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에이리스트는
이퍼블릭에서 설립한 영어교재전문 브랜드입니다.

이제 영어는 글로벌 언어(Global Language) 또는 국제 언어(International Language)라고 지칭될 만큼 선택이 아닌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어의 학습체계는 단기간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의 영어교육 기간을 고려한다면 영어 학습의 경험이 가능한 즐겁고 긍정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는 실제 교육 환경 속에서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고 정착시키고자 영어교재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재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Listening Juice>, <Reading Juice>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연극 시리즈 <Ready, Action!>, 오감발달 체험영어 시리즈 <오체영>, 어린이를 위한 파닉스 입문서
<Phonics Monster>, 단계별 리딩 교재 시리즈 <word READING> 등이 있으며, 영어 유치원, 영어 어학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 영어 캠프, 영어 도서관 등 다양한 영어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는 체계적이며 즐겁고 긍정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한 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eries

Series

Series

Series

Series

word
READING
Series

유용한 자료가 가득한
에이리스트로 초대합니다!

의 모든 교재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물론 교재별 무료 온라인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소개

교재자료

커뮤니티

에이리스트의 모든 교재를 분야별로 정리해 놓아
원하는 교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P3 파일, 멀티미디어, 번역, 스크립트, 단어리스트,
답지, 평가지, PPT자료 등 각종 부가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미나 공지, 세미나 동영상, 교재 서평, 교재 오류 신고,
교재 구매 상담 등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Since 1955

이퍼블릭은
1955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60년 이상
대한민국 영어교육과 지식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내일을 만들어가는 교육문화 기업입니다.

www.epublic.co.kr

Kindergarten
만 2~4세

만 4~5세

만 5~6세

Primary
G1~G2

G3~G4

Secondary
G5~G6

G7~G9

Adult

G10~G12

Ready, Set, Sing!
마더구스와 함께하는 노래 체험영어

Ready, Set, Cook! Lv 1-2
스토리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영어

Ready, Set, Create! Lv 1-2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 체험영어

Ready, Set, Discover! Lv 1-2
스토리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영어

READERS

출시예정

Ready, Action! Classic Starter
뮤지컬로 배우는 명작동화 스타터

Ready, Action! Classic Lv 1-3

출시예정

뮤지컬로 배우는 베스트 명작동화

Ready, Action! Starter

출시예정

뮤지컬로 배우는 패러디 명작동화 스타터

Ready, Action! Lv 1-4
뮤지컬로 배우는 패러디 명작동화

Ready, Action! Advanced
뮤지컬로 배우는 필독 고전 명작

Phonics Monster 1st

Lv 1-4

쉽고 재미있게 소리와 철자를 익히는 파닉스

PHONICS

Phonics Monster 2nd Lv 1-4
음가에서 문장 읽기로 완성하는 파닉스

Think Read Write Phonics Lv 1-4
생각하고 읽고 쓰는 새로운 개념의 파닉스

My First Phonics Readers Lv 1-6
파닉스를 다지는 재미있는 스토리

New Connection Lv 1-3
All About Secretaries

NCS

: English for Telephoning and Reception
NCS Units: 0202030112_16v2.1. & 0202030112_16v2.2 for international secretaries

This Book is a Korean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based teaching materials for secretarial English. It aims to provide essential expressions
and learning activities for telephoning and reception basics.

English for Telephoning and Reception

All About Secretaries

All About Secretaries

COURSE BOOK

성인 및 대학생을 위한 4 Skills 코스북

WHAT’S INSIDE?
∙ Basic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for telephoning & reception

국제비서행정 직무 능력 교재

∙ Key words and expressions for telephoning & reception
∙ Video clips appealing to students’ sense of reality
∙ Audio recorded exercises to secure practice
∙ Effective exercises & activities to enhance students’ self-monitoring
∙ A variety of tips to boost language and style
∙ Activities for listening & speaking skills incorporated

MOBILE
APP

Free Mobile APP
∙ Conversation Video Clip
∙ MP3 Files

25,000 KRW

Workplace English Lv 1-2
업무현장 필수 비즈니스 교재

Grammar Juice for Kids Lv 1-3
쉽고 재미있는 문법 입문서

GRAMMAR

Grammar Juice for Junior Lv 1-3
문법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습 및 훈련

One 포인트 Grammar Lv 1-2
한 번에 하나씩 짚어주는 초등 기초 영문법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Lv 1-6
핵심 영문법으로 서술형 되는 영어문장 쓰기

All About
Secretaries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nglish for Telephoning and Reception
Written by Kyungsook Paik

Kindergarten
만 2~4세

만 4~5세

Primary

만 5~6세

G1~G2

Secondary

G3~G4

G5~G6

30/40/50-word READING Lv 1-6
초등 교과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리딩

60/80-word READING Lv 1-4
초등 교과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리딩

NEW

100/120-word READING Lv 1-4
초·중등 교과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리딩

NEW

150/180/210-word READING Lv 1-6
중등 내신을 위한 단계별 리딩

English Trophy Lv 1-6
READING

균형있는 학습을 위한 주제 중심의 리딩

Reading Trophy Lv 1-4
우리 교육 실정에 맞는 미국교과서형 리딩

Reading Monster

Lv 1-4

파닉스에서 리딩으로 가는 영어 읽기 입문서

Reading Juice for Kids Lv 1-4
초급 단계의 논픽션 리딩

Reading Juice Plus Lv 1-4
중급 단계의 논픽션 리딩

Read to Succeed Lv 1-2
성인 및 대학생 수업용 강독서

Listening Juice for Kids Lv 1-3
기초부터 다지는 리스닝 입문서

LISTENING

Listening Juice Lv 1-3
4 Skills 통합학습을 위한 리스닝 학습서

Listening Juice Jump Lv 1-2
듣기 실력의 도약을 위한 리스닝 학습서

Listening Juice for Junior Lv 1-3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리스닝 학습서

SPEAKING

Speaking Juice Lv 1-3
체계적 학습 모델로 영어 말하기 완성
Lv 1-3

NEW

수행평가 되는 중학 영어글쓰기
WRITING

핵심 영문패턴으로 수행평가 주제 글쓰기

Writing Monster Lv 1-3
영어 문장 쓰기의 기초를 다지는 입문서

교과부 선정 초등 600단어가 수록된 기초
영단어 교재

•그림책, 리더스북, 챕터북에서 뽑은 핵심 어휘 수록!
1unit에 스토리북 한 권이 통째로 들었다! 30unit을 끝내면 30권을 읽는 스마트한 영단어

그림책에서 챕터북까지 원서 읽는 영단어

level 1

| Michael A. Putlack 지음
그림책부터 챕터북까지e–Creative
원서 Contents
읽는 영단어
국내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초등필수 650단어와 함께
미국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학년별 주요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

•그림책, 리더스북, 챕터북에서 뽑은 핵심 어휘 수록!
그림책·리더스북
단계
1unit에 스토리북
한 권이 통째로 들었다! 30unit을 끝내면 30권을 읽는 스마트한 영단어

1

•국내 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650개 어휘 수록!

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어휘로 학교 시험도 완벽 대비

반복·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제별, 분야별 실라버스로 하루에 1unit씩 학습

어휘 수

AR지수

미국교과서 Grade

Book

원서 읽기 단계

어휘 수

AR지수

미국교과서 Grade

Book

원서 읽기 단계

어휘 수

AR지수

미국교과서 Grade

770

1~2

Preschool - G1

Level 1

그림책·리더스북

770

1~2

Preschool - G1

Level 1

그림책·리더스북

770

1~2

Preschool - G1

Level 2

초기 챕터북

840

2~3

G1-2

Level 2

초기 챕터북

840

2~3

G1-2

Level 2

초기 챕터북

840

2~3

G1-2

Level 3

챕터북

940

3~4

G3-4

Level 3

챕터북

940

3~4

G3-4

Level 3

챕터북

940

3~4

G3-4

무료 온라인 자료 www.alist.co.kr

MP3 CD
Included

2015.1.13 5:56:0
(SB)책벌레시리즈표지3종-LEVEL3.indd
PM
1

값 12,000원

값 12,000원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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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책벌레시리즈표지3종-LEVEL2.indd 1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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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문법 레슨과 Check Up으로 표현력과 응용력이 스마트하게 Up!

원서 읽기 단계
그림책·리더스북

무료 온라인 자료 www.alist.co.kr

e–Creative Contents | Michael A. Putlack 지음

챕터북 단계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넓혀 나가는 스마트한 학습 설계!

반복·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제별, 분야별 실라버스로 하루에 1unit씩 학습

Book
Level 1

(SB)책벌레시리즈표지3종-LEVEL1.indd 1

그림책에서 챕터북까지 원서 읽는 영단어

VocaBulary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한번에 잡는 통합 훈련으로 영어 표현력이 향상!

핵심 영문법 레슨과 Check Up으로 표현력과 응용력이 스마트하게 Up!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넓혀 나가는 스마트한 학습 설계!

반복·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제별, 분야별 실라버스로 하루에 1unit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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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어휘로 학교 시험도 완벽 대비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한번에 잡는 통합 훈련으로 영어 표현력이 향상!

핵심 영문법 레슨과 Check Up으로 표현력과 응용력이 스마트하게 Up!

level 2

| Michael A. Putlack 지음
그림책부터 챕터북까지e–Creative
원서 Contents
읽는 영단어
국내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초등필수 650단어와 함께
미국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학년별 주요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

•그림책, 리더스북, 챕터북에서 뽑은 핵심 어휘 수록!
초기1unit에
챕터북
단계 한 권이 통째로 들었다! 30unit을 끝내면 30권을 읽는 스마트한 영단어
스토리북
•국내 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650개 어휘 수록!

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어휘로 학교 시험도 완벽 대비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한번에 잡는 통합 훈련으로 영어 표현력이 향상!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넓혀 나가는 스마트한 학습 설계!

그림책에서 챕터북까지 원서 읽는 영단어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Bookworm VocaBulary level 3

그림책부터 챕터북까지 원서 읽는 영단어
국내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초등필수 650단어와 함께
미국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학년별 주요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

Bookworm VocaBulary level 2

VocaBulary
•국내 교과부 선정 초등필수 650개 어휘 수록!

리딩 레벨 높여주는 영단어 교재

챕터북 단계

Bookworm Bookworm
Bookworm Bookworm
Bookworm Bookworm
Bookworm VocaBulary level 1

Bookworm Vocabulary Lv 1-3

초기 챕터북 단계

그림책·리더스북 단계

VOCABULARY

200 Words You Must Know! Lv 1-3

MP3 CD
Included

2015.1.13 5:55:40 PM

MP3 CD
Included

2015.1.13 5:57: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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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Sing!
Age

만 2~4세

만 3~4세

만 5~6세

마더구스와 함께하는
노래 체험영어 시리즈
영어 구전동요로 만든 스토리와 함께
춤과 게임으로 배우는 창의 영어 학습!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되어 뛰어난 학습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대상

유치

단계

1단계, 총 10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
Activity Book + Craft Template + Saypen
Sticker)

Features
●

●

●

●

●

Ready, Set, Play 시리즈 중 가장 낮은 단계!
신나는 구전동요와 율동으로 시작하는 첫 영어!
한 권당 3개의 영어 구전동요, 1개의 창작 단어 노래,
2개의 게임 수록
애니메이션, 율동 동영상, 창의활동 강의 동영상,
MP3 파일이 수록된 Digital CD
직접 보고, 듣고, 게임하고, 체험해보면서 오감이 발달
되며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
영어 노래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어학원, 키즈까페,
문화센터, 엄마표 영어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

무료 스마트 학습
●

●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Ready Set Sing’을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Student Book 및 Activity Book 표지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앱 화면으로 이동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플래시 카드, Activity Book Answer Key, 레슨 플랜, 노래 악보,
Story 번역, 율동 동영상 무료 제공

Mobile App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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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Sing!
Student Book

Song 1, Song 2
아이들에게 친숙한 마더구스
동요 가사로 만든 스토리

Sing and Play Time
앞에서 배운 노래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바꿔서 불러보는 활동

Game 주제와 연관된 노래를 불러보고 게임을
하다보면 자신감이 쑥쑥!

Words 스토리에 나온 단어를 노래로 재미있게 복습

Project 주제와 연관된 만들기 활동으로
즐거움 UP! 창의력 UP!

Art 주제와 연관된 또 다른 노래를 불러보고,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 활동들로 마무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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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활동의 도안으로 아이들이 쉽게 뜯어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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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 Template

Digital CD

Audio 스토리 리딩, 노래, 따라 부르기까지
신나고 즐거운 학습

Song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노래 불러보기

Dance 신나는 타이틀 노래부터 스토리
노래까지 율동과 함께 따라 해보기

Story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스토리 들어보기

Saypen Sticker

음원 스티커에 표기된 위치에 맞게 Student Book
각 페이지에 스티커 부착하기
● 음원을 다운 받아 세이펜 안에 넣어주면 스토리/
노래/따라부르기 등 다양한 기능 활용 가능
●

11

Ready, Set, Sing!
Starter

Starter

주제: Family

(만들기 Template 수록)

(만들기 Template 수록)

Finger Family

Five in the Bed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손가락으로 가족을 표현한 노래

옆으로~ 옆으로~! 침대에 누운 다섯 마리 동물들의 노래

Are You Sleeping?

Ten Little Indians

딩딩동~! 모닝벨에 맞춰 가족을 차례로 깨우는 노래

이리저리 좌충우돌! 인디언 공연을 준비하는 10명의
아이들의 노래

Starter

Starter

주제: Animal

A Sailor Went to Sea
바다로 간 선원은 무엇을 보았을까?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는
선원의 노래

주제: Food

Do You Know the Muffin Man?
머핀맨을 아시나요?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찾아가는 노래

Old MacDonald Had a Farm

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꽥꽥! 음머~! 맥도널드 할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노래

사라진 쿠키는 누가 가져갔을까? 쿠키를 가져간 범인을
찾는 노래

Starter

주제: Body Parts

(만들기 Template 수록)

Hokey Pokey
호키 포키~♪ 오른쪽, 왼쪽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춤추는 노래

Head and Shoulders
머리 - 어깨 -무릎- 발 - 무릎 - 발! 우리 몸의 명칭을 익히는 노래

12

주제: Number

주제: Nature

주제: Transportation

I Love the Mountains
붐-디-야-다 붐-디-예이! 코끼리와 친구 소년이 즐겁게 자연을
탐험하는 노래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이는 별을 보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노래

Starter

NEW

주제: Health

(만들기 Template 수록)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상쾌한 아침! 아이들의 건강한 아침 생활 습관을 기르는 노래

Humpty Dumpty
위험한 행동은 안돼요! 높은 담장에서 떨어져 깨져버린
달걀 병사의 노래

Starter

(만들기 Template 수록)

The Wheels on the Bus
부릉부릉! 승객들을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에 대한 노래

Down by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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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

Starter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떠나는 동물 가족의 노래

Starter

NEW

주제: Halloween

Time to Go Trick-or-Treating
Trick-or-treat! 할로윈을 맞아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노래

Creeping, Creeping
으악! 유령이다! 무시무시한 유령들을 골려주는 소녀의 노래

NEW

주제: Tools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어머나,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진 런던 브릿지를 다시 건설
하는 노래

Hickory Dickory Dock
똑딱똑딱! 무서운 고양이를 피해 치즈를 먹으려고 괘종시계를
넘어가는 생쥐들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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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Cook!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스토리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영어 시리즈
클래식 동화로 꾸민 픽션 스토리와 정보가
가득한 논픽션 스토리, 그리고 신나는 쿠킹!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되어 뛰어난 학습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Level 1(6종), Level 2(6종), 총 12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
Activity Book + Cooking Card +
Wall Chart)

Features
●
●

●

●

●

●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두 가지 요리의 조리법 수록
E-book, 쿠킹 강의 동영상,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이
수록된 Digital CD
스토리와 쿠킹을 결합하여 학습함으로써 영어는 물론
수학, 과학의 개념도 쌓을 수 있음
불과 날카로운 부엌 도구들이 필요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체험 활동 선정
영어 요리 수업 특별반, Theme-based Reading
수업을 진행하는 어학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활용 가능
영어 요리 수업을 진행하는 놀이학교나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업, 엄마표 영어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율동 동영상, 플래시카드, 본문 해석, 노래 악보,
Activity Book Answe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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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Cook!
Student Book
Fiction Story
아이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동화를 재미있게
각색한 Fiction 스토리

Non-fiction Story
●

Fiction 스토리 속 소재와 연관된 정보를 얻는
Non-fiction 스토리

●

Paired reading을 통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딩 실력 향상

Cooking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쿠킹 시간!
요리 전후 과정과 조리법을 노래로 부르다 보면
자신감이 쑥쑥!

