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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을까요? 언어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 출판 기업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권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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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Elementary ~ Intermediate

Going Places

Elementary ~ Intermediate

코스북으로 미국 교과서 영역별 맛보기를 시도하세요!

다섯 명의 주인공과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는 흥미로운 학습

· Listening을 중심으로 Speaking, Writing, Reading을 Listening과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

· 탄탄한 어휘, 문법,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학습되며 화려한 컬러, 풍성한 삽화가 함께 어우러져 지루하지 않은 학습이 가능

·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ctivity를 수록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충 교재가 없이 Student Book만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

· 세계의 대표 Culture를 소개해 글로벌한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코스북

· 나선형과 같이 지속적인 어휘 및 문법의 반복으로 기초를 튼튼히 잡아줌

· 과학, 수학, 사회 영역 등 교과목 연계 학습(Cross-Curricular)과 Project Based Learning으로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정규 수업에 도움

· 사회, 과학, 수학, 미술 등 타 교과과목의 연계 학습이 이루어져 미국 교과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음

·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순서에 따른 학습 Flow를 제공해 필수 어휘 및 구조를 체계적으로 학습 가능

Free downloads
Look Inside

Price
Teacher Tool

Publisher

Student Book

각 권 \14,000

Activity Book

각 권 \8,000

Tests

Worksheet /
Flashcard

Look Inside

Teacher's Guide

Syllabus /
Lesson Plan

오디오 자료

Price
Publisher

각 권 \36,000

Audio CD (Book 1-4)

각 권 \5,000

Audio CD (Book 5-6)

각 권 \10,000

Components

Course Book

Word List

Book 1-6

Teach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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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Richmond Publishing

Book Level

Student Book

www.lwbooks.co.kr

Book Level
Student Book (with Workbook, Audio CD)

McGraw-Hill Education
Book 1-6
각 권 \19,000

Components

Activity Book

Teacher's Guide

Audio CD

Student Book

Workbook

Audio CD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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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potlight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Stand Out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Speaking과 Listening 두가지 스킬을 골고루 익힐 수 있는 미국 영어 말하기와 듣기 학습교재

Evidence-Based Learning! 학문적 소양에 커리어까지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는 ESL 학습서

· 정확하고 듣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전략적 Speaking and Listening 스킬을 학습

· Real-life를 최대한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그에 맞는 주제, 반드시 익혀야 할 통합적 핵심 스킬을 제시

· 실제 현실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자주 듣고 연습할 수 있으며, 확장된 영어 텍스트를 이해

· 예측, 분석 및 해답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활용해 주제를 확장하고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학습법의 습관화

· 각 Unit의 핵심 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기억 능력을 활용해 단어를 사용할 때 새로운 의미를 배우고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게 유도

· 개인별 목표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 플랜 제공

· 반복적인 ‘Perfect Listening’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영어를 이해하게 되고, Textbook을 활용해 수업과 실제 영어를 연계

· National Geographic의 생생한 콘텐츠로 실감 나는 Real-World를 체험

Free downloads

Look Ins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Student Book (with Workbook, Audio CD)

Teacher Tool

Abax ELT Publishing
Starter-Intermediate(1-4)

www.lwbooks.co.kr

오디오 자료 /
PPT 자료

Look Inside

Price

각 권 \18,000
Publisher
Book Level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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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Book

Cengage Learning
Basic, 1-5

Student Book

각 권 \20,000

Lesson Planner (Basic ~ #2)

각 권 \36,000

Lesson Planner (#3 ~ #5)

각 권 \42,000

Components

Student Book

Lesson Planner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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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mart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BEST

Reading Explorer 3rd edition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하나의 Topic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더욱 다채로워진 텍스트, 생생한 이미지, 풍부한 비디오 영상을 통해 리딩과 어휘 실력 상승!

· Part 1 Intensive Reading으로 어휘와 문법 구조 익히기 → Part 2 Extensive Reading으로 폭넓은 지식 습득하기
→ 다양한 형태의 Writing으로 마무리하는 3단계 하이 레벨 리딩 학습서

· 문화, 자연과학, 사회 이슈, 인류, 여행, 모험을 포함한 다양한 현실세계의 주제를 두 개의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

· 집중 읽기를 위한 첫 번째 Passage는 익혀야 할 단어와 구문을 예문과 함께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폭넓은 읽기를 위한 두번째 Passage는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

· National Geographic에서 발췌한 Text, Video, Image가 수록된 Reading 학습서

· 새로워진 온라인 워크북은 수준별 맞춤 Activities를 통해 Vocabulary, Reading, and Viewing의 실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탄탄하게 관리
· Read & Listen & Watch의 균형 잡힌 구성

·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관계, 친구, 미래에서 부터 미디어, 환경, 파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30가지의 주제 수록 (각 권 10개의 주제)
· Every book consists of ten units, each containing reading passages and exercises on a particular topic, such as‘ Shopping’,
‘Relationships’ or ‘Weather’.

Look Inside

Free downloads

CTP Tool

Price
Publisher
Book Level
Student Book (with Audio CD)

Learners Publishing

Answer Key

www.lwbooks.co.kr

Word List

Test Generator

Look Inside

Web Brochure

mp3

Syllabus /
Lesson Plan

Script

Translation /
Graphic Organizer

Price

Book 1-3
Publisher

각 권 \13,000

HEINLE CENGAGE Learning

Book Level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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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tudent Book

Foundations, Book 1-5

Student Book (with Online Workbook)

각 권 \21,000

Teacher's Guide

각 권 \11,500

Video on DVD

각 권 \26,000

Components

Audio CD

CPT 및 지원 자료 관련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영업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nline Workbook

Teacher's Guide

Audio CD & DVD CD

myelt.heinle.com

* 사용 가이드는 영업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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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stic Success with

Real Reading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어휘가 제대로 잡혀야 Real Reading이 완성된다!

Reading Comprehension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흥미로운 Story, 퍼즐이나 수수께끼 등의 다양한 Activity와 함께하는 레벨별 Reading Comprehension Skill Check-up

· 읽기와 어휘 학습 전략의 세계적인 권위자 Paul Nation 교수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한 Reading 학습서
· 문맥 파악하기, 주제 찾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내용 요약하기, 구문 이해하기 등을 각 Unit에 제시된 문제 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Reading 시험 유형 대비

Price

· 매 Unit마다 주제와 연결된 두 개의 리딩 자료를 통해 학습 효과 향상
· 매 단원마다 Fluency Practice Unit이 있어 읽기 속도와 이해도를 높여줌

Free downloads

Answer Key

Word List

Publisher

Book Level

Scholastic

Book 1-5

Component
Student Book

각 권 \8,000

www.lwbooks.co.kr

Teacher's Guide

Look Ins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r

Student Book (with mp3 CD)

PEARSON Longman
Book 1-4

Reading Skills Builder

Beginner ~ Elementary

각 권 \18,000

Components
유창한 영어 읽기를 위한 3가지 필수 스킬 - Phonics, Word Families, Sight Words 완성!

Price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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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mp3 CD

Publisher

Book Level

Scholastic

Book 1-5

Component
Student Book

각 권 \7,500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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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Skills Builder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English Practice Papers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Scholastic Success with Writing의 ESL 학생을 위한 맞춤 스테디셀러 학습서

체계적인 테스트와 평가로 Language Skills을 완성시켜주는 Workbook!

· 체계적인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어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를 부여

· 체계적인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어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를 부여

· Reading and Editing Skills, Vocabulary and Grammar까지 다루고 있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

· Reading and Editing Skills, Vocabulary and Grammar까지 다루고 있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

· 90년 역사의 미국 대표 아동 출판사 Scholastic이 전문 교수법을 통해 완성한 수준 높은 워크북

· 90년 역사의 미국 대표 아동 출판사 Scholastic이 전문 교수법을 통해 완성한 수준 높은 워크북

· 영어 학습을 새로 시작한 학습자부터 중급 이상의 실력에 이른 학습자까지 체계적으로 실력을 탄탄하게!

· 영어 학습을 새로 시작한 학습자부터 중급 이상의 실력에 이른 학습자까지 체계적으로 실력을 탄탄하게!

Look Ins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Student Book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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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Writing

Look Inside

Price
Publisher

Scholastic

Book Level

Book 1-6

Student Book

각 권 \7,500

Scholastic
Book 1-6
각 권 \8,000

Components

Student Book

Writing

19

Scholastic Success with Writing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Scholastic Success with Grammar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조리있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글쓰기를 이끌어주는 Writing 전문 교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빠르고, 쉽게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문법 교재

· Journal, Essay, Letter, Story 등 다양한 타입의 글쓰기 연습

· 영어를 읽고 쓸 때, 꼭 필요한 핵심 Grammar Skill을 쉬운 지시문과 재미있는 연습문제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

· 재미있는 주제와 연관된 연습문제로 스스로 Writing Skill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줌

· 64페이지 분량으로 학교 수업에서 흥미롭게 Grammar Skill을 연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문제 수록

Elementary ~ Intermediate

· 미국 표준 시험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Assessment sheet 포함

Look Ins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Student Book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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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Look Inside

Price
Publisher

Scholastic

Book Level

Book 1-5

Student Book

각 권 \8,000

Scholastic
Book 1-5
각 권 \8,000

Components

Student Book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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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Explorer

Advanced

Look Inside

National Geographic 특유의 생생한 이미지로 Unit이 시작됩니다. Real World 토픽이 학습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 시킵니다.
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레슨 별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잘 배분 되어 있습니다.

National Geographic의 생생한 Real-World 콘텐츠로 배우는 생생한 Grammar
· National Geographic의 생생한 Real-World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제공
· 배운 문법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 Skills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ctivity가 구성
·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실용적인 텍스트와 문제들로 구성
· 문법 익히기에서 더 나아가 작문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Writing Exercises가 짜임새 있게 배치
모든 레슨은 Explore 섹션으로 시작합니다. Explore에서는 이번 과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과 알아두면 좋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모두 National Geographic의 매력적인 사진과 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Free downloads

www.lwbooks.co.kr

Components
CTP Tool

Answer Key

mp3

Teacher's Gu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Cengage Learning

Book 1A, 1B, 2A. 2B, 3A, 3B

22

Grammar

Component
Student Book

각 권 \25,000

Student Book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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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Wordly Wise 3000 4

th

edition

Beginner ~ Advanced

Scholastic Success with Math

Elementary ~ Intermediate

학교에서 배우는 Math Skills들을 익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게임과 퍼즐로 제공되어 즐겁게 수학을 익힐 수 있는 시리즈
· 퍼즐, 게임, 충분한 연습문제로 각 학년에 맞는 기본 수학 개념과 Skill을 완벽하게 마스터
· California Achievement Test, Stanford Achievement Test, Metropolitan Achievement Test, Iowa Test of Basic Skills,

어휘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단계별 어휘력 향상 프로그램

California Test of Basic Skills 등 미국 각 주의 표준 시험을 토대로 구성되어 미국에서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

· 실생활 속 어휘력, 이해력, 독해력, 비평적 사고를 발달시켜줌

· 수와 계산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과 삽화로 구성

· 고급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학습서

· 신문을 이용해 수의 감각을 키우는 Activity와 수수께끼를 통해 자릿수 개념을 익히게 하는 Activity 등 창의적인 문제가 풍부

· SAT(미국대학수능시험)와 같은 공식 시험의 표준 단어 수록
· Definitions, example sentences, usage specification, practice pages, test로 구성

Look Inside

Price
Publisher
Book Level
Student Book
Teacher's Guide
Answer Key Book (#2-12)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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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Resource Book

Vocabulary

Look Inside

Price
Publisher

Educators publishing service

Book Level

K, Book 1-12

Student Book

각 권 \20,000

Scholastic
Book 1-3
각 권 \8,000

각 권 \110,000
각 권 \10,500

Components

Answer Key Book

Student Book

Content Areas

25

NEW

Reach Higher

National Geographic

Look Inside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Student Book Level 1 (A-1)

사실 기반의 내용을 글로벌한 관점으로 학습하며 영어(Language) 교육에 필요한 학문적 언어 능력(Literacy)과
주제별 지식(Content)를 쌓아주는 미국 교과서!
· 각 레벨의 커리큘럼이 서로 연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픽션, 과학, 사회문화 등의 학습으로 영어 리딩 실력을 향상 시킴
·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학습하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력, 학습 분석능력을 증진 시킴
· 단어, 파닉스, 읽기, 쓰기, 회화 등 언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
· 미국 내 시험은 물론, 각종 영어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언어 습득을 목표로 전 영역을 고루 발전시킴
· 풍부한 부가자료가 제공되어 교사는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진행, 평가

Free downloads

Practice Book Level 1 (A-1)

www.lwbooks.co.kr
Web Brochure

Classroom
Presentation Tool

Word List

mp3

Syllabus /
Lesson Plan

CPT 및 지원 자료 관련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영업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eacher's Book
· Assessment
· Phonics Lists
· Correlations
· ETC

●

Student activities for skills practice in vocabulary, language, grammar, reading and fluency

Price

Components

Publisher
Components

Student Book

Practic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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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Practice Book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
Level 1

Level 2

Level 3

1A-1

\36,000

2A-1

\36,000

3A-1

\36,000

1A-2

\36,000

2A-2

\36,000

3A-2

\36,000

1B-1

\36,000

2B-1

\36,000

3B-1

\36,000

1B-2

\36,000

2B-2

\36,000

3B-2

\36,000

\10,200

\10,200

\10,200

Level 4

Level 5

Level 6

4A

74,000

5A

74,000

6A

74,000

4B

74,000

5B

74,000

6B

74,000

\20,000

\20,000

\20,000

Student Book

Audio CD

Practice Book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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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eographic Science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Exploring Science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풍부한 컨텐츠로 배우는 미국 초등 과학 교과서

미국 과학 과목 공통교육과정(NGSS) 완벽 반영, 심도있는 콘텐츠와 생생한 사진으로 글로벌 과학 리더에게 안성맞춤!

