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nd 
Edition

다이내믹하게 설계된 파닉스 교재의 명작

2nd Edition



Super Phonics is…
Super Phonics 2nd Edition은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다이내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은 Phonics 규칙을 학습하고 일상에서 친숙한 단어를 익혀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단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깔끔한 구성과 나선형 반복 학습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구성과 저연령에게 최적화된 학습 Flow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반복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해 나가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Phonics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줍니다. 

EFL 환경에 최적화

Word Family로 Phonics를 접근하고, EFL 환경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발음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철저한 읽기 연습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학습한 단어를 문장과 짧은 스토리로 확장시키고, 온라인에서 추가적인 

Reading 연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Fun 액티비티

2nd Edition에는 Student Book 뒤에 Unit당 2개의 액티비티를 추가하여 배운 단어를  

다양하고 흥미롭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Student Book 
with Hybrid CDs(2) 

Great online resources for FREE

신나는 Song, Chant 제공 

Phonics 단어와 흥미로운 스토리를 신나는 Song, Chant로 배움으로써 학습 동기를 지속시켜 

줍니다.

재미있는 Hybrid CD

Hybrid CD는 Sound, Word, Game, Review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 내용을 생동감 

있게 다시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CD 플레이어에서도 오디오 재생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온라인 자료

Flashcard, Cube Activity, Reading & Writing Practice, Sight Word Worksheet, Unit 
Test 등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다이내믹한 Phonics 학습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여 줍니다.

Workbook

www.twoponds.co.kr/superphonics



▶   해당 Unit의 목표  

음가와 단어를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습니다.

▶   앞에서 학습한  

단어의 이해도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    음가별로 단어를 분류하고 

문자들을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합니다.

▶    소리와 철자를 명확한 

사진과 함께 배우고, 

흥겨운 챈트로 반복 

하여 연습합니다.

▶  1권에서는 컬러링,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나만의 Alphabet Book을  

만들어 봅니다. 

▶  2~5권에는 Unit당 2개의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Hidden Pictures, Dot to Dot 등의 

Fun 액티비티와 단어 복습을 위한 

Word Race, Word Search를  

제공합니다.

Student Book 1, My Alphabet Book 

Student Book 2~5, Activity Sheets 

Student Book Activity Sheets

▶   이미지 또는 단어만  

제시된 상황에서 듣기를 

통해 목표 음가와 단어를 

반복 학습합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티비티로 학습한 

단어를 복습합니다.

▶    배운 단어와 사이트 워드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해 읽기 능력을 길러 줍니다.



▶ Hybrid CD를 통해 플래시, 게임 등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단어 학습과 쓰기 연습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에서 Flashcard, Cube Activity, Reading & Writing Practice, Sight Word Worksheet, 
Unit Test 등 학습 성취도를 높여 주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twoponds.co.kr/superphonics

 Placement Test
 Answer Keys 
 MP3 Files
 Flashcards
 Story Cards
 Cube Activity
 Daily Plan
 Lesson Plan
 Reading Practice 
 Writing Practice
 Sight Word Worksheets
 Unit Test
 Final Test 

Workbook Downloadable Resources 

Placement Test 

Cube Activity

Sight Word Worksheet

Unit Test 

Hybrid CD 



Book 1 Book 2 Book 3 Book 4 Book 5

Unit 1 Aa Bb Cc -at -an -ag
-ake -ape 

-ave
sh, ch ai, ay

Unit 2 Dd Ee Ff -ad -ap -am
-ame -ate 
-ane -ase

th, wh, ck ee, ea

Unit 3 Gg Hh Ii -ig -in -it -ike -ime -ive ng, nk oa, ow

Unit 4 Jj Kk Ll -ip -ix -id
-ine -ipe -ite 

-ire 
sm, sn, st, sw oo

Review 1

Game 

Unit 5 Mm Nn Oo -op -ox -ose -one -ole cl, bl, fl ow, ou

Unit 6 Pp Qq Rr -og -ot
-ome -ope 

-ote 
cr, br, fr oi, oy

Unit 7 Ss Tt Uu Vv
-ug -un -ub 

-ut
-ute -ube -ule 

-une 
gl, pl, sl ar, or

Unit 8 Ww Xx Yy Zz
-et -en -ed 

-eg 
dr, pr, gr, tr er, ir, ur

Review 2 

Game 

Final Review 

Final Test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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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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