Cooking Challenge
재미있는 요리를 한번 더!
더 많은 재료와 조리법으로 한층 더 재미있는 요리에 도전!

Look What I Made!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을 붙이거나 그리기

16

Activit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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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1
스토리의 단어와 문장 복습

Cooking

Story 2
Non-fiction 스토리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들

재료, 도구, 조리법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

Cooking Card
●

Student Book 속 두 가지의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조리법 수록

●

책을 펴는 번거로움 대신 테이블 위에 세워 재료와 조리법 확인

Wall Chart
●

해당 권의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요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뒷면에는 20개의 쿠킹 동사를 손동작과 함께 수록

●

수업 시 칠판에 붙여 편리하게 활용

Digital CD

Cooking

교재에 나온 요리를 전문가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만들어 보기

Dance

신나는 타이틀 노래부터 재미있는 요리 활동
노래까지 율동과 함께 따라 해 보기

E-book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학습 기능을 가진 E-book!

Audio

스토리 리딩, 챈트, 노래까지 신나고 즐겁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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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Cook!
LEVEL

LEVEL

LEVEL

주제: Bananas

주제: Different Taste

주제: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A Bir

소풍을 나간 곰 세 마리의 집에 추위에 떨던 골디락스가
몸을 따뜻하게 녹이기 위해 들어갑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간 골디락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빠의
있습니
가지고

논픽션 What Do You Taste?
짠맛, 신맛, 단맛

논픽션
지렁이

1

잠이 오지 않는 원숭이 형제들은 엄마 몰래 침대에서 뛰어
놉니다. 하지만 원숭이 한 마리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절대로
침대에서 뛰어 놀지 말라는 엄마의 엄명이 떨어집니다.
심심한 원숭이들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논픽션 All About Bananas
바나나의 특징

2

LEVEL

LEVEL

LEVEL

주제: Fish

주제: Grapes

주제:

Puss in Boots

The Rabbit and the Turtle

Hans

어느 날, 걷는 것도 귀찮은 게으른 삼 형제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포도밭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삼 형제는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숲에 버
떨던 중
주인은

논픽션 Juicy, Juicy Grapes
포도의 특징

논픽션
디저트

1

돈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지 못 하는 루크. 그런데 바로
그 때 그가 키우는 고양이가 루크에게 부츠를 사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양이에겐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루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논픽션 Fish, Fish, Everywhere!
다양한 물고기 종류를 통해 배우는 패턴과 색깔

1

2

LEVEL

LEVEL

LEVEL

주제: Fairies

주제: Animals

주제:

The Fairies and the Shoemaker

The Rabbit and the Turtle

The N

잘난 척이 심하지만 달리기는 빠른 토끼와 겸손하지만
걸음이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경주에서
이길까요?

크리스
소녀 마
호두까
에서는

논픽션 The Fastest Animals
하늘, 바다,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들

논픽션
크리스

1

가난한 구둣방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구두를 만들 수 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때, 특별한 요정들이
구둣방을 찾아옵니다. 요정들은 어떤 마법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울까요?
논픽션 Fairies: Little Wish-Givers
동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요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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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서

2

LEVEL

2

주제: Earthworms

주제: Peas

A Bird Monster

The Princess and the Pea

아빠의 허풍 때문에 볏짚을 금으로 바꿔야만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 앞에 커다란 새 괴물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새 괴물은 소녀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여왕은 진정한 공주를 찾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왕은 이 방법을 통해
진정한 공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논픽션 Who Eats Earthworms?
지렁이를 먹는 동물들

논픽션 Peas for My Body
콩의 효능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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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EVEL

LEVEL

2

NEW

주제: Sweets

Hansel and Gretel
숲에 버려진 어린 남매 헨젤과 그레텔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중 달콤하고 맛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논픽션 What Makes It Sweet?
디저트를 달콤하게 만드는 요소들

LEVEL

2

주제: Christmas

The Nutcracker on Christmas

주제: Insects

Maya the Bee
벌집 바깥세상을 동경하던 꿀벌 마야가 드디어 넓은 초원
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마야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논픽션 A Mystery Bug
곤충류와 거미류의 특징

LEVEL

2

주제: Apples

The Three Apples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호두까기 인형을 성탄 선물로 받은
소녀 마리. 그리고 그날 밤 마리는 꿈 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쥐마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의 꿈 속
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의 구전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과 3개를 먹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공주가 있습니다.
과연 공주는 사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공주를 도와줄까요?

논픽션 Christmas Time
크리스마스에 하는 일

논픽션 The Apple Tree
계절 변화에 따른 사과나무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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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Create!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 체험영어 시리즈
클래식 동화로 꾸민 픽션 스토리와 정보가
가득한 논픽션 스토리, 그리고 즐거운 미술 활동!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되어 뛰어난 학습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Level 1(6종), Level 2(3종), 총 9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
Activity Book + Wall Chart)

Features
●
●

●

●

●

●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두 가지 미술활동 수록
E-book, 미술활동 강의 동영상,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이 수록된 Digital CD
직접 보고, 듣고, 만들고, 체험해 보면서 오감이
발달되며,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미술 체험 활동 선정
영어 미술 체험 특별반, Theme-based Reading
수업을 진행하는 어학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활용 가능
영어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놀이학교나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업, 엄마표 영어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율동 동영상, 플래시카드, 본문 해석, 노래 악보,
Activity Book Answe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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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Create!
Student Book
Fiction Story
아이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동화를 재미있게
각색한 Fiction 스토리

Non-fiction Story
●

●

Fiction 스토리 속 소재와 연관된 정보를 얻는
Non-fiction 스토리
Paired reading을 통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딩 실력 향상

Art 1
주제와 연관된 미술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고,
활동 과정을 노래로 부르다 보면 자신감이 쑥쑥!

22

신나는 미술활동을 한 번 더!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움 UP!
창의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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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

Look What I Made!
직접 만든 작품의 사진을 붙이거나 그리기

Activity Book

Story 1
스토리의 단어와 문장 복습

Art 1, 2
Story 2

재료, 도구, 활동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

Non-fiction 스토리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들

23

Ready, Set, Create!
LEVEL

1

Digital CD

주제: Transportation

A Blue Kangaroo!
톰 삼촌은 맨디 조카의 생일 선물로 블루 캥거루 인형을
준비합니다. 블루 캥거루는 택배 상자에 담겨 맨디에게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편트럭, 기차, 배 등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맨디에게로 가는 블루 캥거루의 여행은 어떨까요?
논픽션 Vehicles
여러가지 교통수단

in Town

LEVEL

1

Create

교재에 나온 미술 활동을 전문가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만들어 보기

Dance

신나는 타이틀 노래부터 재미있는 미술활동 노래까지 율동과 함께
따라 해보기

주제: Jobs

E-book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학습기능을 가진 E-book!

The Gingerbread Man

Audio

스토리 리딩, 챈트, 노래까지 신나고 즐겁게 학습

제빵사는 사람 모양의 생강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생강빵은 오븐에서 나와 도망칩니다. 도망가는 길에
생강빵은 의사, 소방관 등을 만납니다. 과연 생강빵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까요?
논픽션 What Do You Do?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Wall Chart

LEVEL

1

주제: Family

The Real Mother
어느 날 여인 둘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부탁합니다.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24

●

앞면은 미술활동의 도안으로 직접 활용

●

뒷면은 20개의 미술 동사를 손동작과 함께 익힐 수 있음

논픽션 Families,
대가족, 소가족

Big and Small

지만
길에
강빵은

여인들은
왕에게
구일까요?

LEVEL

주제: Houses

주제: Rainbow

1

2

The Three Little Pigs

The Rainbow Story

아기돼지 삼 형제가 각자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볏짚,
둘째는 나무,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위협합니다. 아기돼지들은 각자 안전하게 집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들이 서로 자기가
색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싸웁니다. 색깔들의 싸움을
보고 화가 난 하늘은 색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하늘의
꾸짖음을 들은 색들은 어떻게 될까요?

논픽션 Different Kinds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

논픽션 Let's Make a Rainbow!
삼원색으로 일곱가지 무지개색 만들기

of Houses

LEVEL

LEVEL

주제: Dinosaurs

주제: Frog

1

2

T-Rex and Seven Little Dinos

The Frog Prince

어느 날 엄마 공룡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T-Rex
공룡이 나타나 아기 공룡 여섯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돌아온 엄마 공룡과 유일하게 살아남은 일곱 번째 공룡은
아기 공룡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공주가 황금 공을 연못에 빠뜨리자 개구리가
나타나 공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공주에게 황금 공을 찾아 줍니다. 공주는
과연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킬까요?

논픽션 Questions about Dinosaurs
공룡과 다른 동물들과의 공통점 비교

논픽션 A Special
개구리 한살이

LEVEL

1

주제: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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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디에게로
교통수단을
은 어떨까요?

LEVEL

Egg

LEVEL

2

주제: Musical Instruments

The Happy Tree

The Bremen Town Musicians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과 나무와 친구 빨간 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겨울이 오자 새는 추위에 죽고 나무도 밑동만 남게 됩니다.
홀로 남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나쁜 주인 밑에서 살던 당나귀, 개,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
타운으로 가서 뮤지션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브레멘
타운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보게 됩니다. 동물들은 강도
들을 쫓아내고 뮤지션이 될 수 있을까요?

논픽션 A Tree is Useful!
나무가 주는 이로운 점

논픽션 Musical Instruments
악기와 동물 울음 소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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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Discover!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스토리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영어 시리즈
클래식 동화로 꾸민 픽션 스토리와 정보가
가득한 논픽션 스토리, 그리고 즐거운 과학 활동!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내용은 놀이로
기억되어 뛰어난 학습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Level 1(6종), Level 2(3종), 총 9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
Activity Book + Wall Chart)

Features
●
●

●

●

●

●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두 가지 과학 활동 절차 수록
E-book, 과학 활동 강의 동영상,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이 수록된 Digital CD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능력 향상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과학 체험 활동 선정
영어 과학 체험 특별반, Theme-based Reading
수업을 진행하는 어학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활용 가능
영어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놀이학교나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업, 엄마표 영어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율동 동영상, 플래시카드, 본문 해석, 노래 악보,
Activity Book Answe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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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Discover!
Student Book
Fiction Story
아이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동화를 재미있게 각색한
Fiction 스토리

Non-fiction Story
●

Fiction 스토리 속 소재와 연관된 정보를
얻는 Non-fiction 스토리

●

Paired reading을 통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딩 실력을 키울 수 있음

Science 1
주제와 연관된 간단하고 신나는 과학 체험활동!
활동 과정을 노래로 부르다 보면 자신감도 쑥쑥!

28

과학 활동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의 답을
찾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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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2

Look What I Made!
직접 체험한 활동 사진을 붙이거나 그리기

Activity Book

Story 1
스토리의 단어와 문장 복습

Science 1, 2
Story 2

과학 활동의 재료,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

Non-fiction 스토리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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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Discover!
LEVEL

1

[Digital
CD]
Digital CD
주제: Snow

The Happy Snowman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이에요. 카이는 눈사람을
만났습니다. 카이와 눈사람은 함께 신나게 놀아요.
카이는 눈사람과 무엇을 하며 놀까요?
논픽션 Snow
신나는 눈놀이

Fun

LEVEL

1

Science

교재에 나온 과학 활동을 전문가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만들어 보기

Dance

신나는 타이틀 노래부터 재미있는 과학 활동 노래까지 율동과 함께
따라 해 보기

E-book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학습기능을 가진 E-book!

Audio

스토리 리딩, 챈트, 노래까지 신나고 즐겁게 학습

주제: Food Chain

The Old Lion and the Fox
늙은 사자가 쇠약해져 동굴 밖으로 사냥을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사자를 위해 숲 속 동물들을 하나하나
씩 사자굴로 보냈어요. 불쌍한 동물들은 사자에게 잡혀먹
히고 마는데요, 잔꾀 많은 똑똑한 여우는 어떻게 대처했을
까요?
논픽션 Animal
먹이사슬

Wall Chart

Food Chain

LEVEL

1

주제: Growing Up

Prince Phi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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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은 과학 활동의 재료로 직접 활용

●

뒷면은 해당 권의 과학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활동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수업시 칠판에 붙여 편리하게 활용

필립 왕자는 성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공주를 구하러 가려면 조금 더 자라야 해요!
필립 왕자는 언제쯤 공주를 구할 수있을까요?

논픽션 Babies Grow
아기는 매일 자라요.

and Grow

하게
나하나
혀먹
처했을

다.

LEVEL

1

2

주제: Senses

Little Red Riding Hood
빨간 망토는 맛있는 머핀을 전달하러 할머니 댁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어딘가 달라보여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논픽션 My Face
얼굴의 각 부위별 기능

The Magic Bag
가난하지만 친절한 제레미는 배고픈 노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물로 요술 가방을 갖게 되는데요. 요술 가방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논픽션 Where Is Salt?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물과 아닌 물의 종류 살펴보기

LEVEL

LEVEL

2

1

주제: Planting

주제: Moon

The Enormous Turnip
할아버지와 손녀는 정성스레 무를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폈습니다. 어느덧 무가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강아지, 고양이, 쥐가 모두 거대한 순무를
뽑기 위해 함께 힘을 써봅니다. 과연 무는 뽑힐까요?
논픽션 A Seed Grows!
씨앗이 자라 꽃이 되고 다시 씨앗이 되기까지

LEVEL

Many Moons
달이 갖고 싶다며 아파하는 공주 때문에 왕은 걱정
입니다. 왕의 충신인 광대는 가짜 달을 만들어 공주의
병을 낫게하지만 가짜 달의 정체가 들킬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광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논픽션 The Always Changing
달의 모양 변화에 따른 명칭과 특징

Moon

LEVEL

1

2

주제: Weather

The Wind and the Sun
해와 바람은 길을 지나가는 여자아이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논픽션 How's the
사계절의 날씨 변화

주제: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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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LEVEL

Weather?

주제: Shadow

Frankie and His Friends
친구들과의 즐거운 파티가 끝난 후 모두가 떠난 밤이 되자
혼자 남은 프랭키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프랭키는 자꾸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이불 속으로 숨어 봅니다.
프랭키를 쫓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논픽션 Me and My Shadow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림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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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Classic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뮤지컬로 배우는
베스트 명작 동화
영어 뮤지컬로 즐겁고 신나게 영어 읽기에 입문할
수 있는 초급 대상 Readers Theater 교재입니다.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Low(Red) Level (4종), Mid(Blue) Level (4종),
High(Green) Level (4종), 총 12종

구성

Drama Book, Workbook,
CD Pack (Audio CD + Digital CD)
Package [Drama Book + Workbook +
CD Pack (Audio CD + Digital CD)]

Features
●

●

●

●

●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명작 동화를 영어 뮤지컬로
재미있게 꾸민 학습물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놀이 본능을 자극하는
Edutainment 프로그램
대사와 노래 등을 통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 도모
무대 위에서 직접 표현해 보는 체험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 습득
전 곡에 대한 율동 동영상, E-book 등이 수록된 Digital
CD와 핑거퍼펫 등 다양한 부가자료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수업 및 학습 자료
한글·영문 줄거리, 단어 리스트, 스토리 한글 해석, 표준수업관리안,
전곡 악보
● 추가 학습활동 자료
단어 카드, 워크북 답안지, 전곡 율동 동영상, 활용 가이드, 단어게임
PPT 파일
● 연극수업 활용 자료
교사용 연출 노트, 공연 스케줄러, 등장인물 헤드밴드, 배경 그림판,
핑거퍼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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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Classic
Drama Book

●

현직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실습을 통해, 낮은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

●

서로 다른 난이도와 대사량을 가진 캐릭터들은 다양한 학습 수준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연극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

악보가 수록되어 있어, 쉽고 편하게 노래를 익힐 수 있음

Audio CD

트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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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al

●

Sing Along

●

Shadow Reading

●

Repeat Each Character

●

Chant(Workbook)

●

Sound Eﬀect

●

창작곡은 물론, 익숙한 동요와 클래식 음악을 편곡한 노래들로 구성

●

신나는 챈트, 따라 읽기, 노래 등을 통해 영어를 리듬감 있게 학습

●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수록하여 실제 공연에서 손쉽게 활용

Workbook

READERS | Ready, Action! Classic

●

Warm Up,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Extra Activities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

●

주요 단어와 문장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본기 확립

●

스티커 활동을 수록하여 재미있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 유도

●

독후 활동인 Reading Journal 작성을 통해 자신만의 독서기록 포트폴리오 완성

Digital CD

with MP3s, Songs & Dances, and E-book

●

오디오 CD 속 드라마북, 워크북 내용에 원어민 스토리텔링을 추가로 수록

●

스토리 속 모든 노래들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율동 동영상으로 제공

●

E-book을 수록하여 또 다른 학습의 재미 제공

App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Ready Action Classic'을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 가능
※ 부분 무료 및 인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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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Classic

Low Level
Low Level
Low Level

The Ugly Duckling

Jack and the Beanstalk

어느 따사로운 봄날, 엄마 오리는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 오리들을 반깁니다. 그런데, 미운 아기 오리는
형제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잭은 엄마와 함께 소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음식을 사기 위해 소를 팔러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잭은 마법의 콩을 파는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나 소를 마법의 콩과 바꿔 옵니다.