· 학생들을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과학자처럼 행동하도록 돕는 교육과정

· 자연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을 National Geographic의 심도 있는 콘텐츠로 학습

· 생물, 지구과학, 물리의 세 과목으로 나누어진 핵심 과학 컨텐츠

· 100% 실사 구성으로 생생한 자연환경과 실험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로운 과학 탐구 가능

· 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 과학적인 판단 능력을 함께 배우게 하는 과학과 연구의 세계

· 질문-실험-문제 해결 순서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

· Science Vocabulary 완벽 마스터는 물론 과학적인 영문 Writing까지 완성

Price
Publisher

Look Inside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
Components

Student Book

Teacher's Edition

Grade 4

Publisher

Grade 5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 Cengage Learning

Life Science

\35,000

\35,000

\35,000

Components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Earth Science

\35,000

\35,000

\35,000

Student Book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Physical Science

\35,000

\35,000

\35,000

Life Science

\99,000

\99,000

\99,000

Earth Science

\99,000

\99,000

\99,000

Physical Science

\99,000

\99,000

\99,000

\29,000

\29,000

\29,000

Inquiry and Writing Book

Look Inside

Grade 3

Price

Components

Components

Free downloads

www.lwbooks.co.kr

Tes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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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Teacher's Edition

Inquiry and
Writing Book

Student Book

Textbook

29

Milestones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Look Inside

Student Book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아카데믹 스터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단어 확장 시스템

미국 내 각종 시험 대비와 Cross Curricular 학습 준비를 위한 유학대비 필수 프로그램, 4 Skills 통합 교과서
· 미국 내 시험은 물론, 각종 영어 시험과 다른 과목을 영어로 학습(Cross Curricular)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언어 습득을 목표로 전 영역을 고루 발전시킴
·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체크 시스템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표준 실력에 도달했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함
·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아카데믹 스터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단어 확장 시스템
· Full Skills Coverage - Language Development,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Technology and Media
Workbook 단어의 의미, 주제, 스토리, 비교·원인과 결과, 정보 등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

Components

Price
Publisher
Components

Heinle ELT
Intro

Level A

Level B

Level C

Student Edition

\38,000

\56,000

\56,000

\56,000

Workbook (with Test Preparation)

\28,000

\28,000

\28,000

\28,000

Audio Program CD

\40,000

\24,000

\24,000

\32,000

Teacher's Edition

\75,000

\75,000

\75,000

\75,000

30

Teacher's Edition 각 챕터와 주제에 관련한 질문과 지시사항 및 티칭법 제시

Textbook

Student Book

Workbook

Teacher's Edition

Audio Program CD

Textbook

31

Inside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Look Inside

Student Book Unit별 4개의 섹션으로 구성 :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and Literacy, Language and Content, and Writing

영어 실력과 리딩 실력 향상을 위한 Reading, Writing, Language가 통합된 교과서
· 매력적인 컨텐츠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언어능력 향상
· Level A-B : 18주에 해당하는 9개의 Units으로 구성
· Level C-E : 8개의 Units으로 구성, 모든 Reading Level 학습 가능

Practice Book 어휘, 문법, 필수어휘, 발음, 독해, 쓰기 능력을 연습

Teacher's Edition Complete resource for planning and instruction

Price
Publisher
Components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Level E

Student Editions

\95,000

\95,000

\140,000

\140,000

\140,000

Teacher's Edition

\250,000

\250,000

Practice Book

\21,000

\21,000

\36,000

\36,000

\36,000

Assessment Handbooks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Vol. 1

\254,000

Vol. 1

\254,000

Vol. 1

\254,000

Vol. 2

\254,000

Vol. 2

\254,000

Vol. 2

\254,000

Compon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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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Teacher's Edition

Practice Book

Assessment Handbooks

Textbook

33

Edge

Upper Intermediate ~ Advanced

Look Inside

Student Book 집중되고, 심도있는 수업을 통해 읽기 전략과 언어능력 분석을 학습

Reading, Language Arts 중심의 Reading, Writing, Language 통합 프로그램
· 학교 수업과 연계된 실생활에 적합한 언어 능력을 끌어내 활용
· 언어 구조를 학습해 읽기, 쓰기, 언어 능력을 성공적으로 개발
· Unit별 하나의 읽기 전략에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유도
· 체계적인 교수법과 지속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감 발달
· 통합되고 관리 가능한 수업을 지원해 전문적인 성과를 완성

Edge Interactive Practice Book 풀컬러, 반응형 읽기 선택형

Components
Price
Publisher
Components
Student Editions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
Fundamentals

Level A

Level B

Level C

\160,000

\189,000

\189,000

\189,000

Interactive Practice Book

\28,000

\27,500

\27,500

\27,500

Assessment Handbooks

\188,000

\188,000

\188,000

\1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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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Student Book

Assessment Handbook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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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holastic

Picture Book Collection

Beginner

Title Lists

전 세계 베스트셀러

세계 유명 수상작

APP 제공

Collection 1
집 주변, 가족과 친지,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
아이가 쉽게 느끼는 감정

Great-Grandpa’s in the
Litter Box <2.5>

100년 전통의 해리포터 출판사 스콜라스틱이 엄선한 영어 그림책 솔루션

Collection 2

· 전문가들이 엄선한 명작을 단계별로 읽을 수 있음

아이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 나와 내 주변을 알아가며 성장해가는 감정교육(Social-emotional learning)

소재와 상황, 친구와의 관계,

· 180편의 오디오를 언제 어디서든 감상

여러 다른 감정

· 독서관리 앱인 Story Map이 독서 로드맵을 짜주고 독서 관리와 분석, 동기부여

Price
Publisher

Size

Components

Scholastic

268 x 300mm

Scholastic Picture Book Collection (30 Books + 3 MP3 CDs) (팝펜 별매)

\306,000

Scholastic

268 x 300mm

Scholastic Picture Book Collection (30 Books) (팝펜 별매)

\270,000

Collection 3

Components

가족, 친구 관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아이의 실생활과 접목

스콜라스틱 연구진이
엄선한 어린이들을 위한
단계별 원서 그림책

독서 전후에 챙기기!
엄마는 책의 줄거리와 북톡,
아이는 재미있는 독후활동을!

오늘 읽을 책 추천 받고
독서기록 남기기!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리워드 받기!

음원 펜을 가지고 역동적인
스토리텔링 즐기기!

'스토리 플러스' 앱과 함께
즐거운 read-aloud 시간!

(* StoryMap은 안드로이드에서만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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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Book

Sto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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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on Agee Picture Book Collection

Beginner

Tilly and Friends

Beginner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그림책 작가로 사랑받는 Jon Agee의 작품을 생생한 오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주인공 Tilly와 깜찍한 다섯 동물 친구가 함께 우정을 쌓는 따뜻한 이야기

· 짧고, 감각적으로 문장을 배열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글의 의미를 재미있게 전달

· 어린 아이들의 일상 생활을 반영하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

·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감과 상상력을 UP!

·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문장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학습

· 유쾌하면서도 차분하지만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

· 영국 방송사 BBC 아동 전문채널 CBeebies 인기 방영 도서

· 강렬한 마커와 연한 수채가 대비된 작가 고유의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작품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allywag Press

Jon Agee

32

225x292

Components
Jon Agee 4종 (Book+CD) Set

Free downloads

Components

Word List

4 Books

38

Story Book

\65,000

Audio CD

Worksheet

www.lwbooks.co.kr

Publisher

Author

Pages

Size

Walker Books

Polly Dunbar

32

186x242

Components
Book + Audio CD (#1-6)

Free downloads

Components

Mom's Guide

Word List

6 Books

\66,000

Worksheet

www.lwbooks.co.kr

본문해석

Audio CD

Sto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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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corn Series

A Crabby Book (Jonathan Frenke)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Hello, Crabby!

Ages 4-6

Hello, Hedgehog! (Norm Feuti)
|

Genre Fiction

Do You Like My Bike?

Crabby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햇살이 Crabby의 눈을 부시게
하고, 소금은 Crabby의 입을 짜게 만들고, 모래는 Crabby의
등껍질에 붙어 Crabby를 귀찮게 합니다.
Plankton은 Crabby를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rabby는 다시 미소를 지을수 있을까요?

APP 제공

Let's Play, Crabby!

Ages 4-6

|

Genre Fiction

Ages 4-6

|

|

Genre Fiction

HedgeHog는 그의 새로운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Harry도 그 자전거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HedgeHog가 Harry에게 함께 자전거 타기를
요청하자 Harry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Harry는 친구의 새 자전거를 싫어하게 된걸까요?
Let's Have a Sleepover!

Plankton은 Crabby와 게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Plankton은 Crabby에게 게임을 함께 하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Crabby는 Plankton과
놀고싶지 않습니다. Plankton은 포기할까요?
아니면 Crabby가 마침내 함께 게임을 하게 될까요?
Wake Up, Crabby!

Ages 4-6

Ages 4-6

|

Genre Fiction

HedgeHog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Harry는 한 집에 모여
함께 자기로 합니다. 그러나 집이 아닌 밖에서 자게될 것을
알게된 Harry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Harry는 외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 겪게되는 외박에 초조해하는 걸까요?

Genre Fiction
Poppleton (Cynthia Rylant)

Plankton과 Crabby의 취침 시간입니다!
Crabby는 자러 가고 싶어하지만 Plankton은 Crabby가
목욕하기를 원합니다. Plankton은 Crabby가 잠자리에서
동화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과연 Crabby는 잠들게 될까요?

Sparkly New Friends

· 읽기 쉬운 텍스트로 입문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최적화된 리더스
· 직관적인 레벨 분류로 믿고 볼 수 있는 단계별 리더스

Ages 5-7

|

Genre Fiction

Poppleton and Friends

Unicorn은 뿔이 있고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Yeti는 몸집이
크지만 마술을 할 수 없습니다. Yeti는 눈싸움을 좋아하지만
Unicorn은 눈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Unicorn과
Yeti는 반짝이는 것들, 마법 무지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 캐릭터 그리기 및 글쓰기 등의 확장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 UP!
· StoryPlus 앱에서 음원을 들을 수 있음

A Good Team

Ages 4-6

|

Ages 4-8

|

Genre Fiction

도시 생활에 지친 Poppleton은 어느날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과 유쾌하고 정겨운 일상을 보냅니다. 아픈 친구의
병간호를 하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기도 합니다. Poppleton은
계속해서 도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Unicorn and Yeti (Heather Ayris Burnell)

처음 스스로 영어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리더스

Ages 4-7

|

Genre Fiction

어느날 Poppleton은 그의 친구 Hudson과 함께 해변에 갑니다.
버스에 오른 그들은 매력적인 나이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Poppleton과 Hudson은 그녀들과 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해변에 도착한 Poppleton과 Hudson은 샌드위치를
먹고 조개도 수집합니다. 해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Genre Fiction
Princess Truly (Kelly Greenawalt)

Price
Publisher
Scholastic

Poppleton

Author
Jonathan Frenkie

Pages

Size

44-56

140x178

Yeti는 공을 차는 데 능숙합니다. Unicorn은 공을 차지
못합니다. Unicorn은 달리기 경주에 능숙하나
Yeti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Unicorn과 Yeti는 링 던지기,
달리기 경주, 아이스 스케이팅을 함께 합니다.
Unicorn과 Yeti는 또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Components
Acorn Series 13종 (Book+CD+StoryPlus) Set

\150,800
Friends Rock

Free downloads

Components

www.lwbooks.co.kr

Ages 5-7

|

I Am a Super Girl!

|

Genre Fiction

Truly 공주는 그녀의 로켓 부츠와 망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친구 Lizzie가 그녀의 고양이와
강아지, 풍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Truly는 친구가 자신을 믿고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ruly 공주와 친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Genre Fiction

Yeti는 그네타기를 좋아합니다. Unicorn도 한 번 타보기를
원합니다. Unicorn은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Yeti도 하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Unicorn과 Yeti는 반짝이는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Ages 4-6

Off I Go!

Ages 4-6

|

Genre Fiction

Truly 공주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반짝임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호기심은 남극에서 펭귄과 함께 수영을 하고
열대 우림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게 합니다.
그녀는 또 어떤 모험을 경험하게 될까요?

Mister Shivers (Cynthia Rylant)
Word List

13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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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Audio CD

Worksheet

Beneath the Bed and Other Scary Stories

Ages 5-7

|

Genre Fiction

John은 그녀의 여동생과 언덕에 있는 낡은 집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들은 식탁에 놓인 먼지가 잔뜩 쌓인 접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열려있는 책, 다락방 침대 밑에
숨겨진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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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tep Into Reading

Beginner ~ Intermediate

Ready to Read

· Big Type and Easy Words

알파벳을 익히고 처음으로 읽기를 시도하는
Preschool 또는 Kindergarten 대상

· Rhyme and Rhythm

Reading with Help

· Basic Vocabulary

High-frequency Words와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는 Preschool과 Grade 1 대상

· Short Sentences

Reading on Your Own

· Engaging Characters

스스로 책 읽기 준비가 된
Grade 1~3 대상

· Easy-to-Follow Plots

Reading Paragraphs

· Challenging Vocabulary

자신있게 간단한 스토리를 읽어나갈 수
있는 Grade 3~4 대상

· Short Paragraphs

단계별로 골라읽는 독서의 즐거움 STEP INTO READING!

Ready for Chapters

· Chapters

· 전 세계의 최장수 인기 리더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단계별로 읽을 수 있는 리더스의 스테디셀러

챕터북의 매력에 푹 빠진
Grade 4~6 대상

· Longer Paragraphs

* 세트 리스트 확인하기

· Fiction과 Nonfiction이 골고루 제공되어 책 읽기의 즐거움과 정보 습득을 동시에! 특히 과학, 사회, 수학 등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Fiction 스토리는 통합 읽기 프로그램의 역할까지 가능
· 공인인증시험의 4가지 영역인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유형이 워크북 안에 골고루 담겨있으며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표현들로 구성

· Picture Clues

· Simple Stories

· Popular Topics

· Exciting Stories

· Full-color Art

Website www.stepintoreading.co.kr

·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룬 스토리 읽기 및 Comprehension Check, Audio CD를 듣고 따라 읽으면서 텍스트 이해 및 발음 연습,
주제별 글쓰기 및 말하기 연습(Writing & Speaking)을 반영

· Step into Reading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제별, 수준별, 독자의 관심사별로 검색할 수 있어
방대한 도서 중 원하는 도서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Price
Publisher

Pages

Size

Components
Book

Penguin
Random
House

24-28

150x230

각 권 \6,000

Book + Audio CD

각 권 \10,000

Book + Audio CD + Workbook

각 권 \12,500

Book Set (Step 1, 35권)

\210,000

Book Set (Step 2, 35권)

\210,000

Book Set (Step 3, 50권)

\300,000

Book Set (Step 4-5, 35권)

\210,000

Book Set (Step 1-5, 155권)

\930,000

Book + Audio CD + Wordbook + Guide Book Set (Step 1, 25권)

\262,500

Book + Audio CD + Wordbook + Guide Book Set (Step 2, 25권)

\262,500

Book + Audio CD + Wordbook + Guide Book Set (Step 3, 25권)

\262,500
* 세트의 타이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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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추가 Activity 무료 다운로드

주제별·수준별·관심사별 선택

관심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메일발송, 프린트 가능

Components

201 Books

Workbook

Guide Book(한글번역본)

Wordbook

Audio CD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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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Ready to Read

Cat Traps

Sleepy Dog

1.2 픽션 | 모험

1.2 픽션 | 유머 | 놀이

Audio CD

Wheels!
1.2 픽션 | 과학 | 지식

Too Many Cats
1.3 픽션 | 우정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I Like Stars
1.3 픽션 | 문학

Hot Dog
1.3 픽션 | 유머

Step 1 Ready to Read

Sunshine, Moonshine
1.3 픽션 | 문학

Too Many Dogs
1.4 픽션 | 우정

Audio CD

The Berenstain Bears:
Ride The Thunderbolt
1.4 픽션 | 모험 | 놀이

Tae Kwon Do!
1.4 픽션 | 스포츠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Boats!
1.4 픽션 | 지식

Panda Kisses
1.4 픽션 | 가족

간식이 먹고 싶은 고양이는
덫을 놓아요. 저런! 고양이가
덫에 걸려버렸네요. 고양이는
자기가 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강아지와 그의 반려동물
고양이가 굿나잇 키스를 한 후
아침이 그들을 깨울 때까지 꿈
속에서 장난을 쳐요. 화려한
색채의 그림이 매력적이며,
아기자기한 이야기는 어린이
들을 위한 잠자리 동화책으로
딱이에요.

