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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chool Subject Readings 2nd 1

Reading Jump 2
Integrate Reading & Writing Building 1

A

School Subject Readings 2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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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손 쉬운 교실수업, 더 쉬운 비대면수업
E-book, 부가자료는 물론, 음원재생, 정답체크,
판서기능까지 수업 준비시간을 단축하세요

Digital Book

LMS

Activity Games

Curriculum

Level Test

수업교재

온라인학습관리

온/오프라인 수업도구

레벨차트/커리큘럼

입회테스트/상담메뉴얼

프로그램 특징
1. 멀티미디어 교수 지원 도구
 지털 Book, 유튜브, 클래스카드 등 학생들이
디
좋아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도구를 교재와 연결해 활용

2. 커리큘럼 + 레벨테스트
Compass Publishing 교재 라인업만으로
학생 레벨/성향 맞춤 커리큘럼 제작

3. 온라인 학습관리 (LMS)
컴퍼스 교재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학습 이용
4

교사용 프로그램 - SANTA CLASS

산타클래스 디지털북

online

산타클래스와 연계된 온라인 학습관
BIGBOX로 수업을 완성해보세요
학생용 프로그램 - BIGBOX

온라인학습 & 영어도서관 학습진행

(Interactive White Board)

1 클래스 만들고 학생 추가하기
간편하게 클래스를 생성하고, 학생과 숙제를 등록합니다.

3 숙제 완료 확인하기
학생관리 메뉴에서 학생별로 숙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남은 숙제와 얻은 Gold 확인 가능)

2 숙제 할당하기
리딩오션스 레벨 혹은 교재명을 검색하여
간단하게 숙제를 추가합니다.
세부 Unit 설정과 교재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4 세부 리포트 확인!
일정 기간을 선택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재별 숙제 점수, 완료일, 학생이 녹음한 스피킹음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학생이 완료한
액티비티의 세부점수가 나옵니다.

5

online

네모난 박스 안 넓은 영어세상!
빅박스로 영어실력을 높여주세요.
선생님은 SANTA CLASS로 학생은 BIGBOX로 더 완벽한 영어 학습을 구현하세요.

교실에서 배운
책들은 재미난
액티비티로 복습!
재미 가득한
영어책이
1000권이나!

숙제 확인 기능

특징
1. Compass Publishing 교재 100% 연동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교재와 연결한 온라인 학습

2.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PC, Mobile, Tablet 모두 지원
학생의 학습환경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학습 가능

3. 영어학습에 최적화 된 맞춤 컨텐츠
		학생들이 선호하는 10,000여 편의 영상과 1,700여 편의 e-book을 제공
6

online

X Class Booster
• 교재 + 워크북 + 온라인 학습으로 구성된 완벽한 Blended Learning 구현
•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통해 흥미로운 학습 동기 부여
• 교재 수준에 맞는 액티비티 제공 (최대 5가지)
•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영어 노출 시간을 극대화

X Reading Oceans
• 국내외 우수하고 풍부한 11,700여 편의 픽션/논픽션 콘텐츠 탑재
• 모든 콘텐츠마다 Playbook과 독후활동 Activities 제공
(레벨별 학습 방법에 따라 음성인식, 퀴즈 등 Output 중심의 액티비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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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대비 Success TEST 서비스
online

2019년 뉴토플 개정 반영
Success TEST (internet Based Test) 는 콘텐트 제작, 데이터 분산 다운로드와 실시간 답안 업로드 등
internet Based Test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internet Based Test System입니다.

Success TEST 서비스 상품
	TOEFL iBT
	국가공인영어인증시험 (NEAT)
	
학원 커리큘럼에 맞는 맞춤형 internet Based Test System


®



Success TEST 서비스 상품
1

우수성


 50여 개 기관 및 학교, 학원이 채택하여 우수성을
2



인정한 테스트
미국 현지 거주 ELT 교육 전문가 그룹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점 기준 적용

서비스 지원

2

안정성


Success TEST



3

확장성






TOEFL iBT Rating System
®

	Reading / Listening 은 시험 이후 자동 채점 결과 확인 가능
Speaking / Writing 은 자체 채점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제공
 ETS 에서 안내하는 Rubric 가이드 제공



TOEFL® iBT Report
ETS 성적표 형식 구현




전체
점수 및 영역별 상세 레벨 확인 가능
영역별 / 개인별 성과 및 상세 설명 확인 가능

각종 통계 자료




전체
평균, 상위 10% 평균 확인 가능
최고 점수, 성적 분포 제공

분석 보고서 제공




문항
분석에 따른 개인별 성과 설명
학습 방향 가이드 제시

응시자 답안보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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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오답 제공, 응시자 답안 다운로드 가능
시험 종료 후 Speaking / Writing 응시자 답안 확인

4

 터넷 상에서 서비스되는 internet Based Test System
인
방식으로 실시간 서버 저장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유로운 시험지 구성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지문,
자
문항 수, 진행 시간 등을 조정 가능
실전 학습용 교재 공급 : 인터넷 모의 테스트에 대한
교재 공급으로 실전 테스트 대비 학습 지원
S uccess TEST 시스템 임대 : 학원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internet Based Test System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임대 서비스 지원

다양성


T OEFL®, TEPS, TOEIC®, 외고실전 듣기, 학원 자체
시험 출제
: TOEFL®, 레벨 테스트, TOEFL® Junior, TEPS, TOEIC®,
외고 실전 듣기 모의 테스트, Speaking / Writing
Homework, 온라인 시험대행, OMR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가능

phonics

ABC

Adventures

Starter,
1, 2

정가

12,000원

Level

10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다양한 활동을 통한 소근육 운동 기능 향상

Lessons: 16 Lessons 12 Lessons (8 pages per Lesson)
4 Review Lessons (6 pages per Review Lesson)
구성: Hybrid CD, 포스터
홈페이지 제공: Teacher’s Guide &
Answer Key, App Store,
Google play에서 앱 다운로드 가능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색, 도형, 숫자, 단어, 글자 학습
  창의력을 기르는 재미있는 게임과 다양한 활동!
  Chant, 노래, 짧은 스토리를 통한 학습
  Hybrid CD & App 으로 Chant, 노래, 색칠놀이,
게임 활동을 동시에!

phonics

Compass Club ABC Adventures 1

Compass Club ABC Adventures Posters

ABC Adventures Poster stater

ABC Adventures Poster 1

ABC Adventures Poster 2

가장 좋아하는 플래시 카드를
포스터에 붙여보세요!

Hybrid CD

인트로

학습화면

유닛페이지

11

cC
phonics
정가

SB: 12,000원
WB: 4,000원

Level

12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체계적이며 단계적 접근을 통한 Phonics 학습

Lessons: 8 Units (8 pages / Unit),
4 Reviews (4 pages / Review)
교재 부록: Free App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Additional
Worksheets, Activity Sheets, Lesson Plan, Syllabus,
Midterm Test, Final Test, Unit Test, Flash Card,
Phonics Card, Teacher’s Guide (PPT)
별도 판매: Workbook

쉽고 단순한 Activity 구성
 개의 Unit 마다 Review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2
복습을 강화

Unit 과 Review 마다 제공되는 흥미로운 Story를 통해
기초 Reading 학습
신나는 Chant를 통해 Story의 반복 학습

Cc
Student Book 1

phonics

Workbook 1

Digital Materials

Animation

Class boos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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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d
on n
c
se itio
d

r e n’
Child

S

P h o n i cS f o r R e a
ding

ounds
SGREaT
WORKBOOK 1-5

STUDENT BOOK 1-5

READERS 1-5

SB: 14,000원
정가

WB: 4,000원
Readers: 7,500원

Level

SET (SB+WB+Readers) : 23,000원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Units: 8 (8 pages / unit)
별도 판매: Workbook, Readers

음가 규칙으로 시작하여, 기초 리딩까지 확장한 탄탄한 파닉스
•	
반복학습 구조
새로운 삽화, 만화와 챈트 영상으로 시청각 학습 효과와 재미를
•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성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Files, Word List, Transcript,

Worksheets, Tests, Flashcard, Additional Materials,
Teacher's Materials, Video, Interactive Application (BIGBOX)

• 각 권 단계별 강력한 쓰기 학습
• 업데이트된 다양한 부가자료로 추가 복습

Sounds Great Readers 시리즈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Readers
 각 레벨당 4개의 스토리 (5권 / 총 20개 스토리) 스토리별로 달라지는 삽화
S
 tudent Book에서 배운 음가와 주요 단어로 구성된 스토리
Q
 R코드 스캔을 통한 애니메이션과 음원 제공

14

리더스
최신 개정판
2021년 출간

Sounds Great 2nd Edition Series 구성
Single-Letter Sounds

자음, 모음

Book 2

Short Vowel Sounds

단모음

Book 3

Long Vowel Sounds

장모음

Book 4

Double-Letter Consonant Sounds

이중자음

Book 5

Double-Letter Vowel Sounds

phonics

Book 1

이중모음
* Workbook, Readers 별도 구매

STUDENT BOOK

QR 코드로 간편하게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

WORKBOOK

QR 코드로 간편하게
Scan and Watch

챈트 영상을 시청!

Scan and Watch

Readers

It wants to move the mess.
It uses a sled.

It pulls the sled.
It makes a big hole. Oh, no!

28

29

Chris crow says, “Spoon!”
Sara swan says, “Brown!”
They are happy.
42

Tom does not see.
He says, “Clown? Count?”
He is sad.
43

DIGITAL MATERIALS
E-BOOK

INTERACTIVE APPLICATION

15

phonics

초등 3-4학년을 위한 단권,
8주 단기과정으로 빠르게 파닉스 완성!
Level

정가

SB: 14,000원
WB: 4,000원

대상: 초등

Units: 12 (12 pages / unit)
별도 판매: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파일,

Word List, Word Test,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Syllabus, Lesson Plan,
Classroom PPT, Vocab Practice, Teacher’s Guide

•	초등 중-고학년 파닉스 최단기 코스 교재
(8주-12주: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구성)
• 초등 3-4학년 영단어와 YLE 단어로 파닉스 학습 구성
• 카툰 리더스를 통한 재미있는 음소와 파닉스 리딩 학습
• 취향저격 감성 힙합 랩과 팝송 챈트 수록
• 시중 ELT 파닉스 교재 중 최다 부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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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Chant QR

8주 학습을 위한 교재 FLOW
SB

phonics

UNIT

UNIT

1

Short a

STEP 1

A. Listen and check.

Learn

Listen, point, and repeat.

1.
TRACK

003

a + g = ag

a + d = ad

dad

STEP 1
sad

bag

rag

목표제시

a + m = am

ham

an

2.

at

3.

am

4.

ag

jam

can

1.

b

c

a

b

c

a

b

c

STEP 2
a

1.

Scan for Audio

TRACK

005

a

b

bat

Sing along. Turn to page 122.

m
b

2.

j

am

c

ap

단어인지

cat
TRACK

006

ap

TRACK

009

1.

This is a ________.
bag

a.

c

ag

r

an

2.

This is a ________.

b.

3.

This is your ________.

1. _____________
cap

map

rag

2. _____________

can

bag

3. _____________

jam

bat

4. _____________

man

sad

5. _____________

dad

cat

6. _____________

cap

STEP 5

s

am

h

ad

c.

4.

This is your ________.

d.

문장적용

B. Read and write.
TRACK

008

1.

ap
c___

That is my ___________.
cap

c___

That is my __________.

b___

That is not my ___________.

c___

That is not my___________.

2.

3.

Read
TRACK

Sight Words

010

10

UNIT

1

STEP 6

a
No! That
is a can.

a

a

a

The cat is under
the cap!

b

ham
4. Dad’s cat is under the _______.
a

c

리더스 학습

Dad

3. The man sees a _______.
Oh, yes, it is.
Well, goodbye!

b

This is not the
cat.

Is that your cat?

2. ______

3. ______

1. ______
a

He still can’t ﬁnd his cat.

Hi. Is that
your cat?

No, that is not
my cat. That is
your cat!

Bye.

STEP 7

b

Dad sees a man.

map

1.

What is this? Oh,
a ham. This is
not the cat.

a. Is that your cat?
Dad

2.

13

12

cap

B. Who says it? Circle.

Dad picks up his cap.
The cat is under the cap!

Dad looks in a bag.

No, that is
a bat.

14

b. No, that is a bat.
a. What is that?

the man

Dad can’t ﬁnd
his cat.
4. ______

can

Expand

STEP 7

A. Listen, point, and repeat.

Hello. Do
you see my
cat?

d

ﬁnding a cat
b

A cat

코믹리더스

WB

STEP 6

b

ﬁnding a bat
2. _______ looks at the map.

STEP 5
Is that
your cat?

Dad can’t ﬁnd his cat.
He is sad.

C. Match and order.

1. What is the story mainly about?

11

He looks at a map.

1

After Reading

A. Read and circle.

What is that?
A cat?

a, at, in, is, pick, the, well, yes

Where Is My Cat?

9

UNIT

4.

ham

Look, listen, and read.

TRACK

STEP 4

________

004

8

at

c

________

6.

B. Listen and write. Then color the rhyming word.

ap

m

1

Practice the Sentences

________
4.

at
an

________

3.

Sing along. Turn to page 122.

ad

________

ad
map

ag

b

STEP 3

5.

음가인지

man

d

STEP 4

A. Listen, write, and match.

TRACK

007

________
bag
3.

c

am
2.

a + t = at

A. Listen, circle, and write.

B. Circle the ones with the same sound.

a + n = an

a + p = ap

cap

Practice the Words

STEP 3

Practice the Sounds

STEP 2

b. That is your cat!

1.

2.

bad

TRACK

011

3.

fan

hat

4.

파닉스확장

lap

B. Write and say.

ad

_____________
bad

an

_____________

at

_____________

ap

_____________
15

UNIT

UNIT

1

Short a

STEP 3

Practice the Sounds

STEP 2

STEP 1

A. Listen and check.

Learn

Listen, point, and repeat.

1.
TRACK

003

a + d = ad

dad

a + g = ag

STEP 1
sad

bag

rag

음가복습

a + m = am

ham

jam

an

a

b

c

2.

at

a

b

c

3.

am

a

b

c

4.

ag

a

b

c

B. Circle the ones with the same sound.
1.

can

1.

5.

ap

man

a + t = at

1. _____________
cap

3.

ad
cap

map

Sing along. Turn to page 122.

bat

ag

b

ad

STEP 4

2.

m

at

b

an

cat
Sing along. Turn to page 122.

TRACK

006

m

at

c

ap

c
r

am

c

ap

TRACK

009

This is a ________.
bag

a.

2.

This is a ________.

b.

3.

This is your ________.

4.

This is your ________.

________
4.

________
j

1.

1

Practice the Sentences

A. Listen, write, and match.

TRACK

007

ag
an

________
6.

________

s

am

h

ad

________

B. Listen and write. Then color the rhyming word.

2.

2. _____________

a + p = ap

d

________
bag
3.

STEP 2
단어복습

am

a + n = an

Practice the Words

A. Listen, circle, and write.
Scan for Audio

TRACK

005

map

rag

can

bag

3. _____________

jam

bat

4. _____________

man

sad

5. _____________

dad

cat

6. _____________

cap

ham

STEP 3

c.

d.

문장복습

B. Read and write.
TRACK

008

1.

ap
c___

That is my ___________.
cap

2.
c___

That is my __________.

b___

That is not my ___________.

c___

That is not my___________.

3.

4.

TRACK

004

8

11

9

10

• Fast Phonics Student Book

• Fast Phonics Workbook

• Fast Phonics 부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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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irds Second Edition
phonics
 125

Favorite Children’s Songs 

 Action,

125 Song Book

15,000

Activity Book

10,000

Christmas Carol

10,000

정가

Games & Activities 

 25

Favorite Christmas Carols 

영어권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150개의 노래와
율동 및 게임으로 즐기는 영어수업!
Level

Songbirds와 함께 하는 수업, 효과는 이렇습니다!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 빈도수 높은 어휘와 유용한 표현들로 구성된 가사는 어휘 학습을 돕습니다.

Units: 20 (4 pages / unit)

• 노래를 통해 습득한 어휘는 가사의 반복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교재 부록: Audio CD 포함 (Song Book에 한함)

- S ong Book: 5 Themes (25 Songs / Theme)
- Activity Book: Part 1 & 2
- C
 hristmas Carol: 25 Songs (4 Games &
Activities 포함)

• 발음이 어려운 단어도 노래 부르기를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발음 연습에
효과적입니다.
• 풍부한 게임과 액티비티로 학습 전체의 능동적 학습 참여가 가능합니다.

125 Favorite Children’s Songs
Song Book
5 Themes
1. Nature
2. Animals
3. People and Places
4. Games
5. Schools and Friends
▶ 영미권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125개의 노래는
5개의 친근한 큰 테마에
따라 알맞게 학습 가능
▶ 따라 부르기 쉽도록 각색된
가사와 친근한 멜로디로 구성

25 Favorite Christmas Carols

Activity Book

Song Book
25 Christmas Carols Games & Activities

Part 1

60 Actions

Part 2

36 Games

친숙한 25개의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각종
게임과 액티비티들로 재미있게 수업하기!

▶ 

춤추기, 역할극, 판토마임 등
수업시간 외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로 구성

▶ 

• Song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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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 Fun! 1-4

정가

SB: 14,000원
Writing for Fun : 6,000원

phonics

Best Seller

 Student

Book 

 Handwriting Workbook 

 Teacher’s

Guide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치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4단계 Phonics 완성 시리즈
Level
1

Initial Sounds

New
Letters /
Sounds

9개 Unit (1권) 혹은, 10개 Unit (2-4권)
으로 구성

▶ 
총

▶ 발음

규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귀여운 그림과 흥겨운 챈트 수록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Units: 9 + 3 Review Tests (1권)
10 + 2 Review Tests (2-4권) (8 pages / unit)

2

Short Vowels

교재 부록: Flash Cards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esson Plan, ETC (Flash Card)
별도 판매: Writing for Fun! (Handwriting

3

Practice Book)

Long Vowels &
Double Letter
Consonants

New
Words

4

발음 및 뜻을 알맞은 그림과 내용과 함께
연결하는 연습 문제로 자연스럽게 어휘 학습

▶

 트, 플래시 카드, 보드 게임, 스토리 등과
챈
같은 액티비티와 함께 학습 내용을 중간 점검
하는 Review, 각 권에서 학습한 전체 내용 및
어휘를 평가 할 수 있는 Test가 함께 수록

▶

 단원의 Homework로 복습 및 집중적 쓰기
각
훈련이 가능

Fun
Phrases
Homework

Similar
Sounds

▶ 어휘의

Review

▶ 파닉스를

지도하시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선생님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한글, 영문의
Teacher’s Guide 제공

• Sounds Fu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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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8,000원

Level

정가

WB: 13,000원

rning Approach)
잠행학습 접근법 (Stealth Lea
mmunicative Language
 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 (Co
의
Teaching)

TG : 24,000원

 루이, 몬티, 안나와 함께 놀고 노래하며 쑥쑥 늘어나는 영어실력!
대상: Pre-K 및 유치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미리 만나는 초등 교과 개념! (CLIL)

Units: 10 (12 pages / unit)

 CEFR A1 레벨과 YLE 테스트 Starter 레벨을 대비하는 단어와

홈페이지 제공: 안내 예정
별도판매: Activity Book with MP3 CD, Teacher's

Guide with Digital Materials

문법 완성!
 인지 기능과 소근육 운동기능 향상
 한눈에 볼 수 있는 선생님만을 위한 팁제공!

20

Student Book 1

Unit 1 Magic Treehouse

Activity Book 1

Unit 1 Magic Treehouse

Teacher's Guide with Digital Materials
Digital Materials

Teacher ’s Guide

E-book

Song & Chant Animation

Additional Materials

Flash Cards

Worksheets

Song Posters

21

course book

유치 . 초등을 위한 6단계 최적의 코스북 시리즈
효과적인 언어학습 환경 조성!
Level

-

SB: 16,000원

정가

WB: 8,000원
TG : 20,000원

대상: 유치 - 초등

CEFR(Pre A1 ~ A2)을 커버할 수 있는 체계적 커리큘럼

Units: 12 (SB: 6 pages / WB: 4 pages) / 3 Review (4 pages)

유닛별 CLIL 리딩 학습 연계

교재 구성: Student Book, Workbook, Teacher’s Guide

Readers Animation으로 추가적인 리딩 연습 가능

교재 부록: Free App

Song Animation, Video 등 IT 콘텐츠 연계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Classroom PPT, Word List,

Word Test, Dictation Sheet, Translation Sheet, Unscramble Sheet,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Placement Test,
Flash Cards, Syllabus, Lesson Plan, Translations

언어의 4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액티비티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탑재한 Teacher’s Guide

18종의 부가자료 무료 다운로드 가능

Level Chart

22

CEFR

YLE

CLIL Reading WC

Big Show 1

Pre A1

Starter

25 ~ 35

Big Show 2

Pre A1 ~ A1

Starter ~ Mover

35 ~ 50

Big Show 3

A1

Starter ~ Mover

50 ~ 65

Big Show 4

A1+

Mover

65 ~ 80

Big Show 5

A1+ ~ A2

Mover ~ Flyer

80 ~ 95

Big Show 6

A2

Flyer

95 ~ 110

course book

Animation

Student Book 1

Student Book 6

Workbook

Teach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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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book

Hang Out! Starter-6

SB: 15,000원
정가

WB: 8,000원
TG : 20,000원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영어의 기본 스킬을
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6단계 유치•초등 코스북!
Level

-

대상: 유치 - 초등 고급

Levels: 1–6
Units: 9 (SB: 10 pages / WB: 8 pages)
교재 구성: Student Book, Workbook, Teacher’s Guide
홈페이지 제공: MP3, Answer Key, Unit Test, Word List,

Midterm Test, Final Test, Class Booster

• Student Book

24

◆ 생생한 캐릭터로 배우는 실생활 영어
◆ 4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액티비티
◆ 워크북을 통해 제공되는 App으로 자가 학습 가능
◆ 수업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Teacher’s Guide
◆ Interactive whiteboard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가능

course book

• Workbook

• Workbook (CD 포함)

• Teacher’s Guide (Classroom Digital Material 제공)

• Classroom Digital Material

25

course book

English Chest 1-6

SB: 14,000원
정가

WB: 7,000원
TG : 20,000원

유치 . 초등을 위한 6단계 최적의 코스북 시리즈
효과적인 언어학습 환경 조성!
Level

-

일대일 대화 연습, 게임, 챈트 등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고른 언어 능력 향상을 돕는 최적의 어린이 코스북 구성!
◆ 각 Unit 은 실제 의사 소통을 돕는 핵심 문법과 어휘로 구성

대상: 유치 - 초등 고급

Units: 12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ETC(Flash Card)

별도 판매: Workbook, Teacher’s Book

with teacher’s resources

◆각
 과의 학습 목표에 따라 주고 받는 문장과 표현 연습으로 언어의 규칙을 쉽게
익히고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
◆ 주제와 연관된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구성된 게임 노래와 챈트, 워크북의
복습으로 마무리 학습
◆ 강사용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Teacher’s Resource은 수업에 꼭 필요한 문법,

단어, 듣기, 테스트 등의 자료로 간편한 수업 준비

Student Book
• 각 권마다 다른 테마의 3개의 Unit으로 구성. 각 Unit은 4개의 Lesson으로 구성
• Lesson 구성: Word Chest  Language Chest  Listening Chest  Talk Chest  Reading Chest  Writing Chest
 Activity Chest  Song Chest

26

course book

Workbook
• 쓰기 연습, 문법, 어휘력 보충 등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내용을 교실과 가정에서 심화 및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Teacher’s Book
• Teacher’s Book: 각 단원의 학습 목표, 실용적인 강연팁, 유용한 추가 액티비티 등 자세한 교수법과 활용법을 수록
• Teacher’s Resource: Student Book의 내용을 담은 PowerPoint Walkthrough, MP3 Audio File,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Word List와 Test 등의 구성으로 멀티미디어 수업 및 선생님의 간편한 수업 준비를 도움

Listening Chest
Worksheets

PowerPoint
Walkthrough
Picture Cards

Teacher's
Resource
Placement
Test
(1/book)

Workbook
Answer Key

Lesson Review
Tests
(12 / book)
Unit Review
Tests
(3/book)

Vocabulary
Tests
(12/book)

Tests

Word Lists
Final Test
(1/book)

Songs &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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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RNERSTONE 2020
수입서

SB 1A-1B : 33,000원
정가

SB 2-5 : 39,000원
WB : 19,000원

Level 1~5

과학, 수학, 역사, 사회, 음악, 미술 등
총체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스쿨프로그램!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6개의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닛마다 내용 중심의(Content-based

Units: 6

instruction) 수업을 기본으로 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별도 판매: Workbook, Teacher’s

Guide, Teacher’s Resource Book,
Assessment
홈페이지 제공자료: Word List,

Reading comprehension
work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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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미국 교과서 공통 교과 과정 Common Core State Standard 커리큘럼입니다.
◆듣
 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능숙해 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학습을 유도합니다.
◆ 듣고 읽는 것(Input)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써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학생들의 최상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Cornerstone 자세히보기

수입서
29

Pearson

North Star Listening & Speaking

1-5

NEW Edition
정가

New Edition 2021년 7월 이후 출시예정

23,000원

수입서
NORTHSTAR, New Edition은 새롭고 업데이트된 현대적인 주제로 다양한
CEFR Level:
Lv.1 : A2~A2+
Lv.2 : B1
Lv.3 : B1 ~ B1+
Lv.4 : B1+ ~ B2
Lv.5 : B2 ~ B2+
Units: 8units
자료 제공: E-Text, Unit Teaching Note,
Answer key, achievement test, Audio,
lesson planner, Video Activity, Video
scripts, placement test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통해 블렌디드 학습 가능!
◆학
 생들에게 지적 감정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위해 phobias부터 social

media까지 다양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
◆ listening 섹션을 통해 language skills을 강화하고 pronunciation 과
speaking skill섹션은 학생들을 소리와 패턴에 노출되게 하여 높은 수준에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
◆각
 유닛당 2~3개의 language
◆

skills학습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Group projects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실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Focus on Listening

30

final speaking task를 하기 위해 어휘화 문법을 연습 및 학습하도록 함

Focus on Speaking

Pearson

North Star Reading & Writing

1-5

NEW Edition

정가

New Edition 2021년 7월 이후 출시예정

23,000원

수입서

CEFR Level:
Lv.1 : A2~A2+
Lv.2 : B1
Lv.3 : B1 ~ B1+
Lv.4 : B1+ ~ B2
Lv.5 : B2 ~ B2+
Units: 8units
자료 제공: E-Text, Unit Teaching Note,

Answer key, achievement test, Audio,
lesson planner, Video Activity, Video
scripts, placement test

Focus on Reading

NorthStar, New Edition 은 새롭고 업데이트된 현대적인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통해 블렌디드 학습 가능!
◆

My EnglishLab을 사용한 블렌디드 수업 : 다양한 온라인 Activity로 교실에서
더 의미있고 심층적인 분석과 의사소통 가능

◆학
 생들에게 지적 감정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위해 phobias부터 social

media까지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
◆각
 유닛당 2~3개의 language skills학습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온
 라인 평가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행상황과 Language skill 숙달성을 파악 하게

하며 평가 패키지에 통합된 학습 전략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결과를 개선하도록 함.

Focus o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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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TOP NOTCH Third Edition Fundamentals-3
정가

22,000원

수입서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reading and listening strategies
◆실
 용적인 Conversation 연습 중심의 액티비티 수록

CEFR Level:
Lv.1 : Foundations : A1
Lv.1 : A1~A2
Lv.2 : A2~B1
Lv.3 : B1+

◆모
 든 유닛에서 New Conversation Activator & Pronunciation Coach Video

제공
◆문
 법학습을 위해 대화형 추가 문법 exercise 제공
◆

Units: 10 units
자료 제공: Teaching Notes, Active
tech, Audio script, Video script,
Answer key, Top notch Teaching Tips,
Printable Extra Activities

The Top Notch TV Video program 제공 : 재미있는 시트콤과 진정한 길거리
인터뷰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광
 범위한 듣기 이해 연습을 위해 학생들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적, 비원어민 억양에 노출되도록 함
◆

MyEnglishLab을 통해 문법 & 발음 코치 비디오, 문법 교정연습 및 잘못된
대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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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SUMMIT Third Edition 1-3
정가

21,500원

수입서

prepares confident speakers to navigate the social and
professional situations they will encounter in their lives
◆

CEFR Level:
Lv.1 : B2~B2+
Lv.2 : B2+~C1
Units: 10 Units
자료 제공:

Audio, Video, Teacher’s Edition and
Lesson Planner, Assessment, Active
Tech, Exam view
printable – Audio and Video
Scripts, Answer keys, Can-do SelfAssessment Charts, Getting Started,
Methodology,
Oral Progress Assessment Charts,
Printable Extension Activities, Web
project, Word lists

spoken language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한 spoken idioms과 expressions
에 중점

◆실
 제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Integrated Web
Projects 제공
◆연
 습과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추가 연습과 함께 grammar, reading,
listening과 writing연습을 추가
◆광
 범위한 듣기 이해 연습을 위해 학생들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적, 비원어민 억양에 노출되도록 함
◆

ActiveTeach 멀티미디어 교육 툴을 통해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및 인쇄
리소스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즉시 엑세스 가능

◆현
 장 인터뷰와 완전히 새로운 TV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정상급 TV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
◆

MyEnglishLab을 통해 문법 & 발음 코치 비디오, 문법 교정연습 및 잘못된
대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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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Azar-Hagen Grammar Series
SB : 45,000원
정가

수입서

NEW

SB Split : 25,000원
WB : 25,000원
WB Split : 16,000원

Basic English Grammar, 4th Edition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
5th Edition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5th Edition

교재명

대상

Basic English GRAMMAR

beginning learner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

Lower-inter learner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Inter to Advanced learner

자료제공

E-Text, Teacher’s Guide,
Answerkey, Powerpoint
Presentation,
Audio파일 제공

◆예
 시 및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최소한의 용어로 차트 정리
◆다
 양한 연습 유형과 문법 적용을 통해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문법연습 제공
◆

formal and informal 지문에서 구어와 문어체의 차이를 강조하는 Comprehensive corpus-informed syllabus 제공

◆완
 전하고 유연한 구성요소

- 단축 학기 및 여름강좌에 적합한 분권 Student Book
-	새로운 온라인 리소스에는 Student Book audio, answer keys, Grammar Coach videos, self-assessments, teacher
resources포함
- Test Bank는 추가 퀴즈, 챕터 테스트, 중간 시험 및 기말고사를 제공
- 문법 차트로만 구성된 참조 Chartbook 제공

Update
• 각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
• 업데이트된 문법 차트는 current usage를 반영하고, written and spoken English의 차이점을 강조
• article 지문 Chapter 추가
• Reading에는 최신 기사에 대한 articles, reviews와 blog등의 topic이 포함
• 단계별 작문연습은 writing tips와 pre-writing, editing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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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nglish GRAMMAR

수입서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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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gage

World English

NEW Edition

Intro-3

New Edition 2021년 7월 이후 출시예정

정가

23,000원

수입서

World English, Third Edition is based on research and consultation
with instructors and learners from around the world
•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TED 콘텐츠를 포함한 4단계 시리즈인 새로운 World English는
지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전 세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교실로 가져옵니다.

