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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에그 회원이라는 자부심,
[클럽 에그]와 함께 더욱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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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좀 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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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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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시 에그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잉글리시 에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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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 스텝 1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영어 교육계에 첫발을 내디딘 잉글리시 에그가 어느덧 창사 5주년을 맞았다.

잉글리시 에그 배우 트레이시 & 지미

그리고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 그 5년을 오롯이 함께한 배우 2명이 있다. 잉글리시 에그 회원이라면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한 지
벌써 5년째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에그 대표 배우, 트레이시(Tracy Moore)와 지미(Jimi Cocina)가 바로 그들이다.
잉글리시 에그의 단출한 시작과 눈부신 성장을 함께하며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하는 그들 역시 5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5년을 자축하며 트레이시, 지미와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글 마케팅팀•사진 이내정

English EGG’s 5 year anniversary is coming up. Is there

잉글리시 에그가 탄생한 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anything you’d like to say?

남겨주세요.

Jimi : I’m so proud to be a part of English EGG and cele-

지미 : 잉글리시 에그의 일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창사

brate it’s five year anniversary with everyone.

5주년을 모두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You have been working with English EGG for 5 years. Why

잉글리시 에그와 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회원들에게 큰

do you think English EGG members love you so much?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Tracy :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five years. I hope they

트레이시 : 벌써 5년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

like us because they can see how much fun were having

르치는 일을 얼마나 즐기는지 아시기 때문에 좋아해주시는 거라

teaching their kids.

고 믿고 싶어요.

What do you like the best about working with English

잉글리시 에그와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EGG?

트레이시 : 잉글리시 에그는 열심히 일하고 즐기는 법을 잘 아는

Tracy : English EGG is a company that knows how to work

회사예요. 지난 5년 동안 잉글리시 에그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hard and have fun. They have become like family to us over

존재였고, 함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장

the past five years and I am so happy to have this experience.

좋은 점이라면 아이들과 만나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I think we would all say our favorite part is meeting and

수 있다는 점이에요.

speaking English with kids.
Recently you filmed the Drama Phonics Part 2 videos. How

최근 작업한 드라마 파닉스 Part 2 영상 작업은 어땠나요?

was it?

지미 : 드라마 파닉스 영상 작업은 힘든 점이 많았지만 같이 일하

Jimi : Drama phonics filming is a lot of hard work but we

는 최고의 팀원들이 있었고,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열심히 일하

have a great team working with us and getting to work with

는 아역 배우 호피, 앤서니와 함께여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the kids, Hopey and Anthony and their wonderful energy
and hard work is always so inspiring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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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re any Korean things that you love so much you want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맘에 들어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었

to take back to the U.S?

나요?

Jimi : I would like to take back all the fashionable clothes

지미 : 저는 모든 패셔너블한 옷들을 가져가고 싶어요.

here in Korea to the US.

트레이시 : 저는 화장품뿐 아니라 여러 음식과 간식도 가져가고

Tracy : I want to take cosmetics back to the states. Also

싶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져가고 싶은 건 우리가 만났

many of the foods and snacks! But mainly I would like to

던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인내심이에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머

take the kindness and patience of the Korean people we

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이나 회사 동

have met. It's not always easy being a foreigner but there is

료, 그리고 낯선 사람까지 우리를 기꺼이 도와줬거든요.

always someone willing to help us, friends, coworkers and
sometimes total strangers.
Has your Korean improved?

한국어 실력은 많이 늘었나요?

Tracy : We started to study Korean this month so I hope my

트레이시 : 이번달에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 실

Korean has improved. I'm studying very hard!

력이 조금 늘었길 바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Jimi : My Korean has improved but is still not good. I am

지미 : 한국어 실력이 늘긴 했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천천히

learning slowly. Let me try. ‘한국어는 재미있지만 어렵습

배우는 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는 재미있지만 어렵습니

니다’.

다’.

The Tracy Party 2015 will start soon. Can you tell us what

곧 트레이시 파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쇼가 될까요?

You are currently interviewers for the EGG Star Auditions.

에그 스타 오디션의 면접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잉글리시 에

the show will be like this year?

트레이시 : 요즘 한창 ‘트레이시 파티 2015 ’를 준비하고 있고, 곧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GG kids’ English?

그 회원의 영어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Tracy : We are working very hard on Tracy Party 2015 and

관객들에게 공개할 생각에 정말 신나요. 이번 쇼에서도 관객들이

Tracy : We are constantly so impressed with the kids English

트레이시 : 우리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겁먹을 것 같은

are very excited to share it with you! All of your favorite as-

가장 흥미로워하는 요소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춤추며 재

and their bravery to do something that probably seems very

상황에서도 잘해내는 용기에 감명받고 있어요. 참가자들이 다 대

pects of Tracy Party will be there of course. We will dance

미있는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도 있

intimidating. It’s always hard to pick winners because we are

견해서 에그 스타 3명을 선발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요. 모두 정

and have so much fun together! But there are some new

으니 단단히 준비해두세요. 최고의 쇼가 될 거예요!

proud of everyone. Good job everyone!

말 잘했어요!

surprises too! Get ready! It's going to be great!

You must have tried a lot of Korean food. Which ones do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봤을 텐데요. 어떤 음식이 마음에 드나요?

Please leave a message for the English EGG kids.

마지막으로, 잉글리시 에그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you like?

트레이시 :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드라마 파닉스 촬영장 근처

Tracy : Hi friends! We love you and can't wait to see you at

트레이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트레이시 파

Tracy : My favorite is the Bulgogi that they make at a small

작은 식당에서 먹던 불고기예요. 그 불고기는 매일 먹을 수도 있

Tracy Party 2015! Keep studying hard so we can speak to-

티 2015 ’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곧 만나서 대화할 수

restaurant near the studio for drama phonics! I could eat that

을 것 같아요.

gether soon!

있도록 영어 공부 계속 열심히 하세요.

bulgogi every day!

지미 : 저도요. 많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Jimi : I am so proud of our English EGG Family! You all

지미 : 우리 에그 패밀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제게

Jimi : Me too. I love many Korean meals but my favorite dish

불고기예요.

bring me so much happiness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많은 행복을 준답니다.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랄게요.

is probably Bulg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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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에그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좋은 프로그램과 활발한 상호 작용이
영어 성공을 이끈다

2014년 봄, 우연한 기회로 잉글리시 에그의 영어 교육 효과성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작업
을 맡았을 때, 연구자로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졌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조기 영어 교육에 대
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
도로 조기 영어 교육 시장이 확대된 나라 중 하나다.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처음 촉발된 때
는 1990년대였는데, 그 후 약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0년대에 벌써 초등학교에서는 주당 1, 2시

잉글리시 에그는 지난해 잉글리시 에그 프로그램의

간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영어 캠프 등도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다. 사교육 시

영어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장에서도 영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는 영역이 된 지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근영 교수의 연구팀에 의뢰해
‘에그 키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미 오래다.

7개월 동안 회원 총 92명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 및

조기 영어 교육의 확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였을까?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

심리적 발달 평가를 실시해, 잉글리시 에그의 효과와

문적·학술적 노력은 이를 뒤따르지 못했다.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본 일부 연구 결과가 발

올바른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표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수는 아직 미미한 편인 데다 연구 대부분이 해석에서 오류가 있

프로젝트를 이끈 김근영 교수가
‘에그 키즈 프로젝트’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했다.
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근영 교수•사진 이내정

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행 연구 대부분은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의 차이를 영
어 교육을 받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런 연구는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처음부터 다른 집단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
점이 있다. 자식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그
들은 교육관뿐 아니라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연령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근본적 차이를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영어 교육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다면 그들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적
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닌 연구자 자신이 직접
제작한 간이 검사를 토대로 검사할 때가 많았다. 이 역시 공인되지 않은 검사를 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 타당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이유들로 잉글리시 에그의 ‘에그 키즈 프로젝트’는 연구자 입장에선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는 엄마들의 ‘입소문’에만 의존했던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
로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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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보겠다. 2014년 1~3월에 잉글리시 에그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아동을

왜 놀이회원이 되는 것이 언어 이해나 발화에서 더 유리한 걸까? 결국 언어 발달에서는 지속적인 대

대상으로 5월에 1차로 한국어 및 영어 검사를, 8월에 2차 검사를, 12월에 3차 검사를 실시했다. 검

인 상호 작용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외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연구에서도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

사 중간중간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와 아동용 심리 검사를 함께 수행했다. 또 ‘관리

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릴 때 영어권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언어

회원’과 ‘놀이회원’ 간의 차이도 눈여겨봤다. 관리회원이란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집에서만 사용한

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다. 어떻게 하면 도구를 잘 쓰느냐는 결국 그 도구를 자주 쓰는 환경

회원을 말하며, 놀이회원이란 센터나 방문을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호 작용 서비스를 이용한 회

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한다.

원을 말한다. 검사는 미국에서 공인된 WIDA(World-class Instructional Design and Assess-

그렇다면 놀이회원이 아니라면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

ment)라는 영어 검사와,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에서 영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아이 5명 중 4명은 놀이회원이었지만, 한 명은 관리회원이었다.

를 주로 이용했다.

이 아이는 아마 가정에서 부모가 놀이회원 못지않게 지속적인 영어 노출을 시킨 아이였다고 생각한

2014년 5~12월의 7개월 동안의 변화를 측정한 프로젝트였기에 그 결과에 대해 사실 크게 기대하지

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 좋은 상호 작용을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않았다. 아이의 언어 능력을 반년 만에 원어민 수준으로 높이는 마법과 같은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

결론적으로, 잉글리시 에그를 잘 활용하면 단기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기 때문이다. 아마 이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보

할 수 있다. 기존의 조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

다 현실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또는 ‘구입한 제품을 가

과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는

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후 제품을 구입하기까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결과를 분석해보니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를 의뢰한 잉글

그와 동시에,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용자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당연한 진리 역

리시 에그 쪽에서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놀라운 편이

시 이 프로젝트 결과에 담겨 있다. 놀이회원은 평균적으로 관리회원보다 우수한 향상도를 보이지만,

었다. 한마디로, 7개월간 잉글리시 에그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

모든 아이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관리회원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다이어트 제품을 아무리 많

할 수 있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다.

이 구입해 사용해도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님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영어 프로그램도 이와 다

주목할 점은 이런 현상이 ‘놀이회원’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수용언어 발달(언어 이해)에서 관리

르지 않다. 잉글리시 에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고 흥미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

회원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에서 2배 정도의 향상도를 보였다. 반면 놀이회원의 향상도는 3배

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은 어느 제품, 어느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는 금

가 넘었다. 표현언어 발달(언어 발화) 쪽의 변화는 더 두드러졌다. 관리회원의 향상도는 약 2배인 데

언(金言)이었다. 이것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잉글리시 에그 효과가 좋은 것은 확

반해, 놀이회원의 향상도는 약 4배에 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놀이회원과 관리회원 간에 처

인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목표한 성과를 올리길 바란다.