기차 바퀴, 비행기 바퀴,
톱니바퀴, 뒷바퀴 등 다양한
바퀴의 역할을 소개해주는
책이랍니다.

<Too Many Dogs>의 짝꿍인
<Too Many Cats>는 밝고
유머러스한 그림과 함께
라임이 살아있는 이야기책
이에요. 동물과 고양이를 사랑
하는 아이라면 이 책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아동문학의 전설 <Goodnight
Moon>의 작가 Margaret
Wise Brown의 시를 각색한
I Like 시리즈 중 하나인 I Like
Stars는 하늘 에서 반짝이는
별을 묘사한 책이랍니다. 작가
특유의 잔잔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위에
지친 개는 엄마의 레모네이드
를 마시고 싶지만 엄마는 주지
않아요. 고양이는 현관 그늘을
혼자 독차지했고 스컹크는
시원한 통나무를 고약한 냄새
로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년의 머리 위에 해가
빛나고 달빛이 쏟아져요.
해가 산 위에서 빛나고 해가
바다 위에서 빛나요. 해는 내
베개 위에서 빛나고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해요. 해와
달이 빛나는 모습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책이랍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귀가 축 늘어진
강아지, 침을 질질 흘리는
강아지, 점심을 먹는 강아지 등
다양한 강아지들을 볼 수
있어요.

Berenstain 곰 가족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꽉 잡아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스릴있는
놀이기구랍니다.

발 차기, 돌기, 주먹치기,
점프하기, 심지어 판자
깨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태권도 교실! 책을
읽으며 태권도 기술까지 익힐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커다란 배, 작은 배, 오래되고
낡은 배 등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어요. Boats!에서는
여러 가지 배를 볼 수 있고
라임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뽀뽀, 달콤한 뽀뽀
등 여러 가지 뽀뽀 중 아기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뽀뽀는
무엇일까요? 아기 판다가 가장
좋아 하는 뽀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활기 넘치는
리듬과 라임, 사랑스러운 삽화
가 담긴 책이랍니다.

Hog and Dog

The Berenstain Bears:
Big Bear Small Bear

Robot, Go Bot!

I Like Bugs

I Like Fish

Ducks Go Vroom

The Pup Speaks Up

The Poky Little Puppy

City Cats, Country Cats

Sleepy Dog, Wake Up!

The Snowman

Drop It, Rocket!

1.3 픽션 | 우정 | 놀이

1.3 픽션 | 모험 | 놀이

1.3 픽션 | 만화 | 우정

1.3 픽션 | 지식

1.3 픽션 | 문학

1.2 픽션 | 모험 | 가족

1.4 픽션 | 모험 | 우정

1.4 픽션 | 모험 | 놀이

1.4 픽션 | 모험 | 우정

1.4 픽션 | 성장

1.4 픽션 | 우정

1.4 픽션 | 지식 | 놀이

돼지와 강아지가 함께
꼬리잡기 놀이, 지그재그 놀이
를 해요. 운동을 좋아하지만
다른 건 관심이 없는 Hog와
Dog! 두 친구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아냈는데요.
과연 무슨 게임일까요?

곰은 자신에게 딱 맞는 모자를
찾아요. 이 모자는 크고 저
모자는 작아요. 과연 곰은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고 머리
에 딱 맞는 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소녀와 로봇의 우정을 그린
책이에요. 만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어 흥미를 더해줄 책
이랍니다. 거의 모든 대화가
간단한 동사로 구성돼 이제 막
영어 읽기를 시작한 Beginner
도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요.

아동 문학의 전설 <Good
Night Moon>작가로 유명한
Margaret Wise Brown의
I Like 시리즈 중 하나인 I Like
Bugs는 다양한 벌레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책이랍니다.

아동문학의 전설 <Goodnight
Moon>의 작가 Margaret
Wise Brown의 시를 각색한
책이에요. 심플한 어휘,
라임으로 느껴지는 리듬감,
생동감 넘치는 물고기
그림으로 눈을 뗄 수 없어요.

엉뚱한 오리 3형제가 거위
이모집을 방문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간결하고 쉬운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리 3형제의 흥겨운 tonguetwisting과 의성어, 반복되는
라임이 재미있답니다.

Pal은 말이 없는 아주 조용한
강아지랍니다. 수다스러운
친구들이 가만두질 않네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받은
Pal은 마침내 크게 외칠 용기
를 얻어요. Pal은 "멍멍"하고
크게 짖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Little Golden
Book의 이야기인 <The Poky
Little Puppy>의 이야기를
개작했어요. 귀여운 강아지의
통통 튀는 모험을 그린 책
이랍니다.

도시 고양이와 시골 고양이
둘 다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노는 방식은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고양이는
일어났는데 잠이 많은 강아지
는 아직 더 자고 싶은가 봐요.
졸린 눈을 비비며 Sleepy Dog
가 드디어 침대 밖으로 나오네
요. 강아지가 졸음을 물리치고
침대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귀엽고 재미있어요.

Raymond Briggs의 명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요.
James는 마법의 눈사람과
흥미진진한 일을 경험해요.
아름다운 삽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
<How Rocket Learned to
Read and Rocket Writes a
Story>에서 큰 사랑을 받은
강아지 Rocket! Rocket은
단어 선생님인 노랑새와 함께
단어 나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찾아요.

Big Egg

Bear Hugs

The Lion and the Mouse

Jack and Jill and
Big Dog Bill

Richard Scarry's Watch
Your Step, Mr. Rabbit!

Dragon Egg

Rocket's 100th Day
of School

Happy Alphabet!

The Snowball

Mouse Makes Words

The Berenstain Bears:
We Like Kites

Flip Flop!

1.3 픽션 | 과학 | 지식

어느 날 아침, 암탉은 둥지에서
거대한 알을 발견
해요. 암탉의 알과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네요. 누구의 알
일까요? 암탉은 주인을 찾아
주기로 해요. 교활한 여우의
것은 절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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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픽션 | 가족

아기 곰은 어떤 Hug가 가장
좋은지 궁금해 엄마, 아빠에게
Hug 해 달라고 졸라요. Wet
hug, Dry hug, Fly up to the
sky hug. 큰 글씨와 쉬운 단어,
단어, 라임과 리듬의 반복,
밝고 선명한 그림으로 구성된
책이랍니다.

1.3 픽션 | 우정

<The Lion and the Mouse>
는 명작 이솝우화를 재구성한
책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모험심 강한 작은 생쥐가
일깨워줘요. 밀림의 왕, 사자를
아주 멋지게 구해내거든요!

1.3 픽션 | 파닉스 | 놀이

눈이 내려요! Jack과 Jill은
강아지 빌과 함께 눈썰매를 타러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언덕
위에서 토끼가 나타나고 동시에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3 픽션 | 유머 | 우정

토끼 아저씨는 걸을 때 주위를
살피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시멘트에 발이
빠지고 말아요. 여러 친구들이
토끼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네요. 우스꽝스러
운 모습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1.3 픽션 | 모험

거대한 알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휘청거리다 그만
둥지 밖으로 떨어졌네요. 둥지
밖으로 떨어진 알은 데굴데굴
굴러 성과 마을을 지나가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동물
친구들은 이 알을 구경하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1.4 픽션 | 학교 | 우정

뉴욕 타임스 No.1 베스트셀러
작가 Tad Hills의 야심작!
Rocket이 학교를 다닌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Rocket은 학교에 가져갈
100가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군요.

1.5 픽션 | 파닉스 | 지식

사람, 동물, 여러 물건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알파벳
A-Z로 시작되는 단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영어책을 처음 읽는
Beginner도 각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1.5 픽션 | 유머

거대한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데굴데굴 굴러 내려와요.
눈덩이는 주변에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리네요. 다채로운
색감이 인상적인 책이랍니다.

1.5 픽션 | 파닉스 | 놀이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알파벳을
바꿔가며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Cup에서 C 대신 P를
넣어서 Pup을 만들었네요.
다른 글자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단어의 초성을 다른
글자로 바꿔보는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답니다.

1.5 픽션 | 가족 | 놀이

바람 부는 언덕과 여름
하늘은 연을 날리기에 완벽한
날이에요. 곰 남매는 햇살
가득한 날 연날리기를 하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답니다.
리듬감과 달콤함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1.5 픽션 | 우정

두 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모여
여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햇빛
반짝이는 해변가에서 놀기,
불꽃놀이 구경하기, 놀이공원
가기 등 하고 싶은 일이 무척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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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Ready to Read

Dancing Dinos
Go to School
1.5 픽션 | 과학 | 학교

Corn Aplenty
1.5 픽션 | 과학 | 우정

Audio CD

Monkey Play

Dancing Dinos
At the Beach

1.5 픽션 | 놀이

1.5 픽션 | 과학 | 놀이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Ballet Stars
1.5 픽션 | 우정 | 성장

책 속에서 춤을 추던 공룡들이
폴짝 뛰더니 책 밖으로
나왔어요. 빨강, 파랑 종이를
풀로 붙여보고 여기저기
물감을 뿌리고 풀로 붙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신나는
리듬과 라임으로 읽는 즐거움
이 배가되는 책이랍니다.

두 친구가 옥수수 농장에
놀러 갔어요. 농장에서 씨앗이
농작물로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두 친구와 농부
아저씨의 우정도 함께 발전
하네요. 쉬운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어 초보자가 읽기
좋아요.

장난기 가득한 원숭이들이
하나둘씩 정글로 모여들어요.
원숭이들은 야자수에서
그네도 타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아요. 생기 발랄한
그림과 살아있는 라임으로
재미가 배가되네요.

공룡들이 해변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요. 꼬리로 첨벙
첨벙! 양동이에 한가득 바닷물
을 채워보고 크고 작은 파도도
타보면서 용감해진 기분을 만
끽해요. 그런데 이를어쩌죠?
한껏 신이 난 공룡들로
해수욕장이 아수라장이에요.

<Ballet Stars>에서는 파이널
발레 발표회를 위해 리허설
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신예
발레 스타들을 만날 수 있어요.
큰 글씨와 쉬운 단어, 라임과
리듬,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Dig, Scoop, Ka-Boom!

Chicks!

Super Friends:
Flying High

Look for the Lorax

Cooking with the Cat

1.5 픽션 | 지식

뚝딱 뚝딱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바쁜 일꾼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연극이었어요.
꼬마 일꾼들의 연기가 대단
하네요.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온갖 기계들을 구경할 수
있고 의성어, 의태어 표현이
흥미롭답니다.

1.5 픽션 | 과학 | 지식

한 가족이 병아리를 데려왔어
요. 가족 모두 병아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돌봐주네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병아리가
어미 닭이 되어 알을 낳는
과정까지 지켜볼 수 있답니다.

1.6 픽션 | 모험

1.6 픽션 | 모험

고담 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
고 있어요. 비둘기가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갈매기는
근처 해변에서 말썽을 부려요.
타조는 동물원에서 탈출해
도시가 엉망이 됐어요. 혼란을
일으킨 악당 펭귄을 배트맨과
슈퍼맨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조심해! Lorax가 나타났어!
Dr.Seuss의 사랑스러운
악동들이 Step into Reading
으로 들어왔어요. Truffula
나무들이 속삭이는 초록 언덕
을 통과해 Lorax의 낙원을
찾는 모험을 떠난다네요.
함께 가볼까요?

1.6 픽션 | 놀이

고양이가 요리를 하려고 해요!
신기한 일이죠? 고양이가
화려한 요리를 선보여요.
그런데 컵케이크에 보라색의
이상한 재료를 사용하네요.
간단한 운율과 리듬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Dancing Dinos
1.5 픽션 | 과학 | 놀이

책 속에서 춤추고 있던
공룡들이 책 밖으로 나왔어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더니 결국 바닥에
물을 쏟고 말아요. 큰일을
벌이고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말썽꾸러기
공룡들을 어쩌면 좋죠?

Step 2 Reading with Help

Wake Up, Sun!
1.3 픽션 | 유머

City Cats, Country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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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픽션 | 성장

Richard Scarry's
Be Careful, Mr.Frumble!
1.4 픽션 | 유머

My New Boy
1.4 픽션 | 유머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Here Comes Silent e!
1.4 픽션 | 파닉스 | 지식

Honey Bunny's
Honey Bear
1.4 픽션 | 학교 | 우정

깜깜한 밤, 잠에서 깬 강아지는
아직 뜨지 않은 태양을 찾아요.
실수로 뜨지 않았다고 생각하
는 동물 친구들은 태양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정말 태양이 늦잠이라도
잔 걸까요?

타이거는 몸집도 크고 힘이 센
고양이에요. 하지만 겁이 무척
많답니다. 강아지도 무서워
하고 청소기 소리, 심지어
생쥐까지 무서워해요. 그런
타이거 앞에 엄마를 잃어
버리고 울고 있는 어린 생쥐가
나타났어요.

모자를 찾기 위해 프럼블씨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여행하는
이야기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머러스하게 전개
되기 때문에 긴장감과 재미가
가득합니다.

펫샵에서 새로운 반려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남자아이
를 반려인으로 맞게 된 강아지
는 되려 자기가 남자아이를
챙기고 훈련 시킨다고 생각
하네요. 유쾌하고 귀여운
강아지의 이야기에요.

묵음 'e'의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시각적인 단서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줘요. TV 프로그램
<The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의 유아 발달
전문가인 작가 Anna Jane
Hays 의 야심작이랍니다.

귀여운 토끼 허니 버니는 곰
에디를 좋아하지만 에디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허니
버니는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에디와 공놀이를 하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보려고
하네요. 에디는 과연 허니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Mice Are Nice

The Teeny Tiny Woman

Five Silly Fishermen

Sir Small and the
Dragonfly

My Loose Tooth

Silly Sara

1.4 픽션 | 과학

1.4 논픽션 | 유머 | 판타지

1.5 픽션 | 수학 | 유머

1.5 픽션 | 유머 | 판타지

1.6 픽션 | 성장

1.6 픽션 | 파닉스 | 성장

애완동물 스토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토끼,
고양이, 앵무새, 강아지, 뱀,
물고기 등. 하지만 털 날리고
으르렁거리고 양말을 물어뜯
는 애완동물들과는 달리 쥐가
최고의 애완동물이라네요.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읽어볼까요?

