘 학습해야 하는 레슨에
는 귀여운 도디가 서 있어요!

3

학습 완료 후 레슨을 다시 터
치하면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 학습 구성
매일 1개의 레슨을 학습합니다. 레슨 학습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도입 학습

04

학습 평가

스토리 학습과 연계된 단어를
공부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한 테스트 문제를 풀어 보며,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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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습

05

자기 평가

재미있는 3D 스토리 애니메이
션, 인터랙티브북으로 영어 스
토리를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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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학습
스토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
어의 4대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키우는
심화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루 학습에 대해 스스로 평가
해 보며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도요새잉글리시 APP의 복습 방법
레슨 학습을 완료한 후 Lesson Result에서 3가지 방식으로 복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 복습 (Review+)

레슨 복습 (Lesson Repeat)

개별 복습

‘Review+’를 통해 일일 테스

‘Lesson Repeat’을 통해 전체

트에서 틀린 문제를 바탕으로
취약한 학습 영역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 복습을 제공합니
다.

레슨을 포괄적으로 반복함으
로써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다양한 학습 활동 중 가장 취
약한 영역의 활동 혹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복습하기’를
통해 선택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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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

도요새잉글리시 APP의 Smart Space는 코스별로 제공되는 다양
한 종류의 스마트 교재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원스마트
펜과 연동하여 복습 및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Phonics 코스의 스마트 교재
스마트워크북은 매일 도요새잉글리시 APP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교재입니다. 파닉스 코스 스마트워크북
에는 알파벳 및 주요 소리와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
는 다양한 놀이 연습 활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북

주요 기능
소리 듣기 : 원어민 음성을 들으며 발음을 확인합니다.
영상 보기 : 본 학습에서 보았던 3D 애니메이션과 체조, 율동
영상을 다시 시청합니다.
우리말 풀이 Tip : 영어 단어와 문장의 우리말 뜻을 확인합니다.
학습 완료 : 오늘의 학습을 완료했음을 도요새잉글리시 APP
내 Smart Space에 기록합니다.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스마트알파벳&파닉스상자

알파벳과 기초 단어를 이미지 연상을 통해 익히고,
패턴 반복 학습으로 탄탄히 다집니다.

알파벳 & 파닉스카드

Q노트

이미지 연상을 통한 알파벳, 기초 단어 학습

6가지 패턴 반복 학습으로 학습 내용 강화

•알파벳 학습:
알파벳 따라 쓰기 연습
영어 철자와 한글 뜻 확인
알파벳 체조 다시 보기
•문제 풀이:
교재의 Q상자 터치 ▶
태블릿PC로 문제 확인 및 풀이
•파닉스 학습:
해당 단어의 응용 문장 확인
영어 철자와 한글 뜻 확인
파닉스 율동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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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확인:
교재 선택지 터치 ▶
바로 정, 오답 피드백 제공

스마트스토리북

스마트스토리북은 본 학습에서 공부한 인터랙티브북을
그림책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버튼을
누르며 단어를 학습하고, 재미난 붙임 딱지 활동을 하며
영어와 친해집니다.
•촉각 붙임 딱지 붙이기 활동 수록
(DoYoSe ABC 시리즈 권말 활동)

❶
❷

알파벳 촉각 붙임 딱지를 붙이고 손으로
만지며 알파벳의 모양과 쓰는 순서 습득

영어로 스토리 듣기
영어와 우리말 번갈아 듣기
애니메이션으로 보기
장면별 문장 듣기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 소리와 우리말 해석 확인

스마트픽셔너리

스마트픽셔너리는 붙임 딱지 붙이기 활동을 통해 나만의
그림 사전을 만들며 기초 실생활 어휘를 익힐 수 있는 교
재입니다.

•통 그림의 빈 자리에 학습 단어에 해당하는 조각 그림 붙임 딱지를 붙이며 그림을 완성
•유아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영어 단어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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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Mountain, Sky 코스의 스마트 교재

스마트단어상자

스마트단어상자는 초등 필수 영어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단어카드
이미지 연상을 통한
스마트 단어 암기

• 발음 확인: 단어카드 터치 ▶ 단어 발음 확인
• 우리말 뜻 확인:
버튼 터치 ▶ 한글 뜻 . 품사 확인

사고력 확장카드
단어들 사이의 연관
성을 확인하며 통합
적 어휘 사고력 향상
• 상위 개념 단어 학습: 카드 터치 ▶ 상위 개념 단어 확인
• 하위 단어 학습: 카드 터치 ▶ 상위 개념 단어에 속하는 다른
하위 단어 학습