음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놀이회원과 관리회원은 1차 검사 시 영어 능력, 한국어 발
달 수준 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 회원 부모의 교육관, 영어 능력, 월수입, 학력, 잉글리

필자 김근영

시 에그에 대한 기대 등에서도 별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놀이회원’이 되는 것이 영어 능력을 향

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석사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Ph.D.
현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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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 스타 인터뷰 및 메이킹 영상은
잉글리시 에그 홈페이지
(www.englishegg.co.kr) 접속 후,
[에그패밀리] 메뉴
[영어 좀 하는 아이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기 이유림
어머니 전은정 님 답변
출생년월 2009년 9월
에그 시작 2011년 12월

기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ZOO

에그 스타 1기, 2기, 3기, 4기 - 12인 미니 인터뷰

에그 스타들의 영어 성공 스토리
2014년 8월, 잉글리시 에그는 ‘에그 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잉글리시 에그가 대한민국에 첫선을 보인 지 만 4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잉글리시 에그로 즐거운 영어를 접한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오디션 프로젝트다.
잉글리시 에그로 영어에 자신감이 붙은 많은 아이들이 오디션에 지원했고, 잉글리시 에그는 매달 아이들을 3명씩 선발해
‘에그 스타’의 칭호를 부여했다.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 자란 1기부터 4기까지의 에그 스타 총 12명을 소개한다.

1. 아이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샘플 CD를 듣고 “엄마 나 마미룩앤미 사줘!”라고
했거든요. 그전에 이미 많은 영어 책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잉글리시 에그가
놀면서 영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는 머뭇거
릴 필요가 없었답니다.

토리북을 보면서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며 모든 책을 집중듣기했습니다.

도전하면서 다시 재미를 붙여 스토리텔링북을 읽고 놀았습니다. 또 카페를 통
해 에그 후배들에게 영어책 읽어주는 언니가 되어 뜻깊은 나눔도 했습니다.

6. 아이나 부모인 저희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르게 보더라
고요.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에 따른 행복이 더 크답니다.

7. 유림이의 영어는 이제 제 손에서 떠났다고 봅니다.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으로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2. 다른 영어책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화가 많아 집에서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들어도 흥얼거릴
정도로 정성을 다한 음악의 작곡·편곡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3. 너무 많은 영어책과 교구를 주는 대신 눈에 띄는 곳, 손에 닿는 곳에 에그만
을 둔 덕분에 윤준이 스스로 에그 전 권을 수십 번 읽고 따라 하게 된 것 같
니다. 두 돌 갓 지난 아이에게 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부담일 것이고, 부모가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함께 놀아주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좋아하더라고요.

4. 아이 성향을 고려해 방문 수업을 택했고, 스토리텔링북 배움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엄마가 몰랐던 부분, 놓치기 쉬운 아이의 발화나 인지력 등에 대한 스
토리액터의 조언은 엄마표 홈스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기 조재희

4. 잉글리시 에그 영어 놀이배움활동(센터/방문)

5. 해외에서 에그 스타 관련 소식을 듣고, 단 하루 만에 대학 입시 마감일에 지
원하듯이 서류며, 동영상이며 부랴부랴 작성해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세

어머니 박은실 님 답변

살이었던 윤준이가 스스로 외국인과 긴 대화를 하는 데 두려움이나 거부감

출생년월 2010년 1월

을 느끼지 않고, 차분히 대화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에그 시작 2012년 8월

이용 경험이 있다면 장점을 이야기해주세요.

7. 앞으로 아이의 영어를 어떻게 이끌어줄 계획인가요?

어는 즐거운 놀이’ 라는 연속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강력 추천

아요. 교육에 대한 강박 없이 놀이로 시작하도록 뭐든 좋아하게 그냥 두었습

비법을 알려주세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1. 장난감과 알파벳 놀이 등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윤준이에게 ‘영

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는 원어민 친구와 즐겁게 놀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할

3. 우리 아이를 에그 스타로 만든 에그 활용

6. 에그 스타가 된 후 아이나 부모님에게 변화가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영어책을 보고, 즐기게 해줄 겁

칭찬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세요.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ZOO,

둘째, 잉글리시 에그를 장난감 삼아 매일 영어 놀이를 함께했습니다. 셋째, 스

5. 유림이는 에그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어서 조금 멀어졌는데, 에그 스타에

5. 에그 스타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에그 시작 2013년 7월

3. 첫째, 책부터 CD, DVD, 책 보는 시간 등 모든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성공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1 . 잉글리시 에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실제로 활용하면서 잉글리시 에그에 가장 만족하는 점,

출생년월 2011년 1월

각종 이벤트 행사 덕분에 아이가 에그를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아요.

4. 이용 경험이 없습니다.

공통 질문

어머니 윤효진 님 답변

어떤 교재도 따라올 수 없잖아요. 이건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거기에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 영어를 즐겁게 정복하고 있는 에그 스타들의 이야기는
정리 마케팅팀

1기 이윤준

2. 에그송, 에그펜, 그림, 트레이시 파티 등이요. 에그송이나 펜이나 그림은 그

6. 사실 윤준이는 그 당시 에그 스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미와 트

보유 프로그램 스텝 2, 3, ZOO,

레이시를 만난 특별한 날 정도로 기억을 하지요. 다만 여전히 에그를 좋아하

드라마 파닉스 Part 1

고, 영어는 늘 자기와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

1. 샘플 CD만 듣고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2. 다른 교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토리텔링북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3. 에그 카페에서 하는 다이어리 활동을 하며 꾸준히 노출해주려고 노력했고,
스토리텔링북 읽어주기, 집중듣기도 꾸준히 했습니다.

모인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이 생긴 듯합니다.

7. 늘 그랬듯이 지루하지 않고 성의 있게 만든 상위 레벨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
습니다. 영아기를 지나 유아·유치기로 접어드는 윤준이의 유치원 선택에 큰
고민 중입니다. 억지 주입식 영어 유치원이 아닌 몸에 스며드는 편안한 생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쁜 생활

4. 이용 경험이 없습니다.

속에서 틈틈이 시간 내어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의 만남과 문

5. 인터뷰할 때 지미와 트레이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을 때 재희가 ‘백석마

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을 아이파크’라고 대답해서 에그 스타에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6. 에그 스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더
club e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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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7.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습니다. 요즘 조금 소홀했는데,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
니다.

2015 / spring

2기 김건희

3기 김시은

어머니 박정은 님 답변

어머니 정혜린 님 답변

출생년월 2009년 7월

출생년월 2010년 3월

에그 시작 2011년 3월

에그 시작 2013년 2월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ZOO,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1.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 표현, 예쁜 그림 때문에

2

선택했습니다.

분히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영어를 잘 듣
고 이해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3. 건희 스스로 하는 습관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스스로 찾아서 보
거나, 에그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면서 잘 즐긴 덕분에 에그 스타가 될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4. 스토리액터님이 다양한 영어 표현과 질문을 해주셔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영
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5. 면접 중간에 건희와 트레이시가 듀엣으로 노래 부른 것과, 많이 떨릴 텐데도
질문 하나하나에 침착하게 대답하던 건희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6. 아이 스스로도 에그 스타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주춤했던 영어에 대한 자신

2기 이도윤
어머니 최미선 님 답변
출생년월 2009년 2월

감도 에그 스타가 된 뒤에 훨씬 높아졌습니다.

7.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다독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방
법으로 지속적인 노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유 프로그램 스텝 2, 3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에그타임 등.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4. 36개월부터 58개월인 현재까지 놀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정서
적으로 교감하면서 아이 수준에 맞게 놀이활동을 진행해줘서 시은이가 많
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5.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다녀온 서울 여행이 저와 시은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
억이 되었습니다. 지미와 트레이시를 직접 만난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6. 원래 영어를 좋아했지만, 에그 스타 인터뷰 이후 영어를 더욱더 좋아하는 시
은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면접 본 에그맘들과 에그파파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보고 싶은 책을 골라오면 대화체 문장을 활용해 역할극을 하고 놀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니 나중에 책으로 짚어줬을 때 쉽게 외우고 익힌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센터 놀이활동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익힌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다채로운 표현을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5. 영상 속에서 보던 지미와 트레이시를 만난 것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아이가
지미의 볼에 뽀뽀를 했는데 너무 귀여웠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출생년월 2010년 3월

고 하더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교육에 좀 더 진지해진 자세를 갖게 되었

에그 시작 2013년 10월

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이 아닌 놀이로 받아들이게 돕는 점이 좋습니다.

5. 에그 스타로 선발되고 시상식 후 인터뷰할 때 도윤이에게 “에그 스타가 뭐

3. 책에 나온 문장을 노래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문장에 조금

야?”라는 질문이 주어졌는데, “100만원 받는 거요”라고 답변했습니다. 100원

씩 살을 붙여 풍성한 스피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토리텔링북을 활

짜리 동전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순간 너무 민망했습니다.

용할 때는 그림을 보며 문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원어민 스토리액터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
어 좋았습니다.

5. 영상을 촬영하는 분이 제게 소감을 물어서 답변하는데, 이현이가 본인이 인
터뷰하고 싶은데 엄마를 인터뷰한다고 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6. 영어를 모국어 외에 또 다른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하다 에그 스타가 되
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 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7. 어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합니다.
14

3. 주로 듣기 위주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텝 1, 2, 3와 ZOO를 계속

어머니 임민경 님 답변

2.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즐거운 노래와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

/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에그 시작 2011년 4월

도윤이가 이정도로 영어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스토리액터님이 에그

club egg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 하고, 노는 와중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3기 박수연

행하시면서 저보다 더 꼼꼼히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사이 잉글리시 에그에서 뭔가가 더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2.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쉽게 질리지 않아요. 게다가 댄스도

출생년월 2009년 1월

1. 뮤지컬 형식의 대화체 노래가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7.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잘 찾아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시 마음에 들었고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지희 님 답변

3. 플링플링으로 꾸준히 영상을 노출하며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이가

두고 이끌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 음악적으로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았습니다. 스토리북의 다양한 표현 역

래 아이들과 수업하는 중에 자신의 실력과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며 부족한

2기 최이현

에 자극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잉글리시 에그에 늘 감동받습니다.

습니다. 아이에게 재촉하고 시키기보다는 영어를 즐길 수 있는 데에 중점을

1. 다른 교재보다 음악적인 면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을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하는

큰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이벤트로 에그 활용

6. 아이가 활발하긴 했지만 인터뷰하면서 영어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

에그 시작 2012년 11월

듣기와 집중듣기. 방문 놀이활동과 다이어리를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고, 음악을 듣고 아이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잉글리시 에그를 선택했습니다.

에그 스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셨습니다.

출생년월 2009년 10월

3.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아이와 함께 즐기기. 오디오 CD와 에그펜을 이용한 흘려

로 함께 놀아주고 싶습니다.

2. 엄마가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기며 학습할 수 있고, 대화체 구성으로 더

4. 방문 놀이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스토리액터님이 아이와 밀착해서 놀이를 진

어머니 구정윤 님 답변

해 아이와 꾸준히 놀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점이 좋습니다.

수 있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으

1. 타사 교재와 비교를 했는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 좋았

3기 이수민

2. 즐기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센터 놀이활동, 그리고 카페 다이어리 활동을 통

7.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에그 시작 2013년 2월

기

1. 시은이는 노래를 무척 좋아합니다. 35개월 때 에그송 샘플 CD를 듣고 바로
따라 하는 거 보고 결정했습니다.

2. 오래 들어도 편안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구성된 음악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충

기

3

보유 프로그램 스텝 2, 3,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1. 아이가 영어를 주도적으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과 중독성 있는 율동,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6. 아이는 성취감을 느꼈고, 이전보다 더 자신의 의지로 읽기와 쓰기 등을 하려

7. 아이가 스스로 영어에 대한 욕심을 내서 현재 외국인 학교 내 유치원 과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런 기관을 이용해 리스닝과 스피킹을 정립
할 예정입니다. 제 의지보다는 아이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정도의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2. 영·유아 시기의 오감 발달은 매우 중요한데 영어뿐 아니라 그림들의 수준이
훌륭합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겐 상상의 나래를 펴는 데에 최고의 책인
것 같습니다.