작은 여인이 무덤에서 작은
뼈를 발견했어요. 주인 없는
뼈라고 생각한 작은 여인은
뼈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
지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뼈의 주인이 외치는
소리일까요?

다섯 명의 어부가 낚시를 가요.
그런데 낚시가 끝나고 인원
수를 세어보니 한 명이 사라지
고 총 네 명뿐이네요.
자신은 빼고 셌다는 사실을
어서 깨달아야 할 텐데요.

피위 마을은 이쑤시개보다
작은 사람들이 사는 신비한
마을이에요. 어느 날 티나
아가씨가 거대한 잠자리에게
잡혀가고, 티나 아가씨를
구하러 가기 위해 아주 작지만
용감한 기사가 길을 나섭니다.

흔들~흔들~ 치아가 흔들려요!
하지만 좀처럼 이가 빠지지
않네요. 이가 빠져야 요정이
찾아올 텐데요. Tooth Fairy
를 믿는 아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이야기에요.

쏟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사라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라에게도 환상
의 짝꿍 샘이 있답니다. 사라
와 샘의 실수 연발 유쾌한 일상
속으로 초대할게요. 반복되는
라임으로 단어의 의미를 알아
갈 수 있는 파닉스 리더스에요.

Super Friends:
Going Bananas

A Monster is Coming!

Smarty Sara

Shampoodle

Little Critter Sleeps Over

Monster Parade

1.6 픽션 | 모험

Step Into Reading Step 1

Tiger Is a Scaredy Cat

Audio CD

고릴라 Grodd는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
마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치네요. 슈퍼맨과 배트맨은
고릴라 Grodd도, 시민들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1.6 픽션 | 유머

벌레의 대화를 듣고 자벌레는
괴물이 나타났다고 오해를
해요. 자벌레는 두꺼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두꺼비
는 토끼에게, 토끼는 생쥐에게,
생쥐는 여우에게 말을 전해요.
과정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황당한 소문으로 번져나가요!

1.6 픽션 | 우정 | 학교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 중인 사라!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고
그리는 거 같은데요… 과연
사라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1.6 픽션 | 유머

강아지 7마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몸단장을 하기로 했어요.
애견샵에서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털도 깎을 참이랍니다.
하지만 그때 고양이들이 들어
오고 강아지들이 흥분하면서
애견샵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1.6 픽션 | 모험 | 우정

크리터는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하지만 크리터는 낯선 장소
에서 자는 것이 조금 두렵대요.
난생 처음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자게 된 크리터!
과연 무사히 꿈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1.6 픽션 | 기념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로윈
이에요! 무시무시한 몬스터
복장을 하고 집을 돌며
'trick-or-treat'을 외칠 때
에요. 빈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해가 질 때까지 외쳐봐요.
trick or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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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Reading with Help

Here Comes Peter
Cottontail
1.6 픽션 | 만화

Ready? Set. Raymond!
1.6 픽션 | 성장 | 학교

Audio CD

The Berenstain Bears:
Catch the Bus
1.7 픽션 | 수학 | 학교

부활절 이야기의 고전!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Here
Comes Peter Cottontail>를
리메이크했어요. 열심히 부활
절 준비를 하고 있는 피터와
사사건건 훼방놓는 나쁜 토끼.
과연 피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레이먼드는 빨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닦기, 학교 가기,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
무엇이든 천천히 하는 법이
없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레이먼드의
하루를 담은 책이에요.

Spring Surprises

Mary Clare Likes to Share Whose Feet?

1.7 논픽션 | 과학

1.7 픽션 | 수학 | 우정

아침 8시에 집 앞에 도착하는
스쿨버스. 저런… 남매 곰은
7시 56분이 되도록 침대에
있네요! 스쿨버스를 놓치지 않
고 탈 수 있을까요? 인기 캐릭
터 The Berenstains와 함께
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리더스에요.

1.7 논픽션 | 과학

Feeding Time at the Zoo
1.7 픽션 | 지식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Cat on the Mat
1.7 픽션 | 유머 | 성장

Oh My, Pumpkin Pie!
1.7 픽션 | 과학 | 지식

배가 고픈 곰은 친구인 벅과
무스의 도움으로 여름에는
배를, 겨울에는 얼음집을
지었어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 얼음집에서 파티를 열 수
있겠네요. 올여름과 겨울에는
맛있는 물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는걸요?

농부 Brown 씨네 농장
근처의 연못에 회오리
바람이 강타했어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네요. 물고기와
개구리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돼지 헛간에 떨어져 있군요.

The Berenstain Bears:
By the Sea

P.J. Funnybunny's Bag
of Tricks

Peanut

Beef Stew

The Statue of Liberty

The Little Butterfly

David and the Giant

Dinosaur Babies

1.7 픽션 | 유머 | 가족

1.7 픽션 | 유머 | 가족

1.7 픽션 | 모험

Elephant Joe, Brave
Firefighter!

P.J. Funnybunny
Camps Out

Bones

All Stuck Up

Richard Scarry:
The Worst Helper Ever!

Snow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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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픽션 | 유머

오리너구리는 다이빙과
수영을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오리너구리
에 대한 논픽션 이야기로
오리너구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피넛은 냄새를 무척 잘 맡는
강아지예요. 피넛은 냄새
맡는 기술로 영웅이 됩니다.
마트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거든요. 슈퍼영웅 피넛!

1.7 픽션 | 과학 | 지식

1.8 픽션 | 모험 | 우정

Barn Storm

지네는 100개의 발을 가지고
있어서 100개의 신발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네는
신발을 어떻게 고를까요?
'신발이 필요한 지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짝수와
배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
줄 책이랍니다.

아빠가 마술 도구를 집에 가져
왔어요. 열심히 마술을 연습한
퍼니버니.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네요.
심술이 난 퍼니버니는 가장
어려운 마술을 시도합니다.
바로 퍼니버니가 사라지는
마술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우리 몸의
뼈는 몸을 지탱해주고 장기들
을 보호해줘요. 뼈는 근육과
함께 모든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우리 몸에는 몇 개의
뼈가 있고 그 뼈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1.8 논픽션 | 과학

Bear's Big Ideas

유니콘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무지개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기를
간절히 원해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색감이 매력적인
책이랍니다.

여름이 오자 Berenstain 곰
가족은 별장으로 놀러 가요.
곰 남매는 수영을 하고 싶지만
그전에 짐도 풀어야 하고 옷장
정리, 청소도 해야 한대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요. 과연
곰 남매는 바닷물에 발이라도
적셔볼 수 있을까요?

1.7 픽션 | 유머 | 가족

1.8 픽션 | 수학 | 유머

Platypus!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호박을 수확할 가을이에요.
모양이 제 각각이네요. 어떤
호박은 농구공처럼 생겼고
어떤 호박은 풍선처럼
생겼어요. 마른 호박, 뚱뚱한
호박, 배처럼 생긴 호박 등등
정말 다양해요!

발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어요. 두더지는
발톱을 긁어서 새 집을 만들고,
오리는 물갈퀴를 이용해
물속에서 음식을 찾아요.
오랑우탄이 넝쿨을 이동할 때
발이 꽉 잡아준답니다.

퍼니버니가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여동생에게 여자는
캠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캠핑을 떠나요. 하지만 그날
밤, 캠핑장에서 유령을 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유령의 정체는?

1.8 픽션 | 판타지

One Hundred Shoes

Workbook

딱히 잘하는 것이 없는
고양이가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체조 팀에서
대표 선수로 뽑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되네요. 과연 고양이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메리 클레어는 무엇이든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음식이
생기면 크든 작든 친구나 가족
과 함께 나누어 먹는답니다.
배, 머핀, 쿠키, 파이, 귤, 수박,
피자 등을 나눠먹으며 나누기
의 개념을 익힐 수 있어요.

1.7 픽션 | 만화 | 우정

Unicorn Wings

Audio CD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고기, 건초 등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누구를
위한 먹이인지 맞춰 볼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봄에는 연
날리기, 진흙 파이 만들기를 할
수 있고요, 새로 태어난 아기
동물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봄이 오는
기쁨이 가득 들어 있어요.

조와 피트는 나무 사이에 낀
용을 구출 해내요. 알고 보니
오늘은 용의 생일이었네요.
용이 구출되자 생일 파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붙어버렸네요. 이번에도
조와 피트가 멋지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Step 2 Reading with Help

1.8 픽션 | 명작동화 | 교훈

여우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소년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요.
토끼가 인형을 보고 악수를
건네자 손이 인형에 딱
달라붙고 말았어요. 토끼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1.8 픽션 | 유머

고양이 찰리는 바쁜 농부
돼지를 도와 농장 일을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실수 연발이에요. 운전
하기, 우유 짜기, 물주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대책 없는 실수에
깔깔 웃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1.9 픽션 | 모험 | 성장

Nicky의 어머니가 스튜를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Nicky는 친구들과 함께 스튜를
나눠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 Alec과
Carla가 올 수 없다고 하네요.
실망한 Nicky는 그 스튜가
싫어졌어요.

1.9 논픽션 | 역사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서부터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오기까지 엄청난
비하인드스토리가 들어
있답니다.

1.9 논픽션 | 과학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매력적인 글과
애벌레에서 유충, 번데기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을 실사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랍니다.

1.9 픽션 | 명작동화 | 교훈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랍니다. 덩치가
아주 작은 다윗은 못된 골리앗
을 물리쳐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화려한 색채의 삽화가
흥미를 더해줘요.

A Dollar for Penny
1.9 픽션 | 수학 | 가족

무더운 여름날, 한 소녀가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어요.
음료를 팔아 1달러를 모으는
것이 목표래요. 1달러를
모으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덧셈의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2.2 픽션 | 과학 | 지식

Dinosaur Babies는 공룡에
관한 최신 과학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공룡의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 커가는 과정, 부모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무리
생활을 하며 살아남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어요.

1.8 픽션 | 과학 | 놀이

눈이 오면 무얼 하고 노나요?
썰매 타기, 눈 사람 만들기,
스케이트 타기, 실내에서
빵 굽기 등 아침부터 저녁
까지 신나게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에요. 2장의 스티커
시트가 함께 들어있어요.

Step Into Reading Step 2
Wake Up, Sun!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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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Reading on Your Own

Arthur's Reading Race
1.7 픽션 | 유머 | 가족

Arthur Tricks the
Tooth Fairy
1.7 픽션 | 유머 | 가족

Audio CD

Arthur Lost in the
Museum
1.7 픽션 | 학교 | 유머

Dogerella
1.7 픽션 | 명작동화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S-S-Snakes!
1.8 논픽션 | 과학

Twinky the Dinky Dog
1.8 픽션 | 성장

Step 3 Reading o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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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는 여동생 D.W.가 10개
의 단어를 읽으면 아이스크림
을 사주기로 약속해요. 'ZOO,
DON'T WALK, POLICE, ICE
CREAM' 등 D.W.는 많은 단어
를 읽어요. 결국 아서보다
빨리 'WET PAINT'를 읽자
아서는 깜짝 놀란답니다.

오빠 아서에게 이빨 요정이
찾아왔다고 생각한 D.W.는
질투심을 느껴요. 그런 D.W.
를 위해 착한 오빠 아서는 이빨
요정으로 변신하려고 하네요.
귀여운 2장의 스티커 시트가
함께 들어있어요.

아서네 반이 박물관 견학을
갔어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던 아서가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화장실이 아닌 입체
모형이 전시된 방이였어요.
선생님이 보기 전에 어서 방을
빠져나와야 해요!

신데렐라의 강아지
버전! 강아지의 이름은
도그렐라(DOGERELLA)에요.
계모와 언니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던 어느 날, 마법사의
도움으로 공주의 생일파티를
보기 위해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뱀을 좋아하시나요?
왠지 섬뜩하죠? 피를 내뿜는
서인도 제도의 보아 뱀과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맹독을
지닌 코브라, 하늘을 나는
황금나무 뱀 등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뱀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트윈키라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트윈키를 멍청한 강아지라고
생각하죠. 트윈키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처럼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과연 어떤 방법을 쓸까요?

페퍼와 제이크는 계곡 아래에
사는 양치기랍니다. 그런데
냄새나고 덩치 큰 거인 어크가
빨래를 할 때마다 홍수가
나요. 냄새도 너무 지독해요.
참다못한 페퍼와 제이크는
용기를 내 무시무시한 거인을
만나러 갑니다.

할로윈이에요! 꼬마 마녀들은
할로윈 파티에 참여할 생각에
들떠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꼬마 마녀 방이 깨끗하게 정리
된 걸 보고 엄마 마녀는 화가
났어요. 방을 청소한 벌로 꼬마
마녀는 할로윈에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없게 돼요.

조니 애플시드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과씨를 뿌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사과나무를 어떻게 심기 시작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니 애플시드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꼬마 마녀는 책 읽기를 좋아
하지만 엄마 마녀는
꼬마마녀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몰래 백설공주 책을
빌려온 꼬마 마녀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책을
무사히 다 읽을 수 있을까요?

16세기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개척 시대의 이야기
입니다. 영국군의 정복 전쟁
속에서 인디언 부족을 이끄는
포와탄 추장과 딸 포카혼타스
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랍니다.

스캣은 집이 없는 불쌍한
길 잃은 고양에요. 어느 날
성에서 세탁 일을 하는 메그를
만났네요. 때마침 성에 고양이
가 필요했다는 메그니!
메그니와 스캣은 성으로
향합니다. 왕과 여왕은 스캣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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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Mistake Ever!
and Other Stories

Paul Bunyan My Story

Beans Baker's Best Shot

Arthur and the School
Pet

The Dragon's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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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y the Brave and Me

Ollie & Moon Aloha!

Paddywack

Fox and Crow are Not
Friends

Dinosaur Days

1.8 픽션 | 성장

1.8 픽션 | 명작동화 | 성장

1.8 픽션 | 모험

1.8 픽션 | 우정 | 스포츠

1.8 픽션 | 가족

1.9 픽션 | 모험

2.1 픽션 | 우정 | 판타지

2.1 픽션 | 우정 | 성장

2.1 픽션 | 만화 | 우정

2.2 픽션 | 우정 | 모험

2.1 픽션 |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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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와 D.W.는 아기 케이트와
강아지 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
케이트가 울기 시작하네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이스크
림을 사러 갔다 와보니 강아지
팔이 사라졌어요. 팔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작가인 Richard Scarry는 전
세계 어린이의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담
은 Richard Scarry's The Best
Mistake Ever! and Other
Stories로 바쁜 세상에서 행복
해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폴 버니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폴이 평범
해 보이지는 않네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빠만큼이나
자랐거든요! 신화 속 주인공
처럼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런 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빈스와 체스터는 축구를
좋아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요. 결승 경기를 앞둔
어느 날, 빈스와 체스터가
연습을 하던 도중 충돌하면서
빈스의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죄책감으로 체스터는
결승 시합에 나타나지 않네요.

