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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소개)

 1. 영어 학습 3년 만에 사립초 영어 전 시험 만점을 받게 만든 영어 과목별 학습법과 엄마

(도움)표 영어 교육법

 2. 공부습관이 만들어지는 단계별 시간표 작성으로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법 

 3. 학원비 줄이는 전 과목 학습법과 과목별 부모 코칭법

 4.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전략과 교육법 

 5. 학원비 버는 엄마표 영재 교육원 준비 방법

 6. 영어원서 수준을 직접 검색해 알아보고 아이에게 맞는 책 골라주는 법 

 7. 엄마(도움)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와의 관계유지 방법 

수업목표

 1. 엄마(도움)표 교육을 목표로 각 과목별 학습법과 교육법, 코칭법을 배운다.

 2. 영어의 전 영역 ‘리딩, 리스닝, 문법, 스피킹, 라이팅’의 학습법과 코칭법을 배워 엄마

도움표 영어나 엄마표 영어를 가능하게 한다.  

 3. 초등학생에게 맞는 ‘파닉스 ~ TOEFL 95-110(TEPS 696-865) 수준 또는 고등용’ 

교재 학습법과 교육법을 배워 아이에게 적용해 본다.

 4. 아이에게 맞는 시간표를 작성해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만든다.

 5.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철학과 목표를 세우고, 우리 아이를 위한 “엄마(도움)표 교육 

전략 노트”를 만든다.

 6. 아이에게 맞는 영어원서를 추천해 영어원서 읽기의 재미를 알게 만든다.

 7. 영재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의 영재성을 발견해 본다.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 자체 제작 유인물

 * 참고 서적

 1) 쏙쏙(S, O, C) 들어오는 구조분석 리딩 (플러스 라이팅) (자체교재)

 2) 고대쌤의 교과서 문법정복 (자체교재)

 3) 영어 그 안과 밖 (한학성, 채륜)

 4) 오토예스퍼슨의 외국어 교육 개혁론 (한학성, 한국문화사)

 5) 어린이 영어교육 (임병빈·정동빈,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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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2) 박혜정, 2009. SVOC문형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지도방안: 고등학생들의 문형 

인지도 분석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3) 문승재, 1997. 영어와 국어 발음의 비교분석: 영어발음교육을 위한 제언. 인문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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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 계획

차시 강의 내용

강의진행계획

및

사용기자재

과제물 및 실습계획 비고

1

 * 오리엔테이션

 * 교육철학과 목표는 왜 필요한가?

 * 아이에게 공부습관을 만들어주는 법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지금 자신의 교육철학과 

목표 쓰기

 2) 아이가 바라본 자신의 모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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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단계 시간표 작성법  

 * 성공적인 엄마표 교육을 위한 아이와의 

좋은 관계 만들기

   (아이 벌칙, 공감대화, 집안 활동 등)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아이를 위한 시간표 작성

 2) 아이와 하고 싶은 활동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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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교육과 독서습관 만들기 

 * 국어 공부 코칭

 * 일기교육과 일기를 잘 쓰게 만드는 법

 * 어린이 기자활동

  - 기자가 되는 법

  - 원고 작성법

  - 영재교육을 위한 원고작성 방향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아이의 독서와 일기 상태 

점검

 2) 앞으로 보충하거나 고쳐 

나가야할 점 작성 

4

 * 수학 공부 코칭 

 * 사회/한국사 공부 코칭 

 * 과학 공부 코칭

 * 한자와 예체능 활동 코칭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과목별 아이의 학습상태 

점검

 2) 보충하거나 고쳐 나가야

할 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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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의 목표의식을 높이는 외부활동

 * 영어거부감과 영어준비운동

 * 렉사일 지수 알아보기

 * 영어의 역사(1)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영어거부감 예방을 위해 

아이와 하고 싶은 활동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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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학적인 면까지 고려한 ‘파닉스와 영어 

발음법’ 

 * BL 지수 알아보기

 * 영어의 역사(2)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내 아이를 위한 영어의 

역사 정리



7

 * 리딩 학습법과 교육법 

  - 첫 리딩 교재 ~ TOEFL 100 또는 고등용 

교재 

 * 영어교재 선정방법

 * 리더스북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내 아이를 위한 리딩 

코칭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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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닝 학습법과 교육법

 - 첫 리스닝 교재 ~ TOEFL 100 또는 고등용 

교재 

 * BL 지수 1, 2점대 영어원서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내 아이를 위한 리스닝 

코칭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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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마 학습법과 교육법

 * 내 아이를 위한 그래마 용어 정리  

 * 영어그림책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내 아이를 위한 그래마 

코칭법 작성

10

 * 화상영어 활용법

 * 라이팅 학습법과 교육법

 * 스피킹 학습법과 교육법

 * BL 지수 3, 4점대 영어원서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내 아이를 위한 라이팅, 

스피킹 코칭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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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도서관 학습법

 * BL 지수 5점대 이상 영어원서 알아보기

 * 영재교육 기관의 이해와 선발방식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지금 자신의 교육철학과 

목표 작성

 2) 아이가 바라본 자신의 

모습 작성

 3) 자녀가 변해가는 모습 

자가 평가 

12

 * 영재교육과 영재교육 준비과정을 통한 

아이의 능력 발달 

  - 포트폴리오를 위한 준비과정

  - 포트폴리오 작성법

  - 영재성 시험과 면접 준비

  - 영재 수업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1) 아이의 재능 생각해보기 

 2) 아이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작성

 3) 자가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