•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미지와 매혹적인 주제,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동기부여해줍니다.

• 학습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과 장소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영어학습이 필요한
21세기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역량 기반 접근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내
 셔널 지오그래픽의 최신 콘텐츠와 비디오와 함께 새로운 TED 읽기와 강연은 학습자들에게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
◆각
 유닛의 새로운 의사소통 구축 페이지는 폭넓은 작문 기회 및 학습자들이 유닛의 주제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활동을 제공
◆두
 페이지 마다 등장하는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강조시키며, 교사 및 학습자들을 올바른 학습 방향으로 이끌어 줌
◆교
 사 및 학습자들을 위한 최신 기술은 수업 진행에서부터 독립적인 실습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학습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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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gage

21st Century Reading 1-4
Creative Thinking and Reading with TED talks

SB 1-2 : 22,000원
정가

SB 3-4 : 23,000원
TG : 20,000원

수입서

Creative Thinking and Reading with
TED TALKS
• 21st Century Reading은 영어 학습자를 위해 과학에서 비즈니스, 세계적인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상적인 포럼을 제공합니다.

•아
 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판으로 TED 강연을 사용하는 이 새로운 4단계 리딩 시리즈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로 본인의 생각과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
 감을 주는 사상가와 행동가에 의해 소개된 특별한 이야기를 포함한 Ted 강연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자들에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
◆

Ted 강연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학술적인 용어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공

◆분
 석, 평가, 종합, 묘사, 추론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기술은 학습자가 학문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유닛에 통합되어 제시
◆

Scaffolded Reading 및 Vocabulary는 학습자가 핵심 아이디어, 기술 및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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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gage

21st Century Communication 1-4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

SB 1-2 : 22,000원
정가

SB 3-4 : 23,000원
TG : 20,000원

수입서

Using TED TALKS to develop
21st Century Skills
• 21st Century Communication은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TED 강연의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4단계 시리즈입니다.
•실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아카데믹하고
개인적 성취를 위한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TED 강연은 비판적 사고, 협동 및 시각적 소양을 포함하는 필수적인 21 세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

◆말
 하기, 발음 및 발표 기술은 TED 강연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학습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대비
◆실
 생활 상황에 기반한 폭 넓은 청취 및 TED 강연은 듣기와 노트 필기 훈련을 제공
◆온
 라인 워크북에는 전체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채점되는 언어 훈련 활동이 포함되어있어

온라인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강의(hybrid and blended courses)에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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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TALKS Book Overview

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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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gage

GREAT WRITING

NEW Edition

Foundations-5
정가

22,000원

수입서

The new edition of the Great Writing series is
the writing solution for learners at all levels!
CEFR Level:
Foundations : A1
Lv.1 : A2
Lv.2 : B1
Lv.3 : B2
Lv.4 : C1
Lv.5 : C2
Resources: Presentation Tool,
Exam view Test Center Answer Key,
Peer Editing Forms, Teacher’s Note,
Vocabulary Index, Writer’s Handbook

Level

Subject

Foundations

Basic sentence construction

Lv.1

Great Sentences for Great Paragraphs

Lv.2

From Great Paragraph to Great Essays

Lv.3

From Great Paragraph to Great Essays

Lv.4

Great Essays

Lv.5

From Great Essays to Research

Each unit includes:
Part 1

체계적인 글쓰기, 정확한 문법과 글쓰기 기술을 학습

Part 2

Building Better Vocabulary는 학문적인 단어, 단어 연관성, 조합, 단어 형태, 그리고 글쓰기를 위한 어휘를 강조

Part 3

Building Better Sentences는 편집에서 문장쓰기까지 학습자가 더 길고 세련된 문장을 만들도록 함

Part 4

Writing activities 학습자가 writing, editing, and revising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게 함

Part 5

New Test Prep section은 IELTs and TOEFL을 포함한 표준화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test-taking tip and
timed task 제공

◆ 6단계의 시리즈로 학생들이 확장된 어휘력 구축, 문장 개발, 내셔널 지오그래픽 콘텐츠로 자신의 학문적

글쓰기를 발전시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도록 도움
◆학
 생들이 훌륭한 문장, 단락,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practice제공
40

academic writing 모델 focused

Cengage

GRAMMAR FOR GREAT WRITING A-C
정가

23,000원

수입서

더 Academic한 Writing을 위해 필요한 핵심 문법 및 어휘
요소에 중점을 둔 3 권의 책 시리즈
◆작
 문 및 문법 수업의 문법 구성 요소에 이상적인 Grammar

for Great

Level:
Level.A : B1 (Low inter learner)
Level.B : B2 (Inter learner)
LevelC : C1 (high-inter learner)

Writing 은 Great Writing와 연계해서 학습 가능
◆작
 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오류 학습을 통해 작문을 위한 문법에 더

Units: 15 Units

◆작
 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Editing

자료 제공: Answer Key, PPT 자료 Quiz,

Quiz Answer key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Activity제공

◆다
 양한 Activity를 통해 샘플 작문 연습 제공
◆타
 겟 문법과 연관된 어휘학습을 통해 작문을 유창하게 만듦

The focus on use and on common helps teachers
and students cover the material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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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SKILLS

reading

Reading
Future

Starter
Dream
Discover
Develop
Connect
Change
Create

Reading Future Starter 1-3

SB: 15,000원

신나고 재미있는 다양한 지문을 읽으며
문장 패턴 연습을 동시에!

Level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 반복되는 문장 패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지문!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 다양한 과목에 해당하는 지문을 읽으며 창의적 사고 향상

교재 부록: Workbook

및 독해 기초 다지기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s, MP3, Word List, Word Test,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ranslations,
Transcripts, Worksheets (Dictation/Unscramble/Translation),
Syllabus, Lesson Plan, Tips & Ideas, YouTube Links

◆ 신나고 재미있는 Wrap-Up 액티비티를 통해
배운 내용의 마무리 학습
◆ 멀티미디어 보조자료(YouTube 동영상 링크)를 통한 확장 학습

교재명

CEFR

Word Count

Grade

Lexile

Reading Future Starter 1-3

Pre A1

30 – 45

초등 1학년

50 – 150

Reading Future Dream 1-3

A1

50 – 65

초등 1-2학년

150 – 260

Reading Future Discover 1-3

A1

65 – 80

초등 2학년

260 – 360

Reading Future Develop 1-3

A1-A1+

80 – 95

초등 3학년

350 – 500

Reading Future Connect 1-3

A1+

80 – 140

초등 3-4학년

400 – 550

Reading Future Change 1-3

A1+-A2

140 – 190

초등 4-5학년

500 – 650

+

180 – 220

초등 6학년, 중등 초급

600 – 800

Reading Future Crea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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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A2-A2

Reading Future Starter Student Book 1

reading

WRAP-UP
스티커, 다른그림 찾기, Red Lens를 활용한 신나
고 재미있는 Wrap-Up 액티비티

Reading Future Starter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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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SKILLS

reading

Reading Future Dream, Discover, Develop 1-3
정가

 Reading

Future Dream

 Reading

Future Discover

 Reading

SB: 15,000원

Future Develop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Reading 학습서
Level

-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Critical Thinking / Creativity / Collaboration / Communication)

교재 부록: Workbook

◆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을 통한 창의적 사고 향상 및 독해 기초 다지기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s, MP3, Word List, Word

◆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영어적 사고로 자연스럽게 확장

Test,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ranslations, Transcripts, Worksheets (Dictation/
Unscramble/Translation), Syllabus, Lesson Plan,
Tips & Ideas, YouTube Links

Reading Future Dream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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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인재상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4C 학습법 적용

◆ 멀티미디어 보조자료(YouTube 동영상 링크, 본문 배경지식 시트 등)를
통 심화학습

Reading Future Dream Workbook 1

CENTURY SKILLS

정가

 Reading

Future Connect

 Reading

Future Change

 Reading

reading

Reading Future Connect, Change, Create 1-3
SB: 15,000원

Future Create

21세기 핵심역량 4C를 키우는 Reading 학습서
Level

-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초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 미래 인재상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4C 학습법 적용

(Critical Thinking / Creativity / Collaboration / Communication)

교재 부록: Workbook

◆ 생존수영, 코딩교육 등 2015 개정교육과정 최신 교과학습 소재 반영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s, MP3, Word List,

◆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영어적 사고로 자연스럽게 확장

Word Test,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ranslations, Transcripts, Worksheets
(Dictation/Unscramble/Translation), Syllabus,
Lesson Plan, Tips & Ideas, YouTube Links

Reading Future Connect Student Book 1

◆ 멀티미디어 보조자료(YouTube 동영상 링크, Project 데모수업 동영상 등)를
통한 심화학습
◆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을 통한 창의적 사고 향상 및 독해 심화 학습

Reading Future Connect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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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ENTURY SKILLS

reading

STEAM Reading Beginner, Elementary, High Elementary 1-3
정가

 STEAM

Reading Beginner

 STEAM

 STEAM

SB: 15,000원

Reading Elementary

Reading High Elementary

실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을 키우는 영어 Reading 학습서!
Level

◆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Reading 지문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초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Word List,

Word Test,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ranslations, Transcripts,
Worksheets, Syllabus, Lesson Plan, Tips & Ideas

◆ 국내 초등(~중등 1학년) 과학 교과 과정을 (미국 NGSS 커리큘럼 포함) 바탕
으로, 영어와 과학 교과에 대한 선행 또는 복습 가능
◆ 과학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스토리/실생활로 연결되는 구성
◆ 실험 동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
◆ 21st Century Skills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을 활용하는 Project 학습 (Project-based Learning)
◆ 각 유닛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한글/영어 Background Knowledge 제공

번거로운 준비 없이 재미있고

Video Experiments

쉬운 수업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실험 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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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Reading Beginner - Student Book

reading

STEAM Reading Beginner - Workbook

STEAM Reading SERIES
High Elementary

A2 +
Elementary

CEFR

A2

A1+
Beginner

A1

Word Count

65

80

95

105

120

135

140

1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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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Easy Reading Third Edition 1-3
reading

정가

 Student

Book 

SB: 13,000원
WB: 3,000원

 Workbook 

활용도 높은 단어와 문장을 콕콕 집어, 재미있는 주제로 영어에 입문하자!
Level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 4 Review Tests + Word Test)
교재 구성: Student Book, Workbook, Supplemental Materials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Translations (with

Translation Sheet), Writing Worksheets(Dictation Sheet), Midterm Test, Final Test,
Flash Cards, PowerPoint Jeopardy Game, YouTube links (e-book)

Sing-along Video

◆ 읽기 능력 함양에 집중된 통합형 문제 구성
◆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새로운 본문 추가
◆ 학습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학습 완료 확인을 유도하여 학생
들의 격려 시스템 제공
◆ 음원과 영상에 대한 QR 코드
◆ 개선된 삽화를 통한 디자인의 통일성과 현대성 강화
◆ Workbook 추가 (별도 판매)

• Super Easy Reading Thrid Edition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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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and watch.

• Super Easy Reading Thrid Edition Workbook 1

Very Easy Reading Fourth Edition 1-4

 Student

Book 

reading

정가

SB: 13,000원
WB: 3,000원

 Workbook 

말해 뭐해! 독해에 집중되어 새롭게 다시 돌아온 베스트 셀러!
Level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 4 Review Tests + Word Test)
교재 구성: Student Book, Workbook, Supplemental Materials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Transcripts, Translations

(with Translation Sheet), Writing Worksheets(Dictation Sheet), Midterm Test, Final Test,
Flash Cards, PowerPoint Jeopardy Game, YouTube links (e-book)

TPR Animation Video

◆ 읽기 능력 함양에 집중된 통합형 문제 구성
◆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새로운 본문 추가
◆ 선택학습의 추가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본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심화 학습이 가능
◆ 음원과 영상에 대한 QR 코드
◆ 개선된 삽화를 통한 디자인의 통일성과 현대성 강화
◆ Workbook 추가 (별도 판매)
Scan and watch.

• Very Easy Reading Fourth Edition Student Book 1

• Very Easy Reading Fourth Edition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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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대상: 유치 - 초등 중급
Lessons: 16 Units ( SB: 4 pages per unit + WB: 2 pages per unit )
/ 2 Review Units ( 4 pages per unit)
교재 부록: Workbook, Free App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Word List, Transcripts, Syllabus,
Answer Key,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s,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eacher’s Guide, ETC (Flash Cards for 6 books)

Basic Reading 200 Key Words 1-3

정가

SB: 15,000원

Level
• Student Book 1

• Vocabulary Workbook 1
Unit
U
Uni
Un
ni
nit
nit
it 01
01 The New Class

Done

Read, write, and say.

new

I
five
six
nine
ten

◆ 반복적인 문장패턴과 반전이 있는 스토리
◆ 챈트와 애니메이션을 통한 단어와 지문 학습!

Phonics Words

◆ 스티커활동으로 흥미 유발  
◆ Sight Words로 추가적인 학습

Read, say, and write.

-ix

six

mix

-en

ten

hen

6

◆ 파닉스 단어 복습

Basic Reading 400 Key Words 1-3
Level

◆ Picture Talk로 생각하는 습관과 말하기 연습 시작
◆ 흥미로운 지문 속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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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5,000원

-

• Student Book 1

◆ 숨은그림찾기로 친근하게 접근

정가

• Vocabulary Workbook 1

Basic Reading 800 Key Words 1-3

정가

SB: 15,000원

reading

◆ 숨은 단어와 그림 찾기로 흥미와 관찰력 제고
◆ 초등 교과과정 필수 어휘 사용
◆ 대화문을 통한 말하기 연습 가능

Level
• Student Book 1

Basic Reading 1200 Key Words 1-3

• Vocabulary Workbook 1

정가

SB: 15,000원

◆ Did You Know?로 사고력 확장과 말하기 연습
◆ 재미있고 학습적인 스토리로 Reading의
단단한 실력 다지기
◆ 차트와 그래픽을 통한

Reading Comprehension 강화

Level

-

• Student Book 1

• Vocabulary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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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eries Family
reading

초등 영어 독해 바이블 ,

Lamp, Table, Shelf 시리즈로

스마트하게 영어 공부 시작!
→ 흥미로운 주제의 Fiction & Nonfiction 지문으로 균형적인 Reading 학습 가능
→ 레벨에 맞는 학교 교과목 주제(Science, Social Studies, Health, Music,
History 등)을 바탕으로 주제별 읽기 가능
→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Teacher’s Materials 지원 (www.wjcompass.com)

• 구성: S
 tudent Book + Workbook

20 Units (SB: 4 pages / WB: 2 pages)

(답안지, 번역, 스크립트, 중간기말고사, 주제별 테스트, 워드리스트, 워드퀴즈, 워드카드, 레슨플랜, 12주차 계획표, MP3 오디오 자료)

Reading Lamp 1-3

정가

SB: 14,000원

Level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포함

빈도수 높은 어휘 반복을 통해 기초 Reading 실력 키우기!
◆ 흥미로운 주제의 Fiction & Nonfiction 지문으로 균형적인

Reading 학습 가능
◆ 빈도수 높은 핵심 단어로 짧고 흥미로운 본문 구성
◆ Mapping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
◆ Dictation과 어휘 확장 연습 문제를 포함한 Workbook 수록
◆ 다양한 부가자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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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홈페이지 제공자료
• Answer Key
• Translations
• Transcripts
• Word List
• Syllabus
• Lesson Plan
• Midterm Test
• Final Test
• ETC(Word Card, Writing Worksheets)

• Word Test
• Free MP3
• Review Test

Reading Table 1-3

정가

reading

Level

SB: 14,000원

-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포함

흥미로운 주제와 쉬운 문장으로 기본 Reading 실력 다지기!
◆ 흥미로운 주제의 Fiction & Nonfiction 지문으로 균형적인

Reading 학습 가능
◆ 빈도수 높은 핵심 단어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본문 구성
◆ 어휘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논리적 사고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활동 구성
◆ Dictation과 어휘 확장 연습 문제를 포함한 Workbook 수록

최강! 홈페이지 제공자료
•
•
•
•
•

• Translations
Answer Key
• Word List
Transcripts
• Review Test
Lesson Plan
• Syllabus
Final Test
ETC(Dictation Sheets)

• Word Test
• Free MP3
• Midterm Test

◆ 다양한 부가자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

Reading Shelf 1-3

정가

Level

SB: 14,000원

-

대상: 중등 초급 - 중등 중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포함

논리적 사고와 독해의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3단계 독해 교재!
◆ 흥미로운 주제의 Fiction & Nonfiction 지문으로 균형적인

Reading 학습 가능
◆ 빈도수 높은 핵심 단어로 문단 단위의 본문 구성
◆ 보다 심화된 지문과 문제들을 통해 리딩 스킬 향상
◆ 듣기 및 쓰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포함한

Workbook 수록

최강! 홈페이지 제공자료
•
•
•
•
•

• Translations
Answer Key
• Word List
Transcripts
• Lesson Plan
Syllabus
• Final Test
Midterm Test
ETC(Writing Worksheets)

• Word Test
• Free MP3
• Review Test

◆ 다양한 부가 자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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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Nonfiction Reading 1-3
reading

정가

SB: 15,000원

사고력 향상을 위한 우리 아이 첫번째
Nonfiction Reading!

Level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 Nonfiction 주제와 연관된 Key Words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 Realistic Fiction과 Nonfiction 소재를 통한 Nonfiction Reading 시작하기

교재 부록: Workbook, Flash Cards,

◆ Phonics Words, Sight Words를 통한 읽기 유창성 향상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s, MP3, Wordlist,

Word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ranslations, Transcripts, Flash Cards, TG

◆ Reading을 거쳐 필수 문장까지 Writing으로 완성하는 워크북!
◆ 학습 어플리케이션 (Google Play, Apple App Store) 지원

Reading Starter Third Edition 1-3
정가

Level

-

엄선된 주제와 다양한 장르로
더욱 새로워진 초등 Reading의 베스트셀러!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Units: 16 (SB: 4 pages / WB: 2 pages)
교재 부록: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Word Test, Lesson Plan,
Free MP3, Final Test, Midter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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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5,000원

◆ 교육부 지정 초등 영어 교과 과정에 충실히 따른 주제 선정
◆ 일기, 차트, 이메일, 공고문, 리스트 등 독해력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장르의 실용 지문
◆ Reading 지문에 연계된 Listening, Speaking, Writing 활동을 통해 단권으로

4 skills 통합 학습 가능
◆ 기계적인 사실 파악을 넘어서 적극적인 독해를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 추가
◆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토익형 Term Tests 등 부가 자료 홈페이지 제공

Real Easy Reading Second Edition 1-3
SB: 14,000원

reading

정가

초등 레벨 학습자의 독해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흥미있는 지문과 유용한 정보로 더욱 새로워진!
Level

◆ 재미있고 유익한 Nonfiction 리딩 지문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 내용에 기반을 둔 Substitution Practice를 통한 말하기 연습

Units: 12 (SB: 4 pages / WB: 2 pages)

◆ Workbook: 유닛 별 연습 문제와 받아쓰기를 통한 듣기 연습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esson Plan (Teacher’s Guide),
Unit Test

◆ Teacher’s Guide: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와 재미있는 추가 활동 제안
◆ Review Tests: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미니 테스트
◆ QR 코드로 다운받는 무료 단어 학습 Vocabulary App 제공

• Real Easy Reading Second Edition Student Book 1

• Real Easy Reading Second Edition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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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ime 1-3

정가

SB: 13,000원

reading

픽션, 논픽션의 다양한 주제로
우리 아이 호기심 채우기!
Level

-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Test,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Unit Test
 Student

구성

Book 

1

Warm-up

▶ 

Vocabulary

▶ 

Reading
Comprehension

▶ 

Listening

▶ 

Writing

▶ 

2

3

대상 레벨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픽션과 논픽션의 주제로 구성한 20개의 Unit

Warm-Up Questions로 본문 학습 전 주제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기
주어진 그림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빈칸에 알맞은 단어로 문장을 완성해보기 등의 연습 문제로 핵심 단어 익히기

▶

EFL 환경의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밝고 유쾌한 지문 내용과 챈트 형식의 반복된 구문의 본문
T rue/False 문제,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답 고르기 등의 내용 확인 연습 문제로 듣기, 어휘력, 쓰기 실력 향상을 도움
본문에서 학습한 문장을 이용하여 주어진 그림을 보고 질문에 따라 묘사해보는 기초 작문 연습

Reading Wise 1-3

정가

SB: 14,000원

재미있는 우화로 Reading
실력을 Up하자!
Level

-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Units: 20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교훈도 얻고 어휘와 말하기, 쓰기 실력까지 Up하는 똑똑한 교재!
◆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다시 말해보는 Retelling 액티비티! “Picture Story”
◆ 본문 내용을 Dialog로 연습하며 유창하게 말하기와 발음 연습 강화! “Act Out the Story”!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 Pre-Reading

• Reading Passage

• Picture Story

• Vocabulary Preview

• Reading Comprehensions

• Act out the Story

• Language Focus

• Summary
• Expans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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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uccess Second Edition 1-6
SB: 14,000원

reading

정가

빠르게 읽자! 다양하게 읽자!
다독을 통한 Reading 훈련으로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Level

-

논픽션 주제 강화!
◆ 논픽션 주제를 강화하여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도록 도움

실용적인 지문 구성!
대상: 중등 초급 - 중등 고급

◆ 도표 읽기, 일기, 대화문, 편지, 이메일, 인터뷰, 광고, 뉴스기사 등 실용 지문들로 구성

Units: 40 (2 pages / unit)

◆ Timed Reading을 통해 본인의 읽기 속도 체크 가능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 논픽션 지문에는 실사 이미지를, 픽션 지문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삽입하여 지문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이해를 도움
◆ Word Box에서 본문 내 주요 어휘 및 표현 정리

• Reading Success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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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mp 1-3 & Reading Jump Plus 1-3
reading

정가

 Reading

Jump 

 Reading

SB: 15,000원

Jump Plus 

어휘력 향상과 실용적인 영어 활용을 위한 독해 수업 만들기!
흥미로운 최신 이슈로 다지는 체계적인 3단계 독해 교재!
 Reading Jump 

Level

-

◆ 예술,
문화, 연예, 사회, 과학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흥미로운 이슈로 구성된 논픽션 주제들!

◆ 각 주제에 해당되는 챕터 별로 2개 Unit 구성
◆ 쉬운 이해를 돕는 심플한 예문과 일러스트레이션!
◆ 단원 핵심 어휘와 내용 이해를 확고히 다지는 연습 문제들로 독해 실력 향상!
◆ 내용
요약 및 쓰기 연습 문제를 통한 내용 이해의 확장 액티비티 제공!

◆ 한 눈에 들어오는 표와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각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Think & Write 액티비티 추가 제공!
대상: 중등 중급 - 고등 초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with Dictation)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Syllabus, Lesson Plan(Teaching Tips),
ETC(Syllabus 한글버전)

 Reading Jump Plus 

◆ 단원의

주요 어휘와 주제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Workbook은 책 속의 책 형태로 지원
(*Dictation 포함)
Topics
Entertainment
Art
Health
Sports
Environment
Science

Social Science
People
Culture
Nature
History

Warm-Up

Vocabulary
Preview

Reading
Passage

Comprehension
Check

Summary
& Writing

Think & Write

◆ 예술, 건강, 스포츠, 사회, 과학 등 흥미로운 논픽션 주제 구성
◆ Warm-Up: 단원 학습 전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주제와 친근해지기

Level

-

◆ Before You Read: 지문과 직접 연관된 짧은 문단을 통해 학습내용 미리 보기
◆ Think & Write: 표와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단원의 학습 내용 정리 (Teaching Tip 제공)
◆ Think & Speak: 주제와 연관된 질문에 나의 생각을 말해보는 확장 액티비티 제공
◆ Review Test 제공 (홈페이지 제공)
Topics

대상: 고등 초급 - 고등 고급

Units: 20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Syllabus, Lesson Plan(Teaching Tips),
Review Tes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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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Art
Health
Sports
Environment
Science

Social Science
People
Culture
Nature
History

Warm-Up

Vocabulary
Preview

Reading
Passage

Think & Speak

Think & Write

Comprehension
Check

Vocabulary
Practice

School Subject Readings Second Edition 1-3

Level

SB: 14,000원

reading

정가

통합형 리딩 학습의 완벽 지침서!

-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 School Subject Readings 를 통한 자연스러운 Reading 스킬 향상

Units: 16 (4 pages / unit)

◆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깊이 있는 독해

교재 부록: Workbook

◆ 독해 기술, 어휘력 향상을 돕는 연습 문제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 학습 효과를 높이는 도식화된 연습문제

Word List, Word Test, ETC (Writing Worksheets), Free MP3,
Lesson Plan, Midterm Test, Final Test, Review Test

◆ 학습한 내용을 돌아보는 Workbook 연습문제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Online 자료

More School Subject Readings Second Edition 1-3
정가

Level

-

SB: 14,000원

체계적 Reading 스킬 연습과 Thinking 스킬 확장을 통한
내신 최고난이도 문제 완벽 대비!

대상: 중등 중급 - 고등 초급

Units: 16 (4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Word Test,
ETC (Writing Worksheets), Free MP3, Lesson Plan,
Midterm Test, Final Test, Review Test

◆ 한 가지 소재의 다른 장르의 글 제공으로 깊이 있는 독해 가능
◆ 4 skills 통합 학습 강화
◆ 독해 기술의 완벽 습득 가능한 Reading Comprehension 연습 문제
◆ 글의 구조를 보는 Workbook 연습문제로 중학 내신 최고난이도 문제 대비까지
◆ 글의 구조와 흐름의 이해를 도와주는 Graphic Organizer와 Workbook 연습문제
◆ 핵심 어휘와 연결어를 사용한 본문 Summary 로 최종 정리
◆ 영어실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된 다양한 Online Tes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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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Reading&Writing Basic 1-4
reading

정가

SB: 16,000원

Reading과 Writing을 동시에!
읽기 ·쓰기로 해결하는 English Fluency!
Level

-

◆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과 미국 교육과정을 융합한 최신 주제 수록
◆ 개정교육과정, 세계적 영어학습 지표(CEFR레벨, Lexile등)에 따른 필수 영어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Units: 8 (2 lessons / unit )
교재 부록: Practice 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Word List,

Translations, Listening Worksheet,
Writing Worksheet, Grading Rubric
(성취도 평가 차트), MP3 파일 제공,
Integrate Viewer 앱 (AR과 QR 뷰어)

표현, 문법, 단어 학습
◆ 편지, 이메일 글 등을 통한 일상생활 속 영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
◆ 선생님들을 위한 유닛별 학생 성취도 평가차트 제공
◆ 멀티미디어 보조자료(동영상, 3D 이미지)를 통한 심화학습
◆ 동일한 주제의 다른 글을 배치한 Lesson A+B 구성 –› 반복 읽기, Intensive

Reading, Extensive Reading, 영어 어휘력 향상, Reading Comprehension
능력 향상, 영어 유창성 향상
◆ 4 Strands Theory를 활용한 Input-Output의 적절한 활용

• Integrate Reading & Writing Basic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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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Reading & Writing Basic
Practice Book 1

Integrate Reading&Writing Building 1-4
SB: 16,000원

reading

정가

Writing, IT Skill을 한번에 기르는 통합 Reading 교재
Level

-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Units: 8 (2 lessons / unit )
교재 부록: Practice Book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Word List, Transcripts,

Syllabus, Answer Key, Translations, Listening
Worksheet, Writing Worksheets, Term Test,
Teacher’s Guide(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차트 포함)
with Answer Key, Integrate Reading & Writing
Viewer 앱 (AR과 QR 뷰어)

•Integrate Reading & Writing Building
Student Book 1

◆ Lesson A&B 구성의 반복 리딩 학습을 통한 Intensive and extensive 리딩
◆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글의 종류를 지문으로 제시!
(유의미 학습이론 Meaningful Learning)
◆ 교육부 개정교육과정과 미국 교육과정을 융합한 주제
◆ 한가지 주제로 Nonfiction과 Fiction을 고루 학습
◆ 사용하기 쉬운 IT 콘텐츠를 리딩 학습을 위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제시

•Integrate Reading & Writing Building
Practice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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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Discovery 1-3
reading

정가

SB: 15,000원

생생한 주제 구성의 논픽션 독해 교재!
어휘력과 실용적 활용 중심의 독해 수업으로 유창성 향상!
Level

-

• Pre-Reading Questions
• Vocabulary Preview

• Reading Passage
• Reading Comprehension

• Language Practice
• Listening
• Summarizing
• Integrated Practice
• Vocabulary and Idiom
Review

◆ 사회, 과학, 예술 분야의 흥미롭고 교육적인 논픽션 주제 구성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중급

◆ 지문 읽는 시간을 체크하여 속독과 이해력 향상을 다지는 Timed Reading 가능

Units: 20 (6 pages / unit)

◆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Input Skill 확장과 Output Skill 연습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Language Practice: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 및 문법 사항 정리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Listening: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세부 내용 확인 및 노트 테이킹 연습 문제
풀기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Transcripts, Word List, ETC(Writing
Worksheets), Free MP3

•Summarizing: Listening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
•Integrated Practice: 배운 내용을 Speaking과 Writing 액티비티로 연계 학습
•Vocabulary and Idiom Review: 단원 주요 어휘 및 숙어를 복습
◆ 10개 Unit 마다 Vocabulary Review 제공

• Reading Discove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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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Nonfiction Reading 1-3
정가

reading

SB: 15,000원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논픽션 독해 기술의 진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
Level

-

대상: 고등 초급 - 대학 일반

Units: 14 (6 pages / unit)
구성: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Free MP3,

◆ 지문과 관련된 어휘와 문법 심화 학습
◆ 대학 수준에 알맞은 흥미로운 주제
◆ 읽기능력 향상과 말하기, 쓰기와 Note-taking 연습을 동시에!