방학 동안 D.W.는 학급
애완동물을 집에서 돌보는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애완용
쥐 '스피디'를 키우게 된
D.W.는 방학 동안 무사히
스피디를 돌볼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딸기를 너무도
좋아하는 딸기 마을이 있어요.
하지만 사악한 용이 퀴즈를
맞춰야 딸기를 줄 수 있데요.
마을의 어른들은 퀴즈의 답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그러자
어린 소녀가 나서네요. 과연
퀴즈를 모두 풀 수 있을까요?

나쁜 짓을 못하는 꼬마 마녀는
친구를 사귀지 말고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엄마 마녀와의
약속을 어기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꼬마 마녀가
약속을 어긴 걸 알게 된 엄마
마녀는 무척 화를 내는데요...

겁이 많은 베스는 용기 넘치는
몰리를 닮고 싶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몰리 집에 초대받은
베스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 소녀 베스가
집을 떠나 친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와이에 고양이 두 마리가
살아요.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네요. 사랑스러운
카툰과 말풍선 속 대사로
코믹 리더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제인은 조랑말인 패디웩과
함께 조랑말 쇼를 한답니다.
몸집은 작지만 용감한 조랑말
패디웩! 제인을 태우고 빨리
걷기, 점프대 뛰어넘기 등
묘기를 완벽하게 해요.
단, 제인이 달콤한 간식을
줄 때만요.

여우와 까마귀는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한가지 있어요. 바로 치즈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 치즈를
두고 이 둘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앵킬로소러스, 키티파티,
베가비스와 마푸사우루스
같은 수많은 종류의 공룡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공룡 팬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책이랍니다.

The Missing Tooth

Norma Jean, Jumping
Bean

George Washington and
the General's Dog

Baseball Ballerina

Arthur's Fire Drill

Arthur in New York

Eat My Dust! Henry
Ford's First Race

Twisters!

Show Me the Honey

Babe Ruth Saves
Baseball!

Arthur's Classroom Fib

Wedgieman and the Big
Bunny Trouble

1.9 픽션 | 성장 | 우정

로비와 아를로는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한 가장 친한 친구랍니다.
단짝인 두 친구가 어느 날 누구
이가 먼저 빠지는지 내기를
해요. 서로를 이기고 싶어 하며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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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픽션 | 성장

아기 캥거루 노마 진은
점프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점프로 인해 사고를
일으킵니다. 시무룩해진 노마
진은 점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노마 진의 점프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9 논픽션 | 역사 | 위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동물을 무척 사랑하
기로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전쟁터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까지 했답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할게요.

1.9 픽션 | 스포츠

발레슈즈를 신은 유격수?
엄마에 의해 발레 수업을
강요당한 말괄량이 소녀는
발레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엄마의 바람대로
소녀는 발레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갈까요?

2.0 픽션 | 학교 | 가족

소방 훈련을 한다고 말하자
D.W.는 학교가 실제로 타
버릴 것 같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동생을 위해
아서는 소방 안전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이제 D.W.는 학교에서 하는
소방 훈련이 무섭지 않겠죠?

2.0 픽션 | 가족 | 성장

아서네 가족이 뉴욕 여행을
떠났어요.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브로드웨이 쇼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지만 D.W.는
Mary Moo-Cow 궁전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흥분되는
일이에요.

2.1 논픽션 | 역사 | 위인

1901년, 부자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던 시절, 헨리
포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자동
차를 소유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헨리 포드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합 니다. 상금으로 자동차
를 개발하기 위해서지요.

2.1 논픽션 | 과학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에 대한
Non-fiction 스토리입니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고, 비 대신 수백 마리의
물고기 내리게 했던 토네이도
이야기까지. 토네이도의 특징
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 픽션 | 과학 | 모험

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닉과
샐리는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 궁금해요. 신비한 고양이
가 닉과 샐리를 벌집 궁전으로
안내하네요. 벌처럼 작아진
셋은 꿀벌과 소통하는 방법인
엉덩이춤을 배우고, 벌꿀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요.

2.1 논픽션 | 역사 | 위인

미국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에 관한 이야기에요. 1919년
미국 야구는 팬들에게 외면
당할 만큼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팬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서 베이브 루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 답니다.
그는 해낼 수 있을까요?

2.2 픽션 | 학교

아서의 반 친구들은 여름
방학에 대한 글을 써야 해요.
아서는 친구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아서가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까요?

2.2 픽션 | 모험

슈퍼히어로가 나타났다!
이름은 베지맨 (Veggieman)!
그런데 마을 아이들은 웨지맨
(Wedgieman)이라고 놀려서
속상해요. 어느 날 악당이
풉(Poop)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베지맨은 마을의
평화를 다시 찾아 줄까요?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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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Reading on Your Own

Dolphins!

Whales the Gentle
Giants

2.2 논픽션 | 과학

2.2 논픽션 | 과학

Audio CD

Puss in Boots
2.2 픽션 | 명작동화

Pirate Mom
2.2 픽션 | 유머 | 가족

Workbook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Hungry, Hungry Sharks!
2.3 논픽션 | 과학

Wild, Wild Wolves
2.3 논픽션 | 과학

Step 3 Reading on Your Own

Francis Scott Key's StarSpangled Banner
2.6 논픽션 | 역사 | 위인

Barack Obama: Out Of
Many, One
2.6 논픽션 | 역사 | 위인

영리하기로 소문난 돌고래!
돌고래는 사람을 잘 따르는
친근한 포유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과 돌고래는 우정을
쌓아왔다고 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똑똑한
돌고래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에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래
이야기와 고래의 종류, 습성,
좋아하는 것 등 고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중
하나인 <장화 신은 고양이>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를 쫓으려는
삼 형제! 위기의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과연
장화 신은 고양이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피트는 해적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해적은 무례하다고
싫어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최면술사인 Amazing Marco
를 만나, 엄마가 해적을 좋아
하도록 최면을 걸었어요! 이런,
엄마는 자신이 해적
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공룡보다 훨씬 전에 지구상에
상어가 존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무서운 해저 약탈자인
상어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한 책이랍니다.

많은 사람이 늑대는 사납고
무시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오해
하는 부분이 많답니다. 늑대의
무리 생활과 행동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 울음소리의
의미 등 늑대 세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미국 국가를 만든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혼란스러운
전쟁 속에서 국가를 만들어 낸
영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랍니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
관한 이야기에요. 오바마의
어머니와 조부모가 어떻게
그를 가르쳤는지 등 오바마의
어린 시절을 만날 수 있어요.

How to Help the Earth
by the Lorax

Samantha the Snob

The Bravest Dog Ever:
The True Story of Balto

Christopher Columbus

Alexander and the Wind
Up Mouse

The Nutcraker Ballet

Motorcycles!

Shining Star

2.3 논픽션 | 과학

닥터 수스의 <The Lorax>가
Step into Reading으로
탄생했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답니다.

2.3 픽션 | 우정

사만다는 모피 코트를 입고 챙
넓은 모자만 써요. 사만다의
엄마는 리무진을 타고 실내
수영장을 다니죠. 내레이터는
속물 같은 둘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던 어느 날 내레이터는
자신과 사만다가에게 공통점
이 많은 것을 발견해요.

2.3 논픽션 | 역사

폭풍우로 마을이 고립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당장 약을 못 구하면 마을이
위험해져요. 용감한 썰매 견
발토가 폭풍우를 뚫고 약을
구하러 나섰어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발토의 활약을 함께 읽어봐요.

2.3 논픽션 | 역사 | 위인

2.3 픽션 | 명작동화 | 우정

콜럼버스의 운명적인 항해
500주년을 기념한 이야기
에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드라마틱하고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책
이랍니다.

살아있는 생쥐 알렉산더와
태엽 장난감 쥐 윌리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난감 쥐가 되고
싶은 알렉산더는 보름달이
뜨는 밤, 보라색 조약돌을
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도마뱀
을 찾아갑니다.

2.3 픽션 | 명작동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적인 크리스마스이브
파티와 마리와 호두까기 왕자
가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 등
<호두까기 인형>의 명장면을
고스란히 담았답니다.

3.0 논픽션 | 과학

오토바이의 모든 것!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쉽게
설명해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토바이와 관련된 흥미진진
한 직업과 대회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담겨있어요.

Audio CD

Trains!
2.6 논픽션 | 과학

크기와 모양이 저마다 다른
기차를 소개합니다! 기차는
화물과 승객을 태우고 시속
4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최초의 기관차
인 증기 기관차부터 디젤, 전기,
전자 등 계속 발전하는 기관차
의 기술도 볼 수 있어요.

Gulliver in Lilliput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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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Monster Bugs

2.8 픽션 | 모험 | 판타지

2.6 픽션 | 명작동화 | 우정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쉬운 영어로 재구성
했어요. 걸리버가 소인국
릴리퍼트 섬에 도착해서
소인들과 지내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담겨있어요.
흥미로운 모험 속으로 함께
떠나봐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생쥐들은
식량을 모으지만, 프레드릭은
햇살을 쬐고 색깔과 단어를
모으지요. 겨울이 오고 식량이
떨어지자 생쥐들이 프레드릭
을 찾아왔어요. 유명 작가
Leo Lionni의 대표작이자
칼데콧 수상작이에요.

2.9 논픽션 | 과학

신비한 벌레의 세계를
단순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뱀파이어처럼 피를 빨아먹는
벌레, 자기보다 작은 것은
무엇이든 먹는 벌레 등 다양한
벌레를 만나보세요!

2.6 픽션 | 우정

스타와 블리스터는 오늘 밤
별똥별을 볼 수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신이 난 두 친구는
하루종일 별똥별을 기다립니
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요. 드디어 밤이 찾아왔어요.
스타와 블리스터는 과연
별똥별을 볼 수 있을까요?

Step Into Reading Step 3
Little Witch's Big Night

Listen Up! Alexander Graham Bell's Talking Machine
2.5 논픽션 | 역사 | 위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드는데
몰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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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Armadillos
2.5 논픽션 | 과학

아르마딜로는 우스꽝스럽고
냄새가 나는 동물이지만
아주 특별한 동물이랍니다.
육식 동물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공중에서 3피트를 뛰어
넘을 수도 있고 10분 동안
숨을 멈출 수도 있다고 하네요.

Lewis and Clark: A Prairie Tentacles! Tales of the
Dog for the President
Giant Squid
2.5 논픽션 | 역사 | 모험

1803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의 명으로 루이스와 클라크는
미국 서부를 탐험합니다.
지도를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채집합니다. 루이스와 클라크
덕분에 비로소 서부의 동물들
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지요.

2.5 논픽션 | 과학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신비로운
대왕 오징어는 배를 쫓고
고래와도 싸울 만큼 사납다고
합니다. 몸집은 너무 커서 천
파운드도 넘게 나가고 눈은
사람의 머리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환상일까요?

Abe Lincoln's Hat
2.5 논픽션 | 역사 | 위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과 그의
모자에 대한 이야기에요.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편지에
답장하는 걸 자주 깜박했던
링컨은 모자에 편지를 넣어
다녔다고 해요. 링컨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The First Thanksgiving
2.6 논픽션 | 역사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최대 명절인
<Thanksgiving Day>입니다.
1960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인과 원주민인 인디언
사이에서 <Thanksgiving
Day>가 시작됩니다.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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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Reading Paragraphs

Porky and Bess
A Poor Excuse for a
Dragon
2.2 픽션 | 모험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던
프레드라는 용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훌륭한 용이
되기 위해서는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용기를 줬지요.
프레드는 집을 떠나 갖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0,000 Baseball Cards
Under the Sea
2.2 픽션 | 과학 | 모험

케네스는 로저와 함께 자신이
만든 잠수함을 타고 깊은 해저
동굴이 탐험했어요. 두 친구가
너무 신나하네요. 그 동굴에는
바로 슈퍼밸류 야구 카드
(supervaluable baseball
cards)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Ben Franklin and the
Magic Squares
2.3 논픽션 | 역사 | 위인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와
과학자뿐 아니라 수학자,
외교관, 장관, 철학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지요.

The Mystery of the Pirate Soccer Sam
Ghost
2.3 픽션 | 모험 | 미스터리

평화로운 부글 베이(Boogle
Bay)에 어느 날 유령이
나타났어요! 악어인 오토는
삼촌과 함께 유령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단서를 쫓기
시작합니다. 점점 유령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령과 맞닥뜨린 순간...

2.5 픽션 | 우정 | 성장

미국에 사는 샘은 멕시코에
사는 사촌인 마르코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네요. 과연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말도 안 통하는데
재미있게 놀 수는 있을까요?

Discovery in the Cave
2.5 논픽션 | 과학 | 역사

1940년, 프랑스의 십 대 소년
네 명이 동굴 탐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동굴
벽과 천정에 신기한 그림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소년들이 발견한 그림은 바로
<라스코 동굴 벽화>였습니다!

3.2 픽션 | 유머 | 우정
포키와 베스는 가장 친한
친구예요. 하지만 둘의 성격
은 정반대랍니다. 다른 두 친
구는 어떻게 친할 수 있을까
요? 바로 서로의 부족한 부
분을 채워주기 때문이지요.
두 친구의 아기자기한 일상
을 함께 즐겨볼까요?

Choppers!
3.4 논픽션 | 과학
산불을 끄는 소방헬기,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
헬기,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
헬기 등 헬리콥터의 종류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읽어
보세요.
헬리콥터의 역사와 작동 원
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Audio CD

Tut's Mummy:
Lost... and Found
3.7 논픽션 | 역사
신비로운 이집트로 탐험을
떠나봅시다. 이집트의 피라
미드 중 온전하게 발굴된
투탕카멘의 이야기와 고고
학자인 하워드 카터의 피라
미드 탐험 이야기, 그리고
유물을 통해 보는 고대 이집
트인의 삶까지. 흥미로운
이야기에 푹 빠져보세요.

Workbook

The Fly on the Ceiling Volcanoes!
A Math Reader
Mountains of Fire
3.7 논픽션 | 역사 | 위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많이 들어본 말이지
요?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수학, 물리학, 생리학 등 많
은 분야에서 활약했답니다.

3.7 논픽션 | 과학

■ 도서는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Looking for Bigfoot

Ice Mummy

3.7 논픽션 | 미스터리

마그마는 지표면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서서히 움직입
니다. 고요하지요. 하지만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화산 폭발이지요. 화산 폭발
의 역사와 폭발 이유, 지진과
화산, 신화까지 알아봅시다.

3.7 논픽션 | 과학 | 역사

북미에는 야생 유인원인
빅풋(Bigfoot) 을 봤다는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과연 빅풋은 멸종된 거대한
원숭이인 기간토피테쿠스의
실제 자손일까요? 아니면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1991년 알프스를 하이킹하
던 여행객은 빙하 속에 꽁꽁
얼어있던 미라를 발견합니
다. 5,000년 동안 얼음 속에
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
한 미라! <Ice Mummy>로
불리는 미라의 발견과 연구
과정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Step 5
Ready for
Chapters

How Not to Start Third
Grade
2.5 픽션 | 유머 | 우정

The Great Houdini
2.6 논픽션 | 역사 | 위인

The Little Mermaid
2.6 픽션 | 명작동화

First Kids
2.7 논픽션 | 역사 | 위인

Thomas Jefferson's Feast Wild Cats
2.7 논픽션 | 역사 | 위인

2.8 논픽션 | 과학

통제불능 장난꾸러기 동생
스티브! 그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윌! 윌은 이제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된다는 게
너무 신나지만, 한편으로
유치원생이 되는 동생 스티브
가 걱정이네요.

