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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HY9
Common Core State Standards
(미국공통핵심기준 교육과정)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습득 / 비판적사고력 /
창의력 / 의사소통능력 / 공동체역량 /
인성교육 등을 교육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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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교육이 채택한 Leveled Readers

Benchmark Education
미국 공교육 채택의 의미란?
미국 교육 전문가에 의해 엄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학교 교육용으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TROPHY9 교육과정
TROPHY9은 미국공통핵심기준 교육과정 (CCSS)을 바탕으로 한 영어원서를 도입하여
교육의 기간과 단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대상 : Kinder ~ 미국 6학년 (우리나라 7세~중학교 2학년)
● 교육과정 : T1 / T2 / T3 / T4 / T5 /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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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TROPHY9 교재
총 54단계의 촘촘한 레벨업을 거쳐 TROPHY9을 완성합니다.

리더스북 4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1
TROPHY9

WALK
●

기초어휘와 기본 Phonics Rule (파닉스)을 복습하고, 간단한 스토리내용을 이해합니다.

●

반복되는 문장패턴을 익히며 영어활용의 기초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여 Think Aloud 훈련을 시작합니다.

Think Aloud : 생각을 말하기 /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전략의 한 방법

리더스북 4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3
TROPHY9

RUN
●

Close Reading을 위한 질문을 통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

읽은 내용을 글로 표현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Collaborative Conversation 을 시작합니다.

Close Reading : 미국공통핵심기준(CCSS)의 핵심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로서 글의 내용을 좀더 		
세밀히 분석, 이해하도록 하는 리딩방법
Collaborative Conversation :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게 하는 교사, 친구들과의 대화 수업

리더스북 4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5
TROPHY9

SPRINT
●

글이 길어지면서 좀 더 복잡해진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훈련됩니다.

●

실전 말하기와 쓰기 집중훈련으로 인증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체계적인 글읽기 훈련을 통해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됩니다.

TROPHY9의 Leveled Readers는 Benchmark Education 의 2018년 출판까지
최근 신간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e-Book이 제공됩니다.
(e-Book : Tablet PC 지원)

TROPHY9
교재구성
리더스북 198권
+
워크북 54권

리더스북 4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2
TROPHY9

WALK
●

읽기에 흥미를 가지는 단계로서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읽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에 나오는 핵심어휘를 이용하여 말해보고 기초쓰기를 훈련합니다.

●

이미지를 이용한 Retelling 과 Think Aloud 파트에서 좀 더 훈련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리더스북 4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4
TROPHY9

RUN
●

사회전반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이해력 향상과 독서습관을 키우게 됩니다.

●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어휘를 이용한 Presentation (발표) 을 본격 시작합니다.

●

Graphic Organizer를 활용하여 글의 문맥과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요약하게 됩니다.

Graphic Organizer : 스
 토리맵, 벤다이어그램처럼 텍스트와 그림을 결합시켜 개념,지식,정보를 시각적 체계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내용파악을 빠르게 하고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 교육학적 방법

리더스북 2권 + 워크북 1권 + e-Book + e-Learning

T6
TROPHY9

SPRINT
●

볼륨감있는 픽션 뿐 아니라 주제를 심도있게 다룬 논픽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연령에 따른 사고력 향상에 맞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우리나라 중등 이상의 문법을 학습하게 되며 수준높은 Speaking / Writing이 가능합니다.

E-Learning (온라인학습)
CL (Class-Learning) 수업에 맞춘 학습 스케줄로 규칙적인 영어노출을 유도합니다.

국내 최다 9개 영역의 온라인 Activity!

핵심어휘를

Vocabulary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기본 어휘 익힘

Grammer Point

문장의 어순을

문제를 통해 문법을

Grammar

Sentence
Puzzle

이해하고
규칙을 정리

Class-Learning을 통해

익히는 연습으로
올바른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강화

학습한 주요표현과 어휘를

Role Play

실제로 활용해 봄으로써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Storytelling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창성 훈련

이야기를 들려주듯

(음성인식 평가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시스템 구현)

말하는 연습을 통해

받아쓰기 훈련을 통한

Dictation

집중력 향상 및 듣기
능력 강화

발표력 강화
글이 전달하려는 내용,

Book Quiz

읽기, 이해 능력 향상
원어민의 음원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따라 읽도록

글을 쓰는 독후활동을

Book
Report

통해 스토리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구현)

Shadowing

하는 그림자 효과로
발음 향상, 듣기 향상
뿐만 아니라 실감있게
말하는 효과 증대
(음성인식 평가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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