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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워크북> 시리즈 신간 보도 자료

(4세) 어휘‧추론 기적 워크북 <낱말아, 놀자!>  *스티커 70개 포함
(4세) 규칙‧추론 기적 워크북 <규칙을 찾아라!>  *스티커 80개 포함
(5세) 인지‧소통 기적 워크북 <말놀이를 해 봐>  *스티커 50개 포함
(5세) 수‧연산 기적 워크북   <수와 계산은 즐거워> *스티커 120개 포함

우리 아이 잠재력을 깨우는 즐거운 놀이 학습 프로그램

<기적�워크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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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정보>

어휘‧추론 기적 워크북 - 낱말아, 놀자! 
판형 210×280㎜ / 80쪽(별장-스티커 2매, 총70개) / 값 7,500원 / 2019년 12월 19일 출간 / 
기적학습연구소 지음 / ISBN 979-11-6406-142-6  74370

규칙‧추론 기적 워크북 – 규칙을 찾아라! 
판형 210×280㎜ / 80쪽(별장-스티커 2매, 총80개) / 값 7,500원 / 2019년 12월 19일 출간 / 
기적학습연구소 지음 / ISBN 979-11-6406-143-3  74370

인지‧소통 기적 워크북 – 말놀이를 해 봐 
판형 210×280㎜ / 80쪽(별장-스티커 2매, 총50개) / 값 7,500원 / 2019년 12월 19일 출간 / 
기적학습연구소 지음 / ISBN 979-11-6406-145-7  74370

수‧연산 기적 워크북 – 수와 계산은 즐거워 
판형 210×280㎜ / 80쪽(별장-스티커 2매, 총120개) / 값 7,500원 / 2019년 12월 19일 출간 / 
기적학습연구소 지음 / ISBN 979-11-6406-146-4  74370

-------------------------------------------------------------------------------------------
내용 문의 : 신예서 부장 (02-330-9895)  
길벗스쿨｜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7-9 도서출판 길벗 7층 
대표전화 (02)332-0931｜팩스 (02)322-5409｜홈페이지 www.gilbutschool.co.kr
-------------------------------------------------------------------------------------------

[KC인증 관련 정보]

ISBN 9791164061426
도서명 기적 워크북 낱말아, 놀자!
인증유형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자명 길벗스쿨
제조년월 2019년 12월 19일
제조국 대한민국
사용연령 4~7세

ISBN 9791164061433
도서명 기적 워크북 규칙을 찾아라!
인증유형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자명 길벗스쿨
제조년월 2019년 12월 19일
제조국 대한민국
사용연령 4~7세

ISBN 9791164061457
도서명 기적 워크북 말놀이를 해 봐
인증유형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자명 길벗스쿨
제조년월 2019년 12월 19일
제조국 대한민국
사용연령 4~7세

ISBN 9791164061464
도서명 기적 워크북 수와 계산은 즐거워
인증유형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자명 길벗스쿨
제조년월 2019년 12월 19일
제조국 대한민국
사용연령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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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기적 워크북 시리즈와 함께 우리 아이 잠재력을 쑥쑥 키워요!
<기적 워크북>은 아이의 흥미와 성취도를 고려한 학습 설계와 주제별 활동으로, 만 4세부터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유아 전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기적 워크북>에는 길 찾기, 선 긋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림 찾기, 모양 그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놀이 학습이 들어 있습니다. 각 단원마다 아이
가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를 수록하였고, 단원 끝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면서 배운 것을 확인해 보
는 재미 놀이 활동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들이 아이의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이끌어 줍니다. <기적 워크북>과 함께 놀고 배우면서 유아 기본기를 다져 보세요!