등장인물수 18명

등장인물수 7명

Sleeping Beauty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Mid Level
Mid Level
Mid Level

모두가 즐거워하며 아기 공주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마녀가 찾아와 공주가 16살이
되는 날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고 사라집니다.

High Level
High Level

등장인물수 11명

루돌프는 빨갛고 환한 코로 인해 친구 사슴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었어요. 어느 안개 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는 짙은 안개 때문에 썰매를 운전할
수 가 없어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등장인물수 8명

High Level

The Dancing Princesses

The Golden Goose

6명의 공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왕의
고민은 딸들이 아침마다 새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왕은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다친 형을 대신하여 나무를 하러 간 마음씨 착한
한스는 숲 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빵과 음료를
나눠준 답례로 황금 거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위에 손을 대는 순간, 사람들이 거위에 딱
붙어버렸어요!

등장인물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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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수 12명

The Magic Cooking Pot

심바는 빨간 티셔츠와 파란 바지, 초록 우산과
보라색 신발을 생일 선물로 받습니다. 신이 난
심바는 새 옷을 걸치고 산책을 나갔는데
호랑이들이 차례로 나타나 모조리 빼앗아가네요!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메리는
숲으로 열매를 따러 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
낡은 솥을 선물 받습니다.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맛있는 죽이 계속 나오는 마법의 솥이었지요.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8명

The Farting Lady

Little Green Frog

일 잘하고, 상냥하고, 예쁜 처녀 윈디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윈디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윈디의 강력한
방귀였어요!

엄마의 말이라면 절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반대로만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면 청개구리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며 지냅니다.

등장인물수 9명

등장인물수 6명

Little Match Girl

The Wedding Mice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위와 가난에 떠는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소녀는 몸을 녹이려 성냥을
켰는데 그 순간 눈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맘씨 곱고 예쁜 생쥐 릴리는 부모님께 남자친구
제이크를 소개하지만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윗감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등장인물수 15명

등장인물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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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imba and Four Ti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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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Age

만 5~6세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200만부 판매 베스트셀러
뮤지컬로 배우는 패러디 명작동화로 주입식이
아닌 직접 체득하고 즐기면서 학습이 가능한
Edutainment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단계

Level 1 (12종), Level 2 (12종),
Level 3 (10종), Level 4 (8종), 총 42종

구성

Drama Book, Workbook,
CD Pack (Audio CD+Digital CD)
Package [Drama Book + Workbook +
CD Pack (Audio CD+Digital CD)]

Features
●

●

●

●

●

●

●

●

아이들에게 사랑 받는 명작동화를 영어 뮤지컬로 재미
있게 꾸민 학습물
명작동화의 주인공들이 재미있고 엉뚱한 캐릭터로
바뀌어 등장하여 상상력 자극
영어는 물론, 감성지능, 신체운동지능과 같은 다중지능
발달을 돕는 입체학습 프로그램
모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듣고 보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
대사와 노래를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줌
무대 위에서 직접 표현해보는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줌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된 노래를 통해 학습의
재미를 배가시켜줌
전 곡에 대한 율동 동영상, E-book 등이 수록된 Digital
CD와 핑거퍼펫, 스티커와 같은 다양한 부가자료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스케쥴러, 워크북 답지, 한글해석, 표준수업관리안, 단어리스트,
헤드밴드, 연극인사말, Classroom English, 단어게임(PPT),
무대배경 이미지, 연출 노트, 악보, 캐릭터 목걸이, 활용가이드,
한글/영문 줄거리, 컬러/흑백 마스크, Scope & Sequence
※ 시리즈별 수록 자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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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Drama Book

●

영어 연극 대본, 스토리북, Readers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본 교재

●

영어의 기본 문형 및 회화 표현을 익힐 수 있음

●

명작동화를 코믹하게 각색하여 아이들의 흥미 유발

●

서로 다른 난이도와 대사량을 가진 캐릭터들은 다양한 학습 수준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

악보가 수록되어 있어, 쉽고 편하게 노래를 익힐 수 있음

●

캐릭터 핑거퍼펫(Level 1~3), 캐릭터 스티커(Level 1~4), 스토리 요약인 Story Time(level 4)이 수록되어 있어 역할극 및
적극적인 독후 활동 가능

Digital CD

with MP3s, Songs & Dances, E-book

●

스토리 속 모든 노래들은 연령 및 난이도를 고려한 장르와 율동 동영상으로 제공

●

E-book을 수록하여 또 다른 학습의 재미 제공

Big Book

Big Book
●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 스토리텔링과 학습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총 4종]

●

Dram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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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34 x 44cm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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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와 문장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줌

●

Before Reading, Drama Book, After Reading, Answer & Script 로 구성

●

챈트, 답안, 듣기문제 오디오 스크립트 수록

●

레벨 4에는 챈트 대신 난이도에 맞는 리스닝 학습 및 Reading Comprehension 문제 수록

Audio CD
트랙 구성

●

Musical

●

Repeat Each Line

●

Repeat Each Character

●

Sing Along

●

Sound Eﬀect

●

Workbook

●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들로 구성된 오디오는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생동감 있는 영어 뮤지컬을 듣는 것처럼 실감남

●

따라 읽기, 노래, 챈트 등을 통해 영어를 리듬감 있게 학습하도록 유도

●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수록하여 실제 공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음

●

레벨 4의 Storytelling은 리더스 수업에서 듣기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음

App

Google Play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ready action’을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 가능
※ 부분 무료 및 인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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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Level 1

Level 2

TheLevel
Enormous
3 Turnip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씨앗을 밭에
심자 그 씨앗은 쑥쑥 자라서 엄청나게 큰
무가 되었어요. 무를 뽑으려고 하지만
농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큰 무를 뽑을 수 있을까요?

Level 4

등장인물수 5명

The Gingerbread Man

The Scary Dino

아이가 없어 적적해하던 노부부가 아이의
모습을 한 생강쿠키를 만듭니다. 하지만,
생강쿠키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여우에게 도움을 청한 생강쿠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숲 속 동물들이 음식이 다 떨어지자
용감한 거북이와 하마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구하러 정글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공룡을 만난 이들은 무사히
음식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8명

The Missing Christmas List

Halloween Witch

Little Red Riding Hood

Chicken Little

크리스마스 선물에 놀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루돌프와
엘프는 나쁜 펭귄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목록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게되고
펭귄의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할로윈에 태어난 할로윈 마녀는 7번째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지만,
뼈다귀 아저씨, 몬스터, 해적 아저씨는
모두 바쁘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그녀는 즐거운
생일파티를 할 수 있을까요?

빨간 망토는 아픈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드려야 하는데, 늑대가 건넨 딸기를
먹고는 잠이 들고,이틈을 타 늑대는
할머니로 변장하여 빨간 망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빨간 망토는 변장한 늑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머리에 작은 도토리가 떨어지자, 하늘
조각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 Chicken
Little은 왕에게 알리고자 달립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의 뒤를 따라뛰자, 이를
지켜보던 Foxy Loxy는 동물들을 잡아
먹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8명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The Shepherd Boy and the
Wolf

잠자리에 들 시간, 다섯 마리의 아기
원숭이들은 부모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침대 위에서 장난을 치다 한 마리씩
떨어져 다치게 되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옵니다. 누가 이들의 장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엄마 염소가 시장에 가자 이를 지켜보던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기 위해
옵니다. 아기 염소들은 다양한 속임수를
쓰는 늑대에게 속아 문을 열어 줍니다.
과연 아기 염소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놀리곤 한
양치기 소년에게 진짜 늑대가 나타나
위협합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구해주러 올까요?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9명

등장인물수 9명

등장인물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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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emaker and the Elves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만들 가죽을 살
돈도 없는 노부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누군가 예쁜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신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등장인물수 7명

Let’s Be Friends
Stinky Dino가 Scary Dino의 반으로
전학을 와서 자신과 같은 공룡인 Scary Dino
하고만 친구가 되려 하고 다른
친구들은 무시합니다. 과연 Stinky Dino는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7명

Level 1

Level 3

Level 4
The Three Billy Goats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The Little Red Hen

The Three Little Pigs

세 마리 염소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야 하지만, 다리에는 무서운
Troll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Troll을 속이고 강 건너의 신선한 풀과
음식을 구합니다. 과연 어떻게 Troll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베짱이는 노래 부르고 낮잠 자며 여름을
보내고, 개미는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오고, 집도 없는
베짱이는 추위에 떨면서 행복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개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Little Red Hen은 씨앗을 심기 위해
친구인 고양이, 오리, 개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친구들은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서 빵을 다 만든 암탉은 자신을 도와
주었던 생쥐들을 초대합니다. 과연 다른
친구들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기 돼지 삼 형제는 자신만의 집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집을 떠나지만,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따라온 배고픈
늑대의 출현으로 곤경에 빠집니다. 과연
이들은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10명

등장인물수 10명

등장인물수 8명

The Frog Princes

Cinderella

A Christmas Carol

The Haunted Halloween Party

이기적이고 콧대만 높은 공주는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금으로 만든 공을 연못에
빠뜨리게 되고, 울고 있던 공주에게 공을
찾아준 개구리들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개구리들과 공주는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신데렐라가 결혼하고,
신데렐라의 아들인 왕자는 자신의 신붓감을
찾으러 여행을 시작합니다. 돈 많은 공주,
미인을 만나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는
왕자는 과연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세 명의 유령이 방문합니다. 스크루지는
미래의 여행 속에서 쓸쓸히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는
이웃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로윈 날, 할아버지가 들려준 유령
이야기를 듣고, 네 명의 아이들 Tom,
Jane, Paul, Amy는 밤에 유령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유령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9명

등장인물수 11명

등장인물수 16명

Stone Soup

Pinocchio

배가 고픈 세명의 여행자들은 어떤
마을에 다다라 음식을 구걸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이에 현명한
여행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돌멩이로 국을 끓이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페토 아저씨가 만든 나무인형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한 눈을 팔다가 서커스
단장에게 잡히고,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요정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여 코가
길어집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아저씨의
소망대로 착한 소년이 될 수 있을까요?

The Wenny Man and the
Three Goblins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8명

숲 속에서 도깨비들을 만난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불러줍니다. 도깨비들은 노래가
혹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혹을 떼가고
대신 금을 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옆
마을의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과 사마귀
할머니도 혹과 사마귀를 팔려하는데, 과연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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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등장인물수 7명

The Emperor’s New Clothes
항상 새로운 옷만 입기 좋아하는 황제를
위해 신하들이 옷 경연대회를 열자 보석
코트, 깃털 코트를 준비해온 디자이너들과
사기꾼 디자이너들이 등장합니다. 사기꾼
디자이너들이 만든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옷’은 진짜일까요?
등장인물수 10명

등장인물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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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Ready, Action!
Level 3

Level 4

The Bremen Town Musicians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hristmas Presents

무서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당나귀는
개와 암탉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떠납니다. 도중에
도둑들을 만나 자신들의 멋진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데, 과연
도둑들의 마음은 변화할까요?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라는 나라에 떨어집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던
중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무사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델라는 남편 짐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고, 짐은 부인 델라를 위해 할아버지가
남긴 금시계를 팝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수 12명

등장인물수 10명

등장인물수 10명

오늘은 할로윈, 아이들은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호박
유령을 보기 위해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진짜 호박유령을 볼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8명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Snow White

Ali Baba Jr. and the Four Thieves

Hansel and Gretel

코끼리를 단 한번도 접해본 적 없는 장님
여섯 명은 각각 코끼리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고 코끼리의 생김새를 설명합니다.
왕자는 그들의 설명이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도대체
그들이 본 코끼리는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까요?

왕비는 자신보다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지만 신하는 그녀를 도망가게
해줍니다. 숲 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만나 함께 살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왕비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데,
과연 백설공주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에게 보물을 빼앗겼던 도둑의 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암호를 바꿔
동굴의 보물을 지키려 하지만, 알리바바의
아들인 알리바바 주니어가 동굴의 암호를
풀고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물을 뺏긴
도둑의 아들들은 어떤 보복을 하게 될까요?

헨젤과 그레텔은 음식을 구하러 숲 속에 갔
다가 두 명의 마녀를 만납니다. 나쁜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착한
마녀는 도망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나쁜 마녀로부터 탈출해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9명

44

The Pumpkin Ghost on
Halloween Night

Beauty and the Beast

Heungbu and Nolbu

미녀의 아버지는 딸들을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성의 주인인 야수에게 들켜, 그 벌로
딸 한 명을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성으로 간 미녀는 야수의
성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마음씨 나쁜 형 놀부에게 내쳐진 흥부
가족은 제비를 구해준 보답으로 박씨를
받습니다. 쑥쑥 자란 박 열매를 자르자 그
속에서 예쁜 선녀가 나타나 소원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흥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9명

Level 3

The Beginning of the World

Arrows of Eros

King Midas and the Golden Touch

그리스 신화 이야기. 예언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 아기를
삼켜버리는 크로노스와, 그를 피해 아기를
지켜내려는 레아. 결국, 아이는 살아남아
예언을 이루게 될까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사랑의 신인 에로스는
거만한 아폴로에 복수를 하기 위해 그에게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황금 화살을, 다프네에게는
어떤 구애에도 꿈쩍하지 않는 납 화살을
쏩니다. 다프네는 아폴로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일까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백성들의 금까지 모두
빼앗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미다스 왕은
우연히 디오니소스 신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소원대로 황금을 만드는
손을 가지게 되지만, 그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등장인물수 6명

등장인물수 11명

The Little Princess

Alice in Wonderland

The Pied Piper of Hamelin

유명한 기숙 학교에 다니던 새라는 부자인
아빠를 사고로 잃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친구인 에드워드의
도움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학비를
마련하고, 아빠의 동업자도 만나게 됩니다.

지루한 일상에 지쳐가던 앨리스는 거울 속에서
나온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이상한 나라. 그곳의 괴팍한
왕비를 만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앨리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13명

등장인물수 9명

하멜른의 욕심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어느 날, 마을을
망치는 쥐떼를 퇴치해 주겠다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많은 금화를
받기로 하고 쥐떼를 몰아내지만 마을 사람
들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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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등장인물수 13명

The Necklace

The Christmas Gift

결혼 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우울한
마틸드는 친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잃어버
리게 되고, 이에 큰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10년 후, 빚을 다
갚고 난 마틸드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춘기 소년 앨빈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전혀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매년 가족 행사로 방문하는 고아원에서
케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케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등장인물수 9명

등장인물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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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Advanced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고등1~고등3

성인

뮤지컬로 배우는 필독 세계 명작
초등 필독 세계 명작을 엄선하여 영어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교재로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최상의 교재입니다.
대상

초등 고학년~성인

단계

1단계, 총 2종

구성

Drama Book, Workbook, 2 Audio CDs
Package (Drama Book + Workbook +
2 Audio CDs)

Feature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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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와 노래 등을 통하여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움
무대 위에서 직접 표현해 보는 체험 학습을 통해 영어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
완성도 있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노래들을 통해 학습의
재미를 높여줌
율동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부가자료 제공

●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 및 실습을 통해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습자에게 꼭 맞는 내용과 외형을 갖춘 교재

●

영어의 심화 문형 및 회화 표현 학습 유도

●

서로 다른 대사량을 가진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다양한 학습 수준의
학습자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Workbook
●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

●

Listening 문제를 수록하여 해당 스토리에 대한 Listening Comprehension 점검

●

매 레슨마다 수록된 Chant를 통해 영어의 리듬감 습득

●

간단한 퍼즐 풀기와 그림 그리기와 같은 각종 액티비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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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 Book

Audio CD
●

각 장면의 내용과 분위기를 잘 반영한 가사와 멜로디는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영어 뮤지컬을
Audio CD 2

듣는 것처럼 생동감 전달

2013 E*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

신나는 챈트, 따라읽기, 노래 등을 통해 리듬감 있는 영어 익히기

●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수록하여 실제 공연에 사용 가능

Audio CD 1
2013 E*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2
2013 E*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

트랙 구성

●

CD 1: Musical / Repeat Each Line / Workbook

Audio CD 1
2013 E*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CD 2: Songs / Repeat Each Character / Rehearsal / Sound Eﬀect

Romeo & Juliet

Beowulf

원수의 집안 몬태규가와 캐퓰렛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칼 싸움이 벌어지고,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 오빠인 티볼트를
죽이게 됩니다.