Word Li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 재미있는 시각자료를 통한 깊이 있는 독해

Compassdigibooks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MP3, Test
Bank, Midterm Test, Final Test, Teacher’s guides, Class Slides

◆ 이해력 활동을 통한 추론 및 사고 능력 향상

• Core Nonfiction Reading Student Book 1

• Core Nonfiction Reading Workbook 1
UNIT 1 Speed Reading

The Ikarian Secret
5

10

15

20

Check Your Comprehension

◆ Circle the correct answer.
1. What is the passage about?

Track 2

Main idea

a. Ikarians eat a secret food that helps them to live longer.
b. Many people on Ikaria live long lives, but we don’t really know why.
c. The island of Ikaria is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live.

Why do some people live longer than others? Is it the way they eat, sleep, or
exercise? The answer might be found on the island of Ikaria. Ikaria is an island in
Greece, and about one in every three people there live to be 90 or older.
There are many things on this island that might contribute to longer lives. On
Ikaria, people get a lot of exercise by walking from place to place. They walk up and
down hills, breathing the fresh air. Ikarians also have healthier diets. They drink more
tea than coffee, and their teas are grown locally. People also eat lots of vegetables from
their gardens, and they do not eat much red meat or sugar. One other factor is that
they drink milk from goats instead of cows.
In general, Ikarians have a relaxed lifestyle. They take naps during the day, and they
do not have much stress. Family is also important. The young and old live together.
In short, Ikarians exercise, breathe, eat,
drink, and live differently than people
in other places. Life on Ikaria sounds
perfect.
However, no one really knows why
people on Ikaria live longer than others.
Ikarians have bad habits, too. Some
of them smoke cigarettes, and others
drink soft drinks. Maybe there is just one
reason why they live longer, or maybe
there are many. Someday, scientists
▲ Ikaria is an island in Greece.
will figure all this out, but for now, the
Ikarians are keeping their secret.

2. Where is Ikaria?

Inference

a. In Asia
b. In Europe
c. In South America

3. Which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Fact

a. Not many Ikarians live past their 90th birthday.
b. Only one in every three Ikarians gets a lot of exercise.
c. Many Ikarians live past their 90th birthday.

4. Which is NOT true about the Ikarian lifestyle?

Negative fact

a. Ikarians eat a lot of red meat.
b. Ikarians drink goat milk.
c. Ikarians often nap during the day.

WC: 242 / Turn to page 33 of the Workbook to record your reading speed.

5. From the reading, it can be inferred that having the young and
old live together is ___________. Inference
a. healthy for everyone
b. boring for the younger people
c. a rule that must be followed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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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Reading 1-3
reading

정가

SB: 15,000원

4-Strand Theory의 Paul Nation 교수가 제안하는
독해 교재의 정석
Level

-

◆ 4-Strand 접근법을 활용한 리딩 교재
◆ 과학, 사회 이슈, 역사, 예능 등 다양한 주제의 유익한 정보를 주는
본문으로 구성

대상: 고등 고급 - 대학 일반

◆ Reading Skills,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문제 제시

Units: 16 (6 pages / unit)

◆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빈도수와 학술적 내용에 중점을 둔

구성: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Word List, Answer Key, Translation,

Word Test, Unit Test, Review Test

• Power Reading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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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activity 제시
◆ 각 주제와 연관된 심화 학습을 통해 영어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 학습
◆ 학습 어플리케이션 (Google play, Apple App store) 지원

Reading for speed and fluency Second Edition1-4
reading

정가

SB: 15,000원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핵심!
세계적인 석학 Paul Nation이 집필한 4단계 속독 시리즈로 유창성 Up!
Level

◆ 다양하고 흥미로운 최신 소재 업데이트

대상: 중등 고급 - 대학 일반

◆ 속독과 정확성을 아우르는 유창성 향상

Units: 10 (4 readings / chapter)

◆ 레벨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한 어휘와 난이도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Word List, Free MP3,

Class Kit

◆ 내용 이해에서 주제 확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연습 문항들
◆ 원어민 수준의 읽기 속도 250 WPM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독 연습

• Speed and Fluency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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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hort Articles for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Edition 1-3
정가

SB: 15,000원

21세기 화두가 되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Article을 통해 쌓기!
Level

◆ 최근 국제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읽을거리

대상: 고등 초급 - 고등 고급

Units: 20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e-book, Answer Key, Translation,

Translation Worksheet, Dictation Worksheet,
Syllabus, Word List, Lesson Plan (Teaching Tips),
Unit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Free MP3

◆ 국내•외 고등 영어 교육과정을 융합한 주제
◆ 읽기 Skills 향상을 위한 다양한 Activities

(Topics, Key Points, True or False, Summary)
◆ 영어 reading skill뿐만 아니라 writing skill까지 동시에!
◆ 글의 구조와 흐름의 이해를 도와주는 Mind Map과 Writing 연습 문제
◆ 완벽한 부가자료 구성 및 편리한 사용

• Short Articles for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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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ass Second Edition Intro-3
reading

정가

SB: 14,000원

재미있게 읽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참신한 리딩 교재
Level

-

◆ 체계적인 수준 상승의 4단계 시리즈 구성
◆ 학습자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판에서

Book Intro를 추가 구성
◆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최신 경향의 흥미로운 읽을거리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Units: Intermediate Low ~ Intermediate High
구성: 4권 시리즈 (Book Intro ~ Book 3)
각 권 16 단원 (6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 Target Words & Phrases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 Transcript,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Test Bank

◆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4 Skills 향상을 위한 다양한 Activity

(Reading Comprehension, Vocab Building, Grammar Exercise,
Listening & Discussion Activity)
◆ 각 권, 읽기 지문에서 어휘, 문장 구조, 그리고 문법을 세심하게 수준별로
조절하여 사용
◆ 유익하고 다양한 Online 자료와 무료 학습 어플리케이션

(Google Play, Apple App Store) 지원

• Reading Pass Second Edition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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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hallenge Second Edition 1-3
reading

정가

 Student

SB: 16,000원

 해설집 

Book 

내신·수능부터 토플 대비까지
중·고등 레벨을 위한 똑똑한 독해 시리즈!
Level

-

대상: 고등 초급 - 대학 . 일반

Units: 20 (6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 재미있게 구성한 본문 내용으로 폭넓은 배경 지식 쌓기!
◆전
 권 통일된 10개의 큰 테마와 그 안에 구성된 과학, 예술, 문화, 역사, 첨단 기술 등
사회 주요 쟁점의 논픽션 주제들로 구성!

통합 리딩 학습! 4개 언어 영역부터 주요 어휘·숙어 및 문법까지
◆ 요약하기, 듣기 문제, 토론 문제 및 쓰기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심화되는 연습 문제의 구성!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Unit Test

별도 판매: 해설집

Warm-Up

Reading

• Pre-Reading

• Reading Passage

• Vocabulary

• Comprehension Questions
• Summary

Listening
Discussion
Grammar
Writing

• Reading Challenge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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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for the Real World Third Edition Intro-3
reading

정가

SB: 17,000원

다양한 최신 이슈를 반영하여 더욱 새로워진 독해서!
다독과 정독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Level

-

대상: 고등~대학.일반

Units: 12 Units (6 pages / reading,
12 pages / unit)
교재부록: Free App
홈페이지 부가자료: Answer Key, Translations,
Free MP3, Word List, Midterm Test,
Final Test, Writing Worksheets

Compassdigibooks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MP3, Word List, Midterm Test,
Final Test, Writing Worksheets, Class Slides

◆ 최근 국제 사회의 다양한 시사 이슈를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제고
◆ Guiding questions, footnote definitions, NAWL를 통한

심도 깊은 Reading
◆ 다양한 독해연습문제를 통한 독해능력 향상
◆ Main reading과 관련된

Supplementary reading을 통해

추가 심화 학습 기회 제공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는

Extension 활동
◆ Compassdigibooks.com을 통한 온라인 추가 학습과 관리
◆ 학습 어플리케이션 (Google Play, Apple App Store) 지원

• Reading for the Real World Third Edition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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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Formula with Note-Taking
reading

정가

SB: 16,000원

80여개의 Academic 주제와 엄격히 제한된 150-700 지문 단어 수
대상: 고등 고급

Units: 3 parts (216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포함

-

Level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Free MP3

Part 1

Reading Skills & Strategies 원리 학습 : 글의 구조 및 패턴 파악

Step 1

Warm-up 문장과 단락에서 Signal Word를 통해 글의 다양한 유기적 구조 익히기

Step 2

Drill

Step 3

Master

Part 2

제목과 첫 문장을 보고 글 전체 내용을 미리 짐작해 Guide Question 만들어 보기. 글의 주요 내용 이해와 문제의
유형도 짐작해 볼 수 있음

“Topic과 Main Point 구분하기  단락에서 Main Point 찾기  단락을 읽으며 노트 필기”의 연습 단계는 지문
이해력과 독해의 유창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Reading Skills & Strategies 원리 적용

Part 3

실전 Reading Test

Part 1 & 2 에서 다진 Reading Skills와
Strategies를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Part 1의 기본 독해 학습 전략 원리들
을 긴 지문과 단락을 읽기에 적용하여
독해 실력을 증진시킴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며 독해력을 평
가 가능 (각 Test당 약 30분 소요)

Test 1

• Reading Formula

1

Step

Part

1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Patterns

: Understanding Idea Patterns

Building Core Concepts

Look at the following graphic organizers. Four of them are relatively easy to remember.
Why do you think they are easy?

Practice underlining the use of signal words in a sentence. Find what signal word is used
and decide what it is signaling. One example is done for you.

Mixed
Organizational
Pattern
Verbs contribute to, lead to, happen, influence, affect, cause,
result
in, be responsible
for, result from, etc.
Many paragraphs have a mixed organizational pattern. For instance, a writer may use a
cause or
effect

cause
definition
type to explain special or technical vocabulary and then present a compare and
contrast or cause and effect pattern. Many combinations are possible. Therefore, you
study the basic patterns and understand them. Then you will have no problem
reading either single or mixed-pattern texts.

cause or
effect

should
cause
result

Identify types of paragraph organization
The first four graphic organizers are easy to remember because they have definite patterns.
The fifth one has no clear pattern or organization, so it is confusing and unrecognizable.
Recognizing how writers send their messages is very important. Writers develop plans to
effectively deliver their main points. They organize their writing according to these plans.
For example, a writer may begin a paragraph with this opening sentence, “There are three
causes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riter will then arrange his or her text

Understand questions related to the main point
according to these three causes. To extract th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text, all you
(main idea, inference, sentence insertion, and rhetorical purpose) have to do is find the three causes of poverty indicated by the opening sentence.
The following organizational plans are most frequently used in writing. Study and remember
them.

Classifying Language several (first, second...), many (one, another, other...), a number
of, a variety of, a few, also, in addition, furthermore, then, last, divide into, etc.
idea 1

8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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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2

detail

detail

detail

detail

Example: Since he stayed up late last night, he got up late for school.

Stay up late > late for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nce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cause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1.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often move to cities due to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2. A taiga is a kind of evergreen forest which is also called a boreal fore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3. When looking at the overall structure of a paragraph, the first step is to find the signal
words. Second, you should look for what idea pattern is being used.

Compare and Contrast
The writer’s plan is to show similarities (comparison) and differences (contrast) between
ideas or facts.
Similarity similar, likewise, both A and B, in the same way, parallels, etc.
Difference different, unlike, but, however, nevertheless,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in contrast, instead, while, whereas, bigger (smaller) than, etc.
difference

differ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4. Norms can be divided into mores (pronounced, morays) and folkways. Mores, also called
social codes, are rules that people are expected to follow, such as the kinds of swimming
suites men and women should wear in public. Folkways, also known as conventions, are
not as strong as mor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milarity
difference

difference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5. Reducing stress requires certain actions. First, it is good to talk about your current situation.
Then, you can control yourself using a self-statement such as, “I will be okay.”

Classification
A writer will organize important points into distinct sections. The order of these sections is
not usually important, unless it is indicated as such.

•

cause

cause or
effect

At the end of Part 1, you will be able to:

Read comprehensively

: Warm Up

Points or events are present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occurred. Unlike classification,
the order is important because changing the order of events does not deliver correct
information.
Sequence first, and then, before, after, later, when, next, during, at last, finally, following,
until, at last, finally, soon, in the meantime, in the beginning, dates, years, seasons,
A cause is the reason for a result. Even though a result cannot precede
a cause
numbers,
etc. in reality,
you may often see a result being stated before a cause in reading passages.
event 1
event 2
event 3
Conjunctions, prepositions, and conjunctive adverbs since, because (of), so that, due to,
as, when, if, on account of, accordingly, for that/this reason, as a result (of), therefore,
consequently, etc.

Goals

Locate the main point

Chronological (Time) Order, Sequence, Process

Cause and Effect

Definition and Description
When writers explain a technical (specialized) word or a new concept, they use this pattern.
Words or concepts are defined and then, as in the classification pattern, described with several
further explanations or exampl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l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What they signal: ______________________

Defining is, has/have, mean, refer to, define, is called, noun + which,
idea 1

idea 2

detail

detail

detail

10 : Part 1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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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9

Reading the World Now 1-3
reading

정가

SB: 17,000원

www.compasspub.com/RWN

다양한 주제의 내용과 시사적인 이슈를 통한 심화 독해!
Level

-

대상: 고등 고급 - 일반

◆ 전 권 동일한 12개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점진적 심화 학습

Units: 20 (6 pages / unit)

◆ 지문에 대한 다양한 연관 문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List,

◆ 관련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통한 어휘력 향상

Free MP3, Lesson Plan, Unit Test

◆ Unit Test 및 Teaching Tip을 통해 부가 수업 활동 자료 제공

• Reading the World N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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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Now in the News Third Edition
reading

정가

SB: 17,000원

Voice of America 방송에 나온 국제 뉴스를 다룬 시사 독해 교재!
시사 뉴스의 본문을 통해 관련 어휘 학습 및 리딩 학습으로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보자!
Level
◆ 주제에 대한 기사의 전개 배경 제시
대상: 대학 - 일반

◆ 본문 핵심 내용 파악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

Units: 20 (6 pages / unit)

◆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핵심 내용 파악에 도움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Free MP3, ETC(Discussion Questions)

◆ Voice of America 방송에서 다뤘던 세계의 다양한 시사 뉴스를 선별하여 구성
◆ 5개의 토픽 (International Concerns, World Affairs, Life & Trends, Environment

& Health, Culture & Environment)과 각 주제당 4개의 관련된 이슈로 구성
◆ 본문의 핵심 및 세부 내용 파악과 잘못된 내용을 옳은 문장으로 고쳐 쓰기 연습 포함
◆ 주어진 단어 및 문구로 앞에서 다뤄진 본문의 핵심 내용 요약 지도

• Issues Now in the News Thi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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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oint 1-3
reading

정가

SB: 17,500원

비판적인 사고, 평가와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독해 교재!
Level

-

대상: 고등 고급 - 일반

Units: 12 (14-16 pages / unit)
구성: Workbook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Free MP3,

◆ Reading Skills,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문제
◆ 각 주제에 연관된 쓰기 연습 문제
◆ 체계적인 학습으로 academic한 어휘력 향상

Transcripts, Word List

◆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활동

Compassdigibooks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MP3, Transcripts, Word List, Test Bank, Teacher’s
guides, Class Slides

◆ Margin questions, footnote definitions를 통한 심도
있는 Reading

• On Point 1

• On Point Workshe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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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어휘와 표현을 힘들게 외울 필요 없이 다양한 패턴으로 자동 흡수!

Discovering Skills for Listening 1-3

정가

15,000원

-

Level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Units: 12 (6 pages / unit )
교재 부록: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Translations,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W
 arm-Up 학습자 핵심 어휘 및 문법 소개
◆

Listening Practice 1-3

한
 주제 아래 3가지 형태의 다양한 이해 확인 문제로 학습자의
확장적 Listening 학습 유도, 어휘 연습 → 문법 연습 → 확장된
형태의 다양한 듣기 유형 제시
◆

Quiz 유닛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확인 문제를 통해 연습

Building Skills for Listening 1-3

정가

15,000원

-

Level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2 (6 pages / unit )
교재 부록: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Translations,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 Building Skills for Listening 1
U nit

Scan and find the tracks.

U ni t

1

Listening Practice 1

U n it

1

A

Listen and circle tthe word or phrase you hear.

B

Listen. Write the letter that matches the picture.

Track

Listening Practice 2
A

2

Listen and write notes.

A

5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

Unit

1

Listening Practice 3
Track

Track

On Your Own
A

6

1. Hello, everyone. My name is (Mary Jones / Maria Green).

Name?

2. I am (12 / 13) years old.

Warm-Up
A

2

3

4

Track

3

s

Meets ________________

s

(Wears / Doesn’t wear)
________________

s
s

desk

1

1

book

1.

1. Put a check mark () on Peter’s new desk.

B

classroom

6

Listen again and answer the questions.

Track

3.

glasses

4.

a. Sally

b. Mrs. Glasses

Match the expressions. Listen and check your answers.

Track

1

1.

Hello! What’s your name?

s

s

a.

Nice to meet you, too.

2.

How old are you?

s

s

b.

My name is Mel.

3.

It’s nice to meet you.

s

s

c.

I’m 10 years old.

C

Listen and ﬁll in the blanks.
A: Hi,
B: M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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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 is

Track

c. Mrs. Jones

d. Mr. Jones

B

your name?

1

2

3

a. The girl’s name

b. His teacher’s name

c. The girl’s teacher

d. His classroom number

4

is Matt.
to meet you, Matt.

Word Box

What is your name?
Do you wear glasses?

s
s

Track

7

Classroom?

How old are you?
What room number is your classroom?

1.

2.

3.

good / old

8

B

4.

Listen. Choose the best response.
5. a. Here are your glasses.

a. No one

b. Paul

c. Lucy

d. Peter’s teacher

Listen again and choose T for true or F for false.

My Partner

Track

C

6

1. There is no empty desk for Peter.

T

F

2. There are no books on Peter’s desk.

T

F

Track

8

6. a. No, she is not here.

b. This is your desk.

b. Yes, she is very kind.

c. It’s room 23.

c. Yes, I am 11.

Listen to the dialog. Choose T for true or F for false.

Track

My partner’s name is

7. It is the girl’s ﬁrst day at school.

T

F

Gina. She is 10 years

8. The man is not happy to meet Mary.

T

F

9

old. She wears glasses.

a. 115

b. 200

c. 220

d. 215

Useful Expression

4A. Gina gets along

get along with

with her friends.

D

Listen to the speaker. Choose the correct answer.
9. Who is the speaker?

A: Jim and Tina are kind and friendly.
B: Yes, they are. I get along with them because they are nice.

7

Use the information above. Write about one of your partners.

Her classroom is room

3. Which room is Peter’s classroom?

name / nice
is Amy / what’s

B

2. Who sits next to Peter’s desk?

5

1. Who is Peter’s teacher?

calendar

2. What does Peter want to know?

B

Glasses?

Listen. Write the letter that matches the picture.

2.

ruler

5

How old?

A

Peter’s ________________
Day at School

3. Nice to meet you, (Janet / Michael).

Find the words and number them in the picture.

1

Quiz

Ask your partners. Write down their answers.

9

10

Track

10

10. Where is the speaker?

a. A teacher

a. In the classroom

b. A student

b. In the playground

11

정가

15,000원

listening

Expanding Skills for Listening 1-3
-

Level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2 (6 pages / unit )
교재 부록: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Translations,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 Expanding Skills for Listening 1
Unit

1

Pet Friends
Scan and find the tracks.

Listening 1

Listening 2

Diane Diane
Wants Wants
a Pet a Pet

Listening 3

My Goldfish is Dirty!

UNIT TEST

Do YouDo
Have
You aHave
Pet Parrot?
a Pet Parrot?

You will hear two short dialogs followed by questions. Choose the best
answers to the questions.

Track

09

Listen and circle the animals Diane encounters.

Match the word to its meaning.

Listen and mark with an x the kinds of pets Mary doesn’t have.

Track

1

2

3

Listen and write the names of the three animals you hear.

Track

01

4

1

2

03

3

Track

1

Track

04

2

06

9. (a) It is cute.

Look at the picture. Listen. Choose th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the picture.

1. (a)

___________________

(b)

(c)

(d)

2. (a)

(b)

(c)

(b) It went to the doctor.
(c) It is sleepy.
(d) It needs a bath.

(d)

11. (a) A parrot

___________________
Goldfish

Bathe

Soap

Kitten

(b) A cat
(c) A goldfish
(d) A hamster

___________________
Cats

(a) a bar or liquid used to wash
(b) to wash in a bath
(c) a small orange fish
(d) a young cat

Goldfishes

4

5

Snakes

Turtle

6

3

Hamster

dirty

loud

Listen again. Fill in the missing words.
Parrots

need

Turtles

Rabbits

Track

04

Cat

pets. They are also very 3________________. Some people think

1. What does Diane want to do?
(a) Feed a pet
(c) Buy a pet

(b) Buy pet food
(d) Work at a pet store

Track

03

(a) They are sleepy.
(c) They are too noisy.

4

parrots are loud, but they can be very 4________________, too. They

1. _____ Mary has a pet goldfish.

can also be your 5________________, like hamsters and cats can be.

2. _____ Mary is afraid of turtles.

2. What does Diane think of kittens?

3

Listen again. Write T for True and F for False.

Track

3. _____ The goldfish is injured.

(b) They are big and dirty.
(d) They are very small and quiet.

Circle the right word based on what you heard.

Track

05

1. Mary is (feeding / bathing / holding) her goldfish.
l

l

l

l

Track
l

l

l

l

(a) pet store

(b) dirty

(c) loud

(d) hid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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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02

l

8

7
2019-10-04

9:48:23

l

1. True

False

2. True

False

3. True

False

4. True

False

Unit 1

False

2. True

False

3. True

False

4. True

False

14. (a) Go for a walk

(b) Have lunch
(c) Talk to a friend
(d) Clean a litter box

15. (a) 3 o’clock
(b) 4 o’clock
(c) 5 o’clock
(d) 6 o’clock

You will hear two short dialogs followed by questions. Choose the best
answers to the questions.

6. (a) A dog

7. (a) A cat

8. (a) It will fly away.

(b) A turtle
(c) A parrot
(d) A snake

3. The soap is (good / bad / healthy) for the fish.

(b) A goldfish
(c) A cat
(d) A parrot

(b) It will be loud.
(c) It will be messy.
(d) It will be smelly.

4. Mary doesn’t want to (keep / hurt / sell) her goldfish.

l

Listening Bridge B1.indd 8

1. True

2. Mary thinks her goldfish is (dirty / hungry / unhealthy).

Listen again. You will then hear four statements. Circle True or False.

(b) Play with toys
(c) Take baths
(d) Be with people

(b) Sorry, I have to do homework.
(c) Where did you put the hair brush?
(d) Yes, it’s right over there.

5. (a) The zoo

(b) School
(c) Grandma’s house
(d) The pet store

Listen again. You will then hear four statements. Circle True or False.

(b) Talkative
(d) Quiet

13. (a) Take walks
4. (a) No, David did.

08

4. _____ Mary has no soap.

3. How does she want her pet to be?
(a) Loud
(c) Sleepy

3. (a) Yes, on Thursday.

(b) Yes, my neighbor has one.
(c) No, they’re too loud.
(d) No, a Chihuahua.

parrot? Many people have pet 2________________. They make good

Match each picture with the correct word.

2

07

Do you have a 1________________ hamster or a cat? What about a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4. I ___________________ I get a pet for my birthday!

1

Listen. Choose the best response.

Track

Goldfish

1. My kitten needs a bath because it’s ___________________.
3. I ___________________ to go to the store to buy pet food. I’m out!

(b) It is a great present.
(c) It is very intelligent.
(d) It is very talkative.

You will hear a dialog followed by questions. Choose the best answers
to the questions.

10

Choose the best word to complete each sentence.
hope

(b) Feed her dog
(c) Invite a friend
(d) Ask her mother

12. (a) It has beautiful feathers.

4
Track

2. Please don’t make ___________________ noises. The kitten is asleep.

10. (a) Go to the pet store

l

2019-10-04

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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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l

9
2019-10-04

10
9:48:25

l

Unit 1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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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ng Skills for Listening 1-3
Level

Unit 1

l

11
2019-10-04

12
9:48:28

l

Unit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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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2019-10-04

9:48:29

15,000원

-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2 (6 pages / unit )
교재 부록: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Translations,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 Activating Skills for Listening 2

75

listening

실생활 내용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학습하는
리스닝과 스피킹을 한 번에 해결한 IT SKILL 결합 교재

Integrate Listening & Speaking Basic 1-4
정가

16,000원

Integrate Listening & Speaking Building 1-4
정가

76

16,000원

Level

-

Level

-

• Integrate Viewer App

listening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Units: 8 (2 lessons / unit)
교재 부록: CD-ROM + Practice Book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파일, Word List, Word Test, Transcripts,
Translations, Listening Workshee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Teachers Guide, Integrate AR Viewer 앱 (AR과 QR 뷰어)

• 동영상과 증강현실(AR)을 통한 IT 기술과 결합된 콘텐츠 학습
• 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듣기 상황들과 말하기 output 문제 유형 구성
• Lesson A&B 구성을 통한 intensive and extensive 반복 학습

• Integrate Listening & Speaking Basic
Student Book 1

Lesson A

Lesson B

Practice Book 1

77

Listening Jump for Better Speaking 1-3
listening

정가

SB: 15,000원

공인 인증시험 대비,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3단계 학습서
Level

-

구성

2

3

단원 필수 어휘 및 표현 학습

Warm-up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 Target Vocabulary & Useful Expressions: 단원 학습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예문을 통하여 제공

3단계 듣기 심화 훈련

Units: 12 (6 pages / unit)

Build-Up

교재 부록: MP3 CD, Dictation Book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1

A 지문을 듣고 내용을

Listening

간략하게 적어보기
(Note-taking 스킬 향상)

B 다시 듣고 가장

적절한 답안 고르기

Listening Tasks
A 지문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 고르기

B 또 다른 지문을 듣고,
알맞은 답 고르기

Actual Listening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최종 점검
및 테스트 스킬도
함께 향상

- Key Expressions: 지문을 들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석을 달아 어휘 제공
- 이미지를 제공하여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Speaking

Review &
Dictation

• Listening Jump 1

78

학습 → 실제 활용
-단
 원에서 학습한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 나와 파트너의 경험에 적용하여 말해보는
액티비티 제공
학습 마무리

-매
 3개 단원마다 Review를 제공하여 학습한 주요 어휘와 표현 다지기 및 듣기
능력 향상

- Listening 강화 훈련을 위한 Dictation 수록

Listening Express 1-3
SB: 15,000원

listening

정가

친근한 일상생활을 학습 Theme으로 담은,
Easy & Effective Listening Skill Book
Level

-

◆일
 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친근한 내용을 다룬 다양한 듣기

Activity를

통해 능동적 학습 참여를 유도
◆하
 나의 큰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Units: 12 (6 pages / unit)
교재부록: Hybrid CD, Dictation Book,
Transcript & Answer Key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 MP3,

Transcript, Word List, Lesson Plan, Syllabus,
Scope & Sequence, Worksheet

Theme이 대단원(Section)을 이루고, 그 대단원 아래에
3개의 통일성 있는 소단원(Unit)을 배치하여, Theme을 다각적이고
흥미롭게 학습

◆G
 etting Started →

Warm-up Listening → Real Time Listening
→ Close-up Listening → Checkpoint 순서로 각 단원의 핵심
Topic을 단계적으로 심화 학습

◆T
 arget Skill인

Listening을 중심으로, Speaking과 Writing Skill도

함께 학습
◆각
 단원에서 세심하게 선별된

Keyword를 영영 어휘 풀이와 예문을

통해 학습
◆M
 P3, Free Mobile Application을 포함한

• Listening Express Student Book 1

Hybrid CD 제공

• Listening Express Dictation Book 1

79

Listening to the News: Voice of America 1-3
listening

정가

SB: 15,000원

강추! Voice of America 뉴스 원문의 시사 청취 교재
세계 각국의 최신 뉴스 듣기를 통해 리스닝 스킬 향상!
Level

-

구성
Warm-Up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MP3 CD, Transcripts &
Answer Key, Dictation Book 포함

Inpu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Final Test, ETC(Fun Facts and Links)

Output

Review

• Listening to the News: Voice of America 2

80

1

2

3

Warm-Up: 주제에 관련된 생생한 실사 이미지와 연관된 질문을 활용
하여 유닛 내용 예측

Note-Taking: 본문을 들으며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
Comprehension: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확인
Focus on Sound: 타겟 음가에 대한 딕테이션 학습
Summary: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해 마무리
Dialog: 본문 주제와 연관한 일상 대화에 대한 이해
Expanded Reading: 본문 주제와 연관한 읽기 지문을 통한 확장 학습
Think & Speak: 표와 차트 등 단원 학습 내용을 스피킹 액티비티로 정리
Dictation Book: 본문 듣기를 통하여 리스닝 강화 훈련
홈페이지 제공: 티칭팁과 월말 평가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자료 제공

Developing Listening Skills Third Edition 1-3
listening

정가

16,500원

어떠한 주제와 상황에서도 듣고 말할 수 있다!
Level

36개의 광범위한 주제를 통한 단계적 접근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초급

Units: 12 (10 pages / unit)
교재 부록: M
 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Transcripts

◆
◆
◆
◆
◆

Vocabulary Practice를 통해 배우는 단원 주요 어휘 및 숙어!
일상의 친숙한 주제를 통한 표현 확장!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발음, 억양, 강세를 학습!
책속의 책 형태의 단원별 Listening Test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
QR코드를 통한 손쉬운 오디오 재생!

