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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초등 고학년~성인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영어 뮤지컬

으로

자신감과 영어실력을 키워보세요!

레디액션 특징
1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명작을 영어 뮤지컬로 재미있게 꾸민 학습물입니다.

2

영어는 물론 감성지능, 신체운동 지능과 같은 다중지능 발달을 돕는 입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3

모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듣고, 보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대사와 노래를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와줍니다.

5

무대 위에서 직접 표현해보는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길러줍니다.

6

락, 힙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학습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7

율동 동영상, 이북 등이 수록된 디지털 CD, 핑거퍼펫, 스티커 등 다양한 부가자료를 제공합니다.

구성물 소개
Drama Book
Workbook
Audio CD
Digital CD
Teacher’s Guide
Answer Key and Script

연극 대본 외 핑거퍼펫, Story Time, 스티커, 악보 수록
Drama Book

풍부한 독해문제와 재미있는 액티비티 수록

Workbook

스토리 전체를 한 편의 뮤지컬로 제공
오디오 MP3, 안무 동영상, E-book 제공
디테일한 뮤지컬 연출노트
Workbook 답안지

www.alist.co.kr 온라인 자료실에서 다양한 부가자료 무료 제공
Audio CD + Digital CD

스타터 레벨 출시!
Drama Book, Workbook, Audio CD, Digital CD

NEW

스타터 레벨만의 특장점
2

원활한 스토리 리딩이 가능한 파닉스 학습 활동
다운로드 가능한 학습자료가 수록된 Digital CD

3

CD 없이도 모든 음원과 영상을 듣고 보는 무료 모바일 앱

1

레디액션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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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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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걷는 아기 게들에게
엄마 게는 앞으로 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기
게들은 앞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5명

등장인물수 8명

등장인물수 9명

레디액션 Starter

The Princess and the
Witches
마녀들에게 잡힌 마틸다는
개구리를 만나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버리고,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등장인물수 10명

The Cat and the Bell
어느 날,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수 6명

Golditwins and the Three
Bears
곰 가족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간 말괄량이 쌍둥이 자매.
마음껏 집 안을 누비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을 때, 곰 가족이
들어옵니다.
등장인물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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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인물수 9명

뮤지컬로 배우는 베스트 명작동화

레디액션 클래식

대상: 유치~초등 저학년
구성: Drama Book, Workbook, Audio CD, Digital CD

Low Level

The Ugly Duckling

Jack and the Beanstalk

Little Simba and Four Tigers

The Magic Cooking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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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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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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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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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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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Level

The Dancing Princesses

The Golden Goose

Little Match Girl

The Wedding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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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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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 창작, 신화의 패러디 뮤지컬

레디액션

대상: 초등 저~초등 고학년
구성: Drama Book, Workbook, Audio CD, Digital CD

Level 1

Level 2

The Enormous Turnip

The Shoemaker and the Elves

The Gingerbread Man

The Three Billy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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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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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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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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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cary Dino

The Missing Christmas List

Halloween Witch

The Three Little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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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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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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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Red Riding Hood

Chicken Little

빨간 망토는 아픈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드려야 하는데, 늑대가 건넨
딸기를 먹고는 잠이 들고, 이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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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뛰자,
이를 지켜보던 Foxy Loxy는 동물들을
잡아 먹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A Christmas Carol

The Wolf and the Five Little
Goats

The Shepherd Boy and the
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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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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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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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e Friends

Pinocchio

Stinky Dino가 Scary Dino의 반으로
전학을 와서 자신과 같은 공룡인 Scary
Dino하고만 친구가 되려 하고 다른
친구들은 무시합니다. 과연 Stinky Dino
는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제페토 아저씨가 만든 나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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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3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The Little Red Hen

The Bremen Town Musicians

The Wonderful Wizard of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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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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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og Princes

Cinde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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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mpkin Ghost on Halloween
Night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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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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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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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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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e Soup

Ali Baba Jr. and the Four Thieves

Hansel and Gre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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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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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두 명의 마녀를 만납니다. 나쁜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착한 마녀는 도망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나쁜 마녀로부터
탈출해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The Wenny Man and the Three Goblins

The Emperor’s New Clothes

Heungbu and Nol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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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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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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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로
배우는
세계명작

레디액션
어드밴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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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istmas Presents

The Beginning of the World

Arrows of 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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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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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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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o & Juliet
원수의 집안 몬태규가와 캐퓰렛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칼 싸움이 벌어지고,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오빠인 티볼트를 죽이게 됩니다.

Snow White

King Midas and the Golden Touch

The Little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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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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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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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CD 1
2013 E * PUBLIC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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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wulf
용감함으로 이름을 떨치는 전사 베오울프는
이웃나라인 덴마크에 나타난 괴물 그렌델을 힘겨운
싸움 끝에 쫓아버리지만 그렌델의 엄마가 앙심을
품고 찾아옵니다.

Beauty and the Beast

Alice in Wonderland

The Pied Piper of Ham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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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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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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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The Necklace

The Christmas Gift

결혼 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우울한
마틸드는 친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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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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