용감함으로 이름을 떨치는 전사
베오울프는 이웃나라인 덴마크에
나타난 괴물 그렌델을 힘겨운 싸움
끝에 쫓아버리지만 그렌델의 엄마가
앙심을 품고 찾아옵니다.

Audio CD 1

Audio CD 1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2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등장인물수 10명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2

Audio CD 1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1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2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Audio CD 2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A * List.
Recorded by Daeshin Media Co., LTD.

등장인물수 14명

수업 및 학습 자료: 한글·영문 줄거리, 단어 리스트, 스토리 한글 해석, 표준수업관리안
추가 학습활동 자료: 단어 카드, 워크북 답안지, 전곡 율동 동영상
연극수업 활용 자료: 교사용 연출 노트, 공연 스케줄러, 등장인물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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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Monster 1st Edition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나는 파닉스
알파벳을 익힌 후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읽고자하는
욕구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파닉스 교재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2 Hybrid CDs +
1 Phonics Readers), Workbook, Guidebook
(with 2 Hybrid CDs + 1 Phonics Readers)

Features
●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춘 친절하고 체계적인
Phonics 규칙 소개

●

언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접근한 Phonics 학습 제시
Phonics to Listen

Phonics to Read

Phonics to Speak
●

Phonics to Write

Monster 시리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신나는 자기
주도학습 가능

●

Phonics 단어들을 통해 즐거운 읽기를 실현하는
Storybook 제공

●

초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엄마도 가르치기 용이하도록
Phonics 규칙, 활동별 교수팁, Listening Scripts,
정답 등을 포함한 Guidebook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Answer Key, 단어 리스트, MP3 파일, 멀티미디어, 교재구성,
최종 평가,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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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Monster 1st Edition
Student Book
Sounds On
각 알파벳과 음가의 관계를 시각적 효과와 챈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목표 음가를 눈과 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

Words On
따라 읽기, 챈트, 그림 제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음가를 포함한
단어들의 조음 방법을 익힘

Play On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목표 음가를 연습해보는 공간으로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영역에서 Phonics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

Story On
목표 음가를 포함한 단어를 이야기 및 상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Level 1), 챈트(Level 2, 3, 4)를 통하여
학생들이 Phonics Story를 즐길 수 있도록 독려

50

학습한 Phonics를 Storybook 속에서
접하면서 단어 학습과 함께 독해력 향상

Unit Test
PELT 등의 영어시험 유형에 맞추어
학습한 Phonics 테스트

Hybrid CD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통해
즐거운 자기주도학습 실현

PHONIC S | Phonics Monster 1st Edition

Phonics Readers

Guidebook

초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가르치기 용이하도록
Phonics 규칙, 활동별 교수팁, Listening Scripts, 정답 등 포함

Workbook

수업시간에 배운 목표 Phonics를 학생들이 스스로 다져보는
부교재.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복습 및 숙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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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Monster 2nd Edition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초등3

알파벳 음가부터 문장 읽기까지!
몬스터와 함께하는 쉽고 체계적인
파닉스 교재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DVD-ROM, MP3 CD)
Workbook
Guide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DVD-ROM, Teacher’s Resource CD)

Unit

10 Units

Features
●

●
●

●

●

●

디코딩스토리와 사이트워드의 충분한 읽기 연습을
통해 리딩으로 가는 지름길 제시
체계적으로 설계된 파닉스 규칙과 다양한 연습문제 제시
다양하고 신나는 챈트, 노래, 게임 등을 통한 즐거운
파닉스 학습
유닛별로 연계하여 읽을 수 있는 Phonics Readers
미니북 포함
E-book,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 유튜브 동영상 등이
수록된 DVD-ROM 포함
워크시트, 파워포인트 교수 자료, 단어카드, 보드게임,
테스트, 실러버스 등 부가자료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Worksheet, PowerPoint Resource, Answer Key,
Scope & Sequence, Test, Sample Lesson Plan, Flashcard,
Syllabus, MP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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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Phonics
Monster 2nd’를 검색
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Mobile App

PHONIC S | Phonics Monster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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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Monster 2nd Edition
Student Book

Before You Start

Sounds & Practice

본격적인 학습 전에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해당 레벨을
학습할 수준인지 진단 평가

●

Words & Practice

More Practice & Decoding Story

목표 음가를 지닌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며 소리를 조합해 보기
●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함께 제공되는 랩 워드 챈트를 통해 학습의
재미를 더함
● 목표 단어의 소리 학습과 단어 쓰기 활동
●

Unit Master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한 목표음가와 단어를 복습하면서
해당 유닛 마스터

54

목표 음가를 손으로 짚어가며 해당 음가를 듣고 따라 말해보고,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대표 단어를 발음해 보기
●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함께 음가 챈트 제공
● 각 목표 음가에 대해 소리의 차이를 인지하고, 소리와 철자를 연결하는
훈련

듣기와 읽기 학습을 통해 목표 음가와 단어를 반복 학습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로 말해봄으로써 학습의 재미와 효과를 더함
● 스티커 활동과 함께 Decoding Story를 읽어가면서 Phonics와
Sight Words 학습
●
●

Phonics Readers
Student Book 각 유닛의 파닉스 단어와 빈도수가 높은
Sight Words로 구성한 리더스
● 신나는 노래와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공
●

각 레벨별 2개의 대형 보드 게임판 제공
● 학습한 파닉스를 게임을 통해 즐겁게 복습
●

DVD-ROM
E-book을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교육 가능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게임으로 즐겁게 반복연습
● Worksheet, Answer Key, Test, Flashcard, MP3 File 내장
●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사용할 경우 자동 업데이트 가능
●
●

Workbook

PHONIC S | Phonics Monster 2nd Edition

Board Game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다각도로
복습하고 숙제로도 활용

Guidebook

●
●

파닉스 학습 지도법 및 오디오 스크립트와 정답 수록
Teacher’s Resource CD에 파워포인트 교수자료,
샘플 레슨플랜, 실러버스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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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Read Write Phonics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생각하고 읽고 쓰는
새로운 파닉스
틀에 박힌 파닉스 학습은 이제 그만!
모음부터 자음의 순서로 진행되는 새로운
학습법을 수록한 파닉스 교재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Features
●

●

●

●

●
●

●

음가를 익히고 단어와 문장, 스토리까지 읽으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파닉스
모음(a, e, i, o, u)부터 자음의 순서로 진행되는 새로운
파닉스 학습
단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목표 음가를 복습하는 진화된
학습방식
철자와 단어를 정확히 읽고 쓰도록 기획된 차별화된
학습활동
목표 음가에 대한 파닉스 리더스가 책 속에 수록
MP3 오디오와 E-book이 수록된 디지털 CD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학습
풍부하고 친절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Picture and Word 플래시카드, Scope and Sequence, Word List,
Lesson Plan, Final Test, Answer Keys, Phonics Activity List,
Phonics Story 한글 번역, 단어 PPT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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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Read Write Phonics
Student Book
Letter Introduction
각 철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챈트로 소개

Rebus Reading
목표 음가와 함께 해당 음가가 들어간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Rebus(그림
수수께끼)를 이용하여 읽기 연습

Letter Recognition
단어 속에서 목표 글자를 찾아보기

Target Vocabulary
목표 음가가 단어의 처음/중간/끝에
들어간 단어들을 각각 소개

Lower Case Stroke Order
목표 글자의 소문자 쓰는 순서 연습

Application
빈 칸에 목표 글자를 채워 넣어서
단어 완성해보기

Upper Case
목표 글자의 대문자 쓰는 순서 연습

Lower Case Writing Pratice
목표 글자의 소문자 반복 쓰기

Activities
대˙소문자 쓰기 연습 및 Literacy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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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tory
앞에서 학습한 단어들로 구성된
스토리를 읽고 여러 활동 해보기

PHONIC S | Think Read Write Phonics

앞에서 학습한 단어를 그림과 함께 복습

Workbook

Let's write!
Student Book에서 배웠던
단어들과 대문자 쓰기 연습

Let's write and draw!
조합한 단어들을 써보고
그림 그려보기

Digital CD

MP3
Student Book의 모든 내용을 오디오로 학습 가능

E-book
Student Book의 모든 내용과 다양한 파닉스 챈트들을
E-book으로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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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Phonics Readers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스토리북으로 재미있게
시작하는 파닉스
Phonics를 Story 속에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읽기 교재
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6 (A, B, C, D, E, F)

구성

Story Book (with Audio CD)

Features
●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

●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예쁜 삽화

●

자음,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불규칙 발음 등 기본적인
Phonics 규칙을 다룸

●

파닉스 학습과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연습문제 수록

●

게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소리의 법칙을 상기시켜
주며, 어휘력을 강화시켜 줌

●

Audio CD에는 노래, 챈트, 빠진 단어 맞추기 등 다양한
활동 포함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Lesson Plan, Answer Key, Phonics Games, Activities,
Song & Chant, Story Comprehension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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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Phonics Readers
Contents

My First Phonics
Readers A

My First Phonics
Readers B

Consonants 1 (자음)

Consonants 2 (자음)

Short Vowels & Silent

- 11 Sounds

- 12 Sounds

- 11 Sounds

- 11 Songs

- 12 Songs

- 11 Songs

- 3 Activities & Chants

- 3 Activities & Chants

- 3 Activities & Chants

My First Phonics
Readers D
Two Letter Consonants

My First Phonics
Readers E
Long Vowels (장모음)

(이중자음)

- 3 Activities & Chants

- 5 Sounds

- 11 Songs

- 11 Songs

- 4 Activities & Chants

- 3 Activities & Chants

Student Book

Story
4페이지 분량의 짧은 이야기로 부담없이 단어의 소리를 중점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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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Phonics
Readers C

(단모음 & 묵음)

My First Phonics
Readers F
Irregular Sounds (불규칙)

Song & Chant

PHONIC S | My First Phonics Readers

익숙한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영어 동요로,
배운 내용을 노래로 따라 부르기

Exercises
연습문제를 통해 어휘력 확장, 소리 인식, 스토리 내용 확인

Mini Activities
이야기 끝부분에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단어 찾기,
색칠하기 등의 미니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

Audio CD
노래, 챈트 그리고 벨 소리를 듣고 빠진 단어를 맞추는 활동 등을 통해 배운 내용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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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nection
Age

성인

실생활에서 통하는 영어가 왔다!
Connect the Skills, Connect
the World!
원어민들의 실생활이 담긴 생생한 비디오로
4 Skills를 학습하는 성인용 코스북 교재입니다.

대상 대학생 및 성인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Teacher’s Guide (with Digital CD),
Workbook
※ SB Digital CD와 TG Digital CD는 내용 구성이 다릅니다.

Unit 12 Units

Features
●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과 어휘
학습 선별

●

Real-world Situation이 담긴 생생한 Conversation
Video Clip 제공

●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4 Skills 동시 학습

●

트렌디하고 다양한 소재와 내용

무료 스마트 학습
●

●

Google Play 스토어에서 ‘New Connection’을 검색
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폰으로 교재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Conversation Video Clip 시청 및 MP3 파일을 무료
로 들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수업용 파워포인트 파일, MP3 파일, Digital CD 수록 테스트의
워드 파일 (Unit별, Listening/Reading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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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pp
Mobile
App

COURSE BOOK | New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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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nection
Student Book

Words
사진과 오디오를 활용한 단어
학습을 통해 배경 어휘 확장

Expressions

Act It Out

주제와 관련된 어휘 및
유용한 구문을 활용한
Words & Expressions 학습

Short Dialogues를 통한
핵심 표현 학습 및 연습

Listen Up
Listening Comprehension
Questions를 통한 학습 어휘 체크

Key Words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위한 Key Words 및 예문 학습

Listening Key
Listening Comprehension Questions를 통해
학습자의 Conversation Passage에 대한 이해도 체크

Language Tips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및 문장구조에 대한
학습

Conversation 원어민들이 등장하는 Conversation Video Clip 시청을 통한 흥미로운 Listening & Speaking 학습
Grammar 주제와 연관된 필수 문법 학습
Grammar Practice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통해
학습한 문법의 정확성 및 이해도 체크

After You Read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한
Reading Comprehension
체크

Reading
흥미로운 소재와 다양한 배경지
식이 담긴 Reading Passage를
활용한 Reading Skill 학습

Writing
앞에서 학습한 어휘와 구문을 활용한
글쓰기를 통해 Writing Skill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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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Guide

가능한 Extra Information 제공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Student Book의 정답 제공

Worksheet 추가학습 또는 Test를 위한 Extra Worksheet 제공

Student Book Digital CD

COURSE BOOK | New Connection

Teaching Resources Audio Transcripts 및 수업에 활용

Student Book Answer Key

Teacher’s Guide Digital CD

Student Book Reading Passage를 활용한 Listening &
Speaking 연습활동 제공
● Real-world Situation을 담은 Conversation Video Clip 제공
● Workbook 내용 수록으로 Student Book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정확도 체크

●

●

아래 두가지 버전으로 사용 가능
1) Test Bank: 문제 선택, 문항수 조정, 문제 섞기 등의 편집 후
다운로드 가능
2) Class Preparation: 설정된 문제들을 편집 없이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
(수업용 파워포인트 파일, Listening/Reading Questions 파일, Workbook 파일 수록)

Workbook

●

Unit Test / Listening Questions /Reading Questions
Student Book 학습 내용 확인, 1unit당 4페이지씩 구성

67

All About Secretaries
Age

성인

국제 비서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All About
Secretaries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nglish for Telephoning and Reception
Written by Kyungsook Paik

국제비서행정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한
NCS 교재입니다.

대상

대학생 및 성인

단계

1

구성

Student Book (with App)

Unit 10 Units

Features
●

‘국제비서행정’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응대 업무’를 다룬
영어회화 교재

●

세분화되고 특화된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학습 가능

●

비서, 영어, 관광,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한 실생활 영어 표현 제공

●

생생한 Video Clip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별 핵심 표현
습득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무료 앱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

●

●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MP3 파일, Answer Key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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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All About
Secretaries’를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Student Book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Video
Clip 및 MP3 파일 무료 시청 및 청취 가능
Real-life Situation을 담은 Video Clip 제공

Mobile App

COURSE BOOK | All About Secretaries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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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Secretaries
Student Book

Goals
응대 업무를 위한 단원별 학습 목표 기술

PART 1A
학습 목표와 관련된 지식 제공,
해당 직무와 연관된 어휘 및 표현 학습

PART 1B
PART 1A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Comprehension Questio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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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A, 2B

PART 3A

동영상 자료와 함께 각 단원이 목표로 하는
언어 기능 및 표현을 활용한 대화문 학습

Dictation 활동으로 듣기 능력 강화 및 핵심 표현 연습

COURSE BOOK | All About Secretaries

PART 3B

PART 3C

PART 2와 PART 3A에서 소개된 주요 표현들을
언어 기능별로 정리하여 제시

Part 3A의 대화를 활용한 Role Play 활동

PART 5
비서직 수행시의
실수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는
활동

Knowledge
Depot
각 단원의 목표
수행 능력 배양 및
PART 5, 6에
필요한 지식, 예절
등 제시

PART 4

PART 6

Language Focus로 단원별 핵심 단어와 표현에
대한 확장 학습

앞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대화를 구성해
보며 말하기 연습을 하는 활동

* Vocabulary

PART 1A에서 학습한 주요 어휘로 문장을 완성해 보는 활동
* Style Booster

동일한 언어 기능을 가진 문장에 대한 다양한 표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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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English
Age

성인

업무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필수 비즈니스 영어!

Workpla
lace
Workplace
English
English

A Hands-On Course
A Hands-On
Course
for Workplace Professionals
for Workplace Professionals

다양한 필수 상황별 주제를 선별하여 레슨별로
학습하는 교재입니다.