3. CD와 영상을 끊임없이 계속 듣고 봤고, 책도 꾸준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책을 보고 난 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도 도움이 됐
습니다.

4. 또래 집단 아이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신체 활동을 병행하며 영어를 신나고
즐겁게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지인들이 수연이 영어 교육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
게 아이의 영어를 발전시켜줘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고, 어린 나이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걸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7. 지금 수연이는 수준 높은 책들을 혼자 잘 읽고 있습니다. 어휘력도 많이 늘어
서 에그 스타 면접보다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듣
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독이 해답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날

5. 시상식에서 여자 아이 3명이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본사 앞 놀이터에서 놀

때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본인이 고른 책을 많이 읽게 해 긴 문

고 가자며 서로 얼마나 수다를 떨던지·
·
·.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장의 글들을 단어 해석 없이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연습할
계획
2015
spring

더니, 어린아이들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입니다.

4기 김서원

객관식 설문으로 알아본 에그 스타 통계

어머니 강인희 님 답변
출생년월 2010년 12월

4

기

에그 스타 12명에게 물었습니다

에그 시작 2012년 5월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1. 귀에 쏙 들어오는 음악, 18개월이었던 딸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북의 삽화, 그
리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엉뚱 발랄한 스토리에 끌려 선택했답니다.

2. 아이가 충분히 겪을 법한, 억지스럽지 않은 스토리 덕분에 아이가 그저 흘려

1. 잉글리시 에그를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① 스토리북 ② 음악 ③ 영상

2.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① 스텝 1 ② 스텝 2 ③ 스텝 3 ④ ZOO ⑤ 드라마 파닉스

듣기만 해도 실생활에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4기 임시은
어머니 송현주 님 답변
출생년월 2009년 2월

7명

용하였고, 집에서도 엄마표 영어로 즐겁게 영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

6명

6명

었습니다.

5명

5명

4명

4명

4. 놀이할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영어에 노출되고, 교구와 게임으로 에
그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면접 중 서원이가 트레이시에게 “Do you like cheonggukjang?” 하며 청

3명

에그 시작 2012년 12월

국장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청국장을 먹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트

2명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ZOO,

레이시가 당황하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명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1. 가족이 함께 자주 나누는 대화가 책에 다 있어서 생활영어가 가능하다는 점
과 스토리가 아이의 일상생활과 닮아서 쉽게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잘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2. 음악 CD를 따로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스텝 시리즈는

7명

3. 무엇보다 꾸준히 에그 음원을 노출해주었습니다. 또한 센터 놀이활동을 잘 활

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라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 엄마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7. 꾸준한 에그 노출과 센터 놀이활동으로 영어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

6명

3명

3명

3명

2명

2명

1명

1

6. 트레이시와 지미를 직접 만나 대화한 경험 때문인지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

7명

2

3

2명
1명

1

2

3

4

5

많은 분들이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잉글리시 에그의

단연 드라마 파닉스가 1위입니다. 에그를 통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한 에

음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악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오래

그 스타들에게는 수준 있는 문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화려한 볼거리가 있

도록 재미있게 영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는 드라마 파닉스의 인기가 높은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텝 중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에서는 3표를 받은 스텝 2가 눈에 띕니다.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재미

생활 속 이야기가 많고, 드라마 파닉스는 상상과 위트가 많이 담겨 있는 점

있게 담은 스텝 2는 에그 스타뿐 아니라 많은 에그 키즈들에게도 인기가 많

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습니다.

3. 에그 스토리북을 읽고 나면 집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 역할극 놀이를 하며 놀

4기 정유안

았고, 시은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해 스토리에 맞게 스스로 춤을 만들어서 놀
았습니다. 그리고 놀 때, 잠들기 전, 일어나자마자 에그송을 항상 들었습니다.

어머니 양혜지 님 답변

4. 언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센터 놀이활동이 스토

출생년월 2009년 4월

리액터와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놀고 생각도 나누는 소통하는 시간이어서 중

에그 시작 2011년 12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보고 싶은 책과 콘텐츠로 편식하기 쉬운데,

보유 프로그램 스텝 1, 2, 3, ZOO,

꾸준히 골고루 다양한 책을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드라마 파닉스 Part 1, 2

5. 1기 때는 너무 긴장해서 4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떨린다고 하
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보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King Kangaroo>를 부르며 춤을 췄는데, 지미와 트레이시가 “Amazing” “ Wonderful” 하며 안아줘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얘기를 자주 합니다.

6. 시은이는 자신감과 자긍심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면이 더 강해지고, 에그 스
타니까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책도 더 많이 읽고 센터 놀이활동이 끝난 뒤에
는 스스로 놀이, 복습, 숙제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1. 훌륭한 음악과 실제로 쓰이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 구
입했습니다.

습니다. 이젠 어엿한 에그 홍보위원이 됐답니다.

5. 인터뷰 중에 유안이가 먼저 지미와 트레이시에게 이것저것 질문했던 것이 기

니 ”엄마, 에그는 공부가 아니야~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데” 하네요. 앞으
로도 지금처럼 에그라는 영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기를 바랍니다.

club e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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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6명

6명

5명

5명

3명

우리말로 내용을 추측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억에 남습니다.

6. 아이에게 고맙고, 앞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체계적으
로 영어를 발전시켜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7.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놀이처럼 즐겁게, 가랑비에 옷 젖듯 좋은 그림
책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또 화면이 잔잔한 DVD로 스피킹에 도움을 주려
고 합니다. 좋은 책과 영상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엄마의 몫인 듯합니다.

① 저축 ② 책 구입 ③ 여행 ④ 쇼핑

7명

4명

3. CD, DVD를 너무 읽찍 보여주지 않았고, 스토리북을 에그펜으로 읽기 전에

4. 에그 스타 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① 1개월 후 ② 3개월 후 ③ 6개월 후 ④ 1년 후 ⑤ 기타

리고 소장 가치가 있는 훌륭한 그림책을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이용 경험이 없습니다.

는 시은이. “시은아 영어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
·
·.” 하고 너스레를 떨었더

언제부터인가요?

2. 스텝 1, 2, 3, 파닉스까지 단계를 거듭하면서 더 충실해지는 내용과 음악. 그

있는지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소개, 권유해서 주위에 에그를 들인 맘도 많

7.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좋아하는 썰매를 타자고 했더니 에그가 보고 싶다

3. 잉글리시 에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느낀 것은 활용한 이후

4명

7명
5명

4명

4명

3명

3명

2명

2명

1명

1명

1

2

3

4

5

1명

1

2

3

4

에그 스타들의 답변을 보니 역시 잉글리시 에그는 영어 습득 효과가 빠르

에그 스타들의 상금 사용은 예상보다 보수적인 편입니다. 모든 에그 스타

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모든 에그 스타들의 영

들이 저축과 책 구입에 상금을 썼다고 합니다. 책을 구입한 7명 중 5명은

어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기타 의견도 한 분 있었는데요. 무

드라마 파닉스를 구입하거나, 드라마 파닉스 Part 2를 예약 구매했다니 에

려 1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스타들의 드라마 파닉스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5 / spring

egg junior

되고 싶은 연주가 꼽은 이들은 고흐와 신사임당이었다. 그들에 대

잉글리시 에그 회원 성연주

해 상세히 알고 있어 더 놀라웠다. 연주의 어머니도 딸이 이처럼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한 지 4년,
저도 어엿한
초등학생이에요

깊게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기특해했다. 연주는 평소에 취미
삼아 자주 명화를 모사한다. 특히 풍속화를 좋아해서 주로 김홍
도 그림을 따라 그린다. 예전엔 잉글리시 에그 스토리북을 따라
그리기도 했다. 짐작하건대, 잉글리시 에그의 삽화가 연주의 꿈
을 화가로 이어준 데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영어는 꿈을 이뤄주는 징검다리
“연주는 친구들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
·. 잘하는 편
이라고 생각해요.”
우문현답이었다. 웬만큼 속이 영글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대
답이라 기뻤다. 한때 에그 키즈였던 아이가 올곧고 예쁘게 자라
줘서 정말 고마웠다. 연주는 요즘도 영어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쌓고 있다. 열심히 영어를 익히는 동기도 확실하다. 훌륭한 화가

2학년이 되면 연주가 꼭 하고 싶은 일
1. 그림 보면서 감상하는 거 연습하기
2. 운동 꾸준히 하고 튼튼해져서 학교 매일 가기
3. 안 읽어본 책 읽기

가 되려면 외국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란다.
연주의 어머니 이선화 님도 딸이 소신 있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멋진 화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

에그 주니어 미니 인터뷰

글리시 에그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마 잉글리시 에그 없이 바로

Q1. 잉글리시 에그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며. 에그로

줄래요? 남대문시장에서 호떡을 사서 클럽 에그 사진을 찍으러

기초를 닦았기에 연주가 지금처럼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말

갔던 게 생각나요. 그리고 트레이시 파티 때 무대에 올라가서 춤
췄던 것도요.

어느덧 창사 5주년을 맞은 잉글리시 에그. 그 사이 초등학생이 된 에그 키즈도 부쩍 늘었다.

이다. 잉글리시 에그라는 인연의 끈 안에서 언젠가 연주를 또 만

우리는 궁금해졌다. 어린 시절, 에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또 에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
·.

Q2. 요즘도 에그 타임을 가지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요.

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엔 그곳이 미술 전시관이라도

Q3. 동생은 에그를 잘하고 있나요? 동생은 너무 어려서 가끔 펜

좋을 것 같다.

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다섯 걸음밖에 못 걷는 하윤이는

그렇게 ‘에그 주니어’ 칼럼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연주를 만나보기로 했다.
글 마케팅팀•사진 이내정

좀 답답해요.
2013년 여름호에
우수회원으로
소개됐던
연주.

Q4.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북은 뭔가요? 스텝 2 <Open This Book
and Take a Look>과 스텝 3 <The Diving Machine>요. 특히

에그 홀릭에서 학교 우등생으로 성장

박자를 놓칠세라 집중한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데 여간 기특하지

인천 송도의 칼바람은 매서웠다. 그럼에도 추운 줄 몰랐던 건, 우

않았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젓함이 묻어났다. 단체 안에서 조

리가 만나고 싶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신정초등학교

화를 이루며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자랐구

Q5. 초등학생이 돼서 좋아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싫은 건

1학년 5반 성연주. 2년여 전에는 <클럽 에그>의 ‘Best Member’

나 싶었다. 합주는 감미로웠고, 궁금한 건 선생님께 그 자리에서

숙제가 어려워서예요. 선생님이 어떤 걸 알아오라고 하면 그게 힘들

로 등장하기도 했던 에그 키드다. 당시 일곱 살이던 연주는 스토

즉시 물어보는 당찬 소녀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도 ‘연주는 못하

리텔링북을 통달하고, 영어로 일기를 써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는 게 없다’며 칭찬하셨다. 특히 미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단다.

잠들기 전에는 스토리텔링북을 10권씩 가져와 읽어달라며 엄마

<The Diving Machine>에서 문어가 발 8개에 신발을 다 신고 있는
게 웃겨서 동생한테 보여줬어요.

어요. 엄마, 아빠도 바쁜데 도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좋아하는
동물을 생각해오라고 하거나 그런 거요.

Q6. 지금 되고 싶은 게 있나요? 반장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를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던 연주였으니 멋진 학생으로 잘 자랐

고흐와 신사임당을 좋아하는 화가 지망생

Q7. 에그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에그펜으로 책 많이

겠지? 연주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기분 좋은 궁금증이 떠올랐다.