1900년대에 탈출 마술의
신으로 불렸던 위대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 어떤 상황에서도
탈출을 하며 유명해졌답니다.
위대한 마술사 후디니도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걸작 동화를 남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인어공주는
난파된 배에서 왕자를
구해주고 사랑에 빠집니다.
왕자의 곁에 있고 싶어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고 두 다리를 얻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생활한 링컨 대통령의 자녀
부터 루스벨트,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까지, 그들의 남다른
경험과 나이는 어리지만
특별한 역할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
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정
치뿐 아니라 음식에도 조예가
깊었답니다. 그는 프랑스의 수
많은 음식을 미국에 정착시켰
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만나러
가 볼까요?

날카롭고 강한 발톱으로 사냥
을 하고 나무도 쉽게 올라가
지요. 시력이 좋아 밤에도 잘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동물입니다. 야생의
고양잇과 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scape North! The Story
of Harriet Tubman

How Not to Babysit Your
Brother

Hungry Plants

Pompeii... Buried Alive!

The Titanic Lost...
and Found

Helen Keller: Courage
in the Dark

2.8 논픽션 | 역사 | 위인

180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흑인 해방 운동가인 헤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의
일생을 담은 전기입니다. 노예
출신인 헤리엇 터브먼은 일생
을 노예 해방과 여성 참정권을
위한 인권 운동에 바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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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픽션 | 유머 | 우정

통제불능 장난꾸러기
동생 스티브! 그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윌! 두 형제의
좌충우돌 스토리가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림만 봐도
장난기가 철철 넘치는 묘한
매력의 형제를 만나보세요.

2.9 논픽션 | 과학

흙의 양분과 물 대신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있답니
다. 곤충을 손바닥처럼 펼친
잎으로 잡는 파리지옥과 끈끈
한 촉수로 잡는 끈끈이주걱 등
식충 식물을 탐구해 보세요.

2.9 논픽션 | 과학 | 역사

로마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였던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1,500년 넘게 잊혔던 도시는
1599년 수로공사 중 우연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3.0 논픽션 | 역사 | 모험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 1,500여 명과 함께
침몰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
다.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73년
후인 1985년 침몰한 잔해를
발견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To The Top! Climbing the Jackie Robinson And The Dinosaur Hunters
World's Highest Mountain Story of All-Black Baseball

3.0 논픽션 | 역사 | 위인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얻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
을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7 논픽션 | 역사 | 위인

Raptor Pack
3.7 논픽션 | 역사 | 과학

실제 고생물학자인 로버트가
T. 바커가 쓴 이야기입니다. 흔
히 랩터로 불리는 데이노니쿠
스가 주인공이지요. 데이노니
쿠스는 무자비한 사냥꾼입니
다. 엄청나게 날카롭고 강력한
뒷 발톱으로 자신보다 큰 공룡
도 쉽게 제압할 수었습니다.

3.0 논픽션 | 역사 | 스포츠

3.2 논픽션 | 역사 | 과학

Baseball's Best: Five True Moonwalk The First Trip
to the Moon
Stories
3.2 논픽션 | 역사 | 스포츠

3.4 논픽션 | 역사 | 과학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영
국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
의 텐징 노르게이입니다. 영하
3, 40도를 넘나 드는 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
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 흑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던 시절, 흑인이었던
로빈슨은 수많은 편견으로 야
구 선수가 되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라는 편견
을 깨고 최고의 선수가 된 원동
력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화석이 발견되고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공룡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고
있답니다. 화석 발굴의 역사와
발굴 방법, 다양한 종류의
공룡과 공룡이 살았던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야구 선수 5명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베이브 루스, 존 디마지
오, 재키 로빈슨, 로베르토 클레
멘테, 행크 에런, 바로 미국
야구 역사의 전설이지요.
선수들 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
다.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하기
까지의 준비 과정과 착륙 방법,
이륙 방법, 지구로 귀환하기
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Baseball's Greatest
Hitters

T. Rex:
Hunter or Scavenger?

The Trojan Horse

Basketball's Greatest
Players

The Trail of Tears

3.8 논픽션 | 역사 | 스포츠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타자
인 테드 윌리엄스, 베이브루스,
타이 콥, 행크 에런은 물론, 야
구의 전설이 되었던 미겔 카브
레라와 최근 MVP를 두 번이나
수상한 마이크 트라웃까지,
메이저 리그의 대표 타자를
만나보세요.

4.0 논픽션 | 역사 | 과학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빠르고
야만적인 사냥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느리게 움직이는 수색꾼
이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전문가 토머스
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어린
공룡 애호가들의 마음을
집어삼킬 거예요.

4.1 논픽션 | 역사

막강한 군사력의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천혜의 요새였던 트로이 성은
10년간 함락되지 않았지요.
이에 꾀를 낸 그리스는 나무로
거대한 말의 형상을 만들고 그
속에 30여 명의 군사를 매복시
켜 성으로 들어갑니다.

4.5 논픽션 | 역사 | 스포츠

미국 프로 농구(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를 만나보세
요. 윌트 챔벌레인, 카림 압둘
자바, 래리 버드, 마이클 조던
등 NBA의 전설적인 선수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
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까요?

4.5 논픽션 | 역사 | 위인

1830년대, 북아메리카에 살던
체로키 인디언들은 황무지로
쫓겨납니다. 3,500Km가 넘는
이주 도중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으로 4천여 명이 죽어갔
습니다. 부족 간의 우정, 전쟁,
희망, 배신의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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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to Reading Special Set

High-frequency Readers

Beginner ~ Elementary

Step into Reading을 세트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귀를 열어줄 Audio CD와 독후 활동을 도와줄 Workbook은 물론,
단어 연습을 위한 Wordbook, 한글 해석이 필요한 분을 위한 Guide Book 등 다양한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Book

Book + Audio CD

Book + Audio CD + Workbook
Pack

1 Book

1 Book + 1 Audio CD

1 Book + 1 Audio CD + 1 Workbook

\ 6,000

\ 10,000

\ 12,500

Step 1 - Book Set

Step 2 - Book Set

Step 3 - Book Set

읽기만 하면 단어들이 저절로 익혀져요. Help the earliest readers master essential sight words!
35 Books

35 Books

50 Books

\ 210,000

\ 210,000

\ 300,000

Step 4,5 - Book Set

· 미국 유치원 교과서 프로그램인 Kindergarten Place에 포함된 교재
·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High-frequency Words) 21개를 주축으로 교실 안팎에서 쓰이는 문장을 읽힐 수
있도록 고안된 읽기 학습용 교재
· 다양한 삽화와 실사가 수록되어 있어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꾸며짐

Book Full Set

Price
Publisher

Pages

Size

Components
Book

Scholastic

56

35 Books

155 Books

\ 210,000

\ 930,000

Step 1 - Book + Audio CD Set

Step 2 - Book + Audio CD Set

Step 3 - Book + Audio CD Set

25 Books + 25 Audio CDs
+Readers
1 Wordbook + 1 Guide Book

25 Books + 25 Audio CDs
+ 1 Wordbook + 1 Guide Book

25 Books + 25 Audio CDs
+ 1 Wordbook + 1 Guide Book

\ 262,500

\ 262,500

\ 262,500

Readers

8

150x230

각 권 \3,500

Audio CD

\16,000

Book + Audio CD + Flash Card Set(18권)

\48,000

Components

18 Books

Book + Audio CD + Flash Card Set

Audio CD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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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agic Tree House

Elementary ~ Intermediate

Title Lists

< >는 Reading Level입니다.

DINOSAURS BEFORE DARK
<2.5>

THE KNIGHT AT DAWN
<2.5>

MUMMIES IN THE MORNING
<3.5>

PIRATES PAST NOON
<2.5>

NIGHT OF THE NINJAS
<2.1>

AFTERNOON ON THE
AMAZON <3.1>

SUNSET OF THE
SABERTOOTH <2.8>

MIDNIGHT ON THE MOON
<2.1>

DOLPHINS AT DAYBREAK
<2.2>

GHOST TOWN AT
SUNDOWN <2.2>

LIONS AT LUNCHTIME
<2.8>

POLAR BEARS PAST
BEDTIME <3.2>

VACATION UNDER THE
VOLCANO <2.2>

DAY OF THE DRAGON KING
<2.3>

VIKING SHIPS AT SUNRISE
<2.3>

HOUR OF THE OLYMPICS
<2.2>

TONIGHT ON THE TITANIC
<2.2>

BUFFALO BEFORE
BREAKFAST<2.5>

TIGERS AT TWILIGHT
<2.3>

DINGOES AT DINNERTIME
<3.5>

CIVIL WAR ON SUNDAY
<2.3>

REVOLUTIONARY WAR ON
WEDNESDAY <2.2>

TWISTER ON TUESDAY
<2.4>

EARTHQUAKE IN THE
EARLY MORNING <2.4>

STAGE FRIGHT ON A
SUMMER NIGHT <2.4>

GOOD MORNING, GORILLAS
<2.3>

THANKSGIVING ON
THURSDAY <2.2>

HIGH TIDE IN HAWAII
<2.3>

TV에 빠진 미국 어린이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 마법의 책
· 미국 교사들이 선정한 필독 도서이자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챕터북
· 학교에서 Reading과 Writing 교재로 사용하는 시리즈
· 미국의 3대 출판사로 꼽히는 Random House가 홈페이지(http://www.randomhouse.com/kids/magictreehouse)를 통해 Resource와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
·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고, 전 세계 먼 이국 땅을 누비며 세계의 역사, 풍속, 지리를 공부하게 해주는 흥미 유발과 학습의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험 시리즈
Website : www.magictreehouse.com

Components
Price
Publisher

Author

Reading Level

Pages

Size

Components
Book (Paperback, #1-28)

Penguin
Random
House

58

Mary Pope
Osborne

Chapter Book

1.9 - 3.3

90-110

130x190

Book + Audio CD (Paperback, #1-28)

각 권 \7,200
각 권 \12,000

Book Set (Paperback, #1-28)

\201,600

Book + CD Set + Wordbook (Paperback, #1-28)

\336,000

28 Books

Wordbook

Audio CD

Chapte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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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agic Tree House

Merlin Missions

Elementary ~ Intermediate

Title Lists

< >는 Reading Level입니다.

CHRISTMAS IN CAMELOT
<3.1>

HAUNTED CASTLE
HALLOWS EVE <3.1>

SUMMER OF SEA SERPENT
<2.9>

WINTER OF ICE WIZARD
<2.8>

CARNIVAL AT
CANDLELIGHT <3.0>

SEASON OF THE
SANDSTORMS <3.0>

NIGHT OF THE NEW
MAGICIANS <3.1>

BLIZZARD OF BLUE MOON
<3.1>

DRAGON OF THE
RED DAWN <3.0>

MONDAY WITH A MAD
GENIUS <3.0>

DARK DAY IN THE DEEP
SEA <2.7>

EVE OF EMPEROR PENGUIN
<2.8>

MOONLIGHT ON THE
MAGIC FLUTE <2.7>

A GOOD NIGHT FOR
GHOSTS <2.6>

LEPRECHAUN IN LATE
WINTER <2.7>

A GHOST TALE FOR
CHRISTMAS TIME <2.7>

A CRAZY DAY WITH
COBRAS <4.0>

DOGS IN THE DEAD OF
NIGHT <3.0>

ABE LINCOLN AT LAST!
<3.5>

A PERFECT TIME FOR
PANDAS <3.8>

STALLION BY STARLIGHT
<4.0>

HURRY UP, HOUDINI!
<3.5>

HIGH TIME FOR HEROES
<4.1>

SOCCER ON SUNDAY
<4.1>

SHADOW OF THE SHARK
<4.2>

매직트리하우스 두 번째 시리즈,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간 여행을 즐길 차례!
· 카멜롯, 마법의 성, 얼음왕국과 같은 환상의 세계는 물론 베니스, 바그다드, 파리, 뉴욕, 도쿄, 프랑스와 같은 세계 대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탐험
· 전 세계 35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1억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 미국 초등학교에서 Reading과 Writing 교재로 사용

Components
Price
Publisher

Penguin
Random
House

60

Pages

110

Chapter Book

Size

150x215

Components
Book (Paperback)

각 권 \07,200

Book + 2 Audio CDs

각 권 \17,500

Book Set (Paperback, #1-25)

\180,000

Book + CD Set + Wordbook (Paperback, #1-25)

\437,500

25 Books

Wordbook

Audio CD

Chapter Book

61

Magic Tree House Fact Tracker
Magic Tree House

MTH

R1

#1

Dinosaurs <2.8>

MTH

R5

#6

Rain Forests <2.9>

BEST

Elementary ~ Intermediate

Dog Man

Elementary ~ Intermediate

Merlin Missions

MTH

R2

#2

Knights and Castles
<2.8>

MTH

R6

#8

MTH

R3

#3

MTH

Mummies & Pyramids
<2.9>

MTH

R7

#17

Space <2.7>

Titanic <3.2>

R4

#4

#23

R17

Sea Monsters <3.9>

Pirates <2.9>

MTH

MM

#11

R8

Twisters and other
Terrible Storms <3.1>

MM

#16

R22

MM

#12

R18

Penguins and Antarctica
<4.3>

MM

#17

Rags and Riches <5.3>

R23

Snakes and Other
Reptiles<5.3>

MM

R19

#10

MM

#14

Leonardo da Vinci <3.3>

MM

R24

#18

Dog Heroes <4.7>

R20

Ghosts <5.4>

MM

#19

MM

#15

R21

Leprechauns and Irish
Folklore <5.5>

R25

Abraham Lincoln <4.6>

MM

#20

R26

Panda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5.7>

개와 사람이 만났다? 사상 초유의 합체 영웅 등장! 히어로 열풍의 새 바람을 일으킬 그 이름은 Dog Man!
MTH

R9

#9

Dolphins and Sharks
<2.6>

MTH
#16

R10

Ancient Greece and the
Olympics <3.3>

MTH

R11

#22

American Revolution
<3.3>

MTH
#7

R12

MM

#21

Sabertooths and the Ice
Age <2.8>

R27

Horse Heroes
<5.3>

MM

#23

R28

Heroes for All Times
<4.5>

MM

R29

#24
Soccer <4.0>

MTH
#5

R30

Ninjas and Samurai <2.9>

MTH
#14

R31

China Land of the
Emperor’s Great Wall <4.3>

· Caldecott Honor Award를 수상한 베스트 작가 Dav Pilkey의 대표작

· 전세계 2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책장을 빠르게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Triple File-O-Rama 수록

· Dog Man과 친구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재미

· 고양이, 강아지, 로봇 등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만화 형식으로 그려져
쉽게 읽을 수 있는 챕터북

MTH

R13

#27

Pilgrims <3.3>

MTH
#13

R14

Ancient Rome and Pompeii
<4.3>

MTH

R15

#28

Tsunami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4.0>

MTH
#12

R16

Polar Bears and the Arctic
<4.3>

MM

#25

R32

MTH
#15

Sharks and Other Predators
<4.5>

R33

Vikings <3.0>

MM

#26

R34

Dogsledding and Extreme
Sports <4.5>

MM

#27

Price
R35

Dragons and Mythical
Creatures <4.5>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역사적, 과학적 사실의 심화 학습을 위해 전문가들의 감수와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제작된 논픽션 가이드북
Scholastic

Dav Pilkey

224-256

145x215

Components
Book (#1-6)

각 권 \12,000

Book (#7-10)

각 권 \15,500

Boxed Set (#1-3)

\36,000

· 책을 읽고 나서, 독자들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참고 서적, 영상물 및 웹사이트 등을 소개

Boxed Set (#4-6)

\36,000

· 웹사이트(http://www.magictreehouse.com/#teachers_resource_center) 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Worksheet 제공

Boxed Set (#1-6)

\72,000

·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삽화와 용어 해설

Components

Price

Free downloads

www.lwbooks.co.kr

Word List

Publisher

Author

Reading Level

Pages

Size

Penguin
Random
House

Mary Pope
Osborne /
Will Osborne

2.6 - 4.8

90-110

130x190

Components

Book

각 권 \08,400

10 Books
(Hard Cover)

62

Chapter Book

Chapter Book

63

BEST

The Bad Guys

Elementary ~ Intermediate

BEST

Dragon Masters

Elementary ~ Intermediate

나쁜 친구들의 영웅되기 프로젝트!