Unit별 주제 목록 (1-3권)
UNIT 1
UNIT 2
UNIT 3
UNIT 4
UNIT 5
UNIT 6
UNIT 7
UNIT 8
UNIT 9
UNIT 10
UNIT 11
UNIT 12

BOOK 1
First Meeting
Family and Friends
Free Time
Date and Time
Telephone
Directions
Schools
Sports
Appearance
Weather
Instructions
Stories

• Developing Listening Skills Third Edition Student Book 1

BOOK 2
Entertainment
Shopping
Work
Computers
Travel
Restaurants
Hotels
Transportation
Banks
Driving
Housing
Health

BOOK 3
Locations
Promises
Special Occasions
Steps and Plans
Music
Groups
Outdoors
Meetings
Feelings
Favors
Memories
Assistance

• Liste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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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Practice through Dictation 1-4
listening

정가

SB: 15,000원

정확하게 듣는 연습, Dictation이 답이다!
Level

-

구성

New Words
대상: 중등 중급 - 고등 초급

Units: 40 (3 pages / unit)
교재 부록: Audio CD, Transcripts 포함

Understanding
the Contex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Word List

Focus on Details

1

2

3

4

▶

Dictation 분야의 전문가, Mario Rinvolucri의 Dictation
학습 효과 및 효율적인 학습 방법 소개

▶

각
 권 40개 Unit은 8개의 테마에 따라 5개 Unit으로 구성

▶

각 Unit은 대화문, 독백, 연속적인 산문체 등 다양한
지문으로 구성

▶

질문 유형에 따라 전체 본문을 여러 차례 듣고,
-제
 시된 핵심 어휘를 이용하여 내용을 듣고 빈칸 채우기로
어휘력 넓히는 연습

-주
 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 고르기는 핵심 세부 사항을

Summary

파악하는 연습

-다
 시 한번 듣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글의 전체를

Dictation

• Listening Practice through Dict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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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연습

-마
 지막으로 들은 후 Dictation 연습으로 본문 내용 다지기

Dynamic Listening & Speaking 1, 2
listening

정가

SB: 15,000원
Answer Key & Transcript : 4,000원

실전 의사 소통을 위한 4 Skills 통합형 Listening 강화 시리즈!
Level

-

구성

Dialogs
대상: 중등 중급 - 고등 초급

Units: 12 (10 pages / unit)
교재 부록: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istening
Comprehension
Pronunciation
Speaking
Writing
Test
Reading &
Discussion

1
▶

2

현실감 있는 주제로 빈번히 사용되는 일상의 표현을
흥미롭게 익히기

▶

각 과별 주제에 맞는 상황을 설정  Dialog를 듣고
질문에 답하기  핵심 표현을 Dictation으로 정리하는
체계적 듣기 연습

▶

Pair Work를 통하여 Dialog의 주요 표현을 파트너와 연습

▶

비슷한 단어의 축약, 강세, 억양 등을 반복 청취하여
언어의 발음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

▶

듣
 기에서 말하기, 쓰기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로 연결되는
유기적 구조의 통합형 학습 교재

▶

단원 최종 정리 퀴즈와 TOEIC® 형식의 Test를 통한
자가 실력 진단 및 공인 시험 대비 학습 가능

▶

주제관련 Cultural Reading을 통한 배경 지식 쌓기와
토론 학습으로 마무리

• Dynamic Listening & Speak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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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Student Book 1, 2
Target Listening Practice Tests Book 1-4

 Student

Level

Book 

정가

 Practice Tests

SB: 15,000원
PB: 15,000원

Book 

-

Student Book 1-2

기본
학습서!
핵심 듣기 유형 완전 정복

내신, 외고 입시, 수능 및 영어 공인 인증 시험 대비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중급

Units: 20 (6 pages / unit)

Vocabulary

교재 부록: Dictation Book, Transcripts
& Answer Key, MP3 CD 포함

Practice Test

문
 제 유형별 실용성 높은
어휘 및 표현 중점 학습

각 단원 12~15문항의 연습 문제
풀이로 해당 유형 집중 연습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Lesson Plan, Free
MP3

●
●

Dictation

Review Test

 아쓰기 과정을 통한 내용
받
복습 및 듣기 능력 강화

각 20문항 총 2회분의 연습 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 익히기

 6가지 핵심 빈출 유형 단계별 연습
2
다양한 형태의 듣기 문제 연습을 통한 실전 듣기 능력 향상

Practice Tests Book 1-4

실전
연습서!
핵심 듣기 유형 완전 정복

내신, 외고 입시, 수능 및 영어 공인 인증 시험 대비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중급

Units: 12 (8 pages / unit)
교재 부록: Dictation Book, Transcripts
& Answer Key, MP3 CD 포함

핵심 듣기 유형
완전 정복!

Practice Test
●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Word List, Lesson Plan,
Free MP3

●

Unit별 30개 심화 실전 연습 문제 풀이
 Unit, 총 360여 문항의 문제 풀이로
12
실전 감각 다지기

Dictation Book
실전 모의 고사
1,400여 문항 단계별 수록!

 Listening 강화 훈련을 위한 Dictation Book 수록!
84

●

 아쓰기 과정을 통한 내용 복습 및
받
듣기 능력 강화

Speaking Time 1-3
SB: 14,000원

spe aking

정가

초등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대비하는 똑똑한 스피킹 시리즈~
테마별 다양한 주제와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구성된 Speaking Time으로 시작하기!
-

Level

Modeled Speech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단원에서 학습할 표현 익히기

Units: 20 (4 pages / unit)

Practice ( –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

- 주어진 예시로 문장 완성하기 및 내용 듣고 상황에 맞게 배열
- 가이드가 주어진 Pair Work 액티비티
- 청취력 강화를 위한 딕테이션 연습 문제와 자연스런 표현을 위한 강세 연습!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esson Plan(Teacher’s Guide)

More Expressions

◆ Reading Time, Listening Time과 동일한
Theme Based로 구성

다양한 어휘 및 표현을 익힘으로써 주제에 대한 확장 연습 가능

Speaking Practice

◆ 각각의 액티비티들은 점점 스피킹 스킬을 강화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구성

학습한 표현과 예문을 활용하여 나의 의견 말하기
파트너 의견을 듣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 제공

• Speaking Time 1
Summerti me

Sum-Up
Listen and write.

I....
Listen and speak.

Listen.

Track 3

1.

Track 1

I like summer.
It is hot.
I go swimming in summer.
I like to swim.
The water is cool.
I eat ice cream, too.
Summer is a happy time!
Do you like summer?

1.
2.
3.
4.
5.
6.

2.

Read your sentences aloud.
. . . go skiing in winter.

. . . go swimming in summer.

3.

4.

. . . pick apples in fall.

I like . . . . It is . . . .
Listen and speak.

Stress
Read the sentences aloud, stressing the words in red.

Listen again and read aloud.
. . . have a picnic in spring.

Listen again and repeat. Tell your partner what you do in each season.

I like winter.
It is snowy.
I make a snowman in winter.
I like to play in snow.
The snow is pretty.
Winter is a happy time!

I like to . . . .

Track 2

1.

2.

Listen and letter the pictures.

Track 4

Use the expressions in the boxes, and practice with your partner.
Examples

. . . fall. / . . . cool.
3.

. . . spring. / . . . warm.

I go skiing. / I like to go skiing.

2.

1.

a

4.

3.

. . . summer. / . . . hot.

Track 5

I li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______________ strawberries ____________.
I like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 leaves.
_________________________ is a happy time!
Do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 skiing

go hiking

fly a kite

play in puddles

ride a bike

go camping

go skateboarding

pick strawberries

4.

. . . winter. / . . . cold.
Tell your partner what you like to do in different seasons.

Tell your partner which season you like.
Unit 1

I like to ________________________.

9

Examples
10

have a picnic

swim

make a snowman

Unit 1

11

play in leaves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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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Tutor 1A-3B
spe aking

정가

SB: 15,000원

간단한 대화부터 유창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단계적인 Speaking 완성 시리즈!
Level

-

◆ 반복적인 롤플레이와 발표 연습을 통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매 유닛을 4단계로 구성!
◆ 학습한 표현을 기반으로 나만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확장 학습!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돕는 강연팁 제공!

Units: 6 (16 pages / unit)

◆ 2가지 수업 형태로 응용 가능!

교재 부록: Audio CD 포함

•Option 1: 독
 립적인 Writing 교재로 사용!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Free MP3,

Lesson Plan(Teacher’s Guide(1A, 2A, 3A만 제공)

•Option 2: 교
 재와 온라인 e-Tutor 프로그램과의
병행 학습!

Blended
with

e-Tutor
Online

레벨별 Unit 구성 : 6 Units (4 lessons / unit)
Unit

Interactive
Roleplays
1A

1B

2A

Making
Presentations

2B

Lesson 1

Dialogue & Practice

Lesson 2

Extension & Detail

Lesson 3

Dialogue & Practice

Lesson 4

Review

• Speaking Tutor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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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Oral
Summaries

3A

3B

Making
Presentations

 Speaking Tutor의 단계적 학습
Building Oral
Summaries

Level 3 (A/B)

Interactive
Roleplays
Level 2 (A/B)
Level 1 (A/B)

Short
topic-based
exchanges

Summarizing
presented
information

Formulating
supported
viewpoints

Just Speak Up 1-3
정가

spe aking

Level

SB: 15,000원

-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 Answer Key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esson Plan, ETC(Extra Questions)

Interact

Creati

v

e

패턴 응용:
정형화된
문답에서 탈피,
순발력 있는
응용 회화

e

ive

패턴 훈련:
대화 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상호 반응

Flexib
l

나만의 표현:
다양한 단어와
문형 지원

 기본 패턴 연습에서 확장적 말하기 연습까지
	다양한 대화의 형태 (혼자, 파트너와 또는 Group

과의 말하기 연습)
 실제적 대화 연습을 위해 Listening 비중 강화

 200개 이상의 Speaking Topic 제시!
• Just Speak Up 1

수행 평가 말하기 대비와
토플 Speaking 기초 다지기!

일상 생활의 친근한 주제로 편안하게, 자신있게 말하기!
Unit 구성

Warm-Up

·
·

기본 대화 패턴을 듣고 익숙해지기
확장형 대화에 적용할 어휘를 3가지 Category별로 익히기

Model Dialogs (모범 샘플 답안)

·
·

기본 대화를 듣고 답변하기
기본 문형을 다양한 어휘를 통해 살아있는 표현으로 연습하기

Extended Activity  (Interviewing & Reporting)

·
·

인터뷰 → 내용 정리 발표 → 평가 받기
전 스피킹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Extended Activity  (Matching & Modeling)

·

 문에 대답하는 형태의 수동적 패턴 연습에서 벗어나 질문과
질
대답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말하기
 Unit별 Extra Questions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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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 Lot 1-3
spe aking

정가

SB: 16,000원

친절하게 주어진 예시를 따라 기초부터 탄탄히~
-

Level

◆성
 공적인 ‘나만의 의견’ 도출을 위하여, 흥미로운 주제와 상황, 다양한
연습 문제로 ‘말하기’ 기회 최대화!
◆ 실생활에서 유용한 표현들 및 간단하고 명백한 문법 요소들 소개

대상: 중등 고급 - 대학 . 일반

◆ 모델 대화문을 통해 지문 내에서 주요한 표현들을 익히도록 도움

Units: 12 (6 pages / unit)

◆ 핵심 단어와 표현들을 담고 있는 리스닝을 통하여 다지기 학습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 ‘Integrated Learning’에서 다른 영역들과 함께 스피킹 스킬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Free MP3,Lesson

Plan(Teacher’s Guide),Unit Test, Final Test

◆ 재미있는 게임들과 액티비티들, Test 등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 자료 제공

Vocabulary

Warm-Up

Listening

• Language Focus

• Talking About

Partner Up

• Interview / Survey

• Integrated Learning

• Model Dialog
• Speaking Success

• Talk a Lot 1
UNIT

01 Introductions

Integrated Learning
6 Partner-Up

2 Vocabulary

A. Read the job interview below. In pairs, take turns being interviewer and interviewee.

A. Wh-questions are used to find out information about a person. Match the questions
below with the correct response.

Warm-Up

Say ‘Hello’ to your classmates.
Do you like to meet new people?

Talking

1. What is your name?

•

• a. I am nineteen years old.

2. How old are you?

•

• b. I was feeling sick

Dear Martin,

Interviewee : Hello, pleased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Jake. It’s nice to meet you! I
have never had a pen-pal before. I hope that we
will be friends for a long time! I guess you want to
know about me, right? Well, I am from England. My
birthday is on November 5th and I am 19 years old. I
love playing computer games, and my favorite food
is mince pie! Mince pie is a special dessert made
from fruits and spices. Have you ever tried it? Please
write back. I want to know all about you, and France!
Your new friend,

3. When is your birthday?

•

• c. My best friend is Sam.

4. Why did you go home early?

•

• d. I live in Texas.

5. Where do you live?

•

• e. I’m Sarah-Jane Roberts.

6. Who is your best friend?

•

• f. It’s July 11th

Interviewer : Ok, Jack. Why do you think you are best
for this job?

B. Think of your own questions using Wh- questions.
With a partner, ask and answer each other’s questions.

Interviewee : Well, I am hard-working and motivated.

About:

Interviewer : So, could you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
Interviewee : Yes, of course. My name is Jack Malden.
I’m 21 years old and I live in New York.

Interviewer : Do you have any work experience?
Interviewee : Yes, I was a delivery boy for Pizza Party
for two years.

There are seven words we use for Wh-questions:

es
ourselv

What do you like to do in the evenings?

Jake Verne

Interviewer : Very good. Thank you Jack, we will be
in touch.

Who? What? Where? When? How? Why? Which?

cing
Introdu
people
to new

I like reading books.

Interviewee : Thank you. Goodbye!

1 Model Dialog

B. Answer these comprehension questions. Try to use full sentences.

Practice the dialog with a partner.

1. Who wrote this letter?

3 Language Focus

Rachel : Hi, Simon. My name is Rachel. Glad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Simon : I’m from Montreal, Canada. I’m here to study history. What
about you, Rachel?
Rachel : I’m from Canberra, Australia. I study English literature.
Simon : That’s interesting. When did you come here?
Rachel : Two years ago. How about you, Simon?
Simon : I came here last month.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Rachel : Yes, I have one sister. She lives with my parents.
Simon : I see. I’m an only child. Oh, my class is about to start! See you
later.

Grammar
Note
Auxiliary verbs are often
contracted in everyday
speech
I am = I’m
That is =That’s
You are = You’re

When answering a question, sometimes extra information can be given to the speaker.
How did you get here today?

88

3. What does Jake like to do?

B. With a partner, make more conversations using the given information.

4. Has Jake had a pen-pal before?
5. What is mince pie made from?

I took the bus. It took twenty minutes.

6. What does Jake hope?
7. When is Jake's birthday?

With a partner,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Give one extra piece of information
each time. Think of your own final question.
1. Why were you late today?
2.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3. How was your lunch?
4. Where did you grow up?
5.

?

We will = We’ll

Rachel : It was nice meeting you, Simon. Have a nice day!

2

Jake Verne wrote this letter.

2. Where does Martin come from?

\
Simon : Hello, I’m Simon. It’s nice to meet you.

A. Read the passage below. In groups, take turns reading it aloud.

Interviewer : Hi, please sit down.

Introductions UNIT 01

3

6

• Rahul Malik

• Susan Petrova

• Michael Smith

• 18

• 25

• 17

• Cairo

• St. Petersburg

• Manchester

• Creative, open-minded

• Diligent, friendly

• Smart, punctual

• Cashier, Super Store,
6 months

• Waitress, La Padella, 1 year

• Paperboy, News Time,
4 years

C. Role Play: Pretend you are a different person, from another country. Your partner will
interview you. Tell them all about yourself and your new country!
My name is Miguel. I am from Mexico. I like horse riding and playing the guitar.
My name is Christian. I am from Norway. I like riding my bike.

D. Write a letter to your partner’s character. Use Jake’s letter as a guide.
Introductions UNIT 01

7

Speaking by Speaking
SB: 16,000원

spe aking

정가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Level

대상: 고등 고급

구성

Part A (소주제 제시)

Part B (다른 소주제 제시)

Warm-Ups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제와
연관된 단어에 접근, 주제 관련
내용 듣기, 반복하여 등장하는
중요 표현들을 매칭하는 연습
문제 풀이

주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듣고 반복되는
중요표현들을 문장의 빈칸에
채우는 연습 문제 풀이

Listening &
Speaking

모델 대화를 듣고 형식이 주어진
다른 대화 속에서 연관된 핵심
어휘와 표현을 학습

모델 대화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말하기 연습

Units: 12 (8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 Answer Key
홈페이지 제공: Translations, Word List, Free MP3

◆일
 상의 주제부터 비즈니스까지 적극적인 대화로
이끄는 폭넓은 주제 구성!
◆P
 art A, B의 섹션별 다양한 과제들로 심도있는 단원
학습과 말하기 연습을 최대화!

▶

◆ 문법, 단어, 듣기, 읽기 자료를 통한 말하기 연습의
균형적 학습!
◆차
 트, 그래프, 도표 등 시각 자료를 통해 자료 분석
능력 및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스킬 향상!
◆ Tips와 Note를 통한 유용한 정보 제공!

분석해보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우 인터뷰하기

Description
▶

◆중
 요 어휘 및 표현들을 문맥에서 학습하여 대화
기술을 습득!

차트, 그래프, 도표 자료를

Part A와 동일

연관된 문법 및 용법을 학습
하여 수준 높은 문장 구사하기

▶

Reading and
Discussions

지문을 읽고 내용 이해를 확인
하는 연습 문제

▶

Part A와 동일

주어진 핵심단어를 참고하여
지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는 액티비티

• Speaking by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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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 aking

Speech, Discussion, Debate 시리즈로
영어 경시 대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Getting Ready for Speech

정가

SB: 14,000원

Level

대상: 중등 고급 이상

Units: 7 (14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Syllabus,

Lesson Plan, Free MP3

7 Units
Introduction
Speech A, B
Informative
Speech A, B

Storytelling A, B

Award Presentation

90

구성

본인 및 타인 소개, 물건 사용법 및 사물과 건물의 구조에 대한 소개, 책과 영화 평론,

Model

▶

Language

▶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각 과의 학습 목표와 핵심 표현 및 연습 과제 제시

▶

Model: 핵심 학습 사항을 샘플 문장 및 대화로 단원의 주제에 빠르게 접근

▶

Language: Speech 패턴의 주요 문법 및 표현을 시각적인 Prompt를 상호적으로 반복 연습

▶

Delivery: Speech 도중의 특정한 몸짓의 의미를 학습해보는 코너

Practice

▶

Practice: Language와 Delivery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Model에서의 핵심 학습

Speech

▶

Speech: 학습자 혼자, 파트너와 함께, 또는 전체 학습까지 직접적 경험과 연결시켜 단원의

Structure

▶

Delivery

주제 정하여 토론하기, 수상 소감 등 7가지의 기본 Speech 형태 학습

사항을 파트너와 함께 연습해보기
학습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

Structure: 단원의 복습 코너로 수업 시간 및 숙제로 활용 가능

Discussion Process and Principles

정가

SB: 16,000원

spe aking

Level

대상: 중등 고급

Units: 4 stages, 7 loops (16 pages / loop)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Syllabus, Lesson Plan

Loop Discussion Lab

구성
Stage 1
(Sharing)

▶

Stage 3
(Decision
Making)

▶

Loop으로 구성
▶

Stage 2
(Exploring)

총 7개의
각 Loop마다
각기 다른 토의에서
요구되는 원칙과
학습 사항 및
접근법 제시

Discussion Principles

각 Loop 내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하여 핵심 사항을
소개하고 필수 대화
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섹션

▶

Discussion Principle:
좋고 나쁜 2가지의
모델 토의 형태를 듣고
올바른 토론 자세를 학습

▶

Discussion Phase Bank:
유용한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하여 토의에 힘을
싣도록 도움

Discussion Topics
▶

Model Discussion: 본격 토의에 앞서
유사한 예문으로 학습 목표를 파악

▶

Preparation: 토의 전 논쟁에 대한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

Discussion Time: Loop과 Principle
에서 나온 토의의 주제 및 형태로 연습

▶

Discover Debate

Let’s Continue the Discussion: 확장,
보고, 및 내용의 재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토의 내용으로 심도 있는 토의 학습

정가

SB: 16,000원

Level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초급

Units: 9 (15 pages / unit)
교재 부록: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Syllabus,

ETC(Teaching Materials; Judge Form, Quizzes, 25 Debate Topics)

9 Units (Steps)
Have a Opinion
Explaining Your Opinion
Supporting Your Opinion
Organizing Your Opinion
Refuting Explanations
Challenging Supports
Organizing Your Refutation
Debating an Opinion
Discover Debate
Have a Opinion

1 Unit

- Discover
- Model

구성
▶

표현하는 방법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토론 토의 교재
▶

- Language Focus

성공적인 토론에 필요한 스킬을 총 9개 Unit마다 구성된 6가지 Steps
(Discover, Model, Language Focus, Controlled Practice, Debate
Application, Project)에 의해 학습

- Controlled Practice
- Debate Application

글로벌 이슈, 인권 및 환경에 관해 나의 생각이 어떤지 정리하고 그 생각을

▶

토론, 논쟁을 하는 과정 및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여
만화같은 재미있는 삽화로 설명

- Project
▶

풍부한 예시와 다양한 액티비티로 개념 및 필요한 스킬을 다지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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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Topics 1, 2
spe aking

정가

대상: 고등 중급 - 대학 . 일반

Units: 20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 Free MP3

TOPICS

구성
Warm-Up &
Before You Read

Society
Health

Vocabulary Preview
& Practice
Listening

Education
Science &

Reading &
Comprehension

Technology

• Hot Topic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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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신 이슈를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유창하게 토론하기!
읽기, 듣기, 쓰기 및 토론 스킬 향상을 위한 2단계 교재!

1

2

3

단원 학습 전 주제와 연관된 질문에 답해보고, 간략한 배경
지식을 파악하여 주제에 빠르게 접근하기!
단원 필수 어휘 및 표현 학습하기
해당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주어진 표를 완성하기,
정보를 듣고 분류할 수 있는 Note-taking 능력 강화 훈련
읽을 거리를 제공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력 높이기, 차트화된
Comprehension 문제로 Reading과 Listening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Discussion

듣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Writing

확장된 토론, 찬반의 입장을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논박하는 등 단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코너

Culture

SB: 15,000원

한국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시사 이슈로 주제 구성

- 공교육 vs 사교육, 해외 연수 및 불법
다운로드 관련 등 다양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친숙한 주제 구성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와 논리적인 의견
전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 Listening과 Reading 지문을 제공하여
“나만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배
경 지식을 풍부하게 제공

Writing Basics 1, 2 & Writing Step by Step 1, 2

 Writing

Basics 1, 2 

 Writing

writing

정가

SB: 14,000원

Step by Step 1, 2 

탄탄한 기초부터 자유로운 의견 표현까지!
Level

-

Level

◆ Modeling: 각 단원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별 구성

대상: 중등 초급 - 중등 고급

Units: 12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Word List, Lesson Plan,

Transcripts (Step by Step 2), Free MP3 (Step by Step 2),
ETC (Additional Activities-Basics 1, 2)

• Writing Basics 1

◆ 초•중등 빈출 필수 어휘 500 단어 마스터
◆ 영어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의 연습 문제 수록
◆ 레벨 별 필수 어휘와 주요 문장 구조의 체계적 습득
◆ 다양한 쓰기 유형 연습과 논리적으로 계획된 유도 작문

• Writing Step by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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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Framework for Sentence Writing 1-3
writing

정가

쉽고 다양한 작문 구조화 활동을 통해 글쓰기 뼈대를 세우자

-

Level

대상: 초등 중급

◆ 쉽고 체계적인 Writing Step을 통한 기초 문장쓰기 학습

Units: 8 (SB: 8 pages / unit, WB: 2 pages / unit)

◆ 지루하고 작위적인 글쓰기가 아닌, 흥미로운 실생활 주제로

교재 부록: Workbook

쉽게 나만의 글 완성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 영작문에 필수적인 글쓰기 테크닉(구두법) 연습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s,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Syllabus, Lesson Plan, Teacher’s Guide, ETC

		

◆ Project 페이지를 통해 리딩, 리스닝, 스피킹 연계학습 가능

1

구성		

2

본격적인 단원 학습 전 주제와 연관된 글쓰기 전략 및

▶

STEP 2: PREWRITING (Language Skills, Writing Skills)

▶

본문에 사용된 문법과 구두점 학습 및 심화연습

STEP 3: DRAFTING (Brainstorm, First Draft)

▶

앞서 연습한 어휘와 패턴을 활용하여 초안 완성

(Let’s Practice, Final Draft)

▶

심화 문법 연습 및 퇴고활동을 통해 나만의 글 완성해보기

EXTENSION (Project)

▶

리딩, 리스닝, 스피킹 활동으로 확장연습

어휘 학습

STEP 4: REVISING AND PROOFREADING

• Writing Framework for Sentence Writing 1
GOAL

UNIT

01

WARM-UP

Write simple information about people.

WORDS TO KNOW

MY SISTER AND I
WARM-UP

PREWRITING

DRAFTING

PREWRITING

DRAFTING

REVISING AND PROOFREADING

READ

A Look at the pictures. Write the correct words.

REVISING AND PROOFREADING

B Rewrite the sentences from the story on page 10.
Change the words from the story.

Read the story.

WORDS

1.
2.
3.
4.
5.
6.
7.

Scan for Audio

sister brother father grandma grandpa mother uncle

WARM-UP
Can you describe yourself and one of your family members?

My Sister and I

WRITING GUIDE

Jonas to David
10 years old to 11 years old
tall to thin
Erica Clark to Mary Clark
sister to mother
8 years old to 39 years old
short to tall

Hi, I am Jonas Clark.
I am 10 years old.

INTRODUCTION 1

This is Erica Clark.

1.

She is my sister.
WARM-UP

PREWRITING

DRAFTING

LANGUAGE SKILLS

WRITING SKILLS

When you write
about
A THE
VERB BE Circle the correct verbs.
yourself, you should
write
The verb be has three forms in the simple present tense: am, is, are.
your name, age, looks, or
other details.
1. I ( is / am ) 10 years old.

big
short

She is short.

BRAINSTORM

me

TIP

A Look and unscramble. (Don’t forget to capitalize correctly.)
B Complete the chart and sentences about Jacob.
1
i / 9 years old. / am
name

Jacob Davis

HINTS Sam Jone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
4. We ( are / is ) funny.

What is the
writing about?
REVISING AND PROOFREADING
PREWRITING
DRAFTING
a. Jonas and Erica b. Jonas and Jacob

Canada

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
strong
B CAPITALIZATION Correct the mistakes. tall
Looks / Details:
__________________________
Capitalize
the first word of every sentence and people’s names.
thin

age

2.

10
looks

A Complete the mind map about you and a family member.

name about Jonas and his sister.
A Complete the chart
name

My name is ________
Jacob ________.
Davis

Me

3
short

8

tall. / is / he

age

10

age

Me

looks

9

10

Me

family
member

looks

Sister

EXAMPLE
EXAMPLE
My Brother and I

This is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Hi. I am
Angela Davis.
I am 10 years old.
I am tall.
This is Alex.
Alex is my brother.

CHECKLIST
Use CAPITAL letters at the
beginning of a name and
a sentence.
Correct spelling mistakes.

5.

She is my _______________.
He is 8 years old.

6.

He is short.
She is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7.