대상

대학생 및 성인

단계

1~2

구성

Student Book (with CD/DVD-ROM)

Unit 10 Units

1

1

Features
●

실제 업무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별 주제 선정

●

E-mail 작성, 인터뷰, 전화 응대 등 실용적인 특수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학습 가능

●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쉽게 학습 가능한 실용적인
영어 단어 및 표현 제공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무료 Mobile 스마트 학습 콘텐츠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

●

Student Book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Video
Clip 및 MP3 파일 무료 시청 및 청취 가능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을 담은 Real-life Situation
Video Clip 제공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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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BOOK | Workplac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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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English
Student Book

Checklist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레슨별 학습 목표 제시

Get Ready
학습 목표와 관련된 배경지식 확인

Part A~E
실제 업무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글/대화문 학습 (MP3 오디오 제공)

74

Language Notes
주요 핵심 단어 및 표현 제공

English Corner

Review

Reading/Listening for Details, Sequencing, Role Play
등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핵심 단어 및 표현 확인
● Useful Expressions 및 Writing Practice 등 해당 주제에
맞는 정보와 활동 제공

토익 유형의 문제로 해당 레슨에 대한 복습 문제 제공

●

COURSE BOOK | Workplace English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
듣기/읽기 문제를 통한 이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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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Juice for Kids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문법 시작을
시원하고 달콤하게!
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법 학습 교재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문법 설명 및 예시들과 함께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의
다양한 영역 및 주제에 접목한 활동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법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상

초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 Audio CD),
Workbook (with Answer Key)

Unit

24 Units + 2 Progress Tests + 1 Final Test

Features
●

●
●

●

●
●

●
●

단어에서 문장으로, 품사에서 시제로 확장되는 체계적인
문법 학습
도표화된 문법 설명 제공
삽화 및 Audio가 함께 제공되어 듣기, 읽기, 말하기
학습까지 가능한 예시 문장 수록
문법 형태에서 문장 의미 학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문제
구성
문법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읽기와 쓰기 활동 제공
영어 인증시험 유형이 포함된 Progress Tests 및 Final
Test 수록
교과부가 지정한 초등 필수 영단어 포함
Workbook의 문제를 통해 Unit 복습 및 반복 학습 극대화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Teaching Tips, MP3, Scripts & Answer Ke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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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Juice for Kids
Student Book

How to Make 표나 차트로 표준화된 문법 공식을 통해 주요 문법 학습
Grammar Set
문법 형식을 익히는 간단한 문제에서
다양한 응용 문제까지 체계적인 문제
풀이 연습

Grammar Ready
듣고 문제를 풀면서 학습할
문법의 주요 포인트 숙지

How to Use
Grammar, Vocabulary, Listening, Reading Skill을 통합적으로 습득

Go Go Grammar
간단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한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고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완성

What’s Wrong?
문법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정하는 훈련을 통해 올바른 문법 활용법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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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 Grammar Juice for Kids

Progress Test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학습자의 실력과 이해도 점검

Workbook
[Workbook]

How to Make, How to Use
본책의 문법에 대한 자세한 한글설명과
추가 예문을 통해 체계적인 복습과 자습
가능

단순 유형 학습에서 문장 확장까지
다양한 문법 문제로 학습 내용 복습

마무리 학습 및 복습에 유용한
Unit Te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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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Juice for Junior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살아있는 문장으로 배우는
생생 문법
문법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습 및 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교재입니다.
문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주요 문법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으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Workbook
에 한글 문법 설명을 추가하여 혼자서도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초등 고~중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Workbook (with Answer Key),
Teacher Book (Level 2,3)

Unit

20 Units + 4 Checkup Tests + 1 Final Test

Features
●

연계되는 두 개의 문법 항목을 한 개의 Unit에 묶어서
설명

●

문법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표화된 설명

●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예시 문장

●

문법 형태 훈련에서 응용 및 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학습 구성

●

Cumulate and Expand 개념의 권별 학습 목차 구성

●

Workbook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정리 및 설명
수록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Teaching Tips, Answer Key, 교재구성, 스크립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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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Juice for Junior
Student Book

도표화된 문법 공식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숙지하고 문장을 통해 핵심을 쉽고 빠르게 이해

문법의 핵심을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학습

Ready
필수 어휘 및 문장을 통해 제시된 문법 학습의 기초를 분석 및 적용

Set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문제를 통해 문법 응용 및 적용 능력 향상

Trouble Shooting
자주 발견되는 문법 오류 수정
훈련을 통해 해당 문법의 올바른
쓰임새 학습

Grammar Go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통한 쓰기
학습으로 해당 문법의 종합적인
활용법을 익히고 문법의 정확한
사용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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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의 Checkup Test 4개와 Final Test 1개를 통해 학습한 문법 점검 및 평가

Workbook

본책에 나온 문법을 한글 설명과
예문을 통해 자습 및 복습 가능

문법 유형 학습 문제부터 문장 응용
문제까지 확장형 복습 활동으로 구성

GRAMMAR | Grammar Juice for Junior

Checkup Tests & Final Test

간단하게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Unit Test 제공

Teacher Book

Unit별 4페이지씩 총 20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tudent Book의 답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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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포인트 Grammar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한 번에 하나씩! 콕콕 짚어주는
원포인트 초등 영문법
학습자의 눈높이에 딱 맞는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삽화!
초등 필수 기초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초등학생 첫 문법 교재입니다.

대상

초등 3~6학년

단계

Starter 1~2, Basic 1~4, 총 6종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 단어장 +
모의고사 2회분)

Unit

8 Units

Features
●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삽화

●

내신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풍부한 응용연습

●

교과부 선정 초등 주요 어휘와 핵심 문형 망라

●

스스로 반복 학습이 가능한 워크북과 단어장 제공

●

중간·기말 학업 성취도 평가 예상 문제 및 모의고사
2회분 수록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Answer Key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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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포인트 Grammar
Student Book

Rule 레슨
문법의 규칙과 핵심
포인트를 한 번에
하나씩! 알기 쉽게
규칙(Rule)으로 제시
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문법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

Unit 레슨
●

●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해당 Unit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개념을 The Big Idea를 통해 제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삽화와 해설로
문법 개념에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레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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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Unit이 끝날 때마다 제시되는 마무리 테스트
Unit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배운 문법의 규칙들(Rules)을
종합적으로 복습하고, 심화된 다양한 응용문제를 풀면서
문법 개념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음

Check Up
●
●

문제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바로 확인
쓰기, 말하기 등 내신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응용 연습을 통해
문법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음

Test Prep
●

4개의 Unit을 공부한 후에 제시되는 종합 마무리 테스트

●

앞서 배운 모든 문법 내용이 적용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키우고, 학교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문법 규칙이 곳곳에 녹아 있는 독해와 말하기, 쓰기 연습을 통해
서술형 문제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까지 한꺼번에 길러 줌

GRAMMAR | One 포인트 Grammar

Workbook

●

Unit별 총정리와 추가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아이들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

●

쓰기, 말하기 등의 응용연습을 통해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어휘, 기본 문법, 영문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음

모의고사

단어장

●

Unit마다 본문에 나왔던 주요 단어를 정리하여 간단한
테스트와 함께 수록

●

시리즈를 모두 끝내면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초등 필수
800단어 마스터 가능

최종 마무리 테스트로,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객관식,
주관식 등의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학기말 평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도 평가 예상문제 2회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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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핵심 영문법으로
서술형되는 영어문장쓰기
핵심 영문법으로 서술형 되는 영어문장쓰기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최신 서술형 기출 문제 유형을 반영한
내신 실전 대비 중학 문법 교재입니다.

대상

예비 중학생~중3

단계

3 (기본 1,2 / 실력 1,2 / 완성 1,2)

구성

학생용 본책,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교재 (with 교사용 자료집 CD)

기본1,2

실력1,2

완성1,2

Unit

내신에서 꼭 필요한 교과서 핵심문법
필요한 부분만 콕 찝어 학습하는 세부적인 문법 포인트
문법과 문장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미 단위 끊어 읽기
최신 서술형 기출 문제 유형을 반영한 내신 실전 대비 문제

저자 플라워에듀

기본

1

Features

2017. 5. 12. 오후 1:35

●

핵심 영문법으로 서술형 되는 영어문장쓰기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기본 1: 7 Chapters, 35 Units
기본 2: 6 Chapters, 35 Units
실력 1: 6 Chapters, 38 Units
실력 2: 7 Chapters, 37 Units
완성 1: 5 Chapters, 41 Units
완성 2: 6 Chapters, 34 Units

교과서 핵심 문법을 활용한 서술형 문장쓰기
문법 확인

문법 적용

통문장 영작

●

시험에 대비하여 선별적 학습이 가능한 세부 문법 요목
(기본 77개, 실력&완성 75개)

●

문장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직독직해 끊어 읽기

●

최신 서술형 기출문제 유형을 반영한 내신 실전 대비 문제

내신에서 꼭 필요한 교과서 핵심문법
필요한 부분만 콕 찝어 학습하는 세부적인 문법 포인트
문법과 문장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미 단위 끊어 읽기
최신 서술형 기출 문제 유형을 반영한 내신 실전 대비 문제

저자 플라워에듀

기본

1

기본1,2 총 4,312문항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실력1,2 총 4,200문항
2017. 5. 12. 오후 1:35

완성1,2 총 4,2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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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지, 수업용 파워포인트 자료, 교과서 연계표 (Contents 페이지
에서도 QR코드로 다운로드 가능), 영작 훈련 워크북 문제(추가 문항
워크시트)

GRAMMAR |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89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학생용 교재_본책

Unit 구성
1. 대표 문장과 도표를 활용하여 핵심 문법 사항 학습
2. 영문의 어순을 우리말의 의미 순서대로 제시하여, 서술형 유형에 필요한 어순 감각 습득
3. 문법 확인 핵심 문법 사항과 그 의미 파악
4. 문법 적용 핵심 문법 사항의 정확한 형태를 직접 써보면서 의미와 활용 연결
5. 통문장 영작 핵심 문법 사항을 중등 내신 서술형에 맞춘 문장 유형과 어휘로 활용

학생용 교재_워크북

영작 훈련 워크북
본책에서 배운 문법과 문장을 완벽히
체득할 수 있는 영작 훈련 워크북
●
권별 추가 문항 약 2,000개 제공
●
유닛별 기본형(A/B 유형),심화형
(A/B 유형) 문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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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대비 실전 문제 구성
●
●

Chapter에서 학습한 문법을 토대로 한 내신 대비 실전 문제
Chapter의 핵심 문법을 활용한 문장완성, 대화완성, 단락완성뿐 아니라 빈칸 채우기, 문장 변형, 오류 수정, 실전 영작 등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문제 유형 제공

교사용 교재 & 자료집 CD

●
●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교사용 파워포인트 자료와 정답지가 들어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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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50-word READING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초등 교과 내용이 반영된
Leveled Reading 프로그램

30/40/50
-word READING

Phonics 학습 후에 바로 시작하는 기초 리딩
학습서로 체계적인 리딩의 시작을 도와 줍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Phonis 학습자)

단계

30-word Reading 1, 2
40-word Reading 1, 2
50-word Reading 1, 2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MP3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Unit

12 Units

Features
●

Phonics Review와 Sight Words 읽기로 시작하는
초급 리딩 교재

●

기본 문장 패턴이 반복되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

단어에서 문장까지 단계적 확장 활동을 통한 문장 활용
능력 강화

●

자가 학습이 가능한 Workbook과 단어/문장 노트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Free App

키워드, 본문, 단어 노트의 MP3 음원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수업용 Power Point Resource, 교사용 자료집 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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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집 CD 수록 자료

Answer Keys, MP3 Files, Tests, Worksheets,
Vocabulary List, Flash Cards, Syllabus,
Sample Lesson Plan, 본문 텍스트, 본문 한글해석

READING | 30/40/50-word READING

Average Words
30-40

Lexile
BR 10L-210L

CEFR
Pre A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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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50-word READING
Student Book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삽화/사진과 간단한
확인 활동을 통해 학습할 내용 미리 예측
●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를 이미지와 함께 학습
●
Phonics 음가 짚어보기부터 단어, 구, 문장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단어 활용 능력 강화

●

쉽고 반복적인 구문을 활용하여 본문 구성
초등 권장 어휘 및 의사소통 기능문을
포함한 주제별 본문 학습
●
Check Understanding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 확인
●
●

앞서 배운 본문 속 단어와 문장으로 각 유닛의
핵심내용 짚어보기
● 의사소통 기능문을 연습할 수 있는 Writing
활동 수록
● 각 유닛 주제와 연관된 재미있는 추가 활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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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Word/Story Note

READING | 30/40/50-word READING

쉽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 유닛의
핵심 단어와 문장구조를 종합적으로 복습

각 유닛의 단어와 문장을 따라 쓰며
자가 학습 가능

MP3 CD

키워드, 본문, 챈트, 단어/문장 노트의 음원 수록

Teacher’s Book

●
●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수업에 유용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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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word READING
Age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초등 교과 내용이 반영된
Leveled Reading 프로그램

60/80

-word READING

영어 활용 능력을 강화한 새로운 초등 리딩
학습서로 리딩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대상

초등 저학년 (영어학습 1~2년차)

단계

60-word Reading 1, 2
80-word Reading 1, 2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MP3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Unit

12 Units

Features
●

2개의 Unit을 하나의 Topic으로 묶은 주제별 리딩 학습

●

초등 권장 어휘와 주요 의사소통 기능문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

●

Summary 활동, 주제별 추가 어휘 활동, 의사소통
기능문 말하기 활동을 통한 영어 활용 능력 강화

●

단어 따라 쓰기 연습을 위한 단어노트와 초등 듣기평가
유형에 맞춘 듣기노트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Free App

키워드, 본문, 단어 노트의 MP3 음원 제공

교사용 자료집 CD 수록 자료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수업용 Power Point Resource, 교사용 자료집 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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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s, MP3 Files, Tests, Worksheets,
Vocabulary List, Syllabus, Sample Lesson Plan,
본문 텍스트, 본문 한글해석

READING | 60/80-word READING

Average Words
55-75

Lexile
140L-320L

CEFR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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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word READING
Student Book

해당 유닛의 주제와 의사소통 기능문 소개
Title Talk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본문 내용 추측
● 사진 혹은 삽화에 관해 묻고 답하는 Picture
Talk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

초등 권장 어휘 및 주요 의사소통 기능문을
포함한 주제별 본문 학습
●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픽션
ㆍ논픽션
장르를 골고루 수록
● 본문 독해 활동과 Summary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 확인
●

주제별 추가 어휘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어휘력 확장
● 주제별 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기능문을
연습하고 Speaking, Writing 활동을 통해
문형 복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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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READING | 60/80-word READING

본문 속 주요 어휘와 문형을 재미있고
다양한 학습 유형을 통해 복습

Word/Listening Note

단어노트 및 초등 듣기평가 유형에 맞춘
듣기노트 제공

MP3 CD

Teacher’s Book

키워드, 본문, 추가 어휘 및 말하기 활동의 음원 수록
●
●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수업에 유용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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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word READING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초·중등 교과 내용이 반영된
Leveled Reading 프로그램

100/120

-word READING

원 포인트 문법과 의미구 중심의 본문 영작 훈련은
직독직해 및 서술형 되는 리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상

초등 고학년 (영어학습 3~4년차)

단계

100-word Reading 1, 2
120-word Reading 1, 2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듣기 노트, MP3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듣기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Unit

12 Units

Features
●

초·중등 교과서 및 평가문제 유형을 반영한 양질의
내신형 리딩 문제

●

지문을 도식화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Reading Chart
및 Summary 활동

●

원 포인트 문법을 통한 쉽고 간단한 문장 분석

●

자가 학습을 위한 의미구 (Chunk) 중심의 Workbook과
단어·영작·듣기 노트

무료 스마트 학습

Free App

키워드, 본문, 단어 노트의 MP3 음원 제공

교사용 자료집 CD 수록 자료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수업용 Power Point Resource, 교사용 자료집 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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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s, MP3 Files, Tests, Worksheets,
Vocabulary List, Syllabus, Sample Lesson Plan,
본문 텍스트, 본문 한글해석

READING | 100/120-word READING

Average Words
95-115

Lexile
250L-540L

CEFR
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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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word READING
Student Book

What do you think?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본문 내용 추측
사진에 관해 묻고 답하는 Picture Talk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줌
● 본문 학습 전 주요 단어 학습
● 다양한 주제의 픽션·논픽션 장르를 담은 주제별 본문 학습
● 주제 찾기, 대명사 지칭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리딩의 정확도 높여 줌
● Reading Chart와 Summary 활동을 통해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본문 분석
● 원 포인트 문법으로, 문장에서의 문법 적용을 살펴 보고 정확한 문장 해석 능력 키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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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Word.Writing.Listening Note