Dragon Master가 되려는 소년 Drake와 함께 떠나는 흥미진진 판타지 스토리

· 판매 기록만 1천 4백만부가 넘는 아동도서 인기 작가 애런 블레이비의 신작

· 탄탄한 스토리 구조와 매 장면 등장하는 모션과 표정이 살아있는 섬세한 일러스트레이션

· 전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어린이 문학 부문 베스트 셀러

· 쉬운 문장과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로 챕터북 입문에 딱 맞는 도서

·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우스꽝스러운 스토리로 위험한 동물에 대한 반전 매력을 선사

· 친구와의 우정을 배우고, 모험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스토리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holastic

Aaron Blabey

150

150x188

Publisher

Components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s
Book (#1-17)

Book (#1-11)

각 권 \7,200

Scholastic

Tracey West

90

132x193

각 권 \6,500

Book + CD (#1-17)

각 권 \11,600

Book + CD + Wordbook Set (#1-17)

Components

Free downloads

www.lwbooks.co.kr

Free downloads

Components

Word List

11 Books

64

Chapter Book

Answer Key

17 Books

Wordbook (#1-17)

\197,200

www.lwbooks.co.kr

Worksheet

Audio CD (#1-17)

Chapter Book

65

BEST

Monkey Me

Elementary

BEST

Missy’s Super Duper Royal Deluxe

기분이 UP! 되면 원숭이로 변하는 유쾌한 이야기!

기발함과 창의력 폭발! 어떤 일이든 내 방식대로 풀어가는 좌충우돌 Missy 이야기

· 기분이 Up! 되면 주인공 Clyde가 원숭이로 변한다는 유쾌한 상상력!

· 엉뚱하고 기발한 소녀 Missy의 유쾌한 일상 이야기

· Clyde가 원숭이로 변하면 챕터북이 카툰으로 바뀌는 흥미로운 편집

· 책을 가득 채우는 다채롭고 귀여운 삽화로 스토리 몰입도 UP! UP!

· 부담 없이 술술 읽을 수 있는 짧은 챕터 구성

· 아이들이 공감하는 스토리와 빠른 전개로 술술 읽히는 쉬운 문장의 챕터북 입문서!

Elementary

· 모르는 단어를 쉽게 찾아보고 익힐 수 있는 Wordbook 제공

Price
Publisher
Scholastic

Price
Author

Pages

Timothy Roland

90

Size
132x193

Components
Book + Audio CD
Book + Audio CD + Wordbook Set

Answer Key

4 Books

66

Chapter Book

\43,200

Free downloads

Components

Wordbook

Audio CD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holastic

Susan Nees

80

132x193

각 권 \10,800

www.lwbooks.co.kr

Components
Book + Audio CD

각 권 \10,800

Book + Audio CD + Wordbook Set

Free downloads

Components

Worksheet

Answer Key

4 Books

\43,200

Wordbook

www.lwbooks.co.kr

Worksheet

Audio CD

Chapter Book

67

BEST

Owl Diaries

Beginner ~ Elementary

NEW

Eerie Elementary

Elementary ~ Intermediate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에너자이저 부엉이 Eva의 사랑스러운 일기장!

학교에 칠판, 나무, 운동장 모래까지 모든 게 살아 움직인다면? 긴장감 넘치는 짜릿한 전개가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

· 초등학생 소녀 부엉이 Eva가 쓴 다이어리 형식의 글

· 무시무시한 상상력, 속도감 있는 전개로 흥미를 더함

· 이제 막 챕터북 읽기를 시작한 아이가 보기 적합한 수준의 난이도

· 겁 많은 주인공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배움

· 또래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상, 친구, 우정, 학교 생활 등의 친숙한 스토리

· 읽기 쉬운 텍스트, 풍부한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득함

· 컬러풀하고 귀여운 삽화에 말풍선으로 구성돼 실제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대화문을 자연스럽게 학습
·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친절한 오디오 CD 포함

Price

Price

Publisher

Pages

Size

Scholastic

80

130x193

Components
Book (#1-13)

각 권 \6,500

Book + CD + Wordbook Set (#1-13)

\150,800

Free downloads

Components

Answer Key

13 Books

68

Wordbook (#1-13)

Chapter Book

Audio CD

www.lwbooks.co.kr

Publisher

Pages

Size

Scholastic

96

130x193

Components
Book (#1-10)

각 권 \6,500

Book + CD + Wordbook Set (#1-10)

\116,000

Free downloads

Components

Worksheet

Answer Key

10 Books

www.lwbooks.co.kr

Worksheet

Wordbook (#1-10)

Chapter Book

69

Mercy Watson

Beginner ~ Elementary

Fly Guy

Beginner ~ Elementary

살도 통통! 행동도 통통! 튀는 발랄한 숙녀 돼지 Mercy Watson

미국 TV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인기있는 매력만점 FLY GUY 시리즈

· 화려한 수상 경력의 아동 문학 작가 Kate DiCamillo의 화제작

· 영리한 파리 FLY GUY와 개구쟁이 소년 Buzz의 기상천외한 동고동락

· 숙녀 돼지 Mercy가 Watson 부부와 함께 살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

· 영어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초등학생들이 픽처북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브리지 역할

· 가까운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챕터북

·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지저분한’ 파리를 소재로 하여 아이들이 한번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

· 리더스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읽을 만한 초기 챕터북으로 초등 저학년에게 적극 추천

· 일러스트레이터인 작가의 기지가 십분 발휘된 독특하고 통통 튀는 그림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상상력을 자극

Price
Publisher
Candlewick

Price
Author

Reading Level

Kate Dicamillo /
Chris Van Dusen

2.6 - 4.8

Pages
80-96

Size
130x190

Components
Book

각 권 \7,200

Book + Audio CD

Free downloads

Components

Publisher
Scholastic

Author
Tedd Arnold

Pages

Size

32

150x225

Components
Book (Hard Cover)

각 권 \8,400

각 권 \10,000

www.lwbooks.co.kr

Components

Word List

6 Books

70

Chapter Book

Audio CD

20 Books

Chapter Book

71

Fly Guy Presents

Elementary ~ Intermediate

George Brown, Class Clown

Non-Fiction도 재미있게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리 FLY GUY와 즐거운 지식의 세계로 출발!

평범하고 싶어하는 George에게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일상

· 다양한 에피소드로 웃음을 멈출 수 없게 하던 재기 발랄 배꼽 도둑 FLY GUY의 Non-fiction Book

· 통제불능의 몸 개그가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주인공 George의 일상

· 말풍선에 담긴 대화체 문장들은 딱딱한 정보를 이야기처럼 술술 풀려나가는 Magic을 발휘

· 페이지마다 2~3줄가량 글자에 볼드 처리하여 문장을 한 번쯤 주목하게 해주며 시원스러운 삽화는 흥미를 자극

· 실사와 삽화가 적절히 어우러져 재미와 지식, 두 마리 토끼를 한방에 해결

· 초등학교 남아에게 적극 추천하는 도서

Price

Elementary ~ Intermediat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holastic

Tedd Arnold

32

150x228

Components
Book

Publisher

Author·Illustrator

Grosset &
Dunlap

Nancy Krulik /
Aaron Blecha

Pages

Size

각 권 \5,900

Components
Book

128

130x193

각 권 \7,200

Book + Audio CD

각 권 \11,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 Wordbook Set (#1-10)

Components

Free downloads

Components

\110,000

www.lwbooks.co.kr

Answer Key

13 Books

72

Chapter Book

10 Books

Wordbook

Audio & Worksheet CD

Chapter Book

73

The Zack Files

Elementary ~ Intermediate

Title Lists

< >는 Reading Level입니다.

1

2

Great-Grandpa’s in the
Litter Box <2.5>

Through the Medicine
Cabinet <2.8>

7

8

Never Trust a Cat Who
Wears Earrings <2.2>

3
A Ghost Named
Wanda <3.1>

9
My Son, the Time
Traveler <2.3>

The Volcano Goddess Will
See You Now <2.3>

4

5

Zap! I’m a Mind Reader
<2.2>

Dr. Jekyll, Orthodontist
<2.2>

10
Bozo the Clone <2.2>

6

11

I’m Out of My Body... Please
Leave a Message <2.2>

12

How to Speak Dolphin in
Three Easy Lessons <2.2>

Now You See me...
Now You Don't <2.2>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과 함께 나날이 늘어나는 어휘 실력과 표현력
· The Zack Files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미국과 캐나다의 TV 채널에서 방영될 만큼 인기 있는 스토리
· 뉴욕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10살의 평범한 소년 Zack의 기상천외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이야기
· 뛰어난 연기력의 성우가 들려주는 오디오를 듣는 즐거움
· 영어권 국가 TV 방영, 어린이 인기작

13
The Misfortune Cookie
<2.8>

Price
Publisher

Author

Reading Level

Pages

Size

Dan Greenburg /
Jack E. Davis

2.2-3.3

60-128

130x193

Elvis the Turnip... and
Me <3.0>

15
Hang a Left at Venus
<2.9>

16
Evil Queen Tut and the
Great Ant Pyramids <3.0>

17

18

Yikes! Grandma’s a
Teenager <3.0>

How I Fixed the Year
1000 Problem <2.8>

Components
Book

Grosset &
Dunlap

14

Book + Audio CD (#1-29)
Book + Audio CD (#30)
Book + Audio CD + Wordbook Set

각 권 \6,000
각 권 \11,000
\15,500
\334,500

19
The Boy Who Cried
Bigfoot <2.7>

20
How I Went from Bad
to Verse <3.1>

21
Don’t Count on Dracula <3.2>

22
This Body’s Not Big Enough
for Both of Us <2.9>

23

24

Greenish Eggs and
Dinosaurs <2.9>

My Grandma, Major-League Slugger <2.8>

Components

25
Trapped in the Museum of
Unnatural History <3.0>

30 Books

74

Chapter Book

Wordbook

26
Me and My Mummy
<3.0>

27
My Teacher Ate My
Homework <3.1>

28
Tell a Lie and Your Butt
Will Grow <3.3>

29

30

Just Add Water...and
Scream! <3.0>

It’s Itchcraft! <3.0>
(2CDs)

Audio CD

Chapter Book

75

Junie B. Jones

Elementary ~ Intermediate

Title Lists

1
Junie B. Jones and the
Stupid Smelly Bus <2.0>

< >는 Reading Level입니다.

2
Junie B. Jones and a Little
Monkey Business <1.9>

3
Junie B. Jones and Her Big
Fat Mouth <2.1>

4
Junie B. Jones and Some
Sneaky Peeky Spying <2.0>

5

6

Junie B. Jones and the Yucky
Blucky Fruitcake <2.1>

Junie B. Jones and That
Meanie Jim’s Birthday <2.0>

미국 선생님들이 먼저 선택한 챕터북
·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 어린이들의 필독서이자 미국 초등학교에서도 사용되는 처음 챕터북

7
Junie B. Jones Loves
Handsome Warren <2.0>

· 유아에서 어린이로 커가는 Junie B. Jones와 함께하는 미국의 학교 및 가정생활 엿보기

8
Junie B. Jones Has a Monster Under Her Bed <1.9>

9
Junie B. Jones Is Not a
Crook <2.0>

10
Junie B. Jones Is a
Party Animal <2.3>

11

12

Junie B. Jones Is a Beauty
Shop Guy <2.0>

Junie B. Jones Smells
Something Fishy <2.0>

·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작가 Barbara Park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 The OMAR Book Award, New Hamshire’s Great Stone Face Children’s Book Award 수상작
Website : www.juniebjones.com

Price

13

Publisher

Author

Reading Level

Pages

Size

Components

Junie B. Jones Is(almost) a
Flower Girl <2.3>

Book (Paperback, #1-28)

Penguin
Random
House

1.9-2.9

64-76

130x193

Junie B. Jones Is Captain Field Day <2.1>

17

18

Junie B. Jones Is a
Graduation Girl <2.0>

Junie B. Jones First
Grader(at last!) <2.0>

\12,000

Book Set (#1-28)

\168,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 Wordbook Set (#1-27)

\312,000

(#28 은 Book + Audio CD 구성입니다.)

\12,000

19
Junie B. First Grader
Boss of Lunch <2.2>

Free downloads

16

각 권 \11,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25-27)

Components

15
Junie B. Jones Has a Peep in
Her Pocket <2.1>

각 권 \6,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1-24)
Barbara
Park,
Denise
Brunkus

14
Junie B. Jones and the Mushy
Gushy Valentime <2.1>

20
Junie B. First Grader
Toothless Wonder <2.1>

21
Junie B. First Grader
Cheater Pants <2.3>

22
Junie B. First Grader
One-Man Band <2.2>

23

24

Junie B. First Grader
Shipwrecked <2.3>

Junie B. First Grader
Boo...and I MEAN IT! <2.3>

www.lwbooks.co.kr

Answer Key

25

28 Books

76

Chapter Book

Wordbook

Audio & Worksheet CD

Junie B. First Grader Jingle
Bells, Batman Smells!
<1.5> (2CDs)

26
Junie B. First Grader Alohaha-ha! <2.0> (2CDs)

27
Junie B. First Grader Dumb
Bunny <1.8> (2CDs)

28
Junie B. First Grader
Turkeys We Have Loved
and Eaten (2CDs)

Chapter Book

77

A to Z Mysteries

Elementary ~ Intermediate

Title Lists

1

< >는 Reading Level입니다.