연주의 학교 생활을 엿보고 난 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많

읽고, 노래 많이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 너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오카리나 연주가 한창인 연주네 교실. 이만한 환대가 또 있을까?

은 대화를 했지만, 장래 희망에 대한 답이 인상적이었다. 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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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W TO U SE EGG

잉글리시 에그 센터 놀이활동 노하우 따라 하기

집에서도 똑똑하게 즐기는
스텝 1 영어놀이
집중력도 짧고, 웬만한 노력으로는 흥미를 유발하기도 쉽지 않은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영어 놀이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은 잉글리시 에그 센터의 ‘영어 놀이활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 에그의
스토리액터들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하며 핵심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놀이활동 시간에 사용하는 교구와 게임, 문장 표현 등 효과적인 영어 놀이를 위한 노하우를
잉글리시 에그 마포 공덕 센터 Jany 스토리액터가 공개합니다. 집에서도 꼭 따라 해보세요.
글 마케팅팀•사진 이내정•도움말 및 모델 마포공덕 센터 Jany 스토리액터

5권 <Daddy, Wake Up!>
소리 나는 물건으로 발화 유도하기

6권 <I Want It. I Like It>
엉덩이에 꼬리 붙이고 꼬리잡기 놀이하기

아이들은 뭐든 소리가 나는 물건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센터에

센터에서는 엉덩이에 붙이는 원숭이 꼬리 교구를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엉덩이

서는 미니북 교구를 활용합니다. 아이 손에 북을 쥐여주고 스토리액터가 잠든

에 묶을 수 있는 긴 끈을 활용해 따라 해보세요. 아이 엉덩이에 끈을 묶고 “I’ll

것처럼 한 뒤 깨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이가 자고 있는 아빠에

catch your monkey tail.”이라고 해주세요. 아이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방 안

게 다가가 깨우려고 할 때 장난감 나팔이나 알람 시계를 건네주고, 큰 소리가 나

을 신나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무서운 목소리로 “You should run away from

도록 유도하면 영어 놀이에 더 흥미 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me.”라고 외쳐주면 더 좋습니다. 순서를 바꿔 엄마가 꼬리를 붙이고 “You can
catch my monkey tail.”이라고도 외쳐주세요.

1권 <Who Is It?>
문 여는 교구 만들어 활용하기

3권 <I’m a Bird>
손으로 망원경 만들고 “What do you see?” 질문하기

센터 놀이활동에서는 6개의 문이 그려진 교구를 활용합니다. 각각의 문이 열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I see OOO.”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What do

면 서로 다른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에서도 도화지를 이용해 간단하게

you see?”라는 핵심 질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엄마가 먼저 손으로 망원경을 만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Knock, knock.” 하

9권 <Where’s the Fly?>
부직포 장갑으로 파리잡기 놀이하기

12권 <Are You Okay, Kitty?>
택배 박스 이용해 실감 나게 스토리북 재연하기

들고, “I see you.” “I see a monkey.” “I see many toys.”와 같은 문장을 반

센터에서는 부직포 장갑과 벨크로가 붙은 파리 모형을 이용해 파리를 잡는 게

<Are You Okay, Kitty? >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소꿉놀이하듯 역할극 하기

복해주세요. 그다음 아이와 함께 망원경을 만들고 무엇이 보이는지 “What do

임을 합니다. 집에서도 부직포 장갑을 만들고 파리 그림을 그려서 따라 해보세

에 더없이 좋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북에 나오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역할극

you see?”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I see OO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What

요. 엄마가 미리 이곳저곳 파리 그림을 숨겨두고, 입으로 “Bzzzzzz~”라고 파

을 해보세요. 인형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실감 나는 놀이를 위해 택배 박스

서도 해보세요. Jany 스토리액터는 아이들에게 “Who is it?”을 말할 때 <Who

do you see?”는 아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이미

리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Where’s the fly?”

로 병원 건물과 앰뷸런스를 만들어 실제로 앰뷸런스가 달려오는 소리를 내고,

Is It?> 음악의 멜로디를 그대로 살려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훨

어떤 것을 보고 있을 때는 “What are you looking at?”(지금 뭐 보고 있어?)

를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아이들은 보물찾기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숨어 있는

의사가 되어 인형을 치료하는 역할극을 하다 보면 아이가 더 신이 나서 문장

이라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파리를 찾아 다닐 것입니다.

을 발화하게 됩니다.

고 외치고, 아이가 “Who is it?”이라고 물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문이 열리
고 동물이 나타나면 “Oh, it’s a dog!”이라고 표현해주세요. 서로 역할을 바꿔

씬 더 좋아하고 답변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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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의 놀이배움활동이 새로워
시
리
집니
잉글
다
3월,

14권 <Baking Time>
컬러 점토로 간단한 요리 놀이하기

16권 <The Magic Coat>
매직 글라스 만들어 활용하기

<Baking Time> 스토리북을 주제로 실제 베이킹 놀이를 하고 싶지만, 준비해야

실제 센터 놀이배움활동에서 사용하는 매직 글라스입니다. 집에서도 도화지나

할 재료가 많아 부담스럽다면 센터 놀이할동에서 활용하는 컬러 점토를 이용하

박스를 이용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을 매직 코트를 지정해

세요. 아이들이 베이킹 놀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반죽을 밀고 모양을 만

주고 그 옷을 입으면 엄마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I can’t see you.”라

드는 과정입니다. 점토를 밀가루 반죽이라 생각하고 밀대를 활용해 밀기도 하

고 실감 나는 연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만든 매직 글라스를 쓰고 눈을 번

고 쿠키커터로 모양도 내면서 놀아주세요. “Roll the dough.” “Roll roll roll.”

쩍 뜨며 “Now, I see you.”라고 외쳐주세요.

“Let’s make star shape.”와 같은 표현도 자주 사용하세요.

스토리텔링북을 인형 극장으로 만난다!
잉글리시 에그 퍼펫텔링
3월, 놀이배움활동 그랜드 론칭과 함께 잉글리시 에그의 놀이배움활동이 한 단

19권 <Who’s Tickling Me?>
간지럼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 활용하기

20권 <I’m Not Sleepy>
검은 도화지와 야광 스티커 활용하기

간지럼은 아이들이 늘 좋아하는 소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영어 놀이의

센터에서는 검은색 패널과 야광 스티커를 활용해 아웃풋을 유도합니다. 집에

소재로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Tickle, tickle.” 하고 간지럼을 태

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교구이니 따라 해보세요. 검은색 도화지의 각 면에 구

퍼펫텔링이란?

미니아이란?

울 때 그냥 웃는 대신 “I’m not ticklish.”(난 간지럼을 잘 타지 않아.)라고 표현

름, 달, 별 등의 스티커를 붙이고 한 면씩 보여주며, “Say good night to the

책 밖으로 나온 책 속 캐릭터 ‘퍼펫’과 나를 닮은 잉글리시 에그 ‘미니아이’로 꾸미

미니아이는 ‘Mini’와 ‘I’의 조어로 ‘작은 나’라는 뜻입니다. 배움활동을 진행하는 아

하며 간지럼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는 못 참겠다는

stars.” “Say good night to the moon.”이라고 표현해주세요. 아이들은 자연

는 인형극 형식의 특별한 배움활동으로, 잉글리시 에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

이의 특징을 반영해 주문 제작되는 발도르프 인형으로, 퍼펫텔링 배움활동을 위

듯 웃음을 터뜨리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스럽게 “Good night, stars.”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교구는 불 끄는 것조차 싫

리텔링 쇼입니다. 생생한 인형극으로 스토리를 즐기고, 미니아이를 통해 자연 발

해 쓰입니다. 미니아이는 퍼펫텔링 안에서 다양한 역할로 변신해 아이가 스토리

는 간지럼 태우는 손동작을 하고, “I’ll tickle you.”라는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어하는 아이들을 재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를 강화합니다. (주 1회 / 40분 Class / 센터, 방문 배움활동)

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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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스토리액팅 놀이활동의 교구 및 플레이북이 리뉴얼되며,
스토리텔링북 배움활동은 발도르프 인형과 함께하는 ‘퍼펫텔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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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SECRET

잉글리시 에그의 ‘매직송’은
어떻게 탄생하나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에 빠져들게 하는 흥겨운 매력, 저절로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중독성, 음악으로 촉발되는 빠른 영어 발화.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은 이미 많은 에그 키즈를 통해 증명됐다. 누구나 인정하는 잉글리시 에그의 대표 콘텐츠가 된 음악.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은 무엇이 특별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글 마케팅팀•도움말 잉글리시 에그 콘텐츠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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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휘 감독

최고들이 모여 만든 최고의 음악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 무엇이 다른가?

매튜

스토리의 또 다른 재현, 귀로 듣는 스토리로서의 음악

최고의 디렉터

교육용 텍스트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돼왔다. 지금도 교육·출판 업계에서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박천휘 감독이다. 잉글리시 에그는 전속 음악 디

는 텍스트에 멜로디를 입혀 음악 콘텐츠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잉글리시 에그

렉터를 둔 유일한 영어 교육 회사이고, 박천휘 감독은 잉글리시 에그의 모든 음악과 음원 작업을 총

의 음악이 다른 음악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일까? 잉글리시 에그는 음악을 통해 스토리가 재현되

괄한다. 박천휘 감독은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뮤지컬 음악을 전공했으며, 국내에서 뮤지컬

기를 바란다. 음악이 책의 부속 콘텐츠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스토리로 탄생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을 위한 번역·작사·작곡가 역할도 하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디렉터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다. 이를 위해 스토리에 맞는 작곡가를 선별하고, 스토리 속 캐릭터와 닮은 배우를 캐스팅해 음악 속
에서 스토리의 전개와 주인공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작업한다. 아이들은 잉글리시 에
그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며 감각적으로 표현된 스토리에 빠져들고 영어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익힐 수 있다.

드라마 파닉스 Part 1 <Lion the Liar>는
밀림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북소리 등의
효과를 이용했고 드라마 파닉스
Part 1 <King Kangaroo>는 호주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로 인트로에
호주 전통 악기의 소리를 넣었다.

영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뮤지컬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잉글리시 에그
음악의 색깔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고의 작곡가들

스텝 시리즈 녹음에 참여했던
아역 배우들은 부쩍 성장하여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로건
스텝 3 녹음에
참여했던
로건의 최근 모습

잉글리시 에그 음악을 탄생시키는 핵심 주체는 작곡가들이다. 잉글리시 에그는 영어 텍스트를 음악

빠른 발화를 유도하는 뮤지컬송

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작곡가들과 작업하고 있다. 스텝 시리즈부터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은 동요나 가곡풍이 아닌 뮤지컬송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뮤지컬 음

드라마 파닉스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업을 하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작곡가들은 잉글

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지 감상용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한 노래라는 것이다. 잉

리시 에그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작곡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리시 에그의 스토리북 대부분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뮤지컬 음악은 대사에 멜로디와 리듬을 입힌

등 실제 뮤지컬 음악 작업 못지않은 열정을 쏟고 있다.

형태이기 때문에 잉글리시 에그의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다. 잉글리시 에그의 뮤
지컬송은 가사 자체가 대화체라서 음악을 쉽게 외우고 일상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

다. 대화체를 그대로 살린 뮤지컬 음악은 아이들의 빠른 발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한다.

