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픽션 스토리와 정보 가득한 논픽션 스토리, 그리고 신나는 체험!

<레디, 셋, 플레이!> 는 노래, 요리, 미술, 과학을 영어로 배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영어 프로그램입니다.
STEAM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Up!
체험을 통해 듣고, 보고, 만지면서 오감 발달 및 자신감과 성취감 Up!
영어는 물론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분야의 기초 지식 Up!

Ready, Set, Sing!
구전동요로 꾸민 2편의 Song 스토리와 함께하는 음악 시간!
Student Book 아이들에게 친숙한 구전동요 스토리 2개를 앞뒤로 수록한 양면책입니다.
Activity Book 본 책의 내용을 되짚어보며 할 수 있는 Game, Craft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록했습니다.
Digital CD 율동 동영상, 애니메이션, mp3 파일을 수록했습니다.
Craft Template 뜯어서 활용하는 만들기용 도안을 제공합니다.
Saypen Sticker 본 책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펜용 음성 스티커입니다.
Mobile App QR 코드로 바로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율동과 애니메이션을 수록했습니다.

노래 체험영어
미술 체험영어

Ready, Set, Create!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
Student Book 동일한 주제의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2가지 미술활동을 수록했습니다.
Activity Book 본 책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Digital CD E-book,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활동 동영상 강의,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을 수록했습니다.
Wall Chart 주요 동사의 그림 차트와 미술활동용 도안을 제공합니다.

Ready, Set, Cook!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체험하는 맛있는 요리 시간!
Student Book

동일한 주제의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2가지 요리의 조리법을 수록했습니다.

Activity Book

본 책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Digital CD
Wall Chart
Cooking Card

E-book, 선생님과 함께하는 요리 동영상 강의,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을 수록했습니다.
요리 관련 단어, 재료, 도구, 조리법을 수록했습니다.
책을 펴는 대신 테이블 위에 세워 재료와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요리 체험영어
과학 체험영어

Ready, Set, Discover!
체험과 함께라서 더욱 신나는 과학 시간!
Student Book

동일한 주제의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함께 2가지 과학활동을 수록했습니다.

Activity Book

본 책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Digital CD
Wall Chart

E-book,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활동 동영상 강의, 율동 동영상, mp3 파일을 수록했습니다.
과학체험 재료로 직접 활용하거나 재료, 절차를 보기 쉽게 수록한 차트입니다.

노래 체험영어
[ Student Book + Activity Book + Digital CD + Craft Template + Saypen Sticker + Mobile App ]

Starter

Starter

주제: Family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Number

Starter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Body Parts

(만들기 Template 수록)

Finger Family

Five in the Bed

Hokey Pokey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손가락으로 가족을 표현한 노래

옆으로~ 옆으로~! 침대에 누운 다섯 마리 동물들의 노래

호키 포키~♪ 오른쪽, 왼쪽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춤추는 노래

Are You Sleeping?

Ten Little Indians

Head and Shoulders

딩딩동~! 모닝벨에 맞춰 가족을 차례로 깨우는 노래

이리저리 좌충우돌! 인디언 공연을 준비하는 10명의
아이들의 노래

머리 - 어깨 - 무릎 - 발 - 무릎 - 발! 우리 몸의 명칭을 익히는 노래

Starter

Starter

Starter

주제: Transportation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Health

(만들기 Template 수록)

주제: Food

The Wheels on the Bus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

Do You Know the Muffin Man?

부릉부릉! 승객들을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에 대한 노래

상쾌한 아침! 아이들의 건강한 아침 생활 습관을 기르는 노래

Down by the Station

Humpty Dumpty

머핀맨을 아시나요?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찾아가는 노래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떠나는 동물 가족의 노래

위험한 행동은 안돼요! 높은 담장에서 떨어져 깨져버린
달걀 병사의 노래

Starter

Starter

Who Took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
사라진 쿠키는 누가 가져갔을까? 쿠키를 가져간 범인을
찾는 노래
Starter

주제: Nature

주제: Animal

주제: Tools

I Love the Mountains

A Sailor Went to Sea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붐-디-야-다 붐-디-예이! 코끼리와 친구 소년이 즐겁게 자연을
탐험하는 노래

바다로 간 선원은 무엇을 보았을까?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는
선원의 노래

어머나,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진 런던 브릿지를 다시 건설
하는 노래

Twinkle, Twinkle, Little Star

Old MacDonald Had a Farm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이는 별을 보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노래

꽥꽥! 음머~! 맥도널드 할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노래

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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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ckory Dickory Dock
똑딱똑딱! 무서운 고양이를 피해 치즈를 먹으려고 괘종시계를
넘어가는 생쥐들의 노래

요리 체험영어
[ Student Book + Activity Book + Digital CD + Wall Chart + Cooking Card ]

LEVEL

1

LEVEL

1

LEVEL

1

주제: Bananas

주제: Fish

주제: Fairies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Puss in Boots

The Fairies and the Sho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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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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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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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bout Bananas
바나나의 특징

논픽션 Fish, Fish, Everywhere!
다양한 물고기 종류를 통해 배우는 패턴과 색깔

논픽션 Fairies: Little Wish-Givers
동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요정들