She is _______________.
11

looks

looks

INTRODUCTION 1
name

2. alex is my Brother.
_________________
4. he Is Tall.
_________

Go to the appendix for more on language skills.

Go back to page 10, look at the story, and follow steps 1 and 2 below.
1. Circle all be verbs ( am / is ).
2. Now underline the CAPITAL letters.

Hi, I 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TAILS

need to add more words. (Don’t forget to capitalize correctly.)

12

REVISING AND PROOFREADING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
My

B Use the given words to make complete sentences. You will

3. I AM 9 YEARS OLD.
_________________

DRAFTING

I amA_______________.
thin

INTRODUCTION 2
4.

age

PREWRITING

FIRST
DRAFT___________
I am
___________
11
years ___________.
old

DETAILS

age

t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my name is sam wilson.
_______________________
My name is Sam Wilson.

name
name

Jonas Clark

I am _________ years old.
is / Ben / my brother.
I am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ARM-UP

Now write about you and one of your family members.

UNDERST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am

2

Hi, I am ___________
David Clark.

DETAILS

3.

Capitalize the names
of specific people
and places.

2. He ( am / is ) 44 years old.

Write about yourself.
3. She ( is / am ) 38 years old.

CHECK IT
C

She is 8 years
old.
WARM-UP

REVISING AND PROOFREADING

My Mother and I

TITLE

I am tall.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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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1: WARM-UP

(Warm-Up, Writing Guide, Words to Know, Read, Understand)

Think

SB: 13,000원
TG: 18,000원 (단계별 1권)

1. ( my brother / 7 years ol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y brother is 7 years old

age

I 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s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With a classmate, talk about a family member. Write down

what your classmate says.

2. ( he / my da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name

3. ( mike / short )

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s

4. ( tom / my brother )

INTRODUCTION 2

___________ is __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 is _____________ years old.
___________ is __________________.

DETAILS
family member

_______ is _________________________.

age

_______ is ____ years old.

look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14

This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member

_______ is __________.
Go to workbook page 5 for final draft.

15

Writing Framework for Paragraph Writing 1-3
SB: 13,000원
TG: 18,000원 (단계별 1권)

writing

정가

뻔하지 않고 재미있는 문단을
학습하여 글쓰기 근육을 키우자
대상: 초등 고급

Units: 8 (SB: 8 pages / unit, WB: 2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s,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Syllabus, Lesson Plan, Teacher’s Guide

Level

-

◆ 다양한 문단을 학습하며 좋은 문단을 쓰는 법 완벽 공략
◆ 흥미로운 실생활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다양한 형식의 글 완성

• Writing Framework for Paragraph Writing 1

◆ 상세한 교수법 및 다양한 예시 정답이 포함된 친절한 Teacher’s Guide
◆ 내신 대비 동시에 가능 (중학 서술형 평가 대비용 부가자료 온라인 제공)

Writing Framework for Essay Writing 1-3
정가

SB: 13,000원
TG: 18,000원 (단계별 1권)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에세이를 완성시키자
대상: 중등 초급

Units: 8 (SB: 10 pages / unit, WB: 2 pages / unit)
교재 부록: Workbook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s,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Syllabus, Lesson Plan, Teacher’s Guide

◆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문단쓰기부터 에세이 쓰기까지 연습

Level

-

• Writing Framework for Essay Writing 1

◆ Academic Writing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최신 주제 선정 (소셜 미디어 중점 프로젝트)
◆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Essay Framework를 학습하며 쉽게 나만의 에세이 완성
◆ 상세한 교수법 및 다양한 예시 정답이 포함된 친절한 Teach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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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d Writing 1-3
writing

정가

SB: 14,000원

영어로 쓰면 영어 쓰기 완성?
Guided Writing으로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를 완성하자!
Level

-

특징
◆ Logical Writing & Creative Thinking Skill: 주제에 따른 창의적
생각을 배양하고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를 잡아줌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저자: Liana Robinson

Units: 12 (8 pages / unit)
구성: Answer Key

• Guided Writing Student Book 1

96

◆ Easy to learn: 순차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 흥미를 이끔
◆ Easy to teach: 학습 활동과 뚜렷한 학습 목표

액티비티별 쓰기 학습 과정
Brainstorming을 통한 기본 문형 훈련 → Modeled Writing으로 모범 문형 및 글 제시
→ Extending Ideas을 통해 배운 내용을 파트너와 상황에 대입하여 말하기 → Guided
Writing을 통한 나만의 마인드맵으로 논리적인 글 쓰기

Guided Writing Plus 1-3
SB: 14,000원

writing

정가

Guided Writing Plus로
글쓰기의 완성된 기초를 내 것으로 만들자!
Level

◆ 라이팅 유형에 맞게 유닛 초반에서 알려주는 팁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 학생들의 라이팅을 도울 수 있게 제공하는 Modeled Writing 샘플

저자: Liana Robinson

◆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킬수 있는 리딩, 스피킹, 리스닝 액티비티

Units: 12 (8 pages / unit)

◆ Writing Drafts에 관한 아웃라인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성: Answer Key

Guided Questions!
◆ 더 많은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Practice Book!

• Guided Writing Plus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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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Easy Writing 1-3
writing

정가

지루하고 어려운 Writing은 이제 그만!
쉽고 재미있는 Writing 첫걸음

Level

◆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와 캐릭터를 통해 재미있게 Writing 연습을

대상: 초등 초급

하도록 유도

Units: 12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Free MP3,

Lesson Plan(Teacher’s Guide), Unit Test

구성

◆ 초등 영어 교과과정의 필수 어휘들을 사용하여 구성
◆ Letter/Word ▶ Phrase ▶ Sentence로 단계적인 레벨 조정

1

2

3

Unit Introduction
& Warm-Up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러스트와 함께 Target Language 소개. 오디오를 듣고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으
면서 유닛의 주제를 파악

Spelling/
Structure Builder

Spelling Builder: 오디오와

Put It Together
Review Activity

• Very Easy Wri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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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4,000원

이미지를 활용하여 타겟 어휘 학습

Structure Builder: 오디오를 통해 문법과 문장 패턴을 학습한 후
Writing에 적용

해당 유닛과 이전 유닛에서 연습한 어휘와 패턴을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완성

Games and Puzzles: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

My Writing Project: Drawing과 Labeling을 통해 배운 내용
을 마무리하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시도해 보도록 유도

Writing Starter Second Edition 1-3
SB: 14000원

writing

정가

기초부터 탄탄한 영작문 입문 완벽 가이드!
Level

-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Units: 16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ETC(Writing Worksheets),
Lesson Plan(Teacher’s Guide)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Writing은 가르치고 배우기 어려운 Skill이라고 합니다.
Writing Starter 1-3은 이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Writing에 보다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자 고안된 과정 중심의(Process-Oriented)
쓰기 교재입니다.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Writing에
대한 배경 지식을 탄탄히 합니다.
1. Writing Starter 1-3은 Reading 지문으로 유닛을 시작합니다.
2.	유닛마다 핵심이 되는 Grammar 지식을 소개합니다.
3. Brainstorming을 통해 학생들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4. Outline 또는 Cluster같은 Graphic Organizer를 통해 글의 전체적인 Organization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합니다.
5.	자신이 쓴 글에 대해 Self & Peer Feedback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Writing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줍니다.

• Writing Starter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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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Bright 1-3

정가

writing
 Student

Book 

 Teacher’s

SB: 14,000원
TG: 15,000원

Guide 

Go! 1 등 내신! 중학생을 위한 Writing Skill Book
Level

1. Warm-Up


보다 확장되고 세련된 문장 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매 unit의 학습 포인트가 하이라이트 된 짧은

매 unit의 핵심 문법을 간략하게
글을 읽으면서 학습할 내용을 가볍게 점검합니다.
정리하고 숙지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실수와 오류를
점검해보는 단계입니다.

-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고급

Units: 10 (10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2. Main Lesson
앞에서 다룬 문법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연습 문제를 다루며 정확한 문장 쓰기를 익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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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ended Lesson


앞 페이지에서 다룬 주제와 문법을 짧은 글
속에서 다시 점검하며 단락과 문장을 함께 익힙니다.


과학, 지리, 역사, 문학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과서 주제와 함께 문장
쓰기를 확대해 갑니다.

 배운 문법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써보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당 unit의 단어와 파생어를 문장
속에서 익히며 어휘력과 문장력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Writing Tutor 1A-3B

정가

SB 1A-2B : 14,000원
SB 3A-3B : 15,000원

writing

단계적 글쓰기 (문장 → 문단 →에세이 쓰기)를 통한 순차적인 Writing 시리즈
-

Level

◆ 단순한 문장쓰기부터 에세이 쓰기까지, 단계적인 완성을 돕는 구성!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 순차적인 글쓰기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 유닛을 4단계로 구성!

Units: 6 (16 pages / unit)

◆ 재미있는 토픽과 다양한 연습 문제를 통해 재미있는 글쓰기 완성!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3A, 3B만 제공), Free MP3(3A, 3B만 제공)

◆ 2가지 수업 형태로 응용 가능!

• Option 1: 독립적인 Writing 교재로 사용!
• Option 2: 교재와 온라인 e-Tutor 프로그램과의 병행 학습!

레벨별 Unit 구성 : 6 Units (4 parts / unit)
Unit
Part 1

Sentence
Writing

Paragraph
Writing

Essay Writing

1A

2A

3A

1B

Writing Form

2B

Paragraphs

3B

Prewriting

Part 2

Prewriting

Making an Outline

Part 3

Drafting

Making a Draft

Part 4

Revising & Proofreading

Revising &
Proofreading

e-Tutor

Essay
Writing

 Writing Tutor의 단계적 학습

Blended
with
Online

Paragraph
Writing
Level 3 (A/B)

Sentence
Writing
Level 2 (A/B)
Level 1 (A/B)

Write sentences
within the
context

Write essays

Write logical
paragraphs

• Writing Tutor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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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On 1-3
writing

정가

SB: 14,000원

다양한 장르의 Writing에 필요한 스킬을
6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Level

1. Modeling: 학생들이 따라 쓸 다양한 장르의 Writing에 노출

대상: 중등 초급 - 중등 고급

Units: 12 (6 pages / unit)
Writing Assignment (2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Lesson

Plan(Teaching Tips)

• Write 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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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pping Ideas: Cluster를 채우며 제시된 글의 내용을 시각화
3. Language Focus: 맥락이 제시된 연습 문제를 풀며 문법 지식 강화
4. Brainstorming: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
5. Making an Outline: Outline을 채우며 글을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구조화
6. My Own Writing: 완전한 한 편의 글을 쓰고 스스로 점검

Essay Writing for Beginners 1, 2
SB: 15,000원

writing

정가

성공적 토플 Writing 입문을 위한 필수 학습서
새로운 iBT TOEFL® Integrated Writing에 꼭
필요한 스킬 및 개념을 퀴즈로 정리

Level
Step 1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중급
 steps (166-168 pages)
Units: 4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1권만 제공),
Free MP3(1권만 제공)

TOEFL® iBT
Writing
Key Points

Integrated
Writing 1

Step 2

Step 3

Writing
Key
Sentences

Writing
Paragraphs

Reading과 Listening의 핵심 주제 및 세부사항
파악을 위한 Note-taking 연습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도움

Introduction  Body 1,2,3  Conclusion으로
이어지는 글의 기본 구조를 Step-by-Step으로
다지기, 중간에 Skill Build-up을 통해 더 나은 작문을
위한 유용한 팁 제공
Step 1-3에서 다졌던 개념을 실전 Writing Test의
문제 유형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전을 위한 스킬 및
전략 다짐 (모범 샘플 답안을 비교하며 아이디어 전개
과정 비교)
새로운 iBT TOEFL® Independent Writing에 꼭
필요한 스킬 및 개념을 퀴즈로 정리

Brainstorming과 Outlining 작성 절차를 통하여
Prompt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형태로
Independent
Writing 2

Step 4

Guided
Actual
Tests

답안 작성 연습

서론, 본론 1, 2, 3 및 결론 문단의 초안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코너
학생들 스스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주어진 실전 문제

• Essay Writing for Beginn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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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lanet 1-3
grammar

정가

 Student

Book 

SB: 14,000원 (WB포함)

 Workbook 

Murphy Family와 떠나는 신나는 문법 여행!
Level

-

◆ 최신 초등 교육 과정 및 초등 어휘 반영
◆ 누적 반복 학습을 통한 완전 학습
◆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법 설명

대상: 초등 초급 - 중급

Units: 16 Units (SB: 유닛당 4pages + WB: 유닛당
3pages)
교재 부록: Workbook, Free App,

Midterm Test, Final Test, Grammar Charts.
홈페이지 제공자료: Answer Key, Syllabus, Lesson
Plan, Unit Test, ETC (Teaching Tips, Flash Cards,
수업용 PPT)

◆ 학습자 중심의 흥미로운 학습 활동
유닛 구성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Review

• Grammar Planet Student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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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문법 차트를 통한 명확한 학습 내용 제시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항을 통해 학습 내용 이해 점검
게임 형태의 학습활동, 학습한 문법 사항을
말하기/ 쓰기 활동과 연계
이전에 배운 유닛을 포함한 배운 내용에 대한 누적 복습

• Workbook 1

Grammar Galaxy 1-3

 Student

Book 

SB: 14,000원 (WB포함)

grammar

정가

 Workbook 

초등 문법 완성 & 중등 문법 기초 다지기!
Level

-

대상: 초등 중급~고급 (초등 4~6학년 학습자)

◆ 최신 초등 교육과정 및 어휘 분석·반영

Units: 16 Units (SB: 유닛당 4 pages + WB: 유닛당 3 pages)

◆ 누적 반복 학습을 통한 완전 학습 (나선형 커리큘럼)

교재부록: Workbook, Free App, Midterm Test, Final Test,
Grammar Charts
홈페이지 부가자료: Answer Key, Writing Worksheets,
Syllabus, ETC(수업용 PPT, 한글문법설명, 추가 학습영상)

• Grammar Galaxy Student Book 1

◆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문법 설명
◆ 예비 중등을 위한 문법 기반의 작문 연습

• Work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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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English Grammar 1-5
grammar

정가

SB: 10,000원

꼭 알아야 할 기초 영문법, 게임하듯, 쉽고 재미있게!
Level

-

구성

1
▶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Grammar
Corner 1 & 2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ETC(Card Activities Instructions)

▶

5

삽화, 보드 게임, 플래시 카드, 실용 회화문 등을 수록하여 자연스러운

차트와 테이블로 간략한 핵심 문법 설명, 적절한 예문, 유용한 회화문
알맞은 답에 동그라미 및 빈칸에 알맞게 쓰기, 문법 오류 편집 및
쓰기 등 다양한 문제로 배운 내용을 정리

▶

▶

4 Units Game

Test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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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으로 상세히 뒷받침해 개념의 이해를 도움

Exercises

4 Units Review

• Easy English Grammar 2

3

문법 학습이 되도록 5권 시리즈 안에 40여개의 문법 사항을 쉽고
재미있는 연습 문제로 구성
▶

Units: 8 (4 pages / unit)

2

4개 unit마다 다양한 형태의 연습 문제를 통하여 앞에서 배운 핵심
문법 사항을 복습
주사위 게임을 통해 각 단원에서 다루었던 핵심 문법 사항을 완성된
문장으로 말해보기

▶

▶

각 단계에서 8개의 Unit을 학습한 후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실전 테스트 2회분 포함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간편하게 떼어 쓸 수 있는 Card Activity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하여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함

Grammar Starter 1-3

Book 

SB: 12,000원
WB: 4,000원

grammar

 Student

정가

 Workbook 

문법의 첫 걸음, Grammar Starter!
기초 문법을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여 쓸 수 있다!
Level

-

◆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문법 요소를 다루는 챕터 구성
◆ 보기 쉬운 문법표와 이미지로 개념 이해 도움!

대상: 초등 초급

◆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연습 문제 구성!

Units: 20 (4 pages / unit)

◆ “나만의 문법 노트”: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표로 정리해보는 능동적인 액티비티!

별도 판매: Workbook 1-3

◆ Review: 챕터별로 학습한 문법을 정리해보기!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Lesson Plan,
Unit Test, ETC (문법 한글 해설)

◆ 워크북으로 마무리하는 확실한 문법 다지기!

• Grammar Starter 1

◆ Unit Tes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

•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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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Success 1-3

SB: 12,000원

정가

WB: 4,000원

grammar
 Student

Book 

 Writing Workbook 

말하고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문법 교재!
◆ 한눈에 들어오는 문법표로 명확한 개념 이해!

-

Level

◆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학습한 문법을 시각적으로 정리!
◆ 간단한 액티비티부터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점진적 심화 연습 문제 풀이!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 문법의 실용적 활용을 강조! 가이드가 제시된 말하기 및 쓰기 액티비티 수록!

Units: 16 (4 pages / unit)

◆ 앞부분에서 학습하지 않은 문법 개념은 다루지 않는 엄격히 컨트롤 된 액티비티!

별도 판매: W
 riting Workbook 1-3

◆ Review: 다양한 쓰기 문제로 핵심 문법 다지기! (매 4개 Unit별 제공)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Lesson Plan,

◆ Final Test: 각 권에서 학습한 주요 문법 사항을 정리 및 평가! (Unit 1-16)

Unit Test

◆ Unit Tes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

• Grammar Success 1

• Writing Workbook

Types of Nouns

Types of Nouns

More Practice
Circle the correct types of nouns.

Grammar Rules
Common Nouns vs. Proper Nouns
Practice
A noun is a person, place, thing, or animal.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nouns.
Most nouns are common nouns. Common nouns are general things.
boy, city, book, tiger

Example

Common Nouns vs. Proper Nouns

Sam, Paris, Eiffel Tower, Monday, Godzilla

Common Nouns

boy

People

Places

Common Nouns doctor
teacher
Proper Nouns
Jason
Proper Nouns

kitchen

Jim

school
China
China

chocolate
paper

Greece

Apollo

cat

Titanic

6. calendar

(proper noun / common noun)

7. hate

(concrete noun / abstract noun)

Animals
8. Internet
lion
9. milk
deer

clock

telephone

king

Tuesday

monkey

Seoul

Places

(concrete noun / abstract noun)

Things

Sparky Nouns
Common

stapler

Animals

(common
ommo
o / proper)

book
____________________

(concrete / abstract)

4. The Students walk to the house.

(concrete / abstract)

____________________

5. The Eiffel Tower is in paris.

(common / proper)

____________________

6. He meets jennifer.

(concrete / abstract)

____________________

7. She speaks four Languages.
Canada
8. I like apple
actor Pie.

(common / proper)

____________________

(concrete / abstract)

____________________

mountain

aunt

bear

lake

Paul

cheetah

Godzilla

president

New York

book

pride

giraffe

courage

victory

friendship

King Kong

bottle

Jason

zoo

table
Abstract Nouns
chair

water
house

bird
tree

Places

Common
Abstract
Nouns
Nouns
anger
luck

beauty
happiness
Proper

stress
loneliness

Nouns

love

sand

sadness

book

fear

hate

paper

love

pencil

happiness

6

ruler

knife

peace

trust

Nouns
Proper
Nouns

2. person (proper nou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thing (proper nou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animal (common nou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concrete nou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abstract nou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ngs

Animals

Titanic

Common Nouns

3. thinganger
__________
__________
4. animal
monkey
__________
5. concrete
noun

__________

flower

__________

house

_________

__________

Boston

Big Ben

Godzilla

Napoleon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beauty
6. abstract
noun

Look at the words in the story and write at least one noun in each category.

1. anger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Brad is my brother. He has a pet bird, Polly. They go to the park. It feels joy.

2. California

Brad has a computer. He uses the Internet. He sends an email to his friend Mike
(common noun / proper noun)
in New York City. Mike tells Brad about the Empire State Building. They feel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excitement. He is a good brother. He lets me use his computer. He lets me play
with Polly, too.
(common noun / proper noun)

4. The Eiffel Tower
5. boat

(common noun / proper noun)

6. Jenny

(common noun / proper noun)

7. pizza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Common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Nouns

8. friendship
9. brother
10. eraser

Concrete Nouns
People

Places

Abstract Nouns
Things

Animals

(common noun / proper noun)
Proper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Nouns

Take turns saying out loud examples of the different kinds of nouns.

3. thing (common noun)
4. concrete noun
5. abstract noun

7

woman
Write examples
of the different kinds of nouns.

1. person
Abstract Nouns
2. place

pilot

3. duc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Places

Circle the correct words.

card

1. place (common noun)

2. place (proper noun)

Abstract Nouns

sand

Proper Nouns

trouble
Pair Work

Speaking

joy

Greece

Common

1. person (common noun)

8
Concrete Nouns

Animals

Steve

King Kong

People

Abstract Nouns
Writing
Write examples of the different kinds of nouns listed.
Things

library

hate

Concrete Nouns

Work with a partner. Practice naming the different kinds of nouns.
Concrete Nouns

More Practice

tiger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January

People

Concrete Nouns vs. Abstract Nouns
Concrete Nouns

108

Correct words

(common / proper)

Mary

joy

Types of nouns

3. They are in the Library.

Brooklyn Bridge weakness

Look at the table. Then, write the words in the correct boxes.

trust, fear, happiness, Internet

pen

2. Amy feels Happiness right now.

(common noun / proper noun)

Write the words in the correct boxes.

nurse

girl, rock, paper

Abstract nouns are ideas, feelings, and qualities.

bird

1. The Book is on the table.

(abstract noun / concrete noun)

10. tissue
Godzilla

Write the correct words from the box.

Challenge
Circle the correct types
type for the underlined nouns and rewrite them correctly.
ctly

(concrete noun / abstract noun)

Steve

Concrete nouns are things you can see and touch.

Concrete Nouns

(common noun / proper noun)

singer

Proper Nouns

Example

(concrete noun / abstract noun)

4. Germany

bird

Concrete Nouns vs. Abstract Nouns
Nouns can be concrete or abstract.

Example

(proper noun / common noun)

3. stone

King Kong

People
notebook

Things

park
hospital

Practice

2. Chicago

5. boxes.
success
Look at the tabl
table. Then, write the words in the correct

Proper nouns are specific names. Proper nouns always start with capital letters.
Example

(common noun / proper noun)

1. plate

2
Example: thing (common noun)
Student A: thing (common noun)
Student B: spoon

9

3

Active English Grammar Second Edition 1-3
grammar

정가

SB: 15,000원

알파벳의 시작은? A (에이지)!
문법의 완성은? AEG (에이이지)!
Level

◆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법 포인트와 핵심 예문 제공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Units: 8-10 (2-6 parts /unit, 4 pages /part)
교재 부록: Workbook, Answer Key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ETC(Writing Worksheets), Unit Test

◆ 학습한 문법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문제
◆ 자주 틀리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Further Learning 섹션
◆ 점진적 난이도 향상으로 체계적인 문법 학습 가능
◆ 각 단원의 문법을 활용한 Writing 연습 문제 홈페이지 제공

• Active English Grammar Secon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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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English Grammar
grammar

정가

 Student

Book 

 Practice

SB: 15,000원
PB: 15,000원

Book 

초급 영어에서 고급 영어로 넘어가는 디딤돌!
영어 능력 시험 고득점을 위한 발판!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자습용으로 적합한 문법 교재!
Level

-

대상: 고등 중급 - 대학 . 일반

Units: 90 (2 pages / unit)
교재 부록: Answer Key 포함
별도 판매: Practice Book (Answer Key 포함)

문법 사항을 파트 (Section)별로 분류해서 한 눈에 찾아보기!
•연관성 있는 문법 사항들을 하나의 큰 파트로 묶어 총 18개 파트 구성. (총 90 Units)
•문법 설명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표 구성

풍부한 예시를 통한 복잡한 문법 개념도 쉽게 다가가기!
•간단한 문제 구성의 Pop-up Questions와 Wrap Up Exercise로 학습한 개념 다지기!

명쾌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문법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별도 교재로 사용 가능한 Practice Book으로 문법 심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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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Basic English Words 1-4
SB: 13,000원

초.중등 내신 필수 어휘는 1000 Basic English Words 시리즈와 함께!
2000 Core English Words 이전 단계에서
꼭 배워야 하는 필수 어휘 시리즈!
Level

-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중급

Units: 12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MP3,

Translations, Word List, Word Test,
Review Test, Writing Worksheets,
Tips&Ideas (Teaching Ideas- games)

◆ 초 . 중등 개정 영어 교과과정의 필수 어휘 제공
◆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7회 반복 어휘 학습
◆ Fiction과 Nonfiction 본문을 통한 단어의 맥락적 의미 파악 연습
◆ 학습한 단어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Worksheet 제공
◆ Bigbox Classbooster 앱, Review Test를 통한 단어 추가 복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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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ore English Words 1-4
정가

SB: 14,000원

테마별 단어 학습서, 2000 Core English Words!
Level

◆ 테마로 묶인 단어 리스트와 Reading Passages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고급

Units: 16 (6 pages / unit)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Answer Key,

Word List, Word Test, Translations,
Writing Worksheets,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ETC

◆ 명확하고 쉬운 정의와 예문
◆ 정확한 발음 및 듣기 연습을 위한 target words와 reading passage QR 코드 제공
◆ 동의어, 반의어 수록
◆ 각 유닛의 target words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reading passages
(만화, 일기, 블로그, 대화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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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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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UNIT



blood >EOȒG@

n. Blood is the red liquid in your body.

body >ɇEǘGL@

n. The body is the whole physical person.

1. someone who helps sick people
a. doctor
b. finger

chin >WȉǰQ@

2. the bottom part of your face below your mouth
a. chin
b. blood
c. body

d. ease

3. to be in pain
a. ease

c. doctor

d. hurt

4. a pain in your head
a. weak
b. headache

c. body

d. finger

5. the red liquid in your body
a. dentist
b. health

c. blood

d. chin

Exercise is good for the body.

n. The chin is the bottom part of your face below your mouth.

There is some food on your chin.

dentist >ɇGHQWǰVW@

n. A dentist is a doctor who takes care of teeth.

People should see a dentist twice a year.

doctor >ɇGǗɏNWǟU@

n. A doctor is someone who helps sick people.

The doctor smiles at the baby.

ease >Lɏ]@ eased - eased

b. chin

c. healthy

Some people use garlic for a
toothache. You can chew the garlic
or you can mix it with salt and put it
on your tooth. No more pain. (If it still
hurts, go to the dentist!)

06

Are you in pain? You don’t always need
to go to a doctor or take medicine.
Here are some ways to feel better at home.

Track 02, 04: Pronunciation
Track 03, 05: Word List
Track 06: Reading Practice

 Choose the correct word for the given definition.

The doctor checks the blood.

 TOOTHACHE

Ease Your Pain at Home

Scan for Audio

 HEADACHES

d. body

In many countries in Asia, some people ease
headaches with a towel and some water.
Put the towel in hot water and hold it to your
head. Or you can put the hot towel on the
back of your neck.

 BURNS
Ouch, the stove was too hot! Now
you have a burn on your finger.
This may sound funny, but some
people use mustard for that.
First, put your hand in cold water.
Then, put mustard on your skin.
No more pain!

 STOMACHACHES
Does your stomach hurt? Try a special tea.
Chamomile is a flower from Europe and Asia.
Germans drink chamomile tea for stomachaches.

SYN. help, calm

 Answer the questions.

v. To ease something is to make it hurt less or bother you less.

If a part of your body hurts, ice can ease the pain.

 Circl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each sentence.

finger >ɇIǰčǧǟU@

n. A finger is one of the five long thin parts on your hand.

She is holding up one finger.

headache >ɇKHGHǰN@

3. Nina wears a gold ring on her doctor / finger / headache.

2. If you have a stomachache, what do you need?
a. A towel
b. Some mustard
c. A dentist
d. Some tea

4. He has a large blood / doctor / body, but thin legs.

3. Fill in the blank with the word from the passage.

2. My chin / blood / dentist told me to brush my teeth more often.

n. A headache is a pain one feels in their head.

Homework gives him a headache.

healthy >ɇKHO˥L@

ANT. unhealthy,

weak, sick

adj. Someone who is healthy is strong and well.

I run and eat well to stay healthy.

.

SYN. ache

b. Garlic eases pain in your

His back hurts because he worked hard all day.

6

7

1. You should always go to the doctor if you are in pain.
2. Some people use hot towels for headaches.
3. Mustard eases pain on your skin.

 Match the definition with the word in bold from the passage.
1. to make better

a. For a headache, put a hot towel on the back of your

5. We walk every day to stay healthy / weak / sick.

hurt >KǢɏUW@ hurt - hurt
v. To be hurt is to be in pain.

 Write T for true and F for false.

1.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a. How to eat well
b. How to stop pain
c. Where to find a doctor
d. Why people have headaches

1. To hurt / harm / ease your pain, go to bed early.

.

2. the middle, front part of your body
3. the outer part of a person’s whole body

# In Real Life

How do you ease a headache?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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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ǟɇNDȐQW@

Unique Bills

n. An account is an arrangement in which a bank looks after your
money.

 Choose the correct word for the given definition.

He is checking how much money is in his bank account.

award >ǟɇZǚɏUG@ awarded - awarded

SYN. grant, reward

1. to ask for money in return for a product or service
a. deposit
b. charge
c. spend

d. economy

n. A balance is the amount of money in a bank account.

2. the amount of money in a bank account
a. balance
b. cash
c. cost

d. fare

charge >WȉǗɏUGȘ@ charged - charged

3. an agreement with a bank to look after one’s money
a. fee
b. fare
c. borrow
d. account

v. To award something is to give a reward or prize to someone.