풍부한 성량과 명확한 발음, 그림 속 인물의 캐릭터가 살아 있는 목소리를 가진 뮤지컬 배우들은 잉
글리시 에그의 음악을 더욱 빛내준다. 잉글리시 에그는 최고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재 뉴욕 브로

다양한 장르로 승화시킨 예술성

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들을 대상으로 현지 오디션을 진행한다. 덕분에 브로드웨이 핫한

잉글리시 에그는 기존 유아용 음악 콘텐츠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음악

공연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잉글리시 에그는 배우 몇몇이 일인 다역을 하는

을 선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접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예술성 함양에도 영향을

작업 방식은 배제한다. 캐릭터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배우가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음악과 음원 작업에 참여한다. 최근 출시된 드라마 파닉스 Part 2에는 뮤지컬 배우 50명이 참여했다.

하고 있다. 컨트리, 포크, 재즈, 칸초네, 힙합 등 대중적 장르의 음악을 선보임은 물론, 전 세계의 토
속적인 리듬과 악기를 활용해 다채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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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에그
송민우 대표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장르나 기발한 편곡에 놀라곤 합니다. 독특한 음악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음악 감독과 작곡가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떠오른 음악 장르를 그대로 사
용하고, 아이들이 부르기 쉽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영어 교육 노래에 이렇게 다양한 음
악 장르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가요나 랩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장르의 수
준 있는 음악을 들려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파닉스 가제본을 보며
녹음 작업을 진행중인 박천휘 감독.
그 옆에 있는 엔지니어 엔서니는
토니상 프로듀스상 수상 경력이
있는 유명 엔지니어로 스텝
시리즈부터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하고 있다.

잉글리시 에그
송민우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에그송 이야기
잉글리시 에그는 기프트 CD만으로도 아웃풋을 낸다고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프트 CD의 힘
은 무엇일까요?

에그송 작곡가들이 모두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작곡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인 뮤지컬 작곡가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어 특유의 리듬과 라임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작곡가들과 작업하고 있
습니다. 꼭 미국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국인 작곡가도 함
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우리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잘

브로드웨이 연기파 배우 매튜의 녹음
현장. 천의 목소리를 가진 그는
드라마 파닉스의 다양한 음향
효과(!)를 담당하기도 했다.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아역 배우
니키는 드라마 파닉스 Part 1
<Quack>, <Toys with Noise>
등의 녹음에 참여했다.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뮤지컬 작곡가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모든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물론 에그송 그 자체입니다. 에그송은 어른이 들어도 신나지만, 대화체로 되어 있으며 감정이 듬

작년 10월에 뉴욕에 갔더니 우리 작곡가들이 한국의 다른 출판사에서 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

뿍 담긴 살아 있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 가지 예로 <You’ll Be Okay> 곡

다. 한국의 다른 출판사들에서 함께 작업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돈을 더 줄 테니 잉글리시 에그와

에 나오는 “Ouch!”라는 말을 처음 들은 아이가 “아프대”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악이지만

작업하지 말고 자기들과 일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작곡가가 10만 명이 넘는데, 저희가

그 안에 감정이 살아 있는 목소리가 담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 이입을 하고 그 의미까지 파악

애써 찾아내 섭외한 작곡가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니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작곡가 중에 한 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잉글리시 에그의 음악이 지닌 힘입니다.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그는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재치 있는 스토리와 철저한 디렉
팅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음악 결과물도 잘 나온다고 말이죠. 영어 텍스트나 음악에 대한 이해 없

단지 대화체로 되었다고 발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발화를

이 문장들만 전해주고 음악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절대 잉글리시 에그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시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없다고 말입니다. 작곡가들이 오히려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영어의 리듬과 라임이 담겨 있는 대화체이기 때문입니다. 잉글리시 에그의 문장들은 아이들이 쉽
게 따라 할 수 있는 리듬과 라임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토리 자체가 아이들이 감정 이

지금도 에그송을 흥얼거리고 있을 회원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거야 만지지 마” “안 졸려요” “나 바쁘

더 즐겁고 유쾌한 노래로 영어를 우리말처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많이 들을수록 아이들의 음

다니까요” 등 아이들이 우리말로 매일 하는 이야기들이 영어로 담겨 있어 더욱 빠른 발화를 이끕

악적 수준과 듣는 귀도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많이 듣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니다.
맺은
를 통해 인연을
드라마 파닉스
닉스
파
마
라
드
니는
아역 배우 앤서
우로
텐츠의 메인 배
Part 2 영상 콘
도 했다.
활약을 펼치기

잉글리시 에그의 뮤지컬송은 교육용 음악에 대한 편견을 깨주었는데요. 어떻게 뮤지컬을 도입할
생각을 했나요?
언어를 왜곡 없이,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표현하기에 뮤지컬 형태의 노래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동요나 팝 음악 등을 보면 시적인 표현이 많고 잘못된 표현이나 맞춤법이 사용되곤 해 아이들의
언어습득에 방해가 됩니다. 온전한 대화체로 된 잉글리시 에그의 문장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뮤지컬 음악이었습니다.그리고 뮤지컬 음악은 그 자체로도 매력이 충분합니다. 뮤지컬 형
태를 활용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해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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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박천휘 감독과 노래
연습하는 아역 배우

H OT SPOT

트레이시 & 지미의
하우스워밍 파티 현장

트레이시와 지미에게
초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해도 되겠죠?
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아이들의
에그송 뽐내기.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
겁먹을 법도 한데 율동까지 하며 에그송을
부르는 아이들은 역시 끼 많은 에그
키즈임이 분명하다. 그들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 스태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엄마 미소'로 채워졌다.

직접 찾아가는 사진 서비스로 모십니다
이름은 하우스워밍 파티인데, 분위기는 마치 팬미팅과도 같았다. 무대 위에

지난 2월 26일 저녁, 청담동의 한 파티하우스 안으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은 에그 키즈들이 입장했다.

선 트레이시와 지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꼼꼼히 사진과 영상을

잉글리시 에그의 인기 배우 트레이시와 지미의 ‘하우스워밍 파티’에 참가하는 가족들이다. 회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남기는 패밀리들. 트레이시와 지미는 이런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테이블을

트레이시와 지미가 회원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파티에는 트레이시와 지미의 댄스 공연과 요리쇼, 레크리에이션,

일일이 돌아다니며 정성스럽게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트레이시와 지미의

가족 장기 자랑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에그 키즈들이 원어민과 가까이에서 접하고,

품에 안기고, 어깨동무를 한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영어로 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잉글리시 에그가 특별히 준비한 깜짝 파티. 그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봤다.
글 마케팅팀•사진 이내정

여러분의 저녁 식사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파티에서는 실제 재료를 사용한 쿠키 만들기, 스테이크 굽기 등의
쿠킹쇼가 펼쳐졌다. 앞치마를 두른 트레이시와 지미가 쿠키 반죽을 하고,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진풍경. 트레이시와 지미가
가족들을 위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음식을 서빙하며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네, 저희는 ‘영어 좀 하는 가족’입니다
여기가 정말 트레이시와 지미의 집인가요?

잉글리시 에그라는 이름 안에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파티는 이름 그대로 ‘집들이’ 콘셉트에 충실하게 꾸며졌다. 트레이시와

변신하는 가족들. 우리는 그들을 ‘에그 패밀리’라고 부른다.

지미의 사진들로 장식한 포토 테이블은 물론 대형 냉장고, 오븐까지 갖춘

에그와 함께하면 더 많이 웃고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엄마,

완벽한 주방까지. 가족들은 트레이시와 지미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받은 듯한

아빠와 함께 우리 아이들도 평소보다 더 행복했던 오늘 하루.

기분을 만끽하며 ‘집주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댄스 공연을 즐겼다.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영어 실력도 한 뼘 더 성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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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달걀덮밥

Good Morning,
Kids!
아침잠은 못 자도 아이 아침밥만큼은 든든히 먹여야 안심하는 엄마들. 눈과 입 모두 행복해지는 아이의 아침 밥상을 준비해보자.
글 <엄마니까 뚝딱, 내 아이의 아침밥>(다소마미 지음, 위즈덤스타일 펴냄)

참치야채비빔밥

칠리달걀덮밥

재료 밥 2공기, 참치통조림(소) 1캔, 상추 4장, 당근 1/4개,

재료 밥 1+1/2공기, 냉동새우 8마리, 달걀 3개, 양파 1/4개, 파프리카 1/2개,

깻잎 2장, 양배추 1장

쪽파 2대, 물녹말 1작은술, 소금·후춧가루·식용유 약간씩

(초고추장)고추장 2큰술, 설탕 2작은술, 식초 1큰술, 물엿 1/2큰술,

(칠리소스) 스위트칠리소스 2큰술, 설탕 1/2큰술, 두반장 1/2큰술, 식초 1/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맛술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토마토케첩 1+1/2큰술, 물 1+1/2큰술

1. 초고추장 재료를 섞는다.

1. 냉동새우는 해동해 등 쪽으로 칼집을 넣어 밑간한다.

2. 상추, 당근, 깻잎, 양배추는 곱게 채 썬다.

2. 양
 파, 파프리카는 다지듯 작게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3. 통
 조림 참치는 체에 밭쳐 기름을 뺀다.

3. 분
 량의 재료를 섞어 칠리소스를 만든다.

4. 밥
 위에 채 썬 채소를 고루 담고 기름 뺀 참치를

4. 달
 걀을 풀어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 뒤 식용유를

올린 뒤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두른 팬에 스크램블드해 덜어두고,
새우도 식용유 두른 팬에 익혀서 덜어둔다.

5. 팬
 에 다진 양파, 파프리카를 볶다 칠리소스를 넣어
보글보글 끓으면 새우를 넣고 물녹말로 농도를 맞춘다.

6. 밥
 위에 스크램블드한 달걀을 얹고 칠리새우와
참치야채비빔밥

club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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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를 올려 낸다.

<엄마니까 뚝딱, 내 아이의 아침밥>
다소마미 지음, 위즈덤스타일 펴냄

2015 / spring

m o mmy ’s e n g l i s h t i m e

1.
We Play in the Kitchen!

식사 메뉴 정할 때

2.

재료 준비할 때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Can you get me an egg?

저녁 식사로 뭐 먹고 싶어?

달걀 하나만 가져다줄래?

You can choose chicken or noodles.

What do we need to make pasta?

치킨 요리와 면 요리 중에서 선택해봐.

파스타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할까?

3.

4.

식사 준비 때문에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아이.
자연스럽게 주방은 엄마와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된다. 음식 준비와 식사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영어 문장을 익혀두고 활용하면 주방은 신나는 영어 놀이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글 마케팅팀•영문감수 잉글리시 에그 콘텐츠개발팀

요리할 때

Let’s chop the cucumber.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오이를 썰어보자.

you eat.

Please stay away from the fire.

club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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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준비할 때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해.

It’s dangerous.

Please clean your toys up before dinner.

불은 위험하니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

저녁 먹기 전에 장난감 제자리에 가져다놓도록 해.

2015 / spring

9.

10.

식사를 마치며

식사 후 정리할 때

Are you done? How was dinner?

Please put your dishes in the sink.

다 먹었어? 오늘 저녁 식사 어땠어?

그릇을 식기 싱크대 안에 넣어줘.

Say thank you for the meal.

Could you wipe the table?

감사히 먹었다고 말하자.

테이블 좀 닦아줄래?

아이와 함께 외식할 때 유용한 표현들
아이가 커갈수록 함께 외식을 해게 되는 일도 많아진다. 편한 집과 달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식당에선 식사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난 특별한 식사 시간, 우리 아이에게 알려줄 식사 예절에 관한 표현을 함께 익혀보자!

5.

테이블 세팅할 때

6.

