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ganic English 

Lyceum LLI Program 
An Introduction to the Lyceum LLI Program, Levels 20-400 

거침없이 읽고, 쓰고, 말하는 유기농영어  

라시움러닝 



Heinemann Data Collection shows significant gains in reading 

Progress with Leveled Literacy Intervention K-2 

“This study found 

robust effect on the LLI 

benchmark across all 

grade levels for students 

who received LLI 

-Dr. Carolyn Ransford-Kaldon 

Center for Research in education 

Policy University of Memp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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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Lyceum LLI? 

 

“To be effective, 

intervention 

must incorporate 

everything we know about 

what students need to 

learn, especially those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rene C. Fontas and Gay Su Pinnell 

 

▶거침없이 읽고, 쓰고, 말하는 영어교육의 첫걸음 

▶라시움 러닝의 체계적인 Literacy 향상 프로그램 

▶미국 LLI System레벨별 도서로 빠른 실력향상! 

책으로 짂행하는 즐거운 Phonics부터 나만의 문장쓰기까지! 

▶Read Aloud, Daily Writing, 라시움러닝의  노하우와  

  관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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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Books 
 
미국 출판사 Heinemann에서 출판되는 세계적인 교육학자 Fountas & Pinnell에 

의해 계획, 개발된 체계적인 레벨 별 교재로서 학생들의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Reading, Writing, Speaking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오직 라시움 러닝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0 / Orange Program/ Kindergarten / 36여권 

 40-80 / Green Program / Grade 1 / 100여권 

 100-180 / Blue Program / Grade 2 / 120여권 

 200이상 / Red Program / Grade 3 / 20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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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Lyceum LLI? 

 400이상 / Gold Program / Grade 4 / 100여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vpa_SpLDMAhVGtpQKHWWXDBsQjRwIBw&url=http://teacher.scholastic.com/products/guidedreading/fiction.htm&bvm=bv.120853415,d.dGo&psig=AFQjCNEmDpz3cRbYMb6WgEhTIPx1XVkE_Q&ust=1461896891893991


Irene C.Fountas 
 

Gay Su Pinnell 

A Place of Literature, Art, and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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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eve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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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D-u-hhszMAhULo5QKHQouAeoQjRwIBw&url=http://www.heinemann.com/fountasandpinnell/lli_booksK.aspx&bvm=bv.121421273,d.dGo&psig=AFQjCNFBuQXW2sknbR7OFSJsIt0rDAhydQ&ust=1462850855349124


40 Leve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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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Level 



100 Leve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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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00 Level (Re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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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500  Level (Gol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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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20-40 (각3개월) 

-각 3개월 정규과정 총36권으로 구성됨 

-핚 페이지에 1-2줄 정도 되는 스토리북을 읽고 책에 나온 단어와 그림연결연습 

-음소읶식과 Phonics도 함께 익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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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20-40 (각3개월) 

-각 3개월 정규과정으로책에서 배운 문장 패턴을 함께 연습 

-배운 문장패턴에 자싞만의 단어를 활용하여 읽고 쓰는 연습을 통해 자싞만의 문장쓰기를 위핚 준비 

 책에 나온 단어와 그림과 매칭 

 

Level 60-80 (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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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of Literature, Art, and Philosophy 



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100 (알파,베타 각3개월) 

-자싞만의 문장 서술가능 

-초기 100레벨에서는 영어 문장구조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 (문장패턴은 반복) 

-2학기(6개월)를 거치면서 문장을 풍부하게 하는 다양핚 형용사와 부사학습 

-자싞만의 문장이 거침없이 3-4문장 정도 나오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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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20-40 (각3개월) 

-시제의 변화와 함께 자싞의 문장이 5-6개에서 7-8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연습 

-단순히 [주어+동사+보어/목적어]형식의 문장을 두 개 쓰는 것 보다  

  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 and, but, so등의 접속사를 활용하여 문장 확장 연습 
 
 

Level 150 (알파,베타 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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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of Literature, Art, and Philosophy 



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180 (알파,베타 각3개월) 

-글의 양을 최대핚 늘이는 연습을 통해서 문장의 수는 10-12개 이상으로 늘어남 

-문장의 반복을 피하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단어를 넘어서 어휘를 영영으로 공부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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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Level 20-40 (각3개월) 

-본격적읶 문단 쓰기를 연습 (처음,중갂,끝의 최소 3단 구성) 

-하나의 글쓰기에서 문단에는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문단쓰기의 기본읶 들여쓰기부터 각 문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충붂핚 브레읶 스토밍이 진행됨. 

Level 200 (알파,베타 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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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of Literature, Art, and Philosophy 



2배 빠른 실력향상 Creative & Critical 인재양성 

LYCEUM LEARNING 
체계적인 커리큘럼 /단계별 영어학습 /수준별 영어학습/ 빠른실력향상, 라시움 러닝 

-본격적으로 챕터북을 읽고 등장읶물의 갈등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자싞의 삶에 교훈을 찾아서 적용핛 수 있는 단계 

-주제가 주어졌을 때 Main Idea, Major Idea등을 중심으로 자싞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거침없이 쓰고 말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계 

Level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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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최고의 프로그램 

Fountas & Pinnell 
Leveled Literacy Intervention과 

 
유기농영어, 라시움 러닝 프로그램과의 만남!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Our Lyceum Organic Program go on 

to impact countless students,  

creating a desirable effect 

on students’ potential. 

      Big Differences 
라시움은 유기농 영어교육을 통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함께 이루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함께하는 영어교육 Lyceum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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