The college awards certificates to students with high
grades.

balance >ɇE¨OǟQV@

She is surprised to see that her bank balance is so low.

v. To charge is to ask for money in return for a service or activity.

The cafe charges four dollars for a coffee.

cost >NǘɏVW@

SYN. price

n. The cost is the price of something.

4. relating to or involving money
a. award
b. economy

c. budget

Every country needs a financial plan to run smoothly. To do this,
they need to know what their currency is worth.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ways of determining this. Some currencies are valued
by gold or silver reserves. Other countries use fiat money*: money
backed by a country’s government. But, when extra money suddenly
appears in a country, it damages the currency’s value. This situation
can lead to inflation and might even lead to increased taxes. It might
even spike interest rates on bank loans.

d. financial

Governments have many methods to stop counterfeiting. For
example, in the US, all bills use special prints, engravings, paper, and
ink. These features make the cost of producing fake bills and the
difficulty very high. US counterfeiters are also punished severely. A US
counterfeiter can be charged with 25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50,000: a big fee for a quick buck.

deposit >GǰɇSǗɏ]ǰW@ deposited - deposited
v. To deposit is to put money in a bank account.

SYN. save, put

She is depositing cash into her bank account.

economy >ǰɇNǗɏQǟPL@
n. An economy is the system by which a country’s trade, industry, and
money are organized.

 Circle two words that are related in each group.

An increase in tourism will help the town’s economy.

fare >IHU@

SYN. charge,

n. A fare is the money paid to travel on public transportation (bus,
subway, train).

price, fee

You can use your bus card to pay the fare.

fee >ᚏɏ@

SYN. cost,

expense

n. A fee is an amount of money that you pay to do something.

You will be charged a 2% fee for using your credit card.

1. a. save

b. craft

c. deposit

d. load

2. a. award

b. reward

c. exchange

d. charge

3. a. fee

b. expense

c. click

d. deposit

4. a. economy

b. fare

c. charge

d. item

5. a. cost

b. loss

c. borrow

d. price

 Answer the questions.
1.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a. World economies
b. Counterfeit money
c. Balancing budgets
d. Financial planning
2. What is true about fake money?
a. It is valuable.
b. It doesn’t harm economies.
c. It can be used to buy valuables. d. It is easy to produce.

 Match the definition with the word in bold from the passage.
1. a large amount of money and possessions
2. the amount of money you earn for working

So, how do governments avoid this?

5. the system of money and property in a region or country
a. debt
b. income
c. economy
d. account

The cost of a taxi ride depends on the distance traveled.



36

Money counterfeiters are criminals who make fake money. Fake
money has no value. But, it can be used to buy valuable things.
Counterfeiters can use fake money to create a large amount of wealth
from nothing. But, this isn’t good for anyone. It’s not fair to people who
work for their wages. It also damages a country’s economy.

Scan for Audio
Track 32, 34: Pronunciation
Track 33, 35: Word List
Track 36: Reading Practice

* Fiat money a currency which value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at
issues it. It is not valued by a commodity like gold or silver. The US dollar and
the Euro are common fiat currencies.

3. money that is borrowed

 Mark each statement T for true or F for false. Rewrite the false
statements to make them true.

1.

Counterfeiters can use fake money to create a large amount of
wealth from nothing.

2.

When extra money suddenly appears in a country, it increases the
currency’s value.

3.

A US counterfeiter can be awarded with 25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50,000: a big award for a quick buck.

financial >IDǰɇQ¨QȉǟO@

adj. Financial means relating to or involving money.

They are having financial problems.

# In Real Life

42

43

What does the money in your country look like?
Does it use special ink or have any special features on it?

46

47

• Various Reading Passages
UNIT
IT

FOOD

42

43

 Choose the correct definition for the given word.

avocado >¨YǟɇNǗɏGRȐ@

n. An avocado is a fruit with a thick green or purple skin and a large
seed in the middle.

barbecue >ɇEǗɏUEǰNMX@

n. A barbecue is a meal or party during which food is cooked over a
fire.

They’re having a family barbecue.

From Italy

Scan for Audio
Track 42, 44: Pronunciation
Track 43, 45: Word List
Track 46: Reading Practice

1. bagel
a. a round, yellow fruit with a thick skin
b. a white substance used to add flavor to food
c. a soft, white food made from sugar
d. a small, ring-shaped type of bread

You can eat avocado on bread.



UNIT



n. A bagel is a small ring-shaped type of bread.

I’d like to have a half of a bagel, please.

cheese >WȉLɏ]@

I’m in a beautiful town called
Positano. I’m learning Italian here.
I study in a language class for four
hours each day. They have special
classes for history, music, and
art, too. Sometimes, we go hiking
together.

3. grapefruit
a. a vegetable with a stem and a round top
b. a round, yellow fruit with a thick skin
c. a white substance used to add flavor to food
d. a solid food made from milk, which can be soft or hard

n. Cheese is a solid food made from milk, which can be soft or hard.

We have many kinds of cheese.

cook >NȐN@ cooked - cooked
v. To cook is to prepare food for eating by using heat.

4. cookie
a. a small, ring-shaped type of bread
b. a thick, cold red sauce made from tomatoes
c. a plant that you eat
d. a small, flat, and sweet cake

He is learning to cook.

cookie >ɇNȐNL@

n. A cookie is a small, flat, and sweet cake.

The cookies are almost ready.

full >IȐO@
adj. If someone is full, they have had enough to eat and do not want
any more.

ANT. hungry

The woman already ate, so she’s full.

grapefruit >ɇǧUHǰSIUXɏW@

n. A grapefruit is a round, yellow fruit with a thick skin, like a large
orange.

 Answer the questions.

5. full
a. to cut something into smaller pieces
b. a meal or party during which food is cooked over a fire
c. not wanting any more food
d. a piece of equipment that you cook on

 Describe the picture.

The grapefruit is red on the inside.

hamburger >ɇK¨PEǢɏUǧǟU@

2

1

n. A hamburger is a round, flat shape of meat that is eaten between
round pieces of bread.

I asked for a hamburger with fries.

1. The man is at a b
2. He likes to c

5

.

4

n. Ketchup is a thick, cold red sauce made from tomatoes.

Ketchup tastes good on a hamburger.

3

4. There is already c
of the meat.

Screen Time

11

No way! Well, we do
spend a lot of time
looking at our phone
screens. It must use
up a lot of energy.

It’s true. Technology is a
big part of our lives. In
fact, the average American
spends 4.7 hours on their
smartphone every day.

Wow! That is
a lot of time.
Do they ever
turn their
phones off?

You only say that
because you don’t
like calling people!

Yeah, you’re right.
Smartphones make
everything simple.
Search anything, click,
send! I’m too busy to
call anyone!

It’s one of the
best innovations
in digital
communication,
if you ask me.

It’s so easy to
access information
online. It’s displayed
all over the internet, so
it’s not surprising that
people are on their
phones 24/7.

That’s why
you always
text me!

Oh, I found a link
k
to a cool website. It
is loading… Here,,
take my phone.

Dear Minjoon,
Greetings from the southernmost continent!
Yes, here I am in Antarctica. The landscape here is
beautiful—if you like ice. Everything here freezes in
a matter of minutes. The land is frozen, the water
is frozen—the environment all around me is frozen!

1.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a. New innovations
b. Watching movies
c. Texting friends
d. Smartphone use
2. According to the boy, what is one of the best innovations in digital
communication?
a. Calling
b. Texting
c. Searching
d. Loading

When I look out my window, I can see peaks
of icebergs sticking up through the surface of the
water. I know there are animals, like seals, whales,
and penguins that swim underwater here, but I
don’t see how they do it. Just the idea of sticking a
toe into the water makes me want to put on another
sweater! But I guess over time, they’ve been able
to adapt to this polar paradise.

2. to talk in a casual way

In some areas, however, I do notice that the
ice is melting. It means frozen land is breaking apart.
Today I saw some penguins leaping from one chunk of
ice to another. The melting ice makes the water in
certain areas rise and flow faster than normal, too.
I guess that’s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and
that’s what I’m here to study.

3. to look for

 Mark each statement T for true or F for false. Rewrite the false
statements to make them true.

2.

The average American spends 4.7 hours on their smartphone every
month.

3.

I can tell you that the first thing I want to
do when I get home is to sit in front of a fire and
watch the flames jump up and down as they warm
my feet.

# In Real Life

2. to ask someone to spend time together
3. having no doubt about something

11

 Answer the questions.
1.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a. Animals that swim underneath the water
b. How fast things freeze in Antarctica
c. Jia’s impressions of Antarctica
d. Jia’s cold feet
2. What is happening to the frozen land in Antarctica?
a. More and more icebergs are forming.
b. It is breaking apart.
c. More and more people are buying ice cream.
d. The animals that live there are dying.

 Match the definitions with the words in bold from the passage.
1. the top of a mountain
2. to move in one direction, especially continuously
3. the burning, glowing gas from a fire

 Mark each statement T for true or F for false. Rewrite the false
statements to make them true.

1.

Antarctica is the southernmost continent on Earth.

2.

The melting ice makes the water in certain areas rise and flow faster
than normal.

3.

The melting ice is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 In Real Life

How many hours do you spend on your smartphone each day, and why?

17

In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study a language?



I hope all is well with you. I’ll write soon.

Texting is very popular nowadays.

Jia

166

 Match the definition with the word in bold from the passage.

65

A Letter from Far Away

Users spend more time on mobile devices than they do watching TV.

2. Jen sometimes goes hiking.
3. Jen talked about music with the Italian family.

1. a card with a photo or picture
.

everything at last night’s dinner.

 Answer the questions.

1. details about something

Uh-oh!
I dropped it!
I’m sorry.
The screen
cracked!

b. Studying Italian
d. Writing a book



1.

From Jen

64

 Match the definition with the word in bold from the passage.

It’s also so easy
to chat. You
know, texting
is so popular
nowadays.

Write back!

# In Real Life
55

Did you know that
users spend more
time on mobile
devices than they
do watching TV?

2. What is Jen doing in Italy?
a. Traveling
c. Working

.

54

You should come visit me. I’m sure you will love it here. Maybe you can come
during spring break.

1. Jen is living in Rome.

b. Jen couldn’t

on top

5. Right now, he is adding k

b. A birthday card to a friend
d. A message to a friend

a. Jen is sorry about her

.

Last night, I was invited to an Italian home for dinner. I was so nervous
that I forgot how to greet someone in Italian. I couldn’t fully understand
everything. But they were very nice and welcomed me warmly. We talked about
my classes and my friends and family. I told them about you. I talked about
how you love to tell funny jokes.

 Write T for true and F for false.

1.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a. A document for a bank
c. A business letter to a manager

3. Fill in the blank with the word from the passage.

for me.

3. He is making a h

ketchup >ɇNHWȉǟS@

The people here are so friendly and welcoming. They always help me, and I
never feel lonely.

Can you guess where I am? Look at the photo and the stamp. That’s
right! I’m writing this postcard to you from Italy. I’m sorry about my messy
handwriting. I’m trying my best to write neatly.

2. avocado
a. a fruit with a thick green or purple skin
b. a mix of meat and spices pressed into a long tube
c. a thick, cold red sauce made from tomatoes
d. a hot, liquid food made from vegetables, meat, or fish

bagel >ɇEHǰǧǟO@

51

Hi, Susan.

16

Would you like to visit Antarctica? Why or why no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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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대비, 외고, 각종 영어 공인 인증 시험까지 어휘 걱정은 이제 그만!
Level

-

대상: 초등 중급 - 고등

Units: 30 (6 pages / unit)
교재 부록: Appendix & Index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Free MP3, Word
List, Word Test, Review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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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에 따른 단계적 어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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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Communicate

1, 2 

 Motivate

conve r s ation

Communicate 1, 2 & Motivate 1, 2
WB: 7,000원

1, 2 

기초레벨을 위한 성인회화 코스북 시리즈!
-

Level

-

Level

대상: 중등 - 대학 . 일반

Units: 15 (6 pages / unit)
별도 판매: Workbook (개정)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Syllabus, Lesson Plan,
Unit Test, ETC (Activity Material, Activity Bank)

◆ 각 권 지문의 길이와 문법, 어휘에 차등화를 두어 난이도 조절
◆실
 용적이고 흥미로운 토픽, 여러 유명 작가의 다양한
일러스트 사용
◆모
 든 Speaking 연습 부분은 샘플 예시가 주어지며,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실에서 팀 별로 Interactive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섹션
◆h
 ttp://Communicate-Motivate.com 을 통해 자세한
가이드 및 보조자료 제공

• Communicate 1
I Can Speak French

11

Warm Up Making Plans

In Context

한 Unit에 2개의 In context 대화문 배치. 11명의 캐릭터가
시리즈 전체의 대화문에 등장하며, 모든 대화문의 내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I Can’t Swim

31

Marc: I can speak French, German, Italian,
and a little English!
And I can play a lot of sports, too.
I can play baseball, basketball,
tennis, badminton, and a lot of
other sports.
Carmen: That’s great!
Manuel: Can you swim?
Marc: Yes, I’m a very good swimmer!
. . . . No! Help!
SPLASH!
Marc: Help! I can’t swim!

Personalization
Example:
70

The students ask what friends or famous people can do.

A: What sports can Tom play?
A: What languages can he speak?

B: I think he can play golf and tennis.
B: I think he can speak English and French.

주어진 그림과 키워드를 통해 Target language 및 응용
표현을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Controlled
Practice

샘플 그림과 예문을 본 후, 문제로 주어진 그림들에 맞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본다.

Follow-Up

다양한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유머러스한 내용의
대화문을 통해 Target Language가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다.

Communication
Activities

교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 개의 액티비티로,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Target Language 를
연습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Review

지금까지 배운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며
정리. 해당 Unit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배운 모든 Unit의
내용이 누적되어,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다.

Unit

1

See the activity descriptions from page 112.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Meeting a Friend

Warm Up Catching Up with News

I think it’s a
dachshund.

Example:

32

It’s Good to See You Again

B: I’m sorry, I can’t on Monday.
B: I’m sorry, I can’t on Tuesday.

That’s Great News!

TR ACK

1

Michelle: Hello, Sachik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Sachiko: I’m still working as a stewardess.
How about you?
Michelle: I’m still an exchange student.
Sachiko: Are you enjoying it?
Michelle: Not very much. I’m thinking of
going back to Switzerland.

Personalization

In pairs, A suggests what to do together for the next seven days. B refuses each time.

A: Let’s go to a movie on Monday.
A: Let’s play volleyball on Tuesday.

I’m studying hard
for my exams. How
about you?

I’m still working as a lawyer, but
I’m playing a lot of tennis, as well.

TR ACK

Marc: Hello.
Sachiko: Hi, Marc! It’s me, Sachiko.
Let’s go to a movie this afternoon!
Marc: I’m sorry, I can’t.
Sachiko: Well, let’s have dinner tonight!
Marc: No, I can’t meet you tonight!
Atchoo!
Sachiko: Are you all right?
Marc: No, I feel terrible.
Sachiko: Oh dear!

Personalization

See the activity descriptions from page 102.

I heard that the president
bought a new dog.
See the activity descriptions from page 102.

Hello.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I’m Sorry, I Can’t

Warm Up Gossip About Famous People

Really! What kind of dog?

I’m sorry, I can’t on
Saturday, but I can
on Sunday.

I can play soccer
and tennis.

TR ACK

2

한 Unit에 3개의 Warm Up 배치. 해당 Unit의 매 대화문
전에 Warm Up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Target Language를
먼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What can you cook?
I can make a very
good omelet.

1

Warm-Up

Let’s play soccer on Saturday.

See the activity descriptions from page 112.

What sports can you play?

Motivate

2

• Motivate 1

Can—Ability & Possibility

Warm Up Pairwork Questions

1

Word
Building

◆ 레벨에 따라 초급은 Communicate 1, 2, 고급은
Motivate 1, 2로 이름을 달리하여 구분 (전 4권 시리즈)

Unit

Communicate

구성

Example:
71

10

Students ask what friends or famous people are doing these days.

A: What’s . . . doing these days?
B: I think she’s working in India.

TR ACK

2

Sachiko: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body again.
Michelle: Yes, me too.
Sachiko: I heard that Paula and Andy got
married.
Michelle: That’s great news!
Sachiko: But Manuel and Carmen aren’t
speaking to each other.
Michelle: That’s not surprising!

Personalization
Example:

The students exchange real or imaginary gossip about people around them.

I heard that . . . has a new boyfriend. He works in an office near here. I heard he’s very ric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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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English Third Edition 1, 2

 Student

Book 

정가

SB: 17,000원
WB: 6,000원

 Workbook 

시험 대비 뿐 아니라 실제 회화 능력을 키워주는 궁극의 영어 회화 교재!
특징
대상: 고등 초급 - 고등고급

1. 학생 주도적 학습 가능

Units: 8 (8 pages / unit)

2. 실생활 영어: 실생활 대화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Free MP3,

3. 한국 학생에게 특화된 대화 내용

Word List, Syllabus, Lesson Plan,
ETC(발음 연습 오디오 파일, 게임PDF)

4. 시험 및 실생활 회화 모두 대비 가능

별도 판매: Workbook

구성
• Vocabulary Vitamins: 한글 뜻 제시, 예시문장 제공
• Conversation Starters: 주제 관련 질문과 예시 대답 제시 (MP3파일 제공)
• Model Conversation: 강조할 표현이 명시된 예 (MP3파일 제공)
• Cultural Differences: 고급 회화 대비, Vocabulary Development
게임을 통한 단어학습

• Longer and Smoother Speaking: writing과 speaking 향상을
위한 엄선된 예시문 (MP3파일 제공)
• Conversation Station: 주제 관련된 보드 게임으로 한층 더 즐겁게 학습

• Jazz English Thir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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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Foundation

Pre-A1

Beginner

A1

Elementary

A1+

Pre-Interme
diate

A2

Low-Interme
diate

B1

Intermed Upper-Interme
iate
+
diate

B1

conve r s ation

Time to Talk 1-7
SB: 18,000원

B2

이제 말할 시간!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7단계 시리즈!
Level

-

대상: 대학생 - 성인

Units: 20 (4 pages / unit)
교재 부록: Free App, Homework File,
Language Reference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Transcripts,
Word List, Tests, Teacher’s Guide

Time to Talk는 최신 콘텐츠와 모던한 디자인을 갖춘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중심의 코스입니다. 이 7단계의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코스는 기초단계(Pre-A1)부터
중상급자(B2) 영어 학습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4 skills 통합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리즈에는 명확한 문법 포인트와 도움이 되는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넓은 범위의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주제들로 구성된 의사소통 중심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각 레슨은 명확한 언어 포인트에 중점을 둔 흥미로운 의사소통
중심의 과제를 포함합니다. 4페이지로 구성된 레슨은 학습 순서의 제약 없이 다양한
코스 커리큘럼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현대적인
디자인은 교재를 사용하기 편안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접근

◆ CEFR과 연계된 명확한 학습 결과

◆ 여러 스킬 간의 점진적 전이

◆ 통합된 디지털 학습 자료

◆ 실제 세계의 상황들과 학습 결과

◆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

• Time to Tal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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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rint 1-7

정가

SB: 18,000원
WB: 7,000원

* 미국 영어 버전, 영국 영어 버전 별도 판매

폭넓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스킬 향상!
Level

-

Blueprint는 모든 능력 수준의 청소년~성인 학습자를 위해 7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스킬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CEFR(Common European

대상: 대학생 - 성인

Framework of Reference)을 기반으로 구성된 Blueprint는 문법, 어휘 및 실생활에

Modules: 4 (28 pages / module)

사용되는 언어 능력의 개발과 숙달을 위한 필수적이고 균형 잡힌 학습을 제공합니다.

교재 부록:
SB : F
 ree App, Grammar Reference,

Vocabulary List
WB : Glossary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Transcripts,

Answer Key, Interactive Whiteboard, Word
List, Progress Test (Midterm, Final Test),
Vocabulary Test

◆ A1 Beginner에서 C1 Advanced의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대응
◆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 및 상황에 관한 현실적이고, 세심하게 레벨을
조정한 리딩, 오디오, 애니메이션 비디오 제공
◆ 각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닛 당 5개의 레슨 제공
◆ 과제 기반 활동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
◆ Fluency와 communicative review페이지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

• Blueprint Student Bo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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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print Workbo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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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rontiers 1-6

SB: 18,000원

정가

WB: 7,000원

* 미국 영어 버전, 영국 영어 버전 별도 판매

십대 학습자를 위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코스북 시리즈!
이제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두 버전 제공!
Level

-

New Frontiers는 의사소통, 기술 기반, 콘텐츠 기반 학습법 적용을 위해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갖출 수 있도록

21세기에 필요한 기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대상: 대학생 - 성인

Units: 10 (12 pages / unit)

◆A
 1 (Beginner)부터 B2 (Pre-Advanced)까지 명확한 CEFR 기반 학습 목표

교재 부록:
SB : F
 ree App, Grammar Reference,

◆ 여러 기술 간의 점진적인 전이

Vocabulary List
WB : Glossary

◆2
 1세기 기술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T
 ask-Based Learning과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Transcripts, Answer

Key, Word List, Progress Test (Midterm, Final
Test), Vocabulary Test

(CLIL) 교수법
◆ 재밌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향상시키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 New Frontiers Student Book 1

• New Frontiers Workbook 1

1

Le

1

on
ss

A

1.

A

WE’RE A FAMILY

Listening

4 Listen and circle.

Aim Identify family members

1 Listen and number.

1-03

1. Mary

Vocabulary

grandfather

father

uncle

aunt

5.

at the park

at home

6 Listen again. Circle the words you hear.

B
D
E

me

mother

cousin

father

Listening Identify family members

Focus

Reading Talk about family members’ jobs

2 Which family member are they talking

Speaking Ask and answer personal questions

about? Listen and write the word.

1-02

3 Talk with a partner. Ask about

Project Make a family tree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He’s / brother. / m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my / She’s / aun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my / father. / He’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ster

cousin

grandfather

aunt

false

2. Jane is Sam’s sister.

true

false

3. Lisa buys a book for her grandmother.

true

false

4. Jerod is Lisa’s brother.

true

false

________________

She's my mother.

12

2. ____________________.

Untitled-1 13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1-01

My mother is a 3 . ____________________. I want to be a doctor

when I grow up, too. I have two brothers. They 4. ____________________ young. My
grandmother 5. ____________________ an artist, but my grandfather doesn’t do anything. I love
my family!

3 Read again and answer the questions.
NOTE

true or false.

1-05

b. at the bookstore

c. in the cafeteria

b. Becky’s mother

c. Becky’s cousin

1. Betty is Lisa’s cousin.

true

false

2. Amy is Lisa’s uncle.

true

false

3. Bob is Lisa’s grandfather.

true

false

4. Jack is Lisa’s brother.

true

false

4
1 New Frontiers (WB)_��.indd 4

3. Circle true or false.
a. Steven sees a photo of Becky’s cousin.

true

false

b. Steven sees a photo of Becky’s mother.

true

false

c. Becky sees a photo of Steven’s dog.

true

false

1. What does Stacy’s father do?
a. He’s a police officer.
b. He’s a doctor.
c. He’s an artist.

4 Look at the family tree and circle

's in Lisa's means belonging to Lisa.

Al

Suzanne

2. What does Stacy’s mother do?
George

Jack

Peggy

Lisa

Kate

4 Look at each picture and write a
sent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

Amya. She’s an artist.

Bob

b. She’s a doctor.
c. He’s a doctor.

Betty

3. What does Stacy’s grandmother do?
a. She’s a doctor.
b. She’s an artist.
c. She’s a police officer.

_________________________
5

5 What does your mother/father do?
2020-06-02 �� 2:12:01

Write a sent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2020-06-02 �� 10:56:25

________________

My 1. ____________________ is Stacy. This is my family. My father is a police

3. He’s / She’s my grandmother.

2. Who is tall?
a. Becky’s father

2020-06-02 �� 10:56:23

________________
8.

4. He’s / She’s my grandfather.
true

a. at school
11

Who is she?

Untitled-1 11

7.

2 Complete the email. Write one word for each space. Listen and check.

1. He’s / She’s my brother.

brother
uncle

1-04

1. Where are Becky and Steven?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titled-1 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Circle the correct words.

1. Steve is Lisa’s grandfather.

8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0-06-02 �� 10:56:21

1-04

Challenge

1. Who are the people in the picture? Who is he?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Where are they?
3. What are they doing?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What do you do with your family?
He's my brother.

6.

4.

________________

at the bookstore

the family tree above.

Look at the photo and answer the question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riting Write about family members

→

2. He’s / She’s my uncle.
grandmother

7 Circle true or false.

10
Untitled-1 10

brother

3.

________________

2 Unscramble.

1-04

uncle

WHAT YOU WILL DO IN THIS UNIT

2.

a. He’s my grandmother.
b. She’s my grandfather.
________________
c. She’s my grandmother.

Listen Up

at school

C

4.

B

a. He’s my father.
b. He’s my mother.
c. She’s my aunt.

1.

4. Janet

1. sister. / She’s / my

A

a. She’s my grandfather.
b. He’s my father.
c. She’s my uncle.

1 Write the best vocabulary word under the picture.

1-01

5 Where is Lisa? Listen and number.

sister

2.

on
ss

3.

grandmother

mother

a. She’s my mother.
b. He’s my brother.
c. He’s my father.

2. Jack

3. Kevin

Scan for Audio

Scan for Audio

1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right sentence.