READING | 100/120-word READING

의미구(Chunk)를 활용한 어휘·문형 활동과
문장 및 차트를 통한 문법 활동으로 배운
내용 복습

영한·영영풀이, 단어 테스트,
통문장 영작, 듣고 받아쓰기 제공

MP3 CD

Teacher’s Book

키워드 및 본문의 음원 수록
●
●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수업에 유용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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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0/210-word READING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중등 교과 내용이 반영된
Leveled Reading 프로그램

150/180/210
-word READING

다양한 유형의 지문과 내신형 리딩, 어휘, 문법
문제들로, 독해 실력 향상은 물론 내신에 대한
자신감까지 키워줍니다.
대상

예비중~중등 (영어학습 4년차 이상)

단계

150-word Reading 1, 2
180-word Reading 1, 2
210-word Reading 1, 2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MP3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Test Book, 정답 및 해설, 교사용 자료집 CD)

Unit

16 Units

Features
●

내신 대비용 리딩 문제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 수록

●

영영 뜻풀이를 활용한 어휘 활동 및 본문을 요약하는
Summary 활동

●

본문에 나오는 주요 문법을 예문과 함께 풀어보는 문법
문제

●

자가학습을 위한 통합적 Workbook (Definition,
Vocabulary, Dictation, Structure) 제공

무료 스마트 학습

Free App

키워드, 본문, 단어 노트의 MP3 음원 제공
교사용 자료집 CD 수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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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Power Point Resource, 교사용 자료집 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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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MP3 Files, Tests, Worksheets,
Vocabulary List, Syllabus, Sample Lesson Plan,
본문 텍스트, 본문 한글해석

READING | 150/180/210-word READING

Average Words
140-170

Lexile
450L-710L

CEFR
A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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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0/210-word READING
Student Book

본문의 주요 단어를 해당 영영풀이와 연결해보고, 문장에서의 활용도 확인
주제 찾기, 글의 순서 배열, 문장 완성, 빈칸 추론, 내용 일치 등 다양한 유형의 리딩 문제들로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동시에 test-taking skills도 길러 줌
● 내신 대비용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독해력과 사고력 증진
● Summary 활동을 통해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본문 요약
● 본문에 나오는 주요 문법/구문을 예문을 통해 보여주고, 해당 문법/구문을 여러 문장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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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READING | 150/180/210-word READING

Definition, Vocabulary, Dictation, Structure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영역별 복습

MP3 CD

Teacher’s Book

키워드 및 본문의 음원 수록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Test Book (Vocabulary Tests / Midterm Test / Final
Test)과 정답 및 해설이 책 속의 책으로 제공
● 수업에 유용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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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ophy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생각하고, 말하고, 쓰게
만드는 Reading의 힘
픽션과 논픽션 Reading으로 균형 있게 다지는
주제 중심(Theme-based)의 6단계 리딩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6

구성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Unit 10 Units

Features
●

초등 교과과정의 기본 어휘 및 문형을 포함하는 엄선된
스토리

●

리딩 초보 학습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스토리북
형식의 이야기

●

스토리 읽기의 재미와 이해도를 상승시키는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생생한 실사

●

인터렉티브한 수업을 위한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
(노래, 챈트, 동영상, E-book)

App
●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English Trophy’를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

MP3 음원 및 Trophy 시리즈의 동영상 자료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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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한글 번역, 단어 리스트, 단어/유닛 테스트, 중간/최종평가,
관련 동영상 링크 자료, 파워포인트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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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ophy
Student Book

me

한가지 주제와 관련된
Fiction과 Non-fiction 스토리를 함께 학습

The

실사, 노래, 동영상 링크를 통해
주제를 소개하고,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묻는 질문을 통해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

Fiction Unit

Non-fiction Unit
Unit Introduction

Unit Introduction
다양한 장르(Realistic

다양한 교과목(Social

Fiction, Fairy Tale, Fantasy

Studies, Math, Science 등)

등)의 픽션 스토리를 소개

과 연계된 논픽션 스토리를

하고 제목, 그림을 이용한

소개하고 제목, 사진을 이용한

Picture Reading 활동 제공

Picture Reading 활동 제공

Words to Know

Words to Know

주요 단어 및 어휘를 사진,

주요 단어 및 어휘를 사진,

오디오, 예문과 함께 제공하여

오디오, 예문과 함께 제공하여

의미와 쓰임을 효과적으로

의미와 쓰임을 효과적으로

학습

학습

Read Aloud

Read Aloud

6~8페이지 분량의 픽션 스토

4페이지 분량의 논픽션

리에는 생생한 그림과 오디오,

스토리에는 생생한 실사,

본문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활

오디오,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동을 수록하여 재미있는 그림

다양한 활동 수록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줌

Readers’ Response

Readers’ Response

다양한 독해 및 단어 학습을

다양한 독해 및 단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실력 확인

통해 학습자의 실력 확인

Readers to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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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to Writers

본문에서 응용된 생활 영어

본문의 문장을 챈트로 복습하

표현을 학습하고 Role-play 및

고, 쓰기 활동을 통해 본문

챈트를 통해 문형 복습

내용 요약

Workbook

READING | English Trophy

Theme / Listening Practice
Theme 페이지의 사진, 질문 및 노래를 통해 주제 복습

Fiction Unit: Word/Sentence Practice
픽션 스토리의 주요 단어와 문형을 다양한 문제유형 통해
복습

Non-fiction Unit: Word/Sentence Practice
논픽션 스토리의 주요 단어와 문형을 다양한 문제유형을 통해 복습

Digital CD

Words to know
Read Aloud
Theme 페이지

동영상 링크

●

MP3와 E-book 중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E-book에 수록된 노래, 챈트, 동영상 자료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멀티미디어 수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음

●

본문의 스토리를 함께 읽으면서 Drawing, Memo, Bookmark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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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rophy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우리 교육 실정에 맞는
미국 교과서형 명품 리딩 교재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로 넘치는 미국 교과서
형식의 리딩 교재입니다.
생생한 논픽션 지문들로 학습 배경지식을 쌓고, 각종
영어 인증시험의 문제 유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읽기를 중심으로 영어의 주요 영역인 듣기, 말하기,
쓰기 학습까지 수록한 완벽한 리딩 교재입니다.
대상

초등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Hybrid CD:
Video Links, MP3 files, E-book),
Workbook (with Audio CD),
Guidebook

Unit

12 Units + 4 Check Ups

Features
●

미국 교과서에서 다루는 Science, Social Studies,
History 등 다양한 주제의 지문으로 구성

●

생생한 사진과 흥미로운 정보(Fun Fact & Fact File)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경지식 습득

●

Unit마다 제공되는 동영상 자료를 이용한 생생하고
흥미로운 수업 가능

●

주요 영어 인증시험의 독해 유형 문제 수록

●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연계한 쓰기 및 말하기 활동
제공

●

권별 마무리 실력 확인을 위한 읽기영역 실전문제를
Test Booklet과 CBT로 제공

App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

Answer Key, 한글번역, 영문 스크립트, 단어 리스트, 본문 MP3 파일, 단원평가,
중간/최종평가, 관련 동영상 링크 및 스크립트와 해석, 파워포인트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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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Reading Trophy’를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

MP3 음원 및 Trophy 시리즈의 동영상 자료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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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rophy
Student Book

Photo
사진을 통한 흥미 유발 및 사전지식 배양

Words to Know
지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듣고
선행 학습 활동

Speaking & Listening
사진과 관련된 Speaking 활동 및
본문 주제와 관련된 Listening 활동

Passage
미국 교과서 저자들이 쓴 지문을
읽고 들으면서 독해 및 청해 능력 배양

Circle the Words
지문에 사용된 주요 단어들의 문맥 속
의미 파악 및 활용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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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Writing Project

Vocabulary

Test Prep

주제와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들로 독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

쓰기 활동을 통해 본문의
주요 내용 요약 및 분석
능력 향상

지문에 사용된 주요 어휘
들을 기본형 및 확장형
문제들을 통해 복습

출제 빈도가 높은
Reading/Speaking 유형
문제로 구성된 Unit Test

READING | Reading Trophy

Final Test
주요 영어 인증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으로
구성된 Reading Comprehension 모의고사 1세트

Workbook

주요 어휘 학습활동, 주요 구문 및 문장 학습활동,
본문 받아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된 자습서

Guidebook

오디오 스크립트, 모범답안, 본문 해석, 문제 정답 및
해설, 관련 문법 포인트 등 추가 교수 자료가 제공되는
교사용 지침서

Hybrid CD

●

MP3 파일과 E-book, 각종 인증시험의 문제 유형 수록

●

E-book을 통한 오디오 재생, 메모하기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효과적인 수업가능

●

동영상 링크는 본문 학습 전 Before Reading 활동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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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Monster
Age

만 5~6세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나는 영어읽기
파닉스와 스토리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유치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읽기 입문 교재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Audio CD),
Workbook, Guidebook (with Answer Key)

Features
●

학생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된 리딩
스킬북

●

미국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교육기관의 교수,
에디터 등이 집필하여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롭게 구성

●

학생들의 상상력과 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탁월한
그림으로 구성

●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읽어주는 드라마 듣기와
Dictation에 사용 가능한 듣기로 구성

●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한 단계씩 전략적
읽기에 다가가게 됨

●

초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엄마도 가르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정보와 문법사항, 추가 학습활동을 포함한
Guideboo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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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단어리스트, MP3 파일, 교재구성, 중간.최종 평가,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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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Monster
Student Book

Picture Reading

그림을 통해 본문 내용을 추측하고 이야기해 보는 기회 제공

Illustration, Passage
Sentence Pattern으로 구성
된 지문 읽기를 통해 Reading
Skill 습득

Stop and Look
그림과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글에 대한 흥미 고취

New Words 본문을 읽기 전 중요한 단어를 오디오로 듣고 유추해 보는 활동

Reading Practice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로 구성

Think and Speak
본문 이해도 확인 및 주어진 Sentence Pattern을 사용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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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Practice

중요한 단어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문장에서의 단어 활용을 높이는 연습단계

중요 Sentence Pattern을 챈트를
통하여 재미있게 학습 (Level 1, 2)

Writing Practice
Writing에 필요한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기회 제공

Skil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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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Practice

학습 목표였던 Reading Skill을 다양한 Graphic Organizer를 통해 정리

Workbook

Listening Practice Student Book의 본문 들여다 보기
Word Practice 중요한 단어의 이해 및 문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습
Reading Practice 시험 유형을 통해 학생들의 본문에 대한 이해도 점검

Guidebook

본문 해석, 정답 풀이, 문법 설명, 부가해설
등을 포함하여 초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

Sentence Practice 중요 Sentence Pattern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습
Unit Test PELT와 TOSEL 유형으로 본문 내용 점검
App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Kakao kids’를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 가능(영어 교육 섹션 내)
※ 부분 무료 및 인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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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ice for Kids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쉽고 명확하다!
흥미 만점 논픽션 리딩 입문서
미국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를 흥미로운
사진과 쉽고 재미있는 지문으로 풀어주는 초등
논픽션 읽기 교재입니다.
논픽션 읽기를 시작하는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 문장 및 Reading Skill이 포함되어 있는
알찬 리딩 학습서입니다.

대상

초등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Audio CD),
Workbook (with Answer Key)

Unit 16 Units + 4 Vocabulary Check Ups

Features
●

미국 교과과정과 연관되어 영어 몰입 교육이 가능한
16개의 논픽션 지문 수록

●

주제와 Content Words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진 제공

●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어휘 학습 및 Preview
Activity 제공

●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Check-up Activity 수록

●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위한 어휘 확장활동 수록

●

학습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Graphic
Organizer Activity 제공

●

Unit별 어휘를 정리한 Vocabulary Glossary 수록

●

Dictation 등 듣기 활동이 가능한 Audio 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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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Unit별 단어 리스트, 본문 MP3 파일, 한글 번역, 교재구성,
단원평가, 중간/최종 평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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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ice for Kids
Student Book
Photo 사진에 포함된 캡션과 함께 Content Words를 시각적으로 학습

Passage
논픽션 지문을 읽고 사진과
캡션을 통해 Content Words
이해

Get Ready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고, 주요 단어 및 어휘를 Audio와 함께 학습

Check Comprehension 영어 인증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독해 실력 확인

Build Vocabulary
학습한 단어를 다른 문맥,
문장에서 확장 학습

Organize Information
습득한 지식을 Reading Skill과 더불어 시각화된 차트나 표를 이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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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Unit 학습 후 어휘 실력 점검 및 평가

READING | Reading Juice for Kids

Vocabulary Check

[Workbook]
Workbook

단어 및 문장 구성 문제, Dictation 문제, Mini Test와 Summary 등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고 있어 복습 및 자습에 효과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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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ice Plus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Reading Skill과 어휘력을
쌓는 논픽션 리딩 베스트셀러!
Reading Juice
2nd Edition

흥미진진한 논픽션 지문을 바탕으로 필수 단어
학습은 물론, 속독 및 다독 훈련을 통해 독해 실력을
쌓고 다양한 시험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상

초등 고~중등

단계

1~4

구성

Student Book (with Vocabulary Booklet,
Final Test, Audio CD)

Unit

20 Units + 4 Check Ups

Features
●

Reading Juice의 개정 및 보완판

●

역사·예술·인물·문화·과학·수학·논리 등 재미있고
참신한 주제를 다룬 24개의 논픽션 지문

●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통한 정독(Intensive Reading)과
다독(Extensive Reading) 훈련

●

빠른 속도로 읽으며 중심 내용 파악하기(Skimming
and Scanning)와 시간 제한 두고 읽기(Timed
Reading)를 통한 시험대비 훈련

●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을 키우기 위한
WPM(Word Per Minute) 그래프 제공

●

독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독해 및 어휘 문제 수록

●

중요 단어를 모아서 학습할 수 있는 단어장(Vocabulary
Booklet) 수록

●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최종평가(Final Test)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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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us, 추가 독해 및 단어 문제, 단원 평가, 단어 리스트,
한글 번역본, Answer Key, MP3파일, 파워포인트 관련 자료 등
유용한 수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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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ice Plus
Student Book

Photo
Unit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유도하는 사진

Passage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의 지문

Vocabulary
Unit의 주요 단어와 영어 의미를 선행 학습하는 단어 활동

Skimming & Scanning
지문의 주제문 또는 주요 내용을 빠르게 읽고 찾아내는
훈련을 돕는 독해 활동

Reading WPM(Word Per Minute) Graph
분당 독해 단어 수를 기록하는 속독 훈련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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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의 기본인 주제와 중심내용 파악 외에
다양한 영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포함한 독해문제 활동

Vocabulary Expansion
지문에서 학습한 주요 단어를
다른 형태의 문장 또는 문제로 확장하여
학습하는 단어 활동

READING | Reading Juice Plus

Comprehension

Summary
지문의 중요 내용을 요점만 뽑아 한눈에 정리하는 마무리 학습 활동

Vocabulary Booklet

주요 단어를 영어, 한글 의미와 함께 Unit별로
수록한 영어 단어장

Final Test

권별 마무리 학습으로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 독해 문제 유형을 포함한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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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o Succeed
Age

성인

리딩 이해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전략 제시
흥미로운 소재의 Reading Passage와 다양한
Reading Skills 학습을 통해 Reading Level을
100%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영어 교재입니다.