LEVEL

1

LEVEL

1

LEVEL

1

주제: Different Taste

주제: Grapes

주제: Animals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Summer Grapes

The Rabbit and the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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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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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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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What Do You Taste?
짠맛, 신맛, 단맛

논픽션 Juicy, Juicy Grapes
포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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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2

LEVEL

2

LEVEL

2

주제: Earthworms

주제: Sweets

주제: Christmas

A Bird Monster

Hansel and Gretel

The Nutcracker on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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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에 버려진 어린 남매 헨젤과 그레텔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중 달콤하고 맛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논픽션 Who Eats Earthworms?
지렁이를 먹는 동물들

논픽션 What Makes It Sweet?
디저트를 달콤하게 만드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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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Christmas Time
크리스마스에 하는 일

LEVEL

2

LEVEL

2

LEVEL

2

주제: Peas

주제: Insects

주제: Apples

The Princess and the Pea

Maya the Bee

The Three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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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 바깥세상을 동경하던 꿀벌 마야가 드디어 넓은 초원
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마야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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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s for My Body
콩의 효능

논픽션 A Mystery Bug
곤충류와 거미류의 특징

논픽션 The Apple Tree
계절 변화에 따른 사과나무의 성장과정

미술 체험영어
[ Student Book + Activity Book + Digital CD + Wall Chart ]

LEVEL

LEVEL

LEVEL

주제: Transportation

주제: Jobs

주제: Family

A Blue Kangaroo!

The Gingerbread Man

The Real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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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는 사람 모양의 생강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생강빵은 오븐에서 나와 도망칩니다. 도망가는 길에
생강빵은 의사, 소방관 등을 만납니다. 과연 생강빵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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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Vehicles
여러가지 교통수단

논픽션 What Do You Do?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논픽션 Families,
대가족, 소가족

1

1

in Town

1

LEVEL

LEVEL

LEVEL

주제: Houses

주제: Dinosaurs

주제: Tree

1

1

Big and Small

1

The Three Little Pigs

T-Rex and Seven Little Dinos

The Happ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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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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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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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Different Kinds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

논픽션 Questions about Dinosaurs
공룡과 다른 동물들과의 공통점 비교

논픽션 A Tree is Useful!
나무가 주는 이로운 점

of Houses

LEVEL

2

주제: Rainbow

LEVEL

LEVEL

2

2

주제: Frog

주제: Musical Instruments

The Rainbow Story

The Frog Prince

The Bremen Town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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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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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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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Make a Rainbow!
삼원색으로 일곱가지 무지개색 만들기

논픽션 A Special
개구리 한살이

논픽션 Musical Instruments
악기와 동물 울음 소리 비교

Egg

과학 체험영어
[ Student Book + Activity Book + Digital CD + Wall Chart ]

LEVEL

LEVEL

주제: Snow

주제: Food Chain

주제: Growing Up

The Happy Snowman

The Old Lion and the Fox

Prince Phillip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이에요. 카이는 눈사람을
만났습니다. 카이와 눈사람은 함께 신나게 놀아요.
카이는 눈사람과 무엇을 하며 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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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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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Snow
신나는 눈놀이

논픽션 Animal
먹이사슬

논픽션 Babies Grow
아기는 매일 자라요.

1

LEVEL

1

Fun

LEVEL

1

Food Chain

LEVEL

1

1

and Grow

LEVEL

1

주제: Senses

주제: Planting

주제: Weather

Little Red Riding Hood

The Enormous Turnip

The Wind and the Sun

빨간 망토는 맛있는 머핀을 전달하러 할머니 댁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어딘가 달라보여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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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바람은 길을 지나가는 여자아이의 코트를 벗기는
것으로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논픽션 My Face
얼굴의 각 부위별 기능

논픽션 A Seed Grows!
씨앗이 자라 꽃이 되고 다시 씨앗이 되기까지

논픽션 How's the
사계절의 날씨 변화

LEVEL

LEVEL

2

2

Weather?

LEVEL

2

주제: Moon

주제: Salt

주제: Shadow

Many Moons

The Magic Bag

Frankie and His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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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지만 친절한 제레미는 배고픈 노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물로 요술 가방을 갖게 되는데요. 요술 가방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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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lways Changing
달의 모양 변화에 따른 명칭과 특징

논픽션 Where Is Salt?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물과 아닌 물의 종류 살펴보기

논픽션 Me and My Shadow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림자

Moon

Best Song 20곡을
모바일앱으로 즐기세요!
각 곡의 율동 동영상, Song 애니메이션, Story 애니메이션을 수록했습니다.
* 우측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ady set sing' 검색

Mobile App

원하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Dance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해요.

Song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며 노래를 불러봅니다.

Story Animation
애니메이션을 보며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내 수업에 꼭 맞는 커리큘럼 짜기 막막하시죠?

클릭 몇 번으로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주고,
교재 주문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아주 사적인 커리큘럼
mcg.englishplus.co.kr

최고를 만드는 영어교육 전문출판

T 02.2648.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