Q노트
문제 풀이를 하며
실력 점검
• 문제 풀이: 교재의 Q상자 터치
• 정답 확인: 교재 선택지 터치 ▶ 정, 오답 피드백 제공

스마트워크북

Ground, Mountain, Sky 코스의 스마트워크북에는 도요새
잉글리시 APP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영역을 강화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리 듣기 : 원어민 음성을 들으며 발음을 확인합니다.
영상 보기 : 본 학습에서 보았던 영상 콘텐츠를 다시 시청합니다.
우리말 풀이 Tip : 영어 단어와 문장의 우리말 뜻을 확인합니다.
학습 완료 : 오늘의 학습을 완료했음을 도요새잉글리시 APP
내 Smart Space에 기록합니다.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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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킬업은 핵심 구문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방
법을 알려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재입니다.

스마트스킬업
1. 기본 문장

그림 속

콕콕

2. 확장 문장

핵심 구문 기본 말하기

버튼 터치

통통

버튼 터치

4. 받아쓰기

핵심 구문 기초 영작

쓱쓱

핵심 구문 받아쓰기

문제 풀이 후
버튼 터치
▶ 정답 확인 후 자가 채점

문제 풀이 후
버튼 터치
▶ 정답 확인 후 자가 채점

스마트워드업

핵심 구문 확장 말하기

▶ 핵심 구문을 활용한 확장 문장을 만들어
보고 따라 말하기

▶ 핵심 구문과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고 따라 말하기

3. 어순 배열

쭉쭉

스마트워드업은 그림으로 주제 관련 단어 및 반의어를 학
습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단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재입니다.
주요 기능
주제 관련 단어 및 반의어의 소리와 우리말 뜻 확인
단어 문제 확인(교재 선택지 터치 시 정, 오답 피드백 제공)
정답 확인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스마트스토리북

스마트스토리북은 본 학습에서 공부한 인터랙티브북을 그
림책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듣기, 읽기, 구문, 문화 요소 등
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영어로 스토리 듣기
영어와 우리말 번갈아 듣기
애니메이션으로 보기
장면별 문장 및 문제 듣기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단어 소리 및 우리말 뜻 확인
문장 구조 및 표현법 확인
문화 요소 확인
우리말 풀이 및 정답 확인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학습완료

※스마트 교재는 학습 코스 및 과정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상이합니다. ➞ 스마트워크북 내 커리큘럼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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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학습
도요새잉글리시 APP의 DT 표시가 있는 비행선은 도요새 선생님(DT: DoYoSe
Tutor)과 약속한 만남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비행선을 누르면
화면을 통해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한 주 학습 내용에 대한 관리를 진행
합니다.

대시보드 왼쪽에
떠 있는 비행선을
터치하면 화상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상 학습 내용
01

학습 진도 확인
학습 진도 확인 후,
학습할 유닛(Unit) 선
택

02

오답 확인
각 Lesson의 테스트
에서 풀어 본 문제의
정오답 확인

03

학습 음원 확인
녹음 파일을 선택하
여 재생 후 선생님의
발음 코칭

04

독후
주요
습과
도서

05

마무리 퀴즈(Check+)
오답 영역과 매칭되는
문제 풀이 및 이해도
재점검

꼭! 확인하세요!
DT 화상 학습 입장은 도요새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1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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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표현 말하기 연
다독 학습 필독
관리

다독 학습
도요새잉글리시 APP의 Reading Space는 디지털 영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질의 영어 도서를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열람하여 읽
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Library)

인터랙티브북, 노래, 동영
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도
서로 학습자가 재미있게 영
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
다.

해외 유명 출판사의 원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도서가
수록되어 있어, 독해 실력
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lay book과 e book 중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

북셸프 (Bookshelf)
라이브러리에서 읽은 영어 책으로 독후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책에 대한 감상을 그림이나
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나만의 북리포트(Book Report)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만든 북리포트는 ‘공유하기 를 통해서 Board로 보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며 하트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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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의 대표 캐릭터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의 귀여운 학습 도우미인 도디와 세 친구들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를 통해
아이들이 영어에 더욱 친숙해지고 즐겁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Doddy

Woofy

이름: 도디 (도디 왕자)
신체: 110 cm / 17 kg

이름: 우피
신체: 100 cm / 40 kg

우정을 중요시 하고 다정다감한 성격
앞머리가 도요새 부리를 닮음
도요새 복장을 입고 있음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의 진돗개
말이 많지 않으며 우직함

Liz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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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이름: 리지
신체: 40 cm / 5 kg

이름: 베리
신체: 30 cm / 5 kg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도마뱀
때로 호들갑스럽고 깐깐함

박학다식하며 친절하고 사려 깊은 곰
자신이 개발한 로봇인 로보 베리를
타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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