식사 도중 대화 1

You have to remember your

Can you use your fork instead

manners in public places.

of your hands?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에선, 예절을 지켜야 해.

손 말고 포크로 먹어볼까?

You should wait in your seat

Don’t make noises when you eat.

until the food comes.

먹을 땐 소리내지 않고 먹어야 해.

Can you put some spoons and

Will you try this too?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자리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

chopsticks on the table?

이것도 맛 좀 볼래?

Don’t look at the phone

Eat more vegetables, please.

when you eat.

채소도 좀 더 먹자.

밥 먹을 땐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

숟가락과 젓가락 좀 식탁 위에 놔주겠니?

Could you help set the table?
테이블 세팅 좀 도와주겠니?

Don’t play with the food.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

7.

식사 도중 대화 2

8.

Try not to spill your food.

오늘 하루 어땠어?

음식 흘리지 않도록 노력해봐.

Did you have fun with your friends?

Don’t walk around while you are eating.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어?

식사 중에는 돌아다니지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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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지르면 안 돼.
[요리 및 식사 예절 관련 잉글리시 에그 스토리북 리스트]
● 스텝

1 <Baking Time>

● 스텝

2 <Mommy, I’m Busy>

● 스텝

2 <Dirty and Clean>

● 스텝

2 <A Happy Face>

● 스텝

2 <Burp!>

● ZOO

<I Need Food!>

● ZOO

<Mommy’s Restaurant>

식사 예절 가르칠 때

How was your day?

club egg

Don’t speak too loudly or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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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center

(윗줄 왼쪽부터) 브렌다 스토리액터, 에이미 스토리액터, 샐리 스토
리액터, 제이니 멘토, 소피아 스토리액터, 애나 스토리액터, 오후덕
사장, 데비 스토리액터(캐시 스토리액터, 신디 스토리액터, 줄리 스
토리액터, 제이 스토리액터는 일정상 함께 촬영하지 못했다).

남양주 호평 센터 김만석·구리 센터 오후덕 사장

진심과 정성이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
잉글리시 에그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 하나만으로 연고도 없는 남양주에 센터를 세우고 직접 발로 뛰며
잉글리시 에그를 알릴 때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김만석·오후덕 사장은 가시적인 ‘에그 효과’를 증명해내며, 위풍당당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글 마케팅팀•사진 김선재

새로 오픈한 구리 센터 내부

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사방팔방으로 다녔어요. 에

정적인 놀이배움활동을 할 수 있는 점도 회원들이 만족스러워하

그 캐릭터로 래핑된 ‘에그카’를 몰면서 어머님들이 있는 곳이라면

는 부분이에요.”

어디든 찾아다녔죠. 아침 일찍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는 진심 어린 노력은 남

이 모여 있으면 다가가서 인사를 하거나 에그송을 틀고 큰 소리로

양주 어머니들의 마음을 움직임은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이뤄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다가와 책도 보

다. 영어 능력을 많이 반영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잉글리시 에

고 에그송도 따라 부르곤 했죠. 일단 잉글리시 에그에 관심을 보

그 회원들이 많이 입학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남양주 센터

이고 상담받은 분들께는 꾸준한 연락을 드려 잉글리시 에그의 가

가 전국 지사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만석·오후덕 사장

치를 지속적으로 알렸어요. 그 덕분에 상담받은 지 1, 2년 뒤에 다

은 넘치는 상담과 놀이배움활동 수요를 채우고자 오는 3월 구리

시 찾아오는 분도 많으세요.”

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그동안 센터가 없는 구리 지역에서 남양주로 많은 분들이 찾아

남양주에 소문난 ‘에그 효과’

오셨어요. 남양주에서 잉글리시 에그를 성공적으로 알린 경험을

지난 2012년 6월 오픈한 남양주호평 센터. 부부인 김만석·오후덕

둘러 센터를 내게 됐어요. 이것저것 세세히 알아보지도 못했죠.

남양주호평 센터의 강점을 꼽으라면 단연 놀이배움활동이다. 남

토대 삼아 구리에도 잉글리시 에그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올해

사장이 연고도 없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었는데, 잉글리시 에그에 대한 확

양주의 지리적인 약점을 놀이배움활동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강

안에 구리 센터를 전국 톱 센터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다지

양주에 센터를 오픈한 것은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다.

신이 있었기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점으로 전환했다. 에그 스타 4기 임시은 회원을 배출하면서 놀이

고 있답니다.”

“친분이 있던 사장님을 통해 잉글리시 에그를 알게 되었는데, 프

남양주는 면적이 넓은 데다 주요 거점 지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

활동 우수 센터로도 이미 인증받았다.

자신들은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로그램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를 둔 가정에는 꼭 있어야 할 프로

어 교육열이 한곳으로 모이기 힘든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이었다.

“남양주는 넓기 때문에 놀이배움활동을 위해 센터로 찾아오기 힘

주는 이들이라 생각하기에 늘 자신감 넘치고, 고객에게 적극적으

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바로 시작해야겠

김만석·오후덕 사장은 남양주에 잉글리시 에그를 알리기 위해 직

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와 비용을 쓰면서 방문 놀

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는 김만석·오후덕 사장. 영어를 넘어 부

다고 마음먹었죠. 서울 송파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송파에는

접 발품을 파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배움활동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 결과 현재는 남양주 전 지역

모의 고민과 어려움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교육상담 센터의 역할

이미 센터가 있어 가장 가까운 지역 중 센터가 없는 곳을 찾았죠.

“저희가 센터를 오픈했더니 어머님들이 반가워하면서도 불안해

을 커버하고 있죠. 그 덕분에 놀이배움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아

을 하고 싶다는 남양주, 구리 센터를 찾으면 누구나 ‘영어 좀 하는

그곳이 바로 남양주였어요. 지도를 편 채 남양주의 중심지를 찾

하셨어요. 남양주에서 오래할 거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여러 교

져 근처 청평, 가평, 양평 지역에서도 놀이배움활동을 위해 센터

아이’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으니 호평동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건물을 골라 서

육업체들이 들고나는 현상이 잦았기 때문이죠. 저희는 어머님들

를 찾아오세요. 오픈 때부터 함께해온 스토리액분들이 계셔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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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av e l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체험
여행

체험 여행 vs 미식 여행

봄 여행, 어디로 떠날까?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활짝 켤 시간이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며 가족이 함께 떠나기 좋은
나들이 장소를 소개한다. 체험 여행? 미식 여행? 취향대로 골라 떠나는 봄 여행지로 go, go!
글 박효성 기자

도심 속 디자인 여행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명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독특한 설계로 주목받는 동대문의
랜드마크 DDP는 도심 속 나들이 장소로 제격. 특히 디자인, 공연, 문화,
전시 등에 관심 있는 가족이라면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더없이 많다.
어울림광장의 동굴계단, 잔디광장 등 구조가 독특한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이와 함께 들러볼
공간은 DDP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디자인 놀이터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용품이 가득한 살림터다. 디자인 놀이터는
고래 뱃속에 들어온 듯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살림터는 키즈 카페, 완구 및 브랜드 숍 등 휴식과 쇼핑 공간을
갖추고 있다. 문의 www.ddp.or.kr

양이랑 놀자! ‘대관령양떼목장’
신나는 체험 목장 ‘안성팜랜드’

양띠의 해를 기념해 양을 만나러 떠나볼까?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대관령양떼목장

강원 평창의 대관령양떼목장은 부드러운 능선과 야생 식물로 가득 찬

탁 트인 초원 나들이를 시작하기 좋은 봄이다. 경기 안성의

습지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 더욱 아름다운 여행지로

안성팜랜드에 가면 당나귀, 황소, 거위, 면양 등 다양한 가축을

꼽히는 곳이다. 귀여운 양들이 초지 위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자리에서 직접 만지고 먹이를 주며 교감하는 목장 체험이 가능하다.

목장 둘레에 조성한 산책로는 이곳의 필수 산책 코스. 그 길을 따라

DP
인플라자D
동대문디자

내려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주기 체험장이 나온다. 귀여운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체험 중 하나가 바로 트랙터 마차 타기. 약 15
분간 트랙터를 타고 129만 m² (약 39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초원을

양에게 직접 건초를 먹이고, 기념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돌며 팜랜드 내의 모든 동식물을 둘러보고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있다. 문의 www.yangtte.co.kr

만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림책관, 매직아트홀, 전통생활전시관,
캐릭터광장 등 아이들이 즐길 만한 다양한 체험존과 포토존이

창작공작소 ‘삼삼예예미미’

가득하다. 문의 www.nhasfarmland.com

봄맞이 문화 예술 여행을 하고 싶다면 삼례문화예술촌의
삼삼예예미미를 찾아보자. 전북 완주군이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100년 된 양곡 창고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바꾼
곳이다. 건물 안팎의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면서 창고마다 테마를

창작공작소 ‘삼삼예예미미’

달리해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구성했다. VM(비쥬얼 미디어)
아트미술관, 책박물관, 책공방북아트센터, 김상림목공소,
디자인뮤지엄, 문화카페 더오스까지 각기 개성이 다른 창고동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독특한 영상 전시를 보며 그림자놀이를 할
수 있는 VM아트미술관과 책 만드는 기기를 이용해 직접 책을 제작할
수 있는 책공방북아트센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책박물관에서는 헌책을 싸게 구입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으니 엄마와
아이가 읽지 않는 책을 가져가 나눔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 문의 www.
안성팜랜드

srartv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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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o d

모산목장

임실치즈테마파크

미식
여행
치즈의 모든 것 ‘임실치즈테마파크’
드넓은 초원 위에 조성된 전북 임실의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아름다운
치즈캐슬과 캐릭터 조형물이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듯하다. 순수
자연주의 임실치즈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는 임실치즈체험,
지역 농산물로 토핑한 쌀피자 만들기, 다양한 치즈 요리와 유럽 정통
요리를 만들고 맛보는 다양한 치즈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또 만화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테마 포토존, 화려한 분수 쇼, 야외 음악회 등 문화
송송골딸기쌈채소체험농장

이벤트도 다채롭다. 문의 www.cheesepark.kr

달달한 세상 ‘초콜릿박물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자리한 초콜릿박물관은 제주 고유의 송이석으로
지은 이국적인 고성의 외관이 매력적이다. 이곳에서는 초콜릿의
마파크
임실치즈테

역사와 초콜릿에 얽힌 이야기, 지구 상의 모든 초콜릿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최고 품질의 초콜릿은 무엇인지, 그 맛은 어떤지 직접

내가 만드는 아이스크림 ‘모산목장’

경험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초콜릿에 관한 미니 영상을 관람할 수

경기 파주에서 생생한 목장 체험을 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내

있고,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홀에서 초콜릿과 음료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은 평소 즐겨 마시는 우유가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유리창 너머로 초콜릿 만드는

어디에서 오는지 배우고, 직접 젖소 젖을 짜고 젖소에게 사료 주기,

과정을 볼 수 있는 초콜릿 팩토리는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송아지에게 우유 주기 등의 낙농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젖소 외에도

곳이다. 6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콜릿 만들기 주니어

사슴, 닭, 흑염소, 오리, 토끼와 같은 다양한 동물과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아이들에게 목장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엄마 아빠와 함께 우유를 원료로

문의 www.chocolatemuseum.org

한 달콤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이다.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건강한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말캉말캉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문의 www.mosanfarm.com

딸기가 좋아 ‘송송골딸기쌈채소체험농장’
도시에 사는 아이가 흙을 밟고, 자연의 섭리로 자라는 유기 농산물을
직접 수확할 수 있는 농장 체험을 해보자. 상큼 달콤한 딸기와 싱싱한
쌈채소를 직접 따서 맛볼 수 있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농장으로, 아이는
즐거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엄마와 아빠는 옛 농촌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6월까지 유기농 딸기 따기, 딸기 시식, 딸기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약하면 맛있는 시골밥상도 맛볼 수 있다.
두물머리, 모란미술관, 정약용생가, 남양주 종합촬영장 등 아이와 함께

송송골딸기쌈채소체험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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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볼 만한 주변 관광지도 많다. 문의 www.송송골딸기.kr

초콜릿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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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oto e s say

<Are You Okay, Kitty?>
<You’ll Be Okay>

다연이와 태현이의 에그 스토리
잉글리시 에그와 만난 지 5개월째

박스를 활용해 병원을 만들고 의사, 환자
역할극 놀이를 한 뒤로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해 진료해주는 센스를 발휘한다.