<출판사 서평>

▶ 놀면서 배우는 놀이 학습서(권별 스티커 50~120개 수록)
길 찾기, 선 긋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놀이 학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원별로 다채로운 스티커와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유아의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이끌어 줍니다. 아
이가 즐겁게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그냥 노는 것과 놀면서 배우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 주는 다차원 사고 학습
<기적 워크북>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폭넓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다차원 사고 학습’ 프로그램입
니다. 간결하고 몰입이 잘 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아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베타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흥미로운 학습 방법
<기적 워크북>은 대상 연령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적극적인 피드백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핵심 학
습 유형이 담긴 샘플 북을 독자가 미리 체험하는 베타테스트를 거쳐 학습의 재미와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하는 16가지 핵심 역량 계발 학습
<기적 워크북>은 유아에게 친근한 주제, 상황, 이야기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심 학
습 말미에 부모님 도움말을 수록하여 아이가 어려워할 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학습 시간만큼 16가지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골고루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아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단계 학습
<기적 워크북>은 영역별·주제별·단계별로 연계하여 설계한 유아 전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책을 펼쳐 학습 내용을 접한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익히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까지 지겨워하거나 싫
증 내지 않도록 흥미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단계 학습으로, 즐
거운 놀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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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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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기적학습연구소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에 넣어 두면, 딱 그만큼만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즐겁게 배웁니다. 길벗스쿨 기적학습연구소는 
‘자연스러운 배움이 최고이자 최선’이라는 교육 철학을 연구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아이가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권별 목차>

(4세) 기적 워크북 낱말아, 놀자! 
1단원  숨은 글자를 찾아요
2단원  상상하며 글자를 배워요
3단원  그림 보며 낱말을 배워요
4단원  낱말을 따라 써요
       확인해 보아요
 
(4세) 기적 워크북 규칙을 찾아라!
1단원  숨은 규칙을 찾아요
2단원  알맞은 규칙을 찾아요
3단원  여러 가지 규칙을 완성해요
4단원  규칙을 그려서 완성해요
       확인해 보아요

(5세) 기적 워크북 말놀이를 해 봐
1단원  흉내 내는 말을 찾아요
2단원  인사말을 배워요
3단원  같은 글자를 찾아요
4단원  끝말잇기를 해요
       확인해 보아요

(5세) 기적 워크북 수와 계산은 즐거워
1단원  20까지 수를 세요
2단원  여러 가지 수 세기를 해요
3단원  수를 가르고 모아요
4단원  덧셈과 뺄셈을 해요
       확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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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 주요 학습 내용>

기적 워크북 낱말아, 놀자! 
▶ 아이의 판단 사고 역량을 깨우는 생활 낱말 39개를 배워요! 
기적 워크북 <낱말아, 놀자!>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 판단력을 키우고 어휘력과 추리력을 향상시
키는 낱말 찾기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유아는 자연물·음식·물건·장소·탈것 이름 등의 생활 
낱말 39개를 배웁니다. 주로 그림에 숨은 글자를 찾아 이름 스티커를 붙이고, 눈과 귀로 익힌 낱말
을 손으로 쓰면서 기억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경험합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정확히 판단하여 알
맞은 낱말을 찾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기적 워크북 규칙을 찾아라! 
▶ 아이의 논리 추론 사고 역량을 깨우는 여러 가지 규칙을 배워요! 
기적 워크북 <규칙을 찾아라!>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 논리 추론력을 키우고 판단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규칙 찾기 학습을 제공합니다. 규칙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이 책에서 유아는 색·모양·위치·소리·회전 규칙을 배웁니다. 주로 그림자의 모양을 관찰하여 스티커
를 붙이거나 빠진 부분을 색칠하거나 알맞게 그려서 규칙을 완성하는 활동을 경험합니다. 학습을 마
치고 나면, 문제를 예측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기적 워크북 말놀이를 해 봐 
▶ 아이의 소통 사고 역량을 깨우는 여러 가지 말 113개를 배워요!
기적 워크북 <말놀이를 해 봐>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 어휘력을 키우고 소통력과 정보 활용력을 
향상시키는 말놀이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유아는 흉내 내는 말과 인사말, 동식물·음식·물건·
장소·탈것 이름 등의 여러 가지 말 113개를 배웁니다. 주로 흉내 내는 말과 인사말을 소리 내어 말
하고, 같은 글자 찾기나 끝말잇기를 하면서 다양한 말놀이 활동을 경험합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풍부한 어휘를 활용해 원활히 소통하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기적 워크북 수와 계산은 즐거워 
▶ 아이의 수학 사고 역량을 깨우는 20까지의 수, 간단한 덧셈·뺄셈을 배워요!
기적 워크북 <수와 계산은 즐거워>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 수리력을 키우고 판단력과 논리 추론
력을 향상시키는 수와 계산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유아는 20까지의 수를 익힌 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주로 20까지의 수 세기, 묶어 세기와 뛰어 세기, 10 이하의 수 가르기와 
모으기, 덧셈·뺄셈 기호 익히기, 간단한 수식 완성하기 등의 활동을 경험합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
면, 수 감각을 기르고 연산의 기본이 될 계산 역량을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