Strategies for Reading Comprehension

대상

대학생 및 성인

단계

1~2

구성

Student Book (with MP3 CD)

Unit 12 Units

Features
●

Main Reading Passage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Extra Reading Passage

●

유닛별 다양한 Reading Strategies 학습 제공

●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체계적인 학습 플로우

●

트렌디하고 다양한 소재와 내용

무료 스마트 학습
●

●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Read to Succeed’를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Student Book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일
무료 청취 가능

Mobile App
Mobile App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MP3 파일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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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o Succeed
Student Book
Before We Read 주제와 연관된 배경지식 제시, Short Reading
Passage 및 다양한 Reading Skills 학습

Think About It 본문과 연관된 질문을 통한 배경지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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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Let’s Read

Comprehension Check

주제와 관련된 Main Reading Passage 제공

본문 이해도 확인을 위한 다양한 Comprehension
Questions 제공

Vocabulary Check

Reading Strategy
본문의 내용에 최적화된 Reading Skill 학습

READING | Read to Succeed

본문에서 학습한 어휘 확인 및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어휘 문제 제공

Give It a Try 심화된 Reading Skills 학습을 위한 연습문제 제공

Further Reading

Comprehension Check

주제와 연관된 Extra Reading Passage 제공

Further Reading Passage 이해도 확인을 위한
다양한 Comprehension Questions 제공

Student Book MP3 CD

Now Let’s Read와 Further Reading의 본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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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for Kids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기초부터 탄탄한 Listening
Skill을 키워주는 리스닝 교재

FOR KIDS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과
각 레벨에 맞는 체계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기초부터 완성까지 탄탄한 Listening Skill을
키워주는 맞춤식 교재입니다.
대상

초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 TOEIC Bridge Final Test),
Workbook (with Answer Key),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Unit

12 Units

Features
●

초등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

●

다양한 일러스트 및 재미있고 생생한 등장 인물들이
이끌어 가는 스토리 전개

●

주제별 기본 문형 다지기, 듣기를 위한 문법 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Syllabus 제공

●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주제별 청해 문제 및 받아쓰기
수록

●

TOEIC BRIDGE 실전 문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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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 Unit별 단어 . 문장리스트, 한글 번역본,
Final Test Script (TOEIC BRIDGE L/C Part),
Scripts & Answer Ke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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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for Kids
Student Book
Warm Up 각 Unit의 주제 숙지 및 본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와 표현 학습

Listen In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듣고
대화 전체의 흐름이나 주제 파악

Listen & Write
활동을 통해 주요 단어와 표현 심화 학습

Say It Loud(1권) 학습한 내용을 Speaking Pair-up 활동을 통해 직접 연습
Grammar Up(2, 3권) Unit의 주요 문법 및 문형 심화 학습
Listen Harder
Unit의 주제에 맞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을 통한 청해 학습

TOEIC Bridge Unit별 주제에 맞춰 수록된
TOEIC BRIDGE 실전 문제로 실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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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Test TOEIC BRIDGE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실전 문제를 통해 권별 마무리 학습 및 실력평가

Workbook

추가 어휘·표현 문제 및 듣기, 독해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복습 및 숙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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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초등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리스닝 바이블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학생 수준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며 계단식 난이도 구성으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실현이 가능한 리스닝
학습서입니다. 인증시험 대비 실전문제와 짧은
대화, 긴 대화, 상담 글, 편지 글, 산문, 설문조사,
광고문 등 다양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대상

초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MP3 CD,
Hybrid CD : Audio + E-book),
Workbook,
Answers and Scripts with Guide

Unit

12 Units

Features
●

Listening Juice for Kids의 개정 및 보완판

●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리스닝 학습서

●

실제적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목표로 하는 통합
학습

●

흥미로운 주제 및 다양한 시각자료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 교재

●

오디오, 스크립트, E-book, CBT Final Test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CD 수록

●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다지고 점검하도록 구성
된 워크북

●

추가 문법설명, 교수법, 본문 스크립트, 문제 해설 및
답이 수록된 해설지(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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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리스트, MP3 파일, 멀티미디어, 스크립트, 정답 및 해설 등 수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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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Student Book
Words & Expressions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학습하여 본문의 Listening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Listen Up 주요 단어와 표현들로 구성된 짧은 길이의 실생활 대화를
듣고 해당 단원의 주제 파악

All Ears!
각 단어의 음성에 초점을
맞춘 영어 발음 듣기 훈련

How about you?
핵심 단어와 표현을 개인의 상황에
적용해 말해보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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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In

Listen Harder

Listen Out

주요 단어와 표현들이 포함된 중간 길이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대화문 및 담화문을 듣고
전체적인 문맥 및 세부사항 파악

다양한 종류의 대화문 혹은 담화문을 듣고
Note-taking 및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 세부사항 파악 위주의 듣기 심화 훈련

학습자의 흥미도에 맞춘 삽화가 담긴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Reading과 Listening으로 확인한 후
Speaking으로 연계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완벽히 소화하고 실생활에 적용

Workbook

LISTENING | Listening Juice

추가 단어와 표현, 문법 문제, 본문 받아쓰기등을 수록한
자기주도형 학습물로서 본책에서 학습한 내용 복습 및 숙제로 활용

Answers and Scripts with Guide

학습 현장에서 선생님에게 유용한
추가 문법 설명, 교수법, 본문 스크립트와
해석, 문제 해설 및 정답 제공

Hybrid CD

오디오, 스크립트와 함께 구성된 E-book과
CBT Final Test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실현

MP3 CD
구성

●

Student Book MP3 File

●

Test Prep MP3 File

●

Final Test MP3 File

●

Workbook MP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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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Jump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영어 듣기의 힘찬 도약을
꿈꾸는 리스닝 바이블!
중급 듣기 학습의 필수 요소만으로 구성된 쉽고
정확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교재입니다.
영어 듣기 학습의 필수 Listening Skill 및 영어
수업과 강의에서 사용되는 Note-taking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

초등 고학년~중등

단계

1~2

구성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Workbook (with Answer Key),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Unit

12 Units

Features
●

Unit별 영어 듣기 학습의 핵심 Listening Skill 제시

●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생생한 실사 제공

●

주요 영어 능력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담은
지문 수록

●

지문의 주요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청해 문제 제시

●

영어로 하는 강의나 수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Lecture 듣기 훈련

●

영어 강의 및 긴 지문 독해에 필수인 Note-taking

●

각종 영어 능력시험의 유형에 맞춰 출제된 Unit Test
수록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MP3 파일, Unit별 단어 리스트, 한글 번역본, Scripts & Answer Ke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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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Jump

Student Book

Listening Skill 각 Unit의 Listening Skill 학습

Listen In
대화문 듣고 문제 풀기

Vocabulary
핵심 단어와 표현을 듣고 연습

Listen Starter
광고 또는 Preview를 통해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간단한 Note-taking을 통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

Listen Harder
Lecture를 듣고 Note-taking 훈련으로 지문 구조를 이해한 후 문제풀기

Tips
Lecture 형식의 지문 이해를 위한
가이드 숙지

Summary
Lecture를 요점 정리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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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실제 TOEIC 및 iBT TOEFL에서 사용되는 문제 유형으로 구성된 테스트로 학습 마무리

Workbook

추가 어휘·표현 문제 및 받아쓰기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복습과 숙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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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for Junior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고등1~고등3

상급자를 위한
리스닝 주스는 따로 있다!

FOR JUNIOR

중·고등학생을 위한 Listening 심화 학습 교재로
영어 능력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와 문제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듣기 학습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대상

초등 고학년~중 ˙ 고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Workbook (with Answer Key),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Unit

12 Units

Features
●

본문 주제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및 어휘 학습 제공

●

사회, 문화, 경제, 시사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지문
제공

●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주제별 Listening
Comprehension 문제 및 Dictation 문제 수록

●

Note-taking, Graphic Organizer를 이용한 요약
문제 수록

●

다양한 영어 능력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 출제된 Unit
Test 제공

●

TOEIC과 iBT TOEFL의 시험경향에 맞춘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영어발음 제공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MP3 파일, Unit별 단어 리스트, 한글 번역본,
Scripts & Answer Ke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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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Juice for Junior

Student Book

Short Passage 지문을 읽고 각 Unit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습득

Listen In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며
대화문의 주제와 세부 사항 이해

Start Listening
주요 단어를 영어 뜻풀이와 동의어를 통해 학습

Listen & Write
Listen In 대화의 주요 구문 및 문장을 듣고 Dictation 훈련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학습

Listen Harder
영어 시험에 자주 출제
되는 형식의 지문을 듣고
Note-taking을 한 후에,
이해한 내용을 Graphic
Organizer를 이용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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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영어 인증시험에 자주 출제
되는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복습 및 실력평가에 효율적

LISTENING | Listening Juice for Junior

Today’s News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영어 뉴스를 듣고 Dictation한 후, 주관식 문제로 토론까지 확장학습 가능

Workbook

추가 어휘·표현 문제 및 듣기, 청해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복습과 숙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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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Juice
Age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Sentences to Speech,
영어 말하기 완성의 종결자!
Speech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탄탄한
구성을 갖춘 Speaking Skill 심화 학습 교재로,
단어 학습, 문장 구성에서 Speech 완성까지
체계적 학습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초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2 Audio CDs),
Workbook (with Answer Key)

Unit

14 Units

Features
●

단어, 어휘 표현 연습 - 문장 연습 - 생각 정리 훈련 내용 구성 연습의 완성도 높은 Speech 훈련 학습 모델
제시

●

다양한 삽화 및 생생한 오디오 CD 제공

●

강세와 억양 등 발음 훈련에 도움이 되는 Tip 제공

●

주제에 맞는 Frame을 제시하여 서론 - 본론 - 결론의
짜임새 있는 Speech 구성 학습

●

Writing으로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는 문제 구성

●

Listening Comprehension 문제와 각종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Speaking Task를 포함한 Unit
Test

●

각 Speaking Task에 대한 모범 답안 제시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Unit별 단어 리스트, 한글 번역, Scripts & Answer Key, 단어, 문법,
청취 퀴즈 등 수업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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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Juice

Student Book

Warm-up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학습 목표 숙지

Sentence Practice
완성된 Speech를 구성하는
주요 문장 및 표현들 학습

Grammar Tip
Task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용한 문법 학습

Speaking Task
학습 목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Speech 구성요소 학습

Speech Practice
앞서 배운 문장을 하나의 완성된 Speech frame에 대입해 말하는 훈련

Speech Presentation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Speech를 완성하여 발표

Judge’s Note
서로의 Speech를 듣고 평가

Speech Tip
자연스러운 단어의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을 듣고 따라하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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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Test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의
실전 Speaking Test로 평가
실행

SPEAKING | Speaking Juice

Unit Test 각 Unit의 Task와 긴밀하게 연계된 Grammar, Reading, Listening의 영역별 테스트를 통해 학습 마무리

Workbook

단어 및 문장의 강세 문제 및 Listening과 Grammar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 복습 및 자습에 효과적

151

수행평가 되는 중학 영어글쓰기
Age

초등5~초등6

중등1~중등3

핵심 영문패턴으로
수행평가 주제 글쓰기
중학 수행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문법 패턴을
중심으로 주제별 글쓰기를 연습합니다.

대상

예비 중등1~중등3

단계

1~3

구성

학생용 (with 정답지),
교사용 (with 교사용 자료집 CD)

Unit

1권 15 Units, 32 Patterns
2권 15 Units, 31 Patterns
3권 14 Units, 31 Patterns

Features
●

수행평가에 필수적인 총 94개의 문법 패턴과 문장
쓰기 학습

●

빈도 높은 수행평가 주제 및 과제 유형 수록

●

예시 문단 따라 쓰기, 채워 쓰기, 고쳐 쓰기 등 수행평가
기본 훈련

●

그림 묘사, 문단 쓰기, 통문장 쓰기 등 수행평가 실전문제
최다 수록

●

유닛별 수행평가 과제의 예시 답안을 QR 코드로 제공

●

온라인 수행평가 자료실에서 다양한 영작문 예시글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정답지, 교사용 파워포인트 자료, 수행평가 자료실
※ 수행평가 자료실이란?
교재 내 수행평가 과제들을 주제 혹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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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집 CD 수록 자료

정답지, 교사용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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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되는 중학 영어글쓰기
학생용 교재

1
2
7
3

4

5

8

6

1. 대표 문장을 문법 구조와 의미 단위로 끊어 소개
2. 수행평가 포인트를 통해 문법의 쓰임, 의미, 활용 학습
3. 빈번히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를 인식하여, 바르게 표현하도록 유도
4. 필수 문법 형태들을 도표를 활용하여 핵심 정리
5. 문법의 활용과 형태를 우리말 의미에 맞게 적용해 보는 첫 번째 쓰기 단계
6. 문맥에 적합한 문법을 우리말 의미 제시 없이 적용해 보는 두 번째 쓰기 단계
7. 학습한 문법과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정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재구성해 보는 세 번째 쓰기 단계
8. 제시된 우리말을 참고하여 학습한 문법을 다양한 종류의 글속에서 활용해 보는 네 번째 쓰기 단계

교사용 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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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답을 표기한 교사용 교재
교사용 파워포인트 자료와 정답지가 들어있는 교사용 자료집 CD 포함

11

13
10

12

WRITING | 수행평가 되는 중학 영어글쓰기

9

9. 주어진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제시된 단어와 문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들 완성하기
10. 수행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의 글에서 문법 오류를 찾아
수정한 후, 그 글을 모델로 삼아 필사하는 훈련
11.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질문에 답을 하며,
학습자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

14

12.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주어진 주제, 문법, 글자 수
등의 조건에 맞추어 글을 쓰는 수행평가 과제 훈련
13. QR 코드를 인식하여 예시 답안을 참고할 수 있으며, 글을
완성한 뒤에는 파이널 점검 사항을 체크하며 완성도 높이기
14. 각 Unit의 핵심 문법 패턴들과 세부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도표로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들도 예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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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Monster
Age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 영어 글쓰기
Writing Step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글 완성!
어휘와 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기초 Writing 교재입니다.

대상

초등 저학년 (Phonics를 끝낸 후, 6개월의
Reading 경험이 있는 학습자)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Portfolio Book),
Guidebook (with Teacher’s Resource CD)

Unit

Welcome Unit + 10 Units + 2 Review Units

Features
●

독특하고 장난스러운 몬스터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있게
학습하고 나면 8~10줄 이내의 완성도 있는 글을 스스로
작성 가능

●

쉽고 명확한 Writing Step을 따라하는 자연스러운
Writing 학습
단어 훈련

기본 문형 반복 훈련

최대 10문장 내외의 결과물

●

교육과학부 제시 초등 필수 단어 및 문형 반영

●

스티커 붙이기, 그림 그리기, 몬스터 캐릭터들이 등장
하는 카툰 완성하기 등의 재미있는 활동 수록

●

나만의 결과물 강조 (Writing Project, Project 1&2,
Portfolio Book)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Teaching Tips, Answer Key, 교재구성, 스크립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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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Monster
Student Book
쉽고 명확한 Writing Step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글 완성!
STEP 1

STEP 2

STEP 3

STEP 4

WORD
PRACTICE

SENTENCE
PRACTICE

WRITING
PRACTICE

WRITING
PROJECT

STEP 1
WORD
PRACTICE

Unit 소개 & 단어 학습

해당 Unit에서 학습하는
글의 유형, 단어, 대표 문장 소개

문제를 통해 단어의 이해
정도 점검

그림을 통해 Unit의 주제를
추측하고 이야기해 보는
기회 제공

실사 이미지로 학습 단어 소개

스티커 붙이기, 그림 그리기
등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추가 단어 소개

STEP 2
SENTENCE
PRACTICE

다양한 예문과 문제를 통한 문장 학습

그림과 함께
중요 Sentence Structure 학습

중요 Sentence Structure
에 대한 이해도 점검 및
작문 연습

문장 속에서 단어가
활용되는 예시 제시

STEP 3
WRITING
PRACTICE

학습한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만화 & 샘플 글 완성

말풍선 스티커 붙이기,
알맞은 대사 찾기 등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중요 Sentence
Structure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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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속 대사를 바탕으로
샘플 글을 완성해 보는
글쓰기 준비 단계

STEP 4

자신만의 생각을 담은 초안 작성

초안을 작성하기 전
학습한 단어들을 짚어보며
쉽고 재미있게 Brainstorming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자신의 생각을 담은 초안 작성
Journal, Letter, e-mail, Poster
등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경험

WRITING | Writing Monster

WRITING
PROJECT

EXTRA STEP
PORTFOLIO
BOOK

k
Por tfolio Boo

Portfolio Book

Por tfolio Boo
k

교재 뒤쪽에 수록된 Portfolio
Book을 통해 초안을 다시 옮겨
써 보는 기회 제공
Portfolio Book
표지.indd 1-3

Portfolio Book 표지.indd 1-3

오후 5:46
15. 4. 10.

15. 4. 10. 오후 5:46

15. 4. 10.
오후 5:46

표지.indd 1-3
Portfolio Book

Guidebook

교사와 학부모의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 코너별 학습 목표와
학습 방식, 정답 등 수록

Guidebook에 포함되어 있는 Teacher’s Resource CD에는 수업용
PPT, 레슨 플랜, MP3 파일, 정답지, 단어 리스트, 테스트지 등 수록

무료 스마트 학습

●
●

App store에서 ‘Writing Monster’를 검색하면 무료 앱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폰으로 교재 표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오디오 파일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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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Words You Must Know!
Age

만 5~6세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10살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하는
초등 600단어!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단어가 수록된 세상에
없던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나만의 단어 교재
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My Mini Note,
Audio CD, Stickers)

Features
●

Picture Dictionary를 통해 목표 단어를 재미있게 소개

●

스티커 붙이기, 매칭하기, 암호 풀기, 미로 찾기 등의
activity를 통해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목표 단어 학습

●

자기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습득

●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Doodle 활동이
적용된 쓰기 페이지를 통한 자기 표현력 신장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Answer Key, MP3, 오디오 스크립트, 예문 번역, 수업용 PPT, Unit
Test, Exit Test, 쓰기 워크시트, Word Search, 추가 단어 워크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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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Words You Must Know!
Student Book

Welcome Poster

권별로 기본 단어가 소개되어 있는 양면 포스터 1장씩 수록
잘라서 책상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

All About Me
포스터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나에 대한 글 써보기

Picture Dictionary

162

●

목표 단어 12개와 그 단어들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수록

●

큰 그림 속에서 주요 단어의 그림 찾기 활동

●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구를 배울 수 있는 유닛 포함

스티커 붙이기, 매칭하기, 암호 풀기, 미로 찾기 등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단어를 쓰고 익히기

Stickers
학습에 사용하는 예쁜 스티커 수록

VOCABULARY | 200 Words You Must Know!