글 에그맘 전윤이 님

<Boom! Boom!>
<Do What I Do>

<Yes, I Can>
<Brush Up. Brush Down>
<Dirty and Clean>

<My Show Time>
<Poof!>

밀가루와 모래를 활용해 쿠키를 만들면 다양한 모양을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악기를 총동원해 악기를 연주하면서 리듬감을

날마다 씻기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특별한 날 에그의 자동차 박스를 활용해 깜짝 이벤트를 해본다. 상자 안에 선물, 케이크,

인지할 수 있고, 창의성 발달에도 효과가 있다.

익히게 하고, 음악에 맞춰 한바탕 댄스 타임을 가지면 세상에서

혼자서도 양치와 씻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심어주면

풍선 등을 담아 “Ta-Da!”를 외치며 무엇이 들어 있을지 상상의

가장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I’m clean”을 외치는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

나래를 펼친다. 그리고 박스 안에 앉아서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며 “Poof!”도 외쳐본다.

쌍둥이 같은 남매에게 잉글리시 에그의 쌍둥이북, 스토리북+

기본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와 노래가 있다.

첫째도 재미! 둘째도 재미! 놀이로 배운 것들은 기억에 오래도록

표현을 말하고, 서로 양보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스토리텔링북의 조합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처음에는

여기에 오감을 자극하는 미술, 요리, 악기 연주, 모래놀이 등 여러

남는다. 어른이나 아이나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절로 뿌듯해진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남매는 에그의 노래를

에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같은 책 찾기 놀이로 시작해 지금은

활동을 연계하면 더 재미있게 중요한 표현을 익힐 수 있다. 마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미가 뒤따라야 한다. 재미있는

흥얼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습관처럼 스토리북과 스토리텔링북 2권을 가지고 와서 읽는다.

잘 차린 에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진

에그 놀이로 확 달라진 다현·태현 남매! 장난감과 잡동사니

아이들 스스로 책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 영어로 표현하며

격이다.

교구까지 활용해 연계 활동을 찾아서 놀며 둘이서 쫑알쫑알 익힌

<Baking Time>
<I Am the Shape Hunter>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에 무한 감동을 느낀다. 잉글리시 에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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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만끽하는 문화 나들이
아이와 외출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 봄이다. 겨우내 아이와의 봄나들이를 꿈꿨다면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문화 나들이를 권한다. 주인공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체험 뮤지컬부터
장인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까지, 생동감 넘치는 풍성한 봄나들이가 될 것이다.
글 박효성 기자

Monet, Wood Gatherers at the Edge of the Forest, c.1863, Henry H. and Zoe Oliver Sherman Fund, 1974.325.
Museum of Fine Arts, Boston. Photograph © 2014 MFA, Boston.

c u lt u r e

피터와 늑대
DATE 3월 18~19일
PLACE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PRICE 2만원 AGE 24개월 이상
TEL 02-3274-8600
동화와 클래식 음악이 만났다. <피터와 늑대>는 러시아
음악가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해 모스크바에서 초연된
아이들을 위한 음악 동화로, 이번 공연은 아이들에게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들려줄 수 있는 신개념 아트
브리지 공연인 ‘브리지 클래식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용감한 소년 피터가 지혜를 발휘해 오리와
새를 위협하는 무서운 늑대를 잡는 이야기를

헤라클레스의 모험
DATE 3월 31일까지

PLACE 북촌아트홀

PRICE 2만원

AGE 36개월 이상

TEL 02-988-2258

구연동화와 목관 5중주, 샌드아트로 표현해 아이가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의

호기심 많은 헤라클레스와 하늘의 신 제우스, 가정의 신 헤라, 아르코스와 스핑크스까지. 그리스 신화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어린이 뮤지컬이다.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와 함께 인간 세상과
신전으로 놀러 다니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뮤지컬로, <어린이 점프> 출연진과 그리스 신화 제작진이
만들어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장 주변에 창덕궁과 북촌생활사박물관 등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공간이 많아 아이와의 하루 데이트 코스로 짜도 좋을 듯하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송승환의 오즈의 마법사

DATE 5월 10일까지

DATE 3월 29일까지 PLACE 예림당아트홀

PLACE 소마미술관(올림픽공원 내)

PRICE 3만원~5만원 AGE 24개월 이상 TEL 02-738-8289

PRICE 어른 1만4천원, 어린이 8천원

오즈의 마법사는 1990년 소설로 탄생한 이후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되며

TEL 1588-2618

여전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어린이 공연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만종’과 ‘이삭 줍는 사람들’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불리는 송승환 사단이 제작한 작품으로 2005년 초연 이래 10년 이상 공연되며 인기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온다.

동화책 속에서 바로 튀어 나온 듯한 캐릭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화려한 무대로 볼거리 가득한 공연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밀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펼쳐지며 주인공들이 펼치는 미니 난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기획한 이번 전시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Millet,
Barbizon & Fontainebleau)>은 밀레의 4대 걸작으로
꼽히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감자 심는 사람들’, ‘추수
중에 휴식’, ‘양치기 소녀’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아이들에게도 친숙하고 인기 있는 작가 고흐가 닮고
싶어 한 마음의 스승 밀레의 예술혼을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자.

뚝딱하니 어흥!
DATE 6월 30일까지 PLACE 롯데카드아트센터 아트스페이스
PRICE 1만5천~2만5천원 AGE 36개월 이상 TEL 02-738-8289
전래동화의 단골 캐릭터인 도깨비, 호랑이와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체험형 뮤지컬이다.
도깨비방망이 만들기 등의 체험 놀이는 물론, 흥미진진한 전래동화 3편을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곶감을 무서워하는 호랑이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
<호랑이와 곶감>, 어머니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뮤지컬 <호랑이 형님>과 사이가 좋은 오누이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는 아이에게 용기와 선한 마음,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공연 중간중간 출연 배우들과 더불어 율동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어 신명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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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할 수 있다.

2015 / spring

w hat ' s n e w

아이 스스로 영어의 소리를 터득하는
‘사운드 어드벤처’

드라마를 통해 읽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해결

영어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소리를

스토리를 시트콤 드라마로 재구성했습니다. 원어민 배우들의 생생한

찾아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을 추구합니다.드라마북과 사운드북은

연기를 통해 충분히 듣고 따라 말하면서,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목표 음가와 어휘를 각각 풍부하게 노출해 주고, 더불어 아이가 단어와 문장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 환경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드라마북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드라마북 파닉스 교육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드라마에 빠져들어
충분히 듣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파닉스는 없었다. 잉글리시 에그 드라마 파닉스 완결편

Drama Phonics Part 2
사운드북 드라마북의

드라마 파닉스 Part 2는 복자음, 단모음, 이중모음까
지 포함된 드라마 파닉스의 완결편입니다. 자연스럽
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알파벳 음가를 익힐 수 있
도록 설계된 잉글리시 에그만의 차별화된 파닉스 프

제품 구성 책 73권(Drama Book 24권, Sound Book 24권, Sound Book Stickers 1권,
Workbook 24권│Sound Chart 1장│Sound Card 350 장│Audio CD 24장│전체 Song CD 2장│
전체 Drama CD 1장│EGG Pen Card(Song Card, Chant Card) 1종 | 부모 가이드 1권│
콘텐츠 가이드 1권│플링보드 1개│플링팩 1개│플링플링 1개(별도 구매)│EGG Pen 1개(별도 구매)

짝꿍북으로 스스로 소리를
찾아내는 학습 프로세스를
도입해 파닉스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목표 영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몰입해 말하기 수준을 높이고 읽기를 시작하기

로그램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선보입니다. 폭넓은
목표 음가

주제로 사고력을 키우고, 뮤지컬송의 장르도 훨씬 다
양해져 파닉스 습득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Part 2 복자음, 단모음, 이중모음

총 단어 수

목표 음가 단어 수(누적)

파닉스 단어 수

3,314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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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파닉스 Part 2 촬영장 엿보기
시트콤 드라마 촬영 중인 스튜디오.

우리가 아는 닥터 사운드는 어딜

단 한 번의 ‘오케이’ 사인을 위해

가고, 이처럼 귀엽고 깜찍한 미니

촬영은 계속됩니다. 단 몇 분짜리

닥터 사운드가 3명씩이나! 신비한

영상을 찍으려고 주연 배우들은

약을 먹고 닥터 사운드로 변신했다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는

트레이시, 앤서니, 호피인데요.

알파벳의 모양과 소리를 상세하게 다뤄서 파닉스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스태프까지 모두 밤낮없이 촬영에

과연 이들의 아지트에서는 무슨 일이

영어 소리의 제한을 두는 기존 파닉스 프로그램과 차별화했습니다.

매진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잉글리시 에그의 드라마 파닉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어 전문성을 토대로 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콘텐츠 구성

또 재미와 배움 효과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창의적인 멀티 콘텐츠를 통해
파닉스를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1. 시트콤 드라마 드라마북을 재구성한 시트콤 드라마로
닥터 사운드와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 속에서 다양한 음가와 어휘를

시트콤 드라마

접하며, 알파벳의 소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2. 사운드 쇼 트레이시가 보여주는 개별 음가의 발음법과
단어의 발음 모습을 따라 해보세요.

3. 사운드 액팅 알파벳의 모양을 응용한 율동을 통해 몸으로
파닉스를 익히도록 구성한 영상입니다.

4. 뮤지컬 애니메이션 드라마북의 주인공들이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 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이

사운드쇼
여기는 닥터 사운드의 연구실.

남자는 누구일까요? 지미를

알파벳과 소리를 재미있게

닮았지만 지미는 아니랍니다.

가르쳐주는 엉뚱 발랄한 닥터

살짝 힌트를 주자면 이 남자의

사운드의 활약은 Part 2에서도

직업은 시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됩니다.

<Mike’s Mess>에서 이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보세요!

사운드 액팅

뮤지컬 애니메이션

fo o d

HOT ISSUE

(왼쪽부터)용인기흥 보정
센터 황수연 센터장,
선한사마리아원
한해주 원장

에찌로 스텝 1 기부
2014년 연말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펼쳤던 잉글리시 에그 기부 팔찌 ‘에
찌’ 판매 캠페인 ‘EGG IS LOVE’가 지난 1월 2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잉글리시 에그 센터와 에그몰 사이트에서 판매한 에

잉글리시 에그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인천 베이비 & 키즈페어 전시회 참가
잉글리시 에그가 2014년 4월 2~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
터(SETEC)에서 열리는 제34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5월

찌 판매액이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되면, 회원 아이와 엄마, 아빠 이름으로
지역 기관에 잉글리시 에그 스텝 1 DVD 버전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전국 센터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
에 힘입어 총 19세트를 지역 기관에 기부했습니다.

