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바이블 라임북

BIBLE ABC





BIBLE ABC SCHOOL

교재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Z8_-De-kH7g&t=296s

https://www.youtube.com/watch?v=ANtH8SzL3is&t=127s

https://www.youtube.com/watch?v=wYLQccjsxhA&t=619s

성안교회 샘플학교 (주일학교 공과로 사용중)
https://www.youtube.com/watch?v=6U5E2ZMJTbg

자료실 (매뉴얼/수업재료/단어카드와 그림카드 등)

https://www.youtube.com/watch?v=Z8_-De-kH7g&t=296s
https://www.youtube.com/watch?v=Z8_-De-kH7g&t=296s
https://www.youtube.com/watch?v=6U5E2ZMJTbg


유치원 영어성품동화

SPECIAL ME



SPECIAL ME (5~7세)

교사용 빅북/5세용
워크북



SPECIAL ME SCHOOL (유치)

동화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oq9UyGpR2os&t=647s

수업
https://www.youtube.com/watch?v=mZOS4kmSp6k

https://www.youtube.com/watch?v=o5PWEsP5DuU&t=47s

자료실 (매뉴얼/수업재료/단어카드와 그림카드 등)
https://www.joanneenglish.org/copy-of-special-me

https://www.youtube.com/watch?v=oq9UyGpR2os&t=647s
https://www.joanneenglish.org/copy-of-special-me


스페셜미수료증



BANNERS



유치원 알파벳 파닉스

Wee Alphy



동화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KoJA3_3F4s8&t=1477s

수업
https://www.youtube.com/watch?v=jUZgsJ31Sis&t=327s

자료실 (매뉴얼/수업재료/단어카드와 그림카드 등)
https://www.joanneenglish.org/wee-ways

Wee Alphy

https://www.youtube.com/watch?v=KoJA3_3F4s8&t=1477s
https://www.youtube.com/watch?v=jUZgsJ31Sis&t=327s
https://www.joanneenglish.org/wee-ways




초등 인물별 성경스토리

WEAVY 



동화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lCc2
WCHto_c&t=115s

수업자료/메뉴얼
https://www.joanneenglish.org/weavy

위비 성경동화

https://www.youtube.com/watch?v=lCc2WCHto_c&t=115s
https://www.joanneenglish.org/weavy


그림책 활용서, 지도서



www.joanneenglish.org



가격표



타이틀 정가 교재 메모

바이블ABC 교사용 75,000원 26스토리
26송과 챈트

바이블ABC 어린이용 15,000원

바이블 라임 교사용 75,000원

바이블 라임 어린이용 15,000원

BIBLE ABC 



스페셜미 어린이용 정가 메모

5세 1학기 스토리북4+워크북1(학기용) 36,000원

2학기 스토리북4+워크북1(학기용) 36,000원

6세 1학기 스토리북+워크북 4세트 36,000원

2학기 스토리북+워크북 4세트 36,000원

7세 1학기 스토리북+워크북 4세트 36,000원

2학기 스토리북+워크북 4세트 36,000원

스페셜미 (유치 동화 프로그램)



스페셜미 교구 정가 메모

1 교사용 빅북 전체 24권 550,000원

2 앞치마 25,000원

3 도장 15,000원

4 뱃지 (30개단위) 15,000원

5 가방 5,000원

6 그림책과 영어독서지도
*온라인전문가과정(영어독서지도사 자격과정)

www.brownstudy.co.kr

25,000원

7 그림동화설교 52주 25,000원

8 매뉴얼/스토리그림카드/
단어카드

다운로드

스페셜미 교구 외

http://www.brownstudy.co.kr/


위알피 정가 메모

6/7세 공용 교사용 알파벳 리더 45,000원

어린이용 미니 알파벳북 26권 52,000원

6세 1학기 [위알피 1단계 1-3]
알파벳 A~L
Rhyming Words
Syllable Counting

12,000원

2학기 [위알피 1단계 4-6]
알파벳 M~Z
Rhyming Words

12,000원

7세 1학기 [위알피 2단계 1-3]
알파벳 A~L
Rhyming Words
Syllable Counting

12,000원

2학기 [위알피 2단계 4-6]
알파벳 M~Z
Rhyming Words

12,000원

알파벳 파닉스 프로그램 (6-7세)



교재 정가 메모

1 교사용 빅북
보라색 24종

55만원

2 교사용 빅북
고동색 12종
(주님의 비유 시리즈)

28만원

3 어린이용
(스토리별 주문)

6,500원

4 도장 15,000원

5 가방 5,000원

위비 인물별 성경동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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