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교육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합니다.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교실에 있는 

모든 유아들이 참여participation하고, 

참여를 통한 집중attention을 이끌어 내며 

협동collaboration을 통해 선생님과 유아, 

유아와 유아 간 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합니다.

WHAT IS WINGS?
Interactive 유아영어 프로그램

소통
communication

협동
collaboration참여

participation
집중

attention



for Teachers

for Parents

for Kids

교실에서 진행되는 학습방법(디지털 학습)이 변화합니다. 

Wings는 양방향 학습환경에서 스마트기기인 

Smart Board와 PAD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아기 언어학습은 즐거운 소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유아의 발달과정, 심리, 창의력과 사회성 모두를 고려한 

Wings는 양방향 학습환경(스마트 러닝)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통해 

언어학습의 4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고루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학습의 목적은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Wings는 모든 유아들이 참여하고, 참여를 통한 집중을 이끌어내며 

협동을 통해 선생님과 유아, 유아와 유아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아가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즐거운 경험을 갖게 하고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부모님들은 스마트콘텐츠와 앱서비스를 통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유아의 만족감과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유아의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으로 

양질의 수업을 도모합니다.



연 2회 제공되는 학기용 교재로, 유아 발달과정에 맞춘 

재미있는 스토리와 통합 교육활동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랙티브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매월 제공되는 교재로 디지털 교육활동과 100% 

연계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유아가 배우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고 빠르게 

Wings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오디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파닉스 음가와 쉽고 재미있는 영어문장을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듯 볼 수 있는 파닉스 

교재입니다.

Textbook 

Monthly Planner

Animation 
Story Book 

Digital Book

Hybrid CDPhonics Pad

Textbook의 월별 주제와 내용이 동일한 스토리를 

귀여운 3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확장된 상황과 표현을 통해 유아가 영어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교재 구성



Learn Words &
Word Activity

교사와 유아 간의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목표 어휘를 학습합니다.

교사와 유아 간의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목표 문장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음가를 익히고 말하기, 쓰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Words, Sentences, Phonics를 하나의 활동을 

통해 모두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아 통합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주제별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캐릭터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Interview Show and Tell & 
Brain Quest

Phonics Activity

유아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며 말하기 연습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성

Learn Sentences &
Sentence Activity

Animation Story &
Song Animation



상호 유기적인 수업 구성
(교재와 디지털 콘텐츠 100% 연계)

애니메이션과 스토리의 연계

통합교과가 접목된 콘텐츠
Social Studies · Math · Art · Science · Language

Textbook

Textbook

Digital Book

01

02

Wings 수업현장

Project

Textbook ActivityAnimation Story Book



WINGS SYSTEM

유아가 디지털 콘텐츠로 활동한 모든 결과물은 저장되어 

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학습환경(스마트러닝)에서 모든 유아들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활동 결과물

Interview

Writing

Painting

Project

아이폰

Message Gallery Portfolio Song&Story

Message Gallery Portfolio Song & Story

In Class At Home

Smart Board

Charger Box

AP
(Access point)

Pad

PC



1661-0860
www.visangwings.com 
www.vis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