Writing

Word Power!
유닛별 단어와 더 많은 추가 단어, 단어의 한글 해석, 영어 예문이
담겨있는 뜯어낼 수 있는 페이지

Audio CD

단어 따라 읽기와 재미있는 챈트 수록

App

My Mini Note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만의
200단어 책을 만들 수 있는 다용도 노트 수록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Kakao kids’를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 가능(영어 교육 섹션 내)
※ 부분 무료 및 인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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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Vocabulary
Age

초등1~초등2

초등3~초등4 초등5~초등6

그림책에서 챕터북까지 리딩
레벨 확 올려주는 원서 읽는
영단어
영어 원서 최빈출 핵심 어휘와 미 교육부 권장
어휘를 한번에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영어 원서와
미국 교과서 전문가 그룹이 만든 최적의 영단어
학습서입니다.

대상

초등

단계

1~3

구성

Student Book (with MP3 CD), Workbook

Features
●

그림책, 리더스북, 챕터북에서 뽑은 핵심 어휘 수록

●

국내 교과부 선정 초등 필수 650개 어휘 수록

●

700여 장의 비주얼 자료와 충분한 연습문제

●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한번에 잡는 통합 훈련으로
영어 표현력 향상

●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스마트한 학습 설계

온라인 자료실 l www.alist.co.kr
MP3 파일, 워크북 답안지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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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Vocabulary
Student Book
●

원서 최빈출 핵심 어휘와 교육부 권장 어휘를 한번에!

●

매 Unit마다 충분한 연습문제 제공!

●

매일 1Unit씩 30일이면 한 레벨 마스터!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핵심 어휘를 예문과 함께 학습

현재형, 과거형 등 동사의 변화형을 확실히 익혀
응용력을 길러줌

명사의 복수형, 파생어 등을 함께 배워 어휘력 확장

핵심 어휘와 함께 자주 쓰이는 동사를 유의어, 반의어 등의
형태로 비교 학습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을 키워줌

주제별 연관 어휘를 거미줄처럼 확장해 가며
시각자료와 함께 익힐 수 있음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 구어체 영어 관용
표현 등 원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읽을 거리 제공

MP3 CD

본문에서 다룬 단어와 예문을 읽어주는 MP3 파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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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연습문제 제공

Check Up 페이지에는 관련 어휘와 연계한 ‘핵심 영문법 레슨’이 제시되어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연습할 수 있음

Workboovk

Student Book의 본문과 Check Up을 통해 익힌 어휘들을 다시 한번 복습 강화할 수 있는 Daily Test Workbook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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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Soon

Ready, Action! Classic Starter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뮤지컬로 배우는
베스트 명작동화
영어 뮤지컬로 즐겁고 신나는
영어 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Starter (총 4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Audio CD+Digital CD)
+Workbook]

Features
●

이솝 우화와 구전 동화를 영어 뮤지컬로 재미있게
꾸민 학습물

●

E-book, 율동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한 학습자료,
MP3 오디오 파일 무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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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모바일 앱 제공

COMING SOON | Ready, Action! Classic Starter

The Rabbit and the Turtle

The Crab Family

Bat Has No Friends

Happy Halloween!

빠르지만 영악한 토끼와, 느리지만
우직한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옆으로 걷는 아기 게들에게 엄마 게는
앞으로 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기 게들은 앞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육지 동물들과 새들의 싸움에서 박쥐는
이기는 편에 가서 아부를 합니다. 박쥐는
육지 동물 편이 되었을까요, 새들의 편이
되었을까요?

뱀파이어, 유령, 마녀, 미라. 모두가 할로윈에
아이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장인물수 6명

등장인물수 5명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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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Starter
Age

만 4~5세

만 5~6세

초등1~초등2

뮤지컬로 배우는
패러디 명작동화
패러디 명작동화로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Edutainment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단계

Starter (총 4종)

구성

Package [Student Book (with Audio CD+Digital CD)
+Workbook]

Features
●

명작동화의 주인공들이 재미있고 엉뚱한 캐릭터로
바뀌어 등장하여 상상력 자극

●

E-book, 율동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한 학습자료,
MP3 오디오 파일 무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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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모바일 앱 제공

COMING SOON | Ready, Action! Starter

The Princess and the Witches

The Cat and the Bell

Golditwins and the Three Bears

Santa Is Stuck!

마녀들에게 잡힌 마틸다는 개구리를
만나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버리고,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곰 가족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간 말괄
량이 쌍둥이 자매. 마음껏 집 안을 누비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을 때, 곰 가족이
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에
끼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산타
할아버지를 밀고 당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쩌죠?

등장인물수 10명

등장인물수 6명

등장인물수 7명

등장인물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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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0/120-word READING

100~103p

60/80-word READING

96~99p

Level 3

100-word READING 1, 2

60-word READING 1, 2

Student Book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 듣기 노트, MP3 CD)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MP3 CD)

Workbook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듣기 노트, 교사용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Teacher Book

자료집 CD)

80-word READING 1, 2

120-word READING 1, 2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MP3 CD)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 듣기 노트, MP3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듣기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영작∙듣기 노트, 교사용

76~79p

Level 1

자료집 CD)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Audio CD)
All About Secretaries

68~71p

Workbook (with Answer Key)
Level 2

Student Book
150/180/210-word READING

Grammar Juice for Kids

104~107p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Audio CD)

150-word READING 1, 2

Workbook (with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Workbook, MP3 CD)

Bookworm Vocabulary

164~167p

Teacher’s Book (with Workbook, Test Book, 정답 및 해설,

Level 1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Audio CD)

교사용 자료집 CD)

Student Book (with MP3 CD)

Workbook (with Answer Key)

180-word READING 1, 2

Workbook

Student Book (with Workbook, MP3 CD)

Level 2

Teacher’s Book (with Workbook, Test Book, 정답 및 해설,

Student Book (with MP3 CD)

Listening Juice

교사용 자료집 CD)

Workbook

Level 1

210-word READING 1, 2

Level 3

Student Book (with Hybrid CD, MP3 CD)

Student Book (with Workbook, MP3 CD)

Student Book (with MP3 CD)

Workbook		

Teacher’s Book (with Workbook, Test Book, 정답 및 해설,

Workbook

Scripts & Answer Key with Guide

Level 3

136~139p

Level 2

교사용 자료집 CD)

Student Book (with Hybrid CD, MP3 CD)
English Trophy
200 Words You Must Know!

160~163p

108~111p

Workbook

Level 1

Scripts & Answer Key with Guide

Level 1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Level 3

Student Book (with My Mini Note, Audio CD, 스티커)

Level 2

Student Book (with Hybrid CD, MP3 CD)

Level 2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Workbook		

Student Book (with My Mini Note, Audio CD, 스티커)

Level 3

Scripts & Answer Key with Guide

Level 3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Student Book (with My Mini Note, Audio CD, 스티커)

Level 4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Listening Juice for Junior

Level 5

Level 1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30-word READING 1, 2

Level 6

Workbook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MP3 CD)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MP3

30/40/50-word READING

92~95p

144~147p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Level 2

40-word READING 1, 2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MP3 CD)

Grammar Juice for Junior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Level 1

MP3

50-word READING 1, 2

Student Book		

Level 3

Student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MP3 CD)

Workbook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Teacher’s Book (with Workbook, 단어/문장 노트, 교사용 자료집 CD)

Level 2

Workbook

Student Book		

MP3

Workbook
Teacher Book

80~83p

Workbook

Listening Juice for Kids

132~135p

One 포인트 Grammar

84~87p

Student 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Level 1

Starter 1

DVD-ROM, MP3 CD)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Workbook

Workbook

Starter 2

Guide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DVD-ROM, Teacher’s Resource CD)

Level 2

Basic 1

Level 4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Student 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Workbook

Basic 2

DVD-ROM, MP3 CD)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Workbook

Level 3

Basic 3

Guide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DVD-ROM, Teacher’s Resource CD)

Workbook

Basic 4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Student Book (with Workbook+단어장+모의고사)
Read to Succeed

128~131p

Level 1
Listening Juice Jump

140~143p

Phonics Monster 1st

48~51p

Student Book (with MP3 CD)

Level 1

Level 1

Level 2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2 Hybrid CDs)

Student Book (with MP3 CD)

Workbook

Workbook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Guidebook (with 2 Hybrid CDs)

Level 2

Level 2

Reading Juice for Kids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Student Book (with 2 Hybrid CDs)

Level 1

Workbook

Workbook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Audio CD)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Guidebook (with 2 Hybrid CDs)

Workbook (with Answer Key)

Level 3

Level 2

Student Book (with 2 Hybrid CDs)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Audio CD)

Workbook		

Workbook (with Answer Key)

A (with Audio CD)

Guidebook (with 2 Hybrid CDs)

Level 3

B (with Audio CD)

Level 4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Audio CD)

C (with Audio CD)

Student Book (with 2 Hybrid CDs)

Workbook (with Answer Key)

D (with Audio CD)

Workbook		

Level 4

E (with Audio CD)

Guidebook (with 2 Hybrid CDs)

Student Book (with Answer Key, Audio CD)

My First Phonics Readers

60~63p

F (with Audio CD)

120~123p

Workbook (with Answer Key)
Phonics Monster 2nd

52~55p

Level 1

Reading Juice Plus

Level 1

Student 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Level 1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DVD-ROM, MP3 CD)

Student Book 1 (with Vocabulary Booklet, Audio CD)

Guidebook (with Digital CD)

Workbook

Level 2

Workbook

Guide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Student Book 2 (with Vocabulary Booklet, Audio CD)

Level 2

DVD-ROM, Teacher’s Resource CD)

Level 3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Level 2

Student Book 3 (with Vocabulary Booklet, Audio CD)

Guidebook (with Digital CD)

Student 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Level 4

Workbook

DVD-ROM, MP3 CD)

Student Book 4 (with Vocabulary Booklet, Audio CD)

Level 3

Workbook

Student Book (with Digital CD)

Guidebook (with Phonics Readers, Board Games,

Guidebook (with Digital CD)

DVD-ROM, Teacher’s Resource CD)

Workbook

Level 3

New Connection

64~67p

124~127p

INDEX
The Missing Christmas List

Ready, Action! Advanced

Level 1

The Scary Dino

Pack [Student Book+Workbook+2 Audio CDs]

Student Book (with Audio CD)

The Shepherd Boy and the Wolf

Beowulf

Workbook		

The Shoemaker and the Elves

Romeo and Juliet

Guidebook (with Audio CD)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Level 2

Level 2

Student Book (with Audio CD)

A Christmas Carol

Ready, Action! Classic

Workbook		

Cinderella

Pack [Student Book+Workbook+Audio CD & Digital CD]

Guidebook (with Audio CD)

Pinocchio

Low Level

Level 3

Stone Soup

Jack and the Beanstalk

Student Book (with Audio CD)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Little Simba and Four Tigers

Workbook		

The Emperor's New Clothes

The Magic Cooking Pot

Guidebook (with Audio CD)

The Frog Princes

The Ugly Duckling

Level 4

The Haunted Halloween Party

Mid Level

Student Book (with Audio CD)

The Little Red Hen

Little Green Frog

Workbook		

The Three Billy Goats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Guidebook (with Audio CD)

The Three Little Pigs

Sleeping Beauty

The Wenny Man and the Three Goblins

The Farting Lady

Level 3

High Level

Ali Baba Jr. and the Four Thieves

Little Match Girl

Level 1

Beauty and the Beast

The Dancing Princesses

Student Book (with Hybrid CD)

Hansel and Gretel

The Golden Goose

Workbook (with Audio CD)

Heungbu and Nolbu

The Wedding Mice

Guidebook		

Snow White

Level 2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Student Book (with Hybrid CD)

The Bremen Town Musicians

Ready, Action! Classic Starter

Workbook (with Audio CD)

The Christmas Presents

Package [Student Book(with Audio CD+Digital CD)+Workbook]

Guidebook		

The Pumpkin Ghost on Halloween Night

The Rabbit and the Turtle

Level 3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rab Family

Student Book (with Hybrid CD)

Level 4

Bat Has No Friends

Workbook (with Audio CD)

Alice in Wonderland

Happy Halloween!

Guidebook		

Arrows of Eros

Level 4

King Midas and the Golden Touch

Student Book (with Hybrid CD)

The Beginning of the World

Ready, Action! Starter

Workbook (with Audio CD)

The Christmas Gift

Package [Student Book(with Audio CD+ Digital CD)+Workbook]

Guidebook

The Little Princess

The Princess and the Witches

The Necklace

The Cat and the Bell

The Pied Piper of Hamelin

Golditwins and the Three Bears

Reading Monster

Reading Trophy		

Ready, Action!

116~119p

112~115p

38~45p

46~47p

32~37p

170~171p

172~173p

Santa Is Stuck!

Pack [Student Book+Workbook+Audio CD & Digital CD]
Level 1

Ready, Action! Big Book

Chicken Little

Level 2

Ready, Set, Cook!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Pack [Student Book with Digital CD+Activity Book+ Cooking Card+Wall Chart]

Halloween Witch

The Three Billy Goats

Level 1

Let's Be Friends

Level 3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Little Red Riding Hood

Snow White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The Enormous Turnip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Puss in Boots

The Gingerbread Man

38~45p

Summer Grapes

14~19p

The Fairies and the Shoemaker

Transportation

Student Book (with Portfolio Book)

The Rabbit and the Turtle

Family

Guidebook

Level 2

Number

A Bird Monster

Body Parts

The Princess and the Pea

Food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Hansel and Gretel

Nature

기본 1, 2

Maya the Bee

Animal

학생용 본책

The Nutcracker on Christmas

학생용 워크북

The Three Apples

교사용 교재 (with 교사용 자료집 CD)

Speaking Juice

148~151p

실력 1, 2

Level 1

학생용 본책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학생용 워크북

Pack [Student Book with Digital CD+Activity Book+Wall Chart]

2 Audio CDs)

교사용 교재 (with 교사용 자료집 CD)

Level 1

Workbook (with Answer Key)

완성 1, 2

The Happy Tree

Level 2

학생용 본책

The Three Little Pigs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학생용 워크북

T-Rex and Seven Little Dinos

2 Audio CDs)

교사용 교재 (with 교사용 자료집 CD)

A Blue Kangaroo!

Workbook (with Answer Key)

The Gingerbread Man

Level 3

The Real Mother

Student Book (with Scripts & Answer Key,

수행평가 되는 중학 영어글쓰기

Level 2

2 Audio CDs)

Level 1

The Bremen Town Musicians

Workbook (with Answer Key)

학생용 (with 정답지)

Ready, Set, Create!

20~25p

The Frog Prince

교사용 (with 교사용 자료집 CD)

The Rainbow Story

Level 2
Think Read Write Phonics

56~59p

학생용 (with 정답지)

Level 1

교사용 (with 교사용 자료집 CD)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Level 3

Pack [Student Book with Digital CD+Activity Book+Wall Chart]

Level 2

학생용 (with 정답지)

Level 1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교사용 (with 교사용 자료집 CD)

Little Red Riding Hood

Level 3

The Enormous Turnip

Student Book (with Workbook, Digital CD)

Ready, Set, Discover!

26~31p

The Wind and the Sun
The Happy Snowman
The Old Lion and the Fox

Workplace English

Prince Phillip

Level 1

Level 2

Student's Book (with CD/DVD-ROM)

Frankie and his Friends

Level 2

Many Moons

Student's Book (with CD/DVD-ROM)

72~75p

The Magic Bag
Writing Monster
Ready, Set, Sing!

88~91p

8~13p

156~159p

Level 1

Pack [Student Book with Digital CD+Activity Book+

Student Book (with Portfolio Book)

Craft Template+Saypen Sticker]

Guidebook

Level 1

Level 2

Halloween

Student Book (with Portfolio Book)

Health

Guidebook

Tools

Level 3

152~15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