Le

Un

Unit

it

13

2020-06-02 �� 10:56:26

_________________________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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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Easy TOEIC® Third Edition
test prep

정가

Level

SB: 17,000원

-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초급
 ook 1, 240 pages
Units: B
Book 2, 212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기초 레벨을 위한 토익 입문서!
Very Easy TOEIC®은 토익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토익을 처음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로, 혼동하기 쉬운 단어
(confused words), 전치사, 토익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법 사항을 실제 토익과 유사한 연습 문제를 통해 익힘으로써 학생들이
더 쉽게 토익 패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hapter 1

Vocabulary
(Listening & Reading)

Chapter 2

◆토
 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초 문법 사항을 바탕으로 핵심 문법의 간단한 설명과 짧은 연습
문제로 구성

Chapter 3

◆ 토익과 동일한 유형의 미니 테스트

Chapter 4

◆기
 초 레벨 수준에 맞춰진 실제 토익과 동일한 Listening 100문항, Reading 100문항 구성의
실전 모의 테스트 수록

Grammar Focus & Exercises
Mini Test

Practice Test

• Very Easy TOEIC® Third E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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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phrase와 theme을 다루어 토익 문제 유형에 이해를 도움
학습자들이 잘 헷갈리는 confused words를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Very Easy TOEIC® Third Edition 2

TOEIC ® Upgrade
SB: 16,000원

test prep

정가

ETS 토익 종합 입문서, TOEIC UPGRADE!
TOEIC® Upgrade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최신 경향을 반영한 종합서입니다. 이 책은 TOEIC 시험을 치르기 위한 언어 능력과
시험 전략을 단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시험 포인트, 예문, 확인 학습 문제, 그리고 다양한 review
test 등이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Level

-

◆ 신유형 반영 TOEIC 종합 대비서
◆ TOEIC에 자주 출제되는 시험 유형만을 뽑아 해당 유형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문제 풀이법 제공

대상: 고등 중급 - 일반

Units: 7 Parts (296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Transcripts,
MP3 Audio File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

Translation, Actual Test 1 (with MP3 File)

◆ 초보 탈출을 위한 문법 사항 정리
◆ Check up 및 기타 확인 문제 제공: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습 문제 제공
◆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한 실전형 문제 Step-by-Step Practice Test,

Mini-test 제공
◆ TOEIC 빈출 어휘 및 해당 어휘 학습 활동 제공

• TOEIC®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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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TOEIC® Second Edition
test prep

정가

SB: 17,000원

-

Level

대상: 고등 고급 - 일반
페이지: Book 1, 284 pages

Book 2, 320 pages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MP3 Audio File

초급 단계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실전서, Taking the TOEIC!
Taking the TOEIC®은 TOEIC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나, TOEIC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및 주제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초급
단계의 수험생을 위한 실전서이다.
“초급 단계 수험생을 위한 실전서”라는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실전 문제를 제공하고 또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TOEIC 필수 어휘 및 표현들을 제공하여 TOEIC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 TOEIC기출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문제 수록
◆ 초보 탈출을 위한 문법 사항 정리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Parts 5-6 문법 사항에 대한 명쾌한 설명 및 풀이법 제공
◆ 학습 어플리케이션 Class Loop을 통해 실시간 개인/학급별 취약점 파악
유닛 구성

Main Parts

Review Parts

• Theme/Grammar Notes (각 주제/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 제공)
• Words & Expressions (주제와 관련된 단어/표현 제공)
• Tips (문제 풀이 팁 제공)
 ini-Test (Theme/Grammar Notes에서 학습한 내용에 관한 TOEIC 실전 문제 제공)
•M
 ractice Test (실제 TOEIC과 동일한 실전 모의고사 제공)
•P

• Taking the Toeic Second Edition 1

122

Starter TOEIC® Third Edition

정가

SB: 16,000원

test prep

-

Level

대상: 초급 - 중급

Units: 12 (308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Word List, ETC
별도 판매: Audio Tapes, MP3 Audio File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 실전 토익 준비서
Chapter 1

Grammar Practice

Chapter 2

Listening & Reading Practice

◆토
 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법 사항을 바탕으로 핵심 문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짧은 연습 문제
로 구성
◆ Chapter 1의 핵심 문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각 유닛별 학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히
조율된 빈출 어휘 및 문구로 구성된 미니 토익 테스트는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

Practice Test

Chapter 3

◆ Listening Section과 Reading Section의 각 100문항으로 실제 토익과 동일하게 구성된 실전 모의
테스트 2회분 수록

Chapter 4

◆ 앞의 3개의 Chapter에 나오는 모든 연습 문제에 대한 Transcripts와 해답 및 실전 모의 테스트의
답안지를 수록

Support

Very Easy TOEIC® Second Edition

정가

SB: 16,000원

-

Level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초급

Units: 12
교재 부록: Answer Key & Transcripts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별도 판매: MP3 Audio File

기초 레벨을 위한 토익 입문서
Vocabulary
(Listening & Reading)
Grammar Focus & Exercises
Mini Test
Practice Test

◆ 600개 Listening과 Reading의 각 파트별 Tips & Tricks는 토익 문제 유형 이해를 도움
◆ 실전 토익에서 빈출되는 어휘 및 혼동하기 쉬운 어휘에 대한 연습 문제를 통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킴
◆토
 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초 문법 사항을 바탕으로 핵심 문법의 간단한 설명과 짧은 연습 문제
로 구성
◆기
 초 레벨 수준에 맞춰진 실제 토익과 동일한 Listening 100문항, Reading 100문항 구성의 실전
모의 테스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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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Skills for the TOEIC® Test

정가

SB: 16,000원

test prep

-

Level

대상: 중급 - 고급

Units: 14 (272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별도 판매: Audio Tapes, MP3 Audio File

영역별 문형 분석을 통한 중급 토익 완벽 대비!
Mini Test with Grammar Focus

◆총
 14과의 매 Unit은 실전 토익의 Listening과 Reading의 영역별 및 질문 유형
(그림 묘사, 질문과 답, 짧은 대화 및 단문, 미완성 문장 및 지문의 완성, 독해력 점검)이
Mini Test 형식으로 구성

Practice Test

◆ 1-12 Unit 까지는 미완성 문장 및 지문의 연습 문제들은 알아두어야 할 특정 문법 사항으로
책 맨 뒤의 부록에서 자세히 설명

Transcript & Answer Key
Grammar Appendix

◆ 실제 토익과 동일한 Listening 100문항, Reading 100문항 구성의 실전 모의 테스트
수록하여 실전에 대비
◆책
 의 맨 뒤에는 각 과의 주요 문법 사항의 설명과 더불어 Practice Test에서 실전과 같이
문제를 풀며 답안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답안지 제공

Target TOEIC® Second Edition

정가

SB: 17,000원

-

Level

대상: 고급

Pages: Practice Test 6회분 (328 pages)
교재 부록: Answer Key & Transcripts, MP3 CD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cripts
별도 판매: Audio Tapes, MP3 Audio File

토익 점수와 실전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최상의 교재!
6 Practice Tests
Transcript & Answer Key
Answ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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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신 경향 토익 시험 문제 유형을 반영한 6회 실전 모의 테스트는 시간 배분 및 실전
감각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책
 뒷부분에는 각 과의 주요 문법 사항의 설명과 함께 Practice Test에서 실전 유형의
문제를 풀며 답안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답안지 제공

Delta’s Key to the TOEFL® Test Advanced Skill Practice
test prep

 Combined

Book 

 Revised

Edition
Combined Book

 Six Practice Tests for the iBT 

Combined Book : 40,000원
Reading, Listening: 17,000원
정가

Speaking : 14,000원
Writing : 11,000원
Practice Test : 16,000원

토플 교재의 대명사인 DELTA iBT TOEFL 로 실전 완벽 대비!
®

대상: 중급 - 고급
교재 부록: Audio CDs (개정판 MP3 CD),
Answer Key & Transcripts 포함
별도 판매: Audio CDs (개정판 MP3 CD),
Audio Tapes, Combined Book (합본)
<6회분 모의고사>
대상: 중급 - 고급
구성물: Audio CDs, Answer Key &
Transcripts 포함

Reading

Listening

Focus
Do You
Know

▶

▶

▶

Practice

▶

Extension

▶

Speaking
▶

Writing

Progress
▶

Test

Test 1-3

Six Practice Tests

각 유형별(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36가지
전략 제시 및 실전을 위한 4회분 실전 모의 테스트 수록
Guided Activity를 활용하는 연습 문제로 새로 추가된
Integrated Speaking과 Writing의 효과적인 대비
본격적인 단원 학습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연습 문제
TOEFL®에서 요구되는 유형별 정의, 예시 질문과 답,
유용한 학습 방법 및 전략 제공
새로운 토플 유형에 따른 실전 테스트 수록
학습자 중심의 토론, 동료 평가 등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제시
34회분의 퀴즈로 단원에서 배운 내용 평가로 마무리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 3회분 수록

4개 영역별 6회분 실전 모의 고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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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kills for the TOEFL® iBT 1-3
test prep
 해설서 

Reading : 13,000원
Level 1 Listening : 16,000원

정가

Level 1-2 Speaking : 14,000원

Level 2 Listening : 18,000원

Level 3 Speaking : 16,000원

Level 3 Listening : 20,000원

Writing : 14,000원

토플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3단계 시리즈
구성

Level

1

▶

Reading

Warm up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고급

▶

Units: 12 (pages: 각 단계별)
교재 부록: Transcripts & Answer Key 포함

Listening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

Practice

Transcripts,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

별도 판매: Teacher’s Guide (1-3, 각 영역별)

Speaking

▶

Test
Writing

126

▶

▶

2

3

 .고생을 위한 4단계 영역별(Reading, Listening,
중
Speaking, Writing) 종합 시리즈
i BT TOEFL®의 출제 유형을 분석하여 Warm up 
Practice  Test 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 과정
전체 영역에 TOEFL®과 미국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선별된 공통 주제로 구성
 해 속도 및 유창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
독
Word Count 제공
 부한 가이드와 예문을 통한 논리적 사고와
풍
Speaking 전략 학습
각 단원별, Pair Activity로 지속적인 말하기 심화
학습 코너
Academic Word List (AWL) 570 단어 포함

Skills for the TOEFL® iBT Second Edition
test prep

Building·Developing·Mastering

 Combined

 Reading

Book 

. Listening . Speaking . Writing 
Reading : 17,000원
Listening : 23,000원
정가

Speaking : 19,000원
Writing : 17,000원
Combined Student Book : 45,000원

ETS 최신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반영한 iBT TOEFL 의 기본 전략 학습서
®

Level

-

구성

Step 1

• Preview
대상: 고등 중급 - 일반
교재 부록: Answer Key & Transcripts 포함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s,
Transcripts(Reading 제외), Word List,

Free MP3, Lesson Plan

현재 실력 진단 및
학습 방향 제시!

Step 2

• Practice Test
Step 3

• Reading
• Listening
• Speaking
• Writing

• Vocabulary
Review

-명
 확한 예시와
가이드 제시!

확인 학습

Step 4

• Mini Test
실전 감각 다지기!

-영
 역별, 유형별
필수 전략의
체계적 학습!

→ 글의 핵심 이해를 돕는 Note-taking & Summary 연습 강조!
→ 간단 명료한 설명, 풍부한 예시와 가이드로 점진적, 체계적 학습!

127

Compass Readers Series
Compass Children's Classics

전 세계의 친숙한 이야기들을 쉬운 영어로!

Sunshine Readers

우리 아이 첫 영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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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ung Learners Classic Readers

초등 레벨을 위한 세계 고전 명작 시리즈!

Compass Classic Readers

시대를 아우르는 고전명작 60선!

60

Stories

전 세계의 친숙한 이야기들을 쉬운 영어로!
이솝 우화, 그림 동화,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아이들을 사로잡고 영어 독서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의 전래 동화와 사랑받는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Level 1
1-1

Level 2
2-1

The North Wind and the Sun
978-1-64015-661-6

The Gingerbread Man

978-1-64015-681-4

Level 3
3-1

Pinocchio

978-1-64015-700-2

1-2 The Crow and the Pitcher

2-2 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

3-2 The Emperor's New Clothes

1-3 The Boy Who Cried Wolf

2-3 Chicken Little

3-3 Peter Pan

1-4 The Fox and the Crow

2-4 Anansi the Trickster

3-4 The Jungle Book

1-5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2-5 Town Musicians of Bremen

3-5 The Little Mermaid

1-6 The Lion and the Mouse

2-6 The Fisherman and His Wife

3-6 The Frog Prince

1-7 A Dog and His Bone

2-7 The Ugly Duckling

3-7 Ali Baba and the Forty Thieves

1-8 The Tortoise and the Hare

2-8 Stone Soup

3-8 Puss in Boots

1-9 The Honest Woodcutter

2-9 The Bamboo Princess

3-9 Rapunzel

1-1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2-10 King Midas and the Golden Touch

3-10 Aladdin

1-11 The Little Red Hen

2-11 Hansel and Gretel

3-11 Dick Whittington and His Cat

1-12 The Enormous Turnip

2-12 Little Red Riding Hood

3-12 Beauty and the Beast

1-13 The Three Little Pigs

2-13 Paul Bunyan and Babe the Blue Ox

3-13 Sleeping Beauty

1-14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2-14 Maui Brings Fire to the World

3-14 Cinderella

1-15 The Magic Porridge Pot

2-15 Tarzan

3-15 Rumpelstiltskin

1-16 The Princess and The Pea

2-16 The Pied Piper of Hamelin

3-16 Snow White

1-17 Three Billy Goats Gruff

2-17 Thumbelina

3-17 	King Arthur and the Sword in the Stone

1-18 The Elves and the Shoemaker

2-18 Jack and the Beanstalk

3-18 The Snow Queen

1-19 The Boy and the Violin

2-19 The Prince and the Pauper

3-19 The Golden Pitcher

1-20 The Lizard and the Sun

2-20 The Golden Goose

3-20 Robin Hood and His Merry Men

Level 1 20-Pack

Level 2 20-Pack

Level 3 20-Pack

978-1-64015-660-9

978-1-64015-684-5

978-1-64015-665-4

978-1-64015-679-1

978-1-64015-662-3

978-1-64015-685-2

978-1-64015-663-0

978-1-64015-687-6

978-1-64015-664-7

978-1-64015-680-7

978-1-64015-659-3

978-1-64015-682-1

978-1-64015-666-1

978-1-64015-686-9

978-1-64015-667-8

978-1-64015-683-8

978-1-64015-668-5
978-1-64015-669-2

978-1-64015-688-3
978-1-64015-689-0

978-1-64015-670-8

978-1-64015-690-6

978-1-64015-671-5

978-1-64015-691-3

978-1-64015-672-2
978-1-64015-673-9

978-1-64015-692-0
978-1-64015-693-7

978-1-64015-674-6

978-1-64015-675-3

978-1-64015-694-4
978-1-64015-695-1

978-1-64015-676-0
978-1-64015-677-7

978-1-64015-696-8

978-1-64015-697-5

978-1-64015-678-4

978-1-64015-698-2

978-1-64015-793-4

978-1-64015-794-1

978-1-64015-699-9
978-1-64015-701-9
978-1-64015-702-6
978-1-64015-703-3
978-1-64015-704-0

978-1-64015-705-7
978-1-64015-706-4
978-1-64015-707-1
978-1-64015-708-8
978-1-64015-709-5
978-1-64015-710-1
978-1-64015-711-8
978-1-64015-712-5
978-1-64015-713-2
978-1-64015-714-9

978-1-64015-715-6
978-1-64015-716-3
978-1-64015-717-0
978-1-64015-718-7

978-1-64015-795-8

Levels 1-3 60-Pack

978-1-64015-658-6

Level
130

-

정가

SB + WB : 6,500원
Full Set (60권) : 360,000원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단계: 레벨 1 - 레벨 3 (총 60권 시리즈)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이야기와 익숙한 이야기들
 매력적이고 생생한 애니메이션
 QR 코드로 제공하는 오디오와 동영상
 교재 내 강조된 핵심 어휘
 삽화로 설명하는 핵심 어휘 (Glossary)
 어휘와 이해력 연습을 위한 workbook 통합본
 추가 학습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연습문제지

Student Book

re aders

Compass Children’s Classics는 전 세계의 고전 이야기들을 어린
영어 학습자에게 소개하는 60권으로 구성된 리더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짧은
문장, 쉽고 친숙한 말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페이지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고
영어 도서 읽기를 더 하고 싶게 만들 모던한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이야기 책 (workbook 통합본), 동영상 QR
홈페이지 제공: A
 nswer Key, 무료 MP3,

Word List, Worksheet

Workbook

Video

Student Book
The boy’s father felt sad.
“Let’s both ride,” he said.

Cast of Characters

boy

Glossary

father

donkey

beside prep.

carry v.

next to

to hold and take

father n.

A boy and his father went to the market.

people

4
2020-11-13 �� 3:31:07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5

12

2020-11-13 �� 3:31:08

Cast of Characters

fool n.
a silly person

5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4

donkey n.

21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12

2020-11-13 �� 3:31:11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21

Story

2020-11-13 �� 3:31:18

Glossary

Workbook
Vocabulary

Structure
Structure

Look and match.

Comprehension
Comprehension

Read and trace.
carry

“His father

should

people

the

group

He jumped off

“His son

should

Book
Book
Review
Review

Number the pictures in order.

1. What was your favorite part of the book?

They

ride.”

group

fool

Summary
Summary

Read and write the words. One word is not used.

donkey.

2. Draw the boy and his father on the donkey.

ride.”
They passed a group of

.

3. Did you like this story?

market

could
could

“They
“They
a place with
a lot of stores

rideride
the the
donkey.”
donkey.”

smiled.

beside

Yes, I did.

24

26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24

2020-11-13 �� 3:31:23

27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26

2020-11-13 �� 3:31:27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27

2020-11-13 �� 3:31:28

It was okay.

No, I didn’t.

30

31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30

2020-11-13 �� 3:31:32

Levels

1

2

3

Word Count

100-150

200

250

Lexile® Range

130-250

250-320

300-380

CEFR Level

Pre-A1

Pre-A1 / A1

A1

Family Words

500

500

500

Number of Books

20

20

20

CCC_L2-2_A Boy, His Father, and Their Donkey(+WB).indd 31

2020-11-13 �� 3:31:34

Video

Scan for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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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re aders

1

100-150 HEAD WORDS
The boy wants some fun.
So he tells a lie.

He lives with them.
He keeps them safe.

6

7

CCC_L1-3_The Boy Who Cried Wolf(+WB).indd 6

2020-11-13 �� 3:19:57

CCC_L1-3_The Boy Who Cried Wolf(+WB).indd 7

2020-11-13 �� 3:19:59

1-3 The Boy Who Cried Wolf

LEVEL

2

200 HEAD WORDS

But there were no stories.
The Sky-God had all of them.
Anansi wanted them.

Others tried to get the stories.
But they failed.
6

7

CCC_L2-4_Anansi the Trickster(+WB).indd 6

2020-11-11 �� 5:03:18

CCC_L2-4_Anansi the Trickster(+WB).indd 7

2020-11-11 �� 5:03:18

2-4 Anansi the Trickster

LEVEL

3

250 HEAD WORDS

Rosamund turned sixteen.
She met an old woman.
The old woman had a spindle.
“May I try?” the princess asked.
She pricked her finger.

She fell asleep.
Everyone in the palace fell asleep.

14
CCC_L3-13_Sleeping Beauty(+WB).indd 14

3-13 Sleeping Beauty

13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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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영어동화! 조이 카울리의

e
R
n
e
i
aders
h
s
n
u
S

60권 시리즈

SB : 6,000원
WB : 3,500원
정가

-

Level

Set (SB+WB) : 9,000원
Teacher’s Guide : 8,000원
SB Full Set (60권) : 360,000원

1

Dinner Time

2

ISBN 978-89-8446-601-2		

LEVEL 1

4

HEAD WORDS
200

7

Spider, Spider

5

3

Night

6

8

Cat and Bird

9

ISBN 978-89-8446-595-4		
ISBN 978-89-8446-599-2		
10

The Sausage

11

ISBN 978-89-8446-606-7		

1

At the Zoo

4

2

HEAD WORDS
300

7

Jack and the Giant

10

Wake Up, Mom!

12

The Seed

5

3

The Dragon

6

Come for a Swim!

Mr. Grump

Where Are You Going, Mya Rose?
ISBN 978-89-8446-597-8

ISBN 978-89-8446-604-3		
8

Goodbye, Lucy
ISBN 978-89-8446-590-9

ISBN 978-89-8446-588-6		

ISBN 978-89-8446-610-4		

The Baby-Sitters

Watching TV
ISBN 978-89-8446-589-3

ISBN 978-89-8446-596-1		

ISBN 978-89-8446-602-9		

LEVEL 2

The Juggler
ISBN 978-89-8446-592-3

ISBN 978-89-8446-594-7		
ISBN 978-89-8446-593-0

ISBN 978-89-8446-591-6		

Along Comes Jake

Where Is My Hat?
ISBN 978-89-8446-598-5		

Elephant Walk
ISBN 978-89-8446-600-5

9

The Magic Machine

ISBN 978-89-8446-615-9		

ISBN 978-89-8446-603-6		
ISBN 978-89-8446-608-1

The Cooking Pot

Moon Story

11

12

Nowhere and Nothing

ISBN 978-89-8446-605-0		
ISBN 978-89-8446-607-4		
ISBN 978-89-8446-609-8

1

Don't You Laugh at Me!

2

LEVEL 3

4

HEAD WORDS
360

7

Dr. Sprocket Makes a Rocket

Ratty-Tatty

3

ISBN 978-89-8446-612-8		

ISBN 978-89-8446-611-1		
5

The Pirate

6

When the Balloon Went Pop!

8

10

Letters for Mr. James

11

Space Race

4

2

HEAD WORDS
430

7

Mrs. Grindy's Shoes

5
8

The Poor Sore Paw

11

The Bear on the Mountain

4

2

HEAD WORDS
500

7

Tornado

6

Footprints on the Moon
Mishi-na

9

5

6

The Traveler and the Farmer

9

Boggywooga

11

I Spy

12

ISBN 978-89-8446-636-4		
ISBN 978-89-8446-645-6		

The Ha-Ha Powder
ISBN 978-89-8446-639-5

ISBN 978-89-8446-626-5		
ISBN 978-89-8446-644-9		
10

The Secret of Spooky House
ISBN 978-89-8446-642-5

ISBN 978-89-8446-646-3		
8

Mom's Diet
ISBN 978-89-8446-631-9

3

The Vospers' Boat

A Hundred Hugs
ISBN 978-89-8446-621-0

12

Mr. Whisper

Tess and Paddy
ISBN 978-89-8446-629-6

ISBN 978-89-8446-640-1		

ISBN 978-89-8446-638-8		

Mom's Birthday

Just This Once

Quack, Quack, Quack!
ISBN 978-89-8446-624-1

ISBN 978-89-8446-623-4		

ISBN 978-89-8446-637-1		

LEVEL 5

3

ISBN 978-89-8446-630-2		

ISBN 978-89-8446-641-8		

1

The Whale

One Thousand Muffins
ISBN 978-89-8446-620-3

ISBN 978-89-8446-632-6		

ISBN 978-89-8446-622-7		
10

12

ISBN 978-89-8446-635-7		

ISBN 978-89-8446-617-3		

My Sloppy Tiger

The Cow in the Hole

Grandpa's New Car
ISBN 978-89-8446-633-3

ISBN 978-89-8446-625-8		

ISBN 978-89-8446-619-7		

LEVEL 4

9

ISBN 978-89-8446-628-9		

ISBN 978-89-8446-616-6		

1

A New Bed

The Magic Tree
ISBN 978-89-8446-634-0

ISBN 978-89-8446-613-5		
ISBN 978-89-8446-614-2		
ISBN 978-89-8446-627-2		

When Dad Went to Playschool
ISBN 978-89-8446-618-0

Brutus
ISBN 978-89-8446-647-0

The Bag of Smiles
ISBN 978-89-8446-643-2

LEVEL

1

2

3

4

5

HEAD WORDS

200

300

360

430

500

* Average number of head words.
Story 1개

Story 2개

Story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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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Story

조이 카울리 (Joy Cowley, 1936~, www.joycowley.com)

re aders

Sunshine Readers series의 저자인 조이 카울리는 700여권이 넘는 어린이 책을 집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태생 유명 동화 작가입니다. 조이 카울리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빈도수 높은
문장 패턴과 운율로 이루어진 단어를 세심하게 사용, 간결하면서도 재치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읽는 재미와 자연스런 스토리 라인
이해를 통한 문장 구사력까지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조이 카울리 스토리를 통해 아이들의 영어 읽기 및
쓰기(Literacy)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 주세요!

Student Book

Workbook

TG

Teacher’s Guide

Online Program

LEVEL 1 200 HEAD WORDS

Level 1 - 1 Dinner Time

Along Comes Jake

Night

Mr. Gump

ISBN 978-89-8446-595-4

ISBN 978-89-8446-594-7

ISBN 978-89-8446-590-9

LEVEL 2 300 HEAD WORDS

Level 4 - 4 Mrs. Grindy’s Shoes

134

TG

Jack and the Giant

The Dragon

Elephant Walk

ISBN 978-89-8446-610-4

ISBN 978-89-8446-604-3

ISBN 978-89-8446-600-5

LEVEL 3 360 HEAD WORDS

Level 5 - 5 The Vosper’s Boat

TG

TG

When the Balloon Went POP!

Ratty-Tatty

The Cow in the Hole

ISBN 978-89-8446-627-2

ISBN 978-89-8446-612-8

ISBN 978-89-8446-625-8

LEVEL 4 430 HEAD WORDS

TG

re aders

Workbook 구성
1.	Sound Pattern 핵심 Sound Pattern 연습을 통해

단어를 어렵지 않게 패턴화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줌

2.	Sentence Pattern 스토리마다 강조되는 핵심 문장
패턴을 뽑아내어 익힘

3.	Word Study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도록 유도

4.	Reading Comprehension 다양한 스토리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줌

5.	My Book Report 책을 읽고 Book Report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유도

Space Race

Mrs. Grindy’s Shoes

Footprints on the Moon

ISBN 978-89-8446-619-7

ISBN 978-89-8446-617-3

ISBN 978-89-8446-630-2

6.	Fluency 유창하게 읽기 연습을 위한 단계별 다양한
액티비티

LEVEL 5 500 HEAD WORDS

7. New Words 그림을 통한 단어 정리 코너

TG

The Vospers’ Boat

The Traveler and the Farmer

I Spy

ISBN 978-89-8446-646-3

ISBN 978-89-8446-644-9

ISBN 978-89-8446-645-6

Storybook (Levels 1~5)
Workbook (각 레벨별 12권, 총 60권 구성)
TG

Teacher’s Guide (각 레벨별 1권, 총 5권 구성)
Sunshine Readers Story Animation
(총 107개 스토리 제공)

오디오 구성
현장감 있는 효과음과 목소리 연기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유도

Story

	Fluency Reading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 영어 문장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속도, 억양 및 문장 부호에 맞게 읽고 따라 함으로써,
유창한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의 기초를 다짐

①

Teacher

②

Teacher & Kids

③

Teacher & You

Chant 원어민 선생님을 따라 한 소절씩 따라 하며 배워보고,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챈트 리듬 반주 수록
①

Teacher

②

Teacher & Kids

③

Teacher & You

Teacher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듯이
한 문장씩 차근차근 읽어줌

Teacher & Kids 원어민 선생님을 따라,
또래 친구들이 또박또박 따라 하는 것을 듣고,
학습하는 아이 스스로도 따라 읽어봄
Teacher & You 이제, 아이 스스로 선생님을
따라하며 유창성 향상

▶ 홈페이지 제공 자료 MP3 Audio File 및 Workbook Answe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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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레벨을 위한 세계 고전 명작 시리즈
피노키오,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마지막 잎새 등 친숙한 세계 고전 명작을 재미있게 읽으며 영어 실력도 쑥쑥!

Level
초2

SB : 7,000원

Level 1

정가

WB : 3,000원
SB Full Set : 420,000원

초2,3

초3

Level 2

Level 3

1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by Aesop 978-1-59966-632-7

1 	The Fir Tree
by Hans Christian Andersen 978-1-59966-642-6

1 	Cinderella
by Wilhelm and Jacob Grimm 978-1-59966-652-5

2 	Hansel and Gretel
by Wilhelm and Jacob Grimm 978-1-59966-633-4

2 	The Elves and the Shoemaker
by Wilhelm and Jacob Grimm 978-1-59966-643-3

2 	Ole-Luk-Oie: The Dream God
by Hans Christian Andersen 978-1-59966-653-2

3 	The Brave Tin Soldier
by Hans Christian Andersen 978-1-59966-634-1

3 	How Bear Lost His Tail
An Iroquois Legend 978-1-59966-644-0

3 	The Three Sillies
by Joseph Jacobs 978-1-59966-654-9

4 	Noah’s Ark
by Moses 978-1-59966-635-8

4 	Sleeping Beauty
by Charles Perrault 978-1-59966-645-7

4 	Daedalus and Icarus
by Homer 978-1-59966-655-6

5 	Bellerophon and Pegasus
A Greek Legend 978-1-59966-636-5

5 	Jack and the Magic Beans
by Joseph Jacobs 978-1-59966-646-4

5 	The Magic Swan
by Andrew Lang 978-1-59966-656-3

6 	How Red Bird Got His Color
A Cherokee Legend 978-1-59966-637-2

6 	The Son Who Came Home
A Parable 978-1-59966-647-1

6 	The Three Bears
by Robert Southey 978-1-59966-657-0

7 	The Three Goats
A Norwegian Folk Tale 978-1-59966-638-9

7 	The Nutcracker
by E. T. A. Hoffmann 978-1-59966-648-8

7 	Heidi
by Johanna Spyri 978-1-59966-658-7

8 	Two Frogs
by Andrew Lang 978-1-59966-639-6

8 	Puss in Boots
by Charles Perrault 978-1-59966-649-5

8 	Hans Brinker
by Mary Mapes Dodge 978-1-59966-659-4

9 	The Three Little Pigs
by James Halliwell-Phillipps 978-1-59966-640-2

9 	The Woodman and the Ax
by Aesop 978-1-59966-650-1

9 	Diamonds and Toads
by Charles Perrault 978-1-59966-660-0

10 	The Selfish Giant
by Oscar Wilde 978-1-59966-641-9

10 	The Trojan Horse
by Virgil 978-1-59966-651-8

10 	The Nightingale and the Rose
by Oscar Wilde 978-1-59966-661-7

초4

Level 4

초5

초6

Level 5

Level 6

1 	The Fish and the Ring
by Joseph Jacobs 978-1-59966-662-4

1 	Pinocchio
by Carlo Collodi 978-1-59966-672-3

1 	The Hunchback of Notre Dame
by Victor Hugo 978-1-59966-682-2

2 	Beauty and the Beast

2 	The Last Lesson
by Alphonse Daudet 978-1-59966-673-0

2 	The Sandman
by E. T. A. Hoffmann 978-1-59966-683-9

3 	The Prince and the Pauper
by Mark Twain 978-1-59966-664-8

3 	Journey to the West
by Wu Cheng-en 978-1-59966-674-7

3 	The Last Leaf
by O. Henry 978-1-59966-684-6

4 	Gulliver’s Travels
by Jonathan Swift 978-1-59966-665-5

4 	A Dog of Flanders
by Marie Louise de la Ramée 978-1-59966-675-4

4 	The Barber of Seville
by Pierre Beaumarchais 978-1-59966-685-3

5 	A Little Princess
by Frances Hodgson Burnett 978-1-59966-666-2

5 	King Arthur and the Black Knight
by Howard Pyle 978-1-59966-676-1

6 	Fairy Gifts
by Comte de Caylus 978-1-59966-667-9

6 	What Katy Did
by Susan Coolidge 978-1-59966-677-8

7 	The Enchanted Castle
by Edith Nesbit 978-1-59966-668-6

7 	The Legend of Sleepy Hollow
by Washington Irving 978-1-59966-678-5

8 	The Lady or the Tiger?
by Frank R. Stockton 978-1-59966-669-3

8 	Little Lord Fauntleroy
by Frances Hodgson Burnett 978-1-59966-679-2

9 	The Life and Adventures of Santa Claus
by L. Frank Baum 978-1-59966-670-9

9 	The Magic Flute
by Emanuel Schikaneder 978-1-59966-680-8

9 	Pollyanna
by Eleanor H. Porter 978-1-59966-690-7

10 	Ivan the Fool
by Leo Tolstoy 978-1-59966-671-6

10 	The Gift of the Magi
by O. Henry 978-1-59966-681-5

10 	The Count of Monte Cristo
by Alexandre Dumas 978-1-59966-691-4

by Jeanne-Marie Leprince de Beaumont 978-1-59966-663-1

6 	Ivanhoe
by Walter Scott 978-1-59966-687-7
7 	Two Years’ Vacation
by Jules Verne 978-1-59966-688-4
8 	The Battle of Red Cliffs from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by Luo Guanzhong 978-1-59966-689-1

Levels

1

2

3

4

5

6

Family Words per Level

400

500

650

800

1000

1200

Word Count per Story

300

500

800

1200

1700

2500

• Family Words per Level : 각 레벨별 평균 단어 수
• Word Count per Story: 각 레벨의 스토리 별 평균 단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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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Hollow Needle
by Maurice Leblanc 978-1-59966-686-0

* Family Words = Headwords

re aders

자기 주도 학습의 중심, 다독 (Extensive Reading)!
쉽고 재밌는 Young Learners Classic Readers로 읽기에의 재미를 붙여주세요~
시리즈 구성 및 특징 (Level 1 - Level 6, 레벨별 10권, 총 60권 구성)
•대
 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단
 계: 레벨 1 - 레벨 6 (총 60권 시리즈)
•구
 성: Storybook, Workbook (별도 판매), 온라인 프로그램 (별도 판매)
•홈
 페이지 제공: Answer Key, Translation(Lv1-3), Word List, Free MP3, ETC