7~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0회 인천 베이비 &
키즈페어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분은
잉글리시 에그의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으

드라마 파닉스 Part 2 예약 판매 조기 종료

며, 영어교육 멘토와의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잉글리시 에그 드라마 파닉스 Part 2 공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진행된 1,000세트 한정 예약 판매가 회원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조기 종
료되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 며칠
만에 2,500세트 이상을 판매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고객들의 요청
이 이어져 한정 판매 수량을 추가로 진행했음에도 조기에 종료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드라마 파닉스 Part 2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S홈쇼핑 TV박람회 개최

잉글리시 에그 전국 센터 모집

지난해 12월 29일, 잉글리시 에그가 GS홈쇼핑에서 TV박람

잉글리시 에그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증가하여 올해 30개 이상의 센터

회를 진행했습니다. 큰 규모의 교육 박람회가 서울과 수도권

글리시 에그 센터 개설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 집중되어 지역 고객들이 잉글리시 에그를 만날 기회가 적
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TV박람회는 방송 중 상담 신청을

문의 02-6337-1841

3차 CREE 프로젝트 교육 진행
2월 2, 3일 이틀간 잉글리시 에그 제3차 CREE(Creative

잉글리시 에그 본사 이전

Education) 프로젝트 교육이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진

잉글리시 에그 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서구 염창동으로

행되었습니다. 3월 퍼펫텔링 배움활동 론칭, 드라마 파닉스

이전했습니다. 잉글리시 에그의 교육 철학인 ‘자연주의’ 콘셉트를 살려서

Part 2 출시 등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교육은 본사와 전국 센터

모던한 화이트 컬러에 우드 소재로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또 업

은 고객이 잉글리시 에그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자가 모두 함께했습니다. CREE 교육은 콘텐츠와 놀이배

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실과 콘텐츠 개발 공간을 증설했고, 외부에

예상을 웃도는 상담 신청 콜 수로 잉글리시 에그의 브랜드 파

움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있던 교육장을 본사 안으로 옮겨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본사를 방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진행되

받아 지역의 잉글리시 에그 센터에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론칭 방송인 만큼 많은 혜택으로 더 많

워를 보여줬습니다.
club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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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울산광역시 북구

광주시, 시흥시, 부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구,
북구, 연제구

안산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북

포항시

문하는 회원들을 위한 다락방을 꾸며, 에그 스타 오디션을 위해 방문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북

군산시, 익산시

에그 키즈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전남

목포시

2015 / spring

f r o m r e ad e r s

quiz

<Club Egg> 2014 하반기호 어떠셨나요?

Crossword

<Club EGG> 독자 20분에게 드립니다

가로세로 영어 단어 퍼즐에 참여해보세요. 정답 및 당첨자는 4월 10일
잉글리시 에그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1.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드라마

1.

다시 한번 에그에 대해 확신을 얻었어요

2.

아빠도 함께하는 에그라서 좋아요

3.

이번 호에서 저는 <special column>이 참 좋았어요. 책

이번 호의 트레이시 파티와 패밀리 캠프 후기를 쭉 읽

<books>기사에 선정된 도서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을 읽고 말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에그의 또 다른 면

위로가 테마인 책들이 소개되었는데, 육아와 가사에

붙일 수 있는 놀이 교구.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준 점이 좋

모를 볼 수 있어 기뻤답니다. 일이 바빠 아기와 잘 놀아

찌든 제 몸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

붙이면서 놀기를 참 좋아하는

았어요. 그리고 ‘우리말도 아직 못하는데 영어를 하기

주지 못한 탓에 늘 미안해하는 아빠도 잉글리시 에그

무 애쓰지 말아요>는 제목만 읽어도 마음속 깊은 곳

것입니다.

에는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싶어 혼란스러운 제게 영

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고 내년엔 꼭 참가하자

에 꽁꽁 숨겨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눈물이 핑 돌더

어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임을 다시 한

고 하네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액티비

라고요. 지치고 힘든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답니

번 깨닫게 하고, 잉글리시 에그를 잘 선택했다는 확신

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댄스 타임! 벌써부터

다.

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슴 설레고 정말 기대된답니다.

박세원 님

박홍주 님

박지인 님

한 줄기 위로가 되어준 클럽 에그

파닉스 G사운드에서 주인공 Gail은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1

2. 고양이를 부르는 말로, 스텝 1 12권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Are You Ok, OOOOO?>

1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1명)
전국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앞면에는 글이나 그림을 인쇄하고,
뒷면에는 접착제를 발라놓아 쉽게

세로
1. ‘다 자란 사람’을 뜻합니다. child의
반대말입니다.

2

2. 대부분 강이나 못·늪 등의 물속에

2

살면서 육지 생활도 하는 수륙 양서

잉글리시 에그 로봇(3명)
스텝 3 <No, Robot! Not like
That!> 속에 나오는 로봇을
친환경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아이템입니다.

(兩棲)의 습성이 있는 파충류로,
토끼와는 반대인 ‘느림’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동물입니다.

4.

에그 똑똑히 활용하는 ‘프로그램 연계 활용법’

5.

잉글리시 에그와 함께한 지 어언 1년. 스텝 1에서 3까지

<클럽 에그>를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요, <photo es-

섭렵하고, 요즘은 드라마 파닉스에 푹 빠진 딸아이를

say>에 등장한 연우짱 님의 엄마표 영어놀이를 보고

<Crossword & 독자후기>

보며 에그에는 분명 큰 마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많이 배웠답니다. 그동안 잉글리시 에그를 어떻게 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1명)

호에서는 잉글리시 에그 프로그램 연계 활용법을 읽으

용해야 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고민이 컸는데 많은

박홍주

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기사를 참고해 에그를 좀 더 다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 여름휴가를 가야 하는데

양하게 활용하며 상상력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에그

좋은 여행지도 소개해줘서 여행지를 쉽게 선정할 수

와 함께 영어가 발화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다!

오현미 님

엄마표 영어놀이가 바로 이런 거군요!

3. 길고 평평한 것을 신발 밑에 달아 눈

3
클럽 에그 2014 하반기호
당첨자 명단

위에서 미끄러지며 내려오는 겨울
스포츠 이름입니다.

3

잉글리시 에그 원목 자동차 세트(6명)
깜찍한 모양의 원목 자동차 세트입니다.
자동차, 트럭, 앰뷸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 에그 로봇(3명)
박세원, 박지인, 정득재
잉글리시 에그 원목 자동차 세트(6명)
김지숙, 김소희, 오현미, 이미래, 임재희,

정득재 님

현지연
애니멀마그네틱(10명)
<CLUB EGG>를 읽고 난 후 소감을 <englishegg@englishegg.co.kr>로 보내주세요. 총 20분을 선정해
잉글리시 에그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독자 이벤트 페이지의 Crossword도 함께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김희수, 고신혜, 신은주, 유현정, 이유진,

Crossword의 정답을 <englishegg@englishegg.co.kr>로 보내주세요. 총 20분을 선정해 잉글리시

장보윤, 장혜민, 조민지, 지유민, 황민정

에그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독자 의견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애니멀 마그네틱(10명)
하늘, 땅, 바다로 이루어진 배경판과 동물 그림의
마그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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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내 아이가 되어줘서
한겨레베이비트리 엮음,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아기 행동 89가지

인에서도 30만 뷰 이상 조회되며, 부모들

책으로 배우는
스마트 육아

의 폭발적 호응을 얻은 특강 중에서도 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를 맞닥뜨릴 때마다

북하우스 펴냄
한겨레베이비트리 육아 웹진의 프로젝트
로 2년간 진행된 ‘한겨레 부모 특강’이 책
으로 엮였다. 오프라인 강연에 이어 온라

마들에게 두고두고 도움이 될 만한 강연
만 모아 불안, 본질, 감정, 휴식, 대화법,
본보기, 뇌, 고통, 의욕, 꿈의 키워드로 분

막막한 초보 엄마들을 위해 준비했다.
육아의 지혜가 담긴 스마트 육아서 6.
글 박효성 기자

류해 10강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세상에

데라다 기요미 지음,
이덴슬리벨 펴냄
신생아 때부터 돌 될 때까지 아이가 보여
주는 다양한 행동과 반응을 초보 엄마,
아빠가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일러스
트로 풀었다. 보육교사이자 복지심리사
인 저자가 수년간 아이들의 다양한 몸짓
과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알아낸 아이의
감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이의 월령
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아이를

는 성장과 발달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책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는 소중

이다.

한 책이다.

We Need Watches!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까지 사로잡은 드라마 파닉스의 위트 넘치는 스토리는 자세히 살펴
보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말 그대로 치밀하게 짠 각본인 셈이다. 디테일에
강한 개발자로 소문난 잉글리시 에그의 송민우 대표가 직접 집필한 드라마 파닉스 Part 2 <We

Need Watches!>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We Need Watches!>는 시계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

난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다

교감육아가 IQ EQ를 높인다

마미파워의 깐깐하게 고른 육아용품

내 아이를 위한 타이밍 육아

김연정·정인아 지음,

김상숙 지음,

양혜숙 지음,

오영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지식너머 펴냄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가 일도 잘한다

세계적인 육아학의 대가이자 미국 엄마

육아용품이라면 웬만한 건 다 써본 저자

아이의 연령별로 무엇을 해야 아이의 뇌

용은 다소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귀를 기

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 책

들이 가장 신뢰하는 소아과 의사로 알려

가 알려주는 솔직한 육아용품 이야기를

발달 타이밍에 맞춰 학습력을 높일 수 있

속에는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업 16

진 T. 배리 브래즐턴 박사의 교감육아법

담은 책. 식사용품, 목욕용품, 외출용품,

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타이밍

울이는 지도자의 포용력, 솔선수범, 희생정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아는 마음가짐 등 아

년 경력 워킹맘들의 실제 육아 사례가

을 담은 책. 교감육아의 사례를 구체적으

놀이용품 등 아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육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서지도 뒤

이들이 배울 만한 덕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잉글리시 에그를 접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

담겨 있다. ‘보스 엄마’가 아닌 ‘리더 엄

로 보여주며 아이에게 말 건네는 방법,

육아용품만 다양한 사진과 에피소드로

서지도 않으며 아이의 성장과 뇌 발달에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스킨십 요령, 교감

보여줘 초보 엄마들의 궁금한 부분을 시

을 갖춘 인재로 자라기를 바라는 송민우 대표의 의도가 담긴 장면들이다. 이는 또한 잉글리시

마’가 되어 가정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맞춰 키우라는 말. 아이의 뇌는 정해진 순

있도록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능

력을 높이는 오감 자극법, 뇌 전체를 자

원하게 풀어준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

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결정적 시기

에그가 그리는 인재상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잉글리시 에그 워크숍에서 직원들은 <We

력을 육아에 접목, 소개한다. 목표 설

극하는 방법과 실천력 등을 구체적으로

져 나오는 육아 용품과 수많은 정보 속에

에 올바른 방법의 육아를 해야 언어, 사

Need Watches!>를 주제로 삼아 토론하며,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법, 리더십, 도전 정신, 창의적 문제

담았다. IQ와 EQ가 높은 진정한 영재 교

서 어떤 육아용품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고, 운동, 감각,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든든

해결력, 시간 관리법 등 노하우가 담겨

육은 엄마, 아빠와 사랑의 교감 속에서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읽어볼 것.

한 기초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강조한다.

있다.

이뤄짐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는 마을 동물들의 고충을 들은 바다코끼리 왕이 몸소 험난한 길에 나서 시계 제작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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