특징 (각 레벨 10권, 총 60권 시리즈)
•아
 기자기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은 읽기에 흥미를 더해 준다.
•단
 계별로 어휘를 통제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 I ntroduction & Characters: 작가 및 스토리에 대한 짧은 소개를 통해 배경 지식을 넓혀준다.
•P
 laylet: 스토리를 연극으로 짧게 구성하였다. (생생한 남녀 성우의 연기와 효과음이 삽입된 오디오 제공)
•W
 ord List: 그림 사전 형태로 단어 리스트를 제공한다. (Word List와 Word Practice 오디오 제공)
•M
 P3: 흥미진진한 오디오 구성으로 재미있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어 영어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체
 계적인 독후 활동을 위한 Workbook과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별도 판매)

Storybook

Workbook

Online Program

LEVEL 1 400 STORY WORD COUNT

The Three Goats

Hansel and Gretel

The Selfish Giant

ISBN 978-1-59966-638-9

ISBN 978-1-59966-633-4

ISBN 978-1-59966-641-9

Level 1-(1) -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LEVEL 2 500 STORY WORD COUNT

Jack and the Magic Beans

How Bear Lost His Tail

The Elves and the Shoemaker

ISBN 978-1-59966-646-4

ISBN 978-1-59966-644-0

ISBN 978-1-59966-643-3

Level 2-(2) - The Elves and the Sho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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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650 STORY WORD COUNT

re aders
Ole-Luk-Oie: The Dream God
ISBN 978-1-59966-653-2

Heidi

The Three Bears

ISBN 978-1-59966-658-7

ISBN 978-1-59966-657-0

Level 4-(1) - The Fish and the Ring

LEVEL 4 800 STORY WORD COUNT

Level 6-(3) - The Last Leaf

The Fish and the Ring

The Enchanted Castle

Fairy Gifts

ISBN 978-1-59966-662-4

ISBN 978-1-59966-668-6

ISBN 978-1-59966-667-9

LEVEL 5 1000 STORY WORD COUNT

The Legend of Sleepy Hollow

Pinocchio

The Last Lesson

ISBN 978-1-59966-678-5

ISBN 978-1-59966-672-3

ISBN 978-1-59966-673-0

LEVEL 6 1200 STORY WORD COUNT

[ Workbook ]

The Hollow Needle

Ivanhoe

ISBN 978-1-59966-686-0

ISBN 978-1-59966-687-7

The Battle of Red Cliffs
from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ISBN 978-1-59966-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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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Levels 1-2 : 8,000원

-

Level

정가

LEVEL 1

• The Emperor’s New Clothes
by Hans Christian Andersen

ISBN 978-1-59966-175-9

by Anna Sewell

중1

ISBN 978-1-59966-169-8

• Grimm’s Fairy Tales

by Jacob and Wilhelm Grimm

ISBN 978-1-59966-172-8

• Favorite Asian Folk Tales
by Various Authors

ISBN 978-1-59966-166-7

• The Wind in the Willows
by Kenneth Grahame

• The Arabian Night
by Various Authors

ISBN 978-1-59966-184-1

by Howard Pyle

by Lewis Carroll

• Just So Stories
by Rudyard Kipling

ISBN 978-1-59966-190-2

• The Jungle Book
by Rudyard Kipling

ISBN 978-1-59966-187-2

• Aesop’s Fables
ISBN 978-1-59966-193-3

• The Happy Prince

LEVEL 4

• David Copperfield
by Charles Dickens

by Charles Dickens

by Jules Verne

by Charles Dickens

•	Tales of Mystery & Imagination
by Edgar Allan Poe

by Emily Brontë

ISBN 978-1-59966-289-3

ISBN 978-1-59966-286-2

ISBN 978-1-59966-280-0

ISBN 978-1-59966-337-1

by Alexandre Dumas, père

• The Phantom of the Opera
by Gaston Leroux

by Charlotte Brontë

ISBN 978-1-59966-307-4

by Herman Melville

ISBN 978-1-59966-325-8

• Jane Eyre

ISBN 978-1-59966-295-4

by Thomas Hardy

ISBN 978-1-59966-343-2

•	Classic American Short Stories
by Various Authors

ISBN 978-1-59966-304-3

•	More Tales of Mystery and

ISBN 978-1-59966-328-9

• Classic British Short Stories

Imagination

by Various Authors

by Edgar Allan Poe

ISBN 978-1-59966-322-7

• Tess of the D’Urbervilles

•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by Oscar Wilde

by Charles Dickens

ISBN 978-1-59966-331-9

• Moby Dick

ISBN 978-1-59966-283-1

• Sense and Sensibility

ISBN 978-1-59966-298-5

• Pride and Prejudice

ISBN 978-1-59966-274-9

• The Prisoner of Zenda

ISBN 978-1-59966-319-7

• The Three Musketeers

by William Makepeace Thackeray

ISBN 978-1-59966-271-8

• The Moonstone

by Charles Dickens

• Nicholas Nickleby

ISBN 978-1-59966-301-2

by Jane Austen

ISBN 978-1-59966-316-6

• Great Expectations

• Vanity Fair

ISBN 978-1-59966-277-0

•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LEVEL 6

• Wuthering Heights

ISBN 978-1-59966-292-3

• Shakespeare’s Tragedies

ISBN 978-1-59966-265-7

ISBN 978-1-59966-253-4

ISBN 978-1-59966-244-2

고2

• The Invisible Man

by Sir Arthur Conan Doyle

by Jane Austen

by Charles Dickens

LEVEL 5

by William Shakespeare

ISBN 978-1-59966-250-3

• 20,000 Leagues Under the Sea

ISBN 978-1-59966-220-6

by William Shakespeare

• Frankenstein
by Mary Shelley

ISBN 978-1-59966-223-7

고1

ISBN 978-1-59966-241-1

• A Christmas Carol

by Lucy Maud Montgomery

ISBN 978-1-59966-268-8

by Anthony Hope

ISBN 978-1-59966-214-5

• A Tale of Two Cities

by Louisa May Alcott

ISBN 978-1-59966-247-3

by Robert Louis Stevenson

ISBN 978-1-59966-208-4

• Anne of Green Gables

ISBN 978-1-59966-262-6

• Sherlock Holmes

by Wilkie Collins

by William Shakespeare

• Shakespeare’s Comedies

• Little Women

ISBN 978-1-59966-238-1

• Dr. Jekyll and Mr. Hyde

• Peter Pan

by H.G. Wells

ISBN 978-1-59966-235-0

by Daniel Defoe

•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by J.M. Barrie

by H.G. Wells

• Romeo and Juliet

• White Fang
by Mark Twain

ISBN 978-1-59966-232-9

• The Time Machine
• Robinson Crusoe

ISBN 978-1-59966-211-4

by Frances Hodgson Burnett

ISBN 978-1-59966-259-6

• Oliver Twist

by Jules Verne

by Henry Rider Haggard

ISBN 978-1-59966-205-3

• The Secret Garden

ISBN 978-1-59966-256-5

• The Thirty-Nine Steps
by John Buchan

• King Solomon’s Mines

• The Railway Children

ISBN 978-1-59966-178-0

중3

ISBN 978-1-59966-229-9

ISBN 978-1-59966-202-2

by L. Frank Baum

by Jack London

ISBN 978-1-59966-226-8

by Robert Louis Stevenson

ISBN 978-1-59966-199-5

ISBN 978-1-59966-217-6

ISBN 978-1-59966-181-0

by William Shakespeare

• Treasure Island

• The Wizard of Oz
by Edith Nesbit

LEVEL 3

• The Merchant of Venice

ISBN 978-1-59966-196-4

• Alice in Wonderland

• Doctor Dolittle
by Hugh Lofting

중2

LEVEL 2

• Robin Hood

• Black Beauty

by Oscar Wilde

SB Full Set (60권) : 540,000원

SB Levels 5-6 : 10,000원

예비중

by Aesop

WB : 4,000원

SB Levels 3-4 : 9,000원

ISBN 978-1-59966-313-5

•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ISBN 978-1-59966-334-0

• The War of the Worlds
by H.G. Wells

ISBN 978-1-59966-340-1

by Sir Arthur Conan Doyle

ISBN 978-1-59966-310-4

Levels

1

2

3

4

5

6

Family Words per Reader *

550

750

950

1150

1350

1550

Family Words per Level *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 Average number of family words.

Family Words = Hea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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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왜 고전 명작을 영어로 읽어야 할까?

re aders

1.	검증된 컨텐츠 세계의 고전 명작은 수세기에 걸쳐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읽혀온 작품들로 시대적 배경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최고의 영어 학습 자료입니다.

2.	쉽게 즐겁게! 친숙한 내용을 영어로 읽게 되면 빠른 이해와 내용 유추가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쉽게 읽어내려 갈 수 있습니다.
3.	시대를 아우르는 고전명작 60선 Compass Classic Readers는 가장 많이, 가장 널리 읽히는 60 작품을 엄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Two. 그럼 어떻게 60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
1.	쉬운 시작! Compass Classic Readers는 어휘 수준 및 문장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조절, 영어 읽기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3. 영
 어 완성! 철저히 기획된 주요 어휘 및 문장의 계속적인 반복 구조는 자연스런 리딩 능력 향상은 물론, 논리적인 글쓰기,
신나는 리딩! 레벨별로 세분화된 구성은 실력을 탄탄히 다지고 스스로 강한 동기 부여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말하기까지 통합적인 학습을 통해 진정한 영어 고수가 되게 합니다.

Three. 액티브 리딩(Active Reading)을 통해 더욱 재미있게 읽자!
1.	Preview & Review Questions: 각 Chapter 전후 다양한 질문을 통한 흥미 유발, 주제 파악 및 나만의 생각 정리로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향상!

2. Playlet: 책을 읽은 후 동료들과의 연극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3. MP3: 생생한 리스닝을 통해 눈과 귀가 함께 즐거워지는 학습!
4. Full–Colored Illustration: 생동감 있는 삽화로 읽는 즐거움 두 배!
5.	Workbook: 필수 어휘 및 등장 인물의 성격과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는 writing 과정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

Student Book

Workbook

LEVEL 1

Preview Questions

Revi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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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FAMILY WORDS

Black Beauty

Favorite Asian Folk Tales

The Jungle Book

ISBN 978-1-59966-169-8

ISBN 978-1-59966-166-7

ISBN 978-1-59966-187-2

LEVEL 2

750 FAMILY WORDS

The Arabian Nights

The Railway Children

White Fang

ISBN 978-1-59966-196-4

ISBN 978-1-59966-211-4

ISBN 978-1-59966-208-4

LEVEL 3

950 FAMILY WORDS

re aders

Playlet

Dr. Jekyll and Mr. Hyde

The Merchant of Venice

The Time Machine

ISBN 978-1-59966-241-1

ISBN 978-1-59966-226-8

ISBN 978-1-59966-235-0

LEVEL 4

Glossary

1150 FAMILY WORDS

David Copperfield

Little Women

The Thirty-Nine Steps

ISBN 978-1-59966-256-5

ISBN 978-1-59966-265-7

ISBN 978-1-59966-259-6

LEVEL 5

1350 FAMILY WORDS

The Invisible Man

Shakespeare’s Comedies

Vanity Fair

ISBN 978-1-59966-292-3

ISBN 978-1-59966-286-2

ISBN 978-1-59966-301-2

Workbook

LEVEL 6

1550 FAMILY WORDS

홈페이지 제공 자료
- Answer Key
(Preview / Review Question Answer Key &
Chapter Summary, Workbook Answer Key 포함)
- Free MP3
Classic American Short Stories

The Three Musketeers

Wuthering Heights

ISBN 978-1-59966-328-9

ISBN 978-1-59966-331-9

ISBN 978-1-5996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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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E NGLISH FOR E VERYDAY A CTIVITIES

ESP

DAY A CTIVITIES

림 사전 형태로

드북입니다.

단어들이 상황별로

한글판 개정

% 활용 가능한 책!

고 싶다면

향상시키세요.

E NGLISH
Lawrence J. Zwier

SB: 14,000원
AB: 8,000원

별도 판매: Activity Book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Interactive

for

application (Study Booster)

Lawrence J. Zwier

E VERYDAY
A CTIVITIES
등교할 때, 출근할 때

며,
습니다.

정가

대상: 고등 - 일반

영어 혼 .공.자 를 위한 스피킹 트레이닝
정가 14,000원

Level

50 일 영어낭독으로 원어민 되기

A Picture
Process Dictionary

한글개정판

그림으로 보는 영어 생활 24시간!
◆아
 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실생활 영어
표현을 상황별로 수록

한글판 개정

◆ 활용도 높은 영어 표현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그림 사전 형태

업무 시작 전, 수업 전

15분 인강 공부

10분 영어낭독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스피킹 연습

걸으면서, 차 안에서, 운동하면서
5분 원어민 음원 듣기

◆연
 관성 있는 문장끼리 상황 순으로 나열하여,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
는 시쿼스 텔링 (1분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습에 적합

스피킹 트레이닝을 위한 Study Booster 앱 제공

2020-12-03 �� 2:54:46

한글판 개정

인강 QR 스캔 후, 각
Section 1day 인강
10분 미리 보기 가능

MP3 QR 스캔 후, 미국식
원어민 발음을 간편하게
스트리밍

스피킹 트레이닝 앱인 Study Booster를 통해서 EEA 학습법에 맞는 다양한 스피킹 연습 및 AI 발음체크!

EEA 만의 5 STEP 학습법
1.
2.
3.
4.
5.

EEA 인강 학습하기
주요 어휘 익히기
영어 표현이 입에서 자동 발사될 때까지 여러번 낭독하기
그림을 보고 입영작하기
1분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기

Enhance your English with

Use the STUDY BOOSTER LEARNING APP
WITH BOOKS FROM COMPASS
Free with purchase of select Compass books

원어민들의 실생활 표현을 통한 회화 능력 향상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한 발음 체크

142

어휘 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단어 자료실 제공

Communicating in Business English 1-2
Second Edition

정가

SB: 17,000원

ESP

NEW
Level
대상: 대학생 - 성인

Lessons: 42 (2 pages / lesson)
교재 부록:

SB : Free App, Case Studies, Activity File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Transcripts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Communicating in Business English, Second Edition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 발맞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두 권의 책 시리즈입니다.
◆ 가상 회의 및 계약 재협상을 포함한 주제를 다루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단원 구성
◆ 단원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 중심의 몸풀기 문제 수록
◆ 배운 어휘, 문장 구조, 상황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례 연구와 의사소통 활동 포함
◆ 각 단원의 핵심 어휘 목록 수록
◆ 공통 비즈니스 언어 구조가 문맥상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샘플 구, 문장, 대화문 포함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비즈니스 팁과 전략 제공
◆ 추가 연습을 위한 상호작용 가능한 앱 기반의 연습문제 제공

CHAPTER

◆ 발음 및 억양 연습을 위한 앱 기반의 음성 인식 기능 제공

01

WhatMakes
MakesaaGood
GoodCall?
Call?
01 What

DIALOG
Fill in the blanks. Listen and check.

Scan for Audio

connection

Learning
Objectives

WARM-UP
1. How often do you
make phone or video
calls at work?
2. What basic information
should you give on a
professional call?
3. What are some things
you should prepare
before a work-related
call?

• To learn vocabulary
for business-related
calls

English
for Calls

• To recognize
the sequence of
professional calls
• To learn formal &
informal language
related to calls at
work

1

What Makes a Good Call?

2

Making a Video Call

3
4
5

Getting Through
Opening a Call
Messages

6

Structuring a Call

7
8
9

Transfer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Difficulties
Calling Back

Identify yourself appropriately and clearly.
Greet the other party and make some small talk (if culturally appropriate).
Give the reason(s) for the call.

10
11

Making Appointments
Complaints

12
13

Closing a Call
Calls in Different Cultures

14

Business Tips for Calls

ADVERBS

WARM-UP
1. Which method do you most often use for discussions with business partners and
clients? (voice call, video call, instant message, etc.)
2. What strategies do you use to make sure your calls are successful?

Confirm the result of the call.
End politely and positively.
Review your notes and add appropriate details if needed.

OK. I’ll do my best to create a

Mark:

Right! We don’t want to forget anything after it’s finished.

Linda:

Exactly. OK. I think we’re ready. Thank you for preparing everything.

1. atmosphere

climate

environment

style

suggest

check

verify

3. greet

welcome

speak

acknowledge

4. brief

short

simple

smart

5. room

display

picture

view

1. Let’s have some small talk before we
a. identify

More
MoreInformal
Informal

I am
I amcalling
callingtotodiscuss...
discuss...

a. brief

CASE STUDY

CBE 2nd B1.indd 5

2020-11-27 �� 9:52:19

How’s
How’sit itgoing?
going?

I wanted
I wantedtototalk
talkabout...
about... I didn’t
I didn’tcatch
catchthat.
that.

CHAPTER 01: English for Calls
Preparation for Cultural Differences

CHAPTER

01

Part A Background

Part C Compare and Contrast

Understand tha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cultural differences that will impact how successfully
you are able to communicate on a call. Being aware of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knowing
how to prepare for them, can have a big impact on how productive your calls are. Don’t assume your
clients, colleagues, partners, and others from overseas will know anything about your culture. Be
proactive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and effectively deal with 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ry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below. Compare and contrast the culture of your chosen
country with the culture of your customers. Write your findings.

Part B Task
Imagine you work for a company that sells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in the US. Management has recently decided
to offshore the customer service call center to cut costs. You
have been tasked with choosing a suitable country for the
call center and planning a training program that will help the
new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communicate with your
customers effectively.

Call center staff: Time is seen as
an unlimited resource.
Customers: Time is seen as a
scarce resource.

a. actively

What level
of formality
is best?

4. What

c. clearly

wait for
d. positively

are you going to use to call our partner?
b. connecting

5. Do you think it’s more
a. positive

c. atmosphere

d. result

to be formal or informal during tomorrow’s discussion?
b. appropriate

c. available

d. brie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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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You are the head of the business development division for a large corporation. You are working
with a junior colleague to prepare a conference call with an overseas business partner. Write an
email with a checklist of tasks you want the junior colleague to prepare before the conference call.
Look at the checklist on p. 6 for an example.

How is
directness
viewed?

Role-play a call between a caller who works for an advertising company and an executive assistant
who works at a company called KS Games. Work with a partner, choose a role, and use the
language learned in the lesson to fill in the tables below.
Role A: Executive Assistant
Take the call and attempt to transfer the call.
Explain that the head of marketing at your
company is on vacation.
Greet and
identify

Good morning, KS Games.
My name is...

Role B: Caller
You work for an advertising company and you
want to speak to the head of the marketing team
at KS Games to help advertise their new game.
Greet and
identify

Ask about the
purpose

Explain the
purpose

Confirm
information and
connect

Confirm
information

Apology / No
connection

Ask to leave
message

Good morning. My name is...

Other:

Part D Write Training Materials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communication culture in the country that will host your
new customer service call center, and with an overview of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and your customers, make a rough draft of the training
materials.

Choose a country from the list to offshore your call center to.
the Philippines

Spain

Germany

Mexico

Lithuania

India

Canada

Costa Rica

Hungry

Chile

Poland

China

Malaysia

Colombia

Your choice:

Ireland

Romania

Brazil

France

Acceptable / Preferable
Communication Behavior
Punctuality & time:

Chapter 1 Lesson 4: Activity, pages 12–13

Chapter 1 Lesson 2: Activity, pages 8–9

Scenario:

Scenario:

Unacceptable / Discouraged
Communication Behavior

The head of sales is messaging a member of the accounting team to get information about changes
to the customer billing process. The sales team needs to know who will pay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hipping fees—the company or the customer. Complete the conversation below.

You work for the HR department at a company that is going to start to have employees work
from home. Make a best practices guide for employees about how to use Zoom for work-related
discussions. Review the steps and use the language learned in the lesson to write the guide.

ork quickly. Apologize if something
takes time. Offer to call back if it
takes longer than 1 minute.

Ask for information
Create an account

Be sure to use a professional, secure email address: not a private one.

I ould like to kno more about...

Level of formality:

Work with a partner. Do research about the business communication culture of the country you choose.
Preview the questions in Part C and write notes.

Notes:
• They tend to think of time as an unlimited resource.

Reply and send documents
Schedule the call

Directness,
interruptions, & silence:

Share the call link

Ask further questions

Other:
Make the call

Part E Role-Play Discussion
Work with a new partner. Compare and discuss the training materials you prepared in Part D . Assign
each person a role as either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or a customer. Role-play a customer
complaint call following the directions in the training materials above.
Tip

34

CBE 2nd B1.indd 34

b. politely

Chapter 1 Lesson 3: Activity, pages 10–11
Scan for Audio

Scenario:

Are
interruptions
acceptable?

Is silence
acceptable?

Work with a partner. Choose a country from the list and learn
about its culture. Consider which cultural differences could
lead to miscommunications, mistakes, and misunderstandings
between your customers and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Chapter 1 Lesson 1: Activity, pages 6–7

Tip

How
important is
punctuality?

d. available

Activity File pag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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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FILE
CHAPTER

d. create
to take your call.

c. appropriate

Take
Takecare.
care.

CBE 2nd B1.indd 6

01

c. prepare

b. positive

3. During the call, please make sure you say “please,” “thank you,” and
the other person to finish talking before you start to spea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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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for the call.

b. greet

2. Make sure you check to see what time the customer is
Use formal language
with people you
interact with for the
first time. Use informal
language with people
you know well.

Could
Couldyou
youplease
pleaserepeat
repeat
It Ithas
hasbeen
beena apleasure.
pleasure.
that?
that?

How
Howare
areyou
youtoday?
today?

atmosphere.

2. confirm

a. device

More
MoreFormal
Formal

3. How do you approach calls with business partners and clients from different
cultures?

CBE 2nd B1.indd 4

Great! Thank you. We need a good
from this call. And this is a new
client, so let’s try to keep the discussion a bit more formal.
Great. Make sure you also take short notes during the call.

Biz Tip

Ending the call

actively
appropriately
clearly
culturally
politely
positively

Yes, I checked it out. I did a test call to my friend over in HR just to make sure it’s working
well. Everything is set up over in conference room B, which has the best
in the office.

Mark:
Linda:

Choose the best word to complete each sentence.

Create a positive atmosphere.
Communicate your objective clearly.
Actively listen in order to make sure you understand.
Take brief notes to refer back to after the call is finished.
Check to make sure the other side understands you.

appropriate
available
brief
positive

in the conference room?

PRACTICE

During the call

ADJECTIVES

Did you check the settings on the

Circle the word that does not belong in each group.

Beginning the call

VERBS

Yes, we’re all ready.

VOCABULARY

Consider if being more formal or more informal is appropriate.
Prepare what you want to say.
Send an email or message before the call if necessary.
Have important information available.
Check the connection, display, and settings on your device.

confirm
greet
identify
prepare

device

Mark:
Linda:
Mark:

Before the call

NOUNS
atmosphere
connection
device
display
information
result

result

Are we prepared and ready to go for the conference call this afternoon with the new
customer from Mexico?

Linda:

Call Sequence — A Checklist

Vocabulary

Track 1-01

positive

Linda:

Use the host tools

Review appropriate language for complaints on p. 2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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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ed Everyday Idioms with Stories
ESP

Level

-

정가

SB 1: 10,000원
SB 2: 11,000원

대상: 중등 - 고등
별도 판매: MP3 Audio File

재미있는 예문과 그림으로 배우는 필수 숙어
◆
◆
◆
◆
◆

사전 형식으로 정리된 필수 600 숙어
삽화를 보며 연상법을 이용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예문, 대화문을 통해 다양한 문맥에서의 사용 요령 익히기
연습 문제를 풀며 학습 성과 측정
흥미로운 Dialog, Folktales에서의 활용을 통한 마무리까지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Second Edition
정가

Level

SB: 12,000원
AB: 8,000원

대상: 중등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별도 판매: Multi-Skills Activity Book

그림으로 보는 영어 생활 24시! 일상생활의 동작을 그림으로 재미있게 배우자!
◆일
 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포착! →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저녁에 잠들기까지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그림과 함께 세세하게 익히기!
◆ [상황]



[단어] 로 쌍방향 학습 가능!

◆ 최신 주제로 내용 보완! → 인터넷 활용이나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의 활용 등 최신 주제로 업데이트

Everyday English for Young People
Level

정가

대상: 중등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십대들의 일상 생활 위주로 알아보는 영어 표현!
◆ 중·고등학생이 겪는 60개의 상황에 적당한 영어 표현 정리
◆ 떠올린 상황을 통해 그림으로 어휘를 늘릴 수 있도록 구성
◆ 단원마다 ‘Key Vocabulary ’, ‘For Special Attention’을 통해 필수 표현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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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2,000원

Everyday Survival English
정가

SB: 12,000원

ESP

Level

대상: 고등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영어권의 생생한 육성과 알기 쉬운 그림으로 배우는
서바이벌 잉글리쉬!
◆ 72가지 상황을 통해 일상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표현 정리
◆ 만화 속 캐릭터들을 통한 간접 체험, 상황에 딱 맞는 표현 익히기
◆ ‘Words and Phrases to Learn’, ‘Key Expressions’를 통한 어휘 및 표현 정리

Everyday English for Hospitality Professionals
정가

Level

SB: 12,000원

대상: 대학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호텔 종사자들을 위한 생생한 영어 학습서!
◆ 호텔 종사자들에게 일어나는 60여 가지 상황에 필요한 표현 정리
◆ 모든 단원의 상황에 따른 주요 표현을 만화 형식으로 생생하게 재현
◆ ‘Key Vocabulary’, ‘Culture and Language’를 통한 중요 어휘 학습

English for Restaurant Workers Second Edition
Level

-

정가

SB: 15,000원

대상: 대학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고급 레스토랑 스태프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서!
◆
◆
◆
◆
◆

레스토랑 전반 업무에 필수적인 어휘 및 표현 제공
실제 레스토랑 상황을 소재로 구성된 효율적인 학습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 증대를 위한 만화 형식의 본문 내용
연습 문제를 통한 단어 및 표현력 학습
이해력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부록: 레스토랑 직원의 업무 분장과 태도에 대한 내용, 전문 용어 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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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bout Travel Second Edition
ESP

Level

정가

SB: 15,000원
AK: 5,000원

-

대상: 대학생 및 일반
홈페이지 제공: MP3 Audio File
별도 판매: Answer Key & Transcripts

해외 여행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확실한 기초 다지기
◆
◆
◆
◆
◆
◆

 행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어휘 습득
여
관광 여행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한 실용적인 대화 연습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각종 홍보물과 실제 사용되는 서류 양식 수록 (Authentic Documents)
세계의 유명 관광 명소를 여행하는 유용한 팁 제공 ( Travel Tips)
실전 상황에 기반한 대화 연습으로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무료 MP3 Audio File: 본문에 수록된 모든 대화문과 독해 지문 제공

Travel and Tourism

정가

SB: 15,000원

Level

대상: 대학 - 일반
홈페이지 제공: Answer Key
교재 부록: DVD 포함

호텔, 관광 영어를 심도있게 배워보자!
◆ 여행사에서 항공사, 호텔, 레스토랑, 투어 가이드에 필요한 관광 영어
◆ 회화는 물론 어휘, 문법까지 체계적으로 학습

The English You Need for the Office &
짧은 영어 몇 마디로 외국인과 근무하기 (한글판)

정가

SB: 12,000원
AB: 8,000원

Level

대상: 대학 - 일반
홈페이지 제공: Free MP3
별도 판매: M
 ulti-Skills Activity Book

외국 법인의 기업 문화와 국제 감각을 키우는 학습서
◆ 외국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기업 문화의 면면을 하나하나 영어로 표현
◆ 출근부터 퇴근까지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56가지 상황을 영어로 표현
◆ ‘Key Vocabulary’, ‘For Special Attention’을 통해 필수 표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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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정가

SB: 14,000원

ESP

대상: 일반 (교사)

Trainer’s Handbook 10,000원

별도 판매: Trainer’s

Handbook

어린이 영어 수업에 필요한 요소를
그림으로 배우는 교사용 지침서
◆
◆
◆
◆
◆

20가지 수업 상황이 소개되어 필요할 때마다 사전처럼 응용 가능
수업 장면을 삽화로 묘사하여 수업 진행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익힘

Teaching Resource에 수업시간에 응용 가능한 활동 소개
Trainer’s Handbook을 통해 본 교재에 빠진 유용한 정보 수록
매 단원 수업에 필요한 어휘 및 관용구 등 유용한 팁 소개

What Should Every EFL Teacher Know?
정가

SB: 18,000원

대상: 대학 - 일반
홈페이지 제공: ETC (PPT 자료;

Introduction)

영어 교육의 대가 Paul Nation 교수의 40년,
Teaching Know-How!
◆ Practical! - Well-balanced 4 Skills 티칭을 위한 20가지 핵심 티칭 기술
- 실제 교실에서 활용하는 Practical Activities 및 수업 활용 자료 소개
◆ Understandable! -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 및 문장 사용
- 수업 장면 및 활동을 삽화로 묘사하여 이해도 높임
◆ Usable! - 교실에서 책을 활용하여 바로 적용 가능
 ow to teach: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H

Pronunciation, Spelling, Grammar, Vocabulary, Discourse,
How to design lessons and courses
Each chapter begins by clearly
identifying the main idea.

Highlights for the important
contents.

Visualize the techniques, data,
and information; figures, tables,
and illustrations.

Supply more useful information;
further reading, web resources,
things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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