2

The Absent Author
<2.5>

7

3

The Bald Bandit <2.7>

8
The Goose’s Gold
<2.6>

The Canary Caper
<2.3>

9

The Haunted Hotel
<2.3>

4

5

6

The Deadly Dungeon
<2.4> 2CDS

The Empty Envelope
<2.2>

The Falcon’s Feathers
<2.5>

10

The Invisible Island <2.6>

The Jaguar’s Jewel
<2.8>

11

12

The Kidnapped King
<2.3> 2CDS

The Lucky Lottery
<2.5>

단서는 하나, 알파벳 한 글자! 알파벳을 삼켜버린 26가지 미스터리 사건
· Listening Activity와 Key Vocabulary가 함께 들어있는 특별한 오디오 CD
· 알파벳 순서에 따라 벌어지는 사건들을 풀어가는 꼬마 삼총사의 활약을 그린 흥미진진한 탐정소설
·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추리력을 길러주는 미스터리 챕터북
· 어린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어렵지 않은 어휘로 구성
Website : www.rhcbooks.com/series/azm/a-to-z-mysteries

13
The Missing Mummy
<2.9>

14
The Ninth Nugget
<2.5> 2CDS

15
The Orange Outlaw
<2.7> 2CDS

16
The Panda Puzzle
<2.8> 2CDS

17

18

The Quicksand Question <2.8> 2CDS

The Runaway Racehorse <2.6> 2CDS

Price
Publisher

Author

Penguin
Random
House

Ron Roy,
John Steven
Gurney

Reading Level

2.2-2.9

Pages

72-78

Size

130x193

Components
Book

각 권 \07,2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각 권 \11,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 Wordbook Set (#1-26)

\286,000

19
The School Skeleton
<2.6> 2CDS

Free downloads

Components

20
The Talking T.Rex
<2.5> 2CDS

21
The Unwilling Umpire
<2.3> 2CDS

22
The Vampire’s Vacation <2.5> 2CDS

23

24

The White Wolf <2.6>
2CDS

The X’ed-Out X-Ray
<2.7> 2CDS

www.lwbooks.co.kr

Answer Key

25
The Yellow Yacht
<2.8> 2CDS

29 Books

78

Chapter Book

Wordbook

Audio & Worksheet CD

26
The Zombie Zone
<2.6> 2CDS

27
Detective Camp
(Super Edition 1)
<2.9>

28
Mayflower Treasure Hunt
(Super Edition 2) <2.9>

29
White House White-Out
(Super Edition 3) <3.9>

Chapter Book

79

Calendar Mysteries

Elementary ~ Intermediate

Roscoe Riley Rules

Elementary

1년 열두 달,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흥미진진한 탐정 추리 이야기

짧은 문장, 쉬운 영어, 풍부한 삽화, 그리고 빠져드는 재미! Roscoe와 함께라면 챕터북도 어렵지 않아요!

· 베스트셀러 아동 작가 Ron Roy의 A to Z Mysteries에 이은 탐정소설

·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주인공 Roscoe는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다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고 마는 말썽꾸러기이지만,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

· 연령이 낮아진 주인공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워진 Reading Level

· Roscoe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1인칭 구어체로 표현되어, 영어 표현이 어렵지 않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옴

· 행사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배우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

·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풍부한 삽화와 쉬운 내용으로 리더스 후 처음 시작하는 챕터북으로 가장 추천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enguin
Random
House

Ron Roy,
John Steven
Gurney

Reading Level

Components

Pages

Size

Components
Book

1.8-2.3

80

130x193

Book + Audio CD
Book + Audio CD Full Set

Publisher

Author

Harper Collins

Katherine
Applegate /
Brian Biggs

각 권 \7,200
각 권 \11,000
\143,000

Reading Level

Pages

Size

Components
Book

1.8-2.3

128

130x190

각 권 \6,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Book + Audio CD & Worksheet Set (#1-7)

Free downloads

Components

각 권 \11,000
\77,000

www.lwbooks.co.kr

Answer Key

13 Books

80

Audio CD

Chapter Book

7 Books

Audio & Worksheet CD

Chapte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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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Marvin Redpost

Ricky Ricotta's Mighty Robot

Elementary

뉴베리의 수상작 Holes 작가, Louis Sachar의 유머와 상상력이 가득한 챕터북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작지만 강한 쥐 Ricotta와 Mighty Robot의 대활약!

· 엉뚱하지만 순수한 Marvin과 함께 하는 쉽고 재미있는 챕터북

· 화려한 색감과 개성 있는 일러스트로 보는 재미에 읽는 재미까지!

· Reading Level 1.8 ~ 2.5 정도의 수준으로 챕터북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의 Extensive Reading에 효과적

· 영화에서 볼 법한 히어로(Hero)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

·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작가의 경험과 이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야기

· Flip-O-Rama 기법을 사용한 생동감 있는 전투 장면

· The Newbery medal-winning author of Holes, Louis Sachar, brings his outstanding humor to this series about a boy named Marvin

* Flip-O-Rama : 페이지를 재빨리 왔다 갔다 할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Elementary ~ Intermediate

Redpost who encounters hilarious problems with school, family, and friends. This Master of mayhem will leave you in stitches!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enguin
Random
House

Louis Sacher /
Adam Record

Reading Level

Pages

Size
Book

1.8-2.5

72-80

130x193

8 Books

Chapter Book

Book + Audio CD
Book + Audio CD + Wordbook Set (#1-8)

Components

82

Components
각 권 \7,200
각 권 \11,000

Publisher

Author

Reading Level

Pages

Size

Scholastic

Dav Pilkey /
Dan Santat

1.8-2.9

112-120

130x193

Components
Book (#1-9)
Book Box Set (#1-8)

각 권 \7,400
\48,000

\88,000

Components

Wordbook

Audio CD

9 Books

Chapter Book

83

The Not-so-Little Princess

Elementary ~ Intermediate

The Princess in Black

더 이상 작고 어리지 않아요! 개구쟁이 Rosie 공주의 유쾌한 이야기

공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무너뜨린 전무후무 슈퍼히어로 공주 탄생!

·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시리즈

· Newbery 수상 작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 아이 중심의 자유분방하고 유머러스한 스토리로 Reading에 재미 붙이기 좋은 챕터북

· 미국 서평 잡지 Kirkus Review 2014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링 시리즈

· 인기 챕터북 <호리드헨리>의 일러스트 작가 Tony Ross 특유의 개성있고 익살스러운 그림체로 매력 Up!

·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공주가 아닌, 용기 있게 악당을 물리치는 강인한 공주 이야기

Price

Price

Publisher

Pages

Size

Anderson
Press

58

129x198

Components
Book + CD + Wordbook Set (#1-4)

Components

4 Books

84

Elementary ~ Intermediate

Chapter Book

\48,000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andlewick

Shannon Hale /
Dean Halea

90

129x198

Components
Book Set (#1-4)

\33,000

Components

Wordbook

Audio CD

3 Books

mp3 CD & Word List

Chapte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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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park Mysteries

Elementary ~ Intermediate

Three-Ring Rascals

Elementary ~ Intermediate

야구의 본고장, 미국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추리전!

세계 최고 동물 서커스팀의 판타스틱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좌충우돌 서커스 운영기

· 스포츠와 미스터리의 신선한 만남, 다른 챕터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성 있는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 선사

· 미국 17개 주의 각종 도서상 수상 및 후보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 ‘Kate Klise’의 믿고 보는 시리즈

· 뉴욕 양키즈, LA 다저스, 보스턴 레드 삭스 등 미국 유명 야구단의 홈구장 소개

· 유쾌함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긴 여운을 남기는 따뜻한 스토리

·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유독 야구를 사랑하는 미국의 정서와 문화를 체험

·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만화 형식의 위트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읽는 재미 Up!

· 야구의 기본 룰과 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야구에 대한 상식이 쌓임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Penguin
Random House

David A. Kelly

105

130x190

Components

10 Books

86

Chapter Book

Components
Book + mp3 CD & Word List Set (#1-10)

\110,000

Publisher

Author

Pages

Size

Algonquin
Young Readers

Kate Klise

160

139x209

Components
Book
Book Set(4 Books + 2 CDs)

각 권 \7,500
\40,000

Components

mp3 CD & Word List

4 Books

mp3 CD & Word List

Chapter Book

87

Captain Underpants

Elementary ~ Intermediate

Geronimo Stilton

Elementary ~ Intermediate

액션과 코믹 스토리의 절묘한 조화, 즐거운 일러스트로 탄생된 초특급 울트라 슈퍼 영웅 이야기

35개의 언어로 변역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은 마우스 Geronimo 시리즈

· 출간 일주일 만에 뉴욕 타임스, 아마존, 퍼블리셔위클리에서 어린이 책 부문 베스트셀러 1위!

·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몰입도 Up!

· 팬티 입은 영웅 Captain Underpants가 팬티 고무줄로 악당을 일망타진하는 유쾌한 스토리

· 문장의 주요 단어를 그림 형태의 서체로 표시해 쉽고 재미있게 어휘 학습 가능
· 리딩 레벨이 낮은 단계의 학생들도 내용을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

Price
Publisher

Price
Author

Pages

Size

140-176

133x190

Components
Book

Anderson
Press

Dav Pilkey

Book Set (#1-12)
Color Edition (#1-8)

88

각 권 \7,500

Publisher

Author·Illustrator

Reading Level

Pages

Size

Scholastic

Geronimo Stilton

3.0

120

133x193

Book

각 권 \9,500 ~ 10,800

\72,000
각 권 \9,600

Components

Components

12 Books

58 Books

Chapter Book

Components

Chapter Book

89

BEST

Horrid Henry Early Reader

Elementary

BEST

Horrid Henry

Elementary ~ Intermediate

인기만점 호리드 헨리를 더 쉽게,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Early Reader 시리즈

언제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개구쟁이 Henry의 익살스러운 스토리

· 호리드 헨리 챕터북 에피소드 중 쉽고 재미있는 부분을 Full color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보여줌

·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꼬마 악동 Henry가 펼치는 일상 이야기

·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

· 배우이자 성우인 Miranda Richardson의 변화무쌍한 목소리와 흥미진진한 배경 음들로 제작된 Audio CD

· 전 세계 26개 언어로 판매되고 영국 어린이 채널 CI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된 시리즈

· 읽는 동안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스토리로 Reading을 막 시작한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챕터북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Components

Orion Children's
Book

Francesca Simon /
Tony Ross

72-76

130x193

Book

각 권 \7,500

25 Books + 1 mp3 CD Set + Wordbook

\250,000

Publisher

Author

Pages

Size

Orion Children's
Book

Francesca Simon /
Tony Ross

88-92

130x193

Book List

Components
Book

각 권 \7,500

Story Book Set + Wordbook (23 Books + 3 mp3 CDs)

\230,000

Book List

1

Don’t Be Horrid, Henry

11

Horrid Henry´s Car Journey

21

Horrid Henry´s Christmas Play

1

Horrid Henry

1

13

Horrid Henry and the Zombie Vampire

2

Horrid Henry´s Birthday Party

12

Moody Margaret’s School

22

Horrid Henry´s Sleepover

2

Horrid Henry and the Secret Club

2

14

Horrid Henry Rocks

3

Horrid Henry´s Holiday

13

Horrid Henry´s Rainy Day

23

Horrid Henry´s Wedding

3

Horrid Henry Gets Rich Quick

3

15

Horrid Henry Wakes the Dead

4

Horrid Henry´s Underpants

14

Horrid Henry´s Author Visit

24

Horrid Henry´s Haunted House

4

Horrid Henry and the Bogey Babysitter

4

16

Horrid Henry’s Christmas Cracker

8

5

Horrid Henry Gets Rich Quick

15

Horrid Henry Meets the Queen

25

Horrid Henry´s Christmas Lunch

5

Horrid Henry’s Football Fiend

5

17

Horrid Henry’s Monster Movie

1

6

Horrid Henry and the Football Fiend

16

Horrid Henry’s Sports Day

6

Horrid Henry’s Underpants

6

18

Horrid Henry’s Stinkbomb

2

7

Horrid Henry´s Nits

17

Moody Margaret Casts a Spell

7

Horrid Henry Meets The Queen

7

19

Horrid Henry’s Haunted House

3

8

Horrid Henry and Moody Margaret

18

Horrid Henry´s Christmas Presents

8

Horrid Henry Robs the Bank

8

20

Horrid Henry’s Nits

9

Horrid Henry´s Thank You Letter

19

Moody Margaret’s Makeover

9

Horrid Henry’s Tricks the Tooth Fairy

1

21

Horrid Henry’s Revenge

5

Horrid Henry Reads a Book

20

Horrid Henry and the Bogey Babysitter

10

Horrid Henry And The Abominable Snowman

2

22

Horrid Henry’s Nightmare

6

11

Horrid Henry and the Mega-Mean Time Machine

3

23

Horrid Henry’s Krazy Ketchup

7

12

Horrid Henry and the Mummy’s Curse

10

Components

25 Books

90

Chapter Book

CD1

CD2

5
CD2

CD3

6
7

4

4

Components

Wordbook

mp3 CD

23 Books

Wordbook

mp3 CD

Chapter Book

91

Stepping Stones

Intermediate

Title Lists

< >는 Reading Level입니다.

History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역사 소설

Hannah <2.6>

Next Spring
an Oriole <3.3>

Night of the
Full Moon <2.4>

Pionner Cat <2.5>

True Stories A to Z Mysteries 시리즈와 같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Shadow of
the Wolf <3.0>

Fantasy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는 마법의 이야기들

Wind Spell <3.5>

The Minstrel in the
Tower <2.8>

Balto and the
Great Race <3.4>

The Titanic Sinks!
<3.5>

Fiction 아이들의 세계와 연결된 현대 창작 소설

Water Wishes
<3.5>

Absolutely Lucy
<2.0>

Silver <3.3>

The Boy Who Ate
Dog Biscuits <2.2>

The Chalk
Box Kid <2.2>

The Paint Brush
Kid <1.8>

Mystery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로

Humor 필독 도서인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

역사와 문화를 한꺼번에

클래식, 판타지, 픽션, 역사, 유머, 미스터리, 실제 이야기의 7개 장르로 나누어진 흥미진진한 챕터북
· 영미권 아이들의 필독 도서인 유명 작가들의 글로 구성된 일곱 가지 장르별 이야기
· 여러 교과목(자연과학, 사회, 역사, 문학 등)과의 연계성
· 폭넓은 Reading Level(1.8 ~ 3.5)로 Step Into Reading 시리즈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좋은 챕터북

Aliens for
Breakfast <3.0>

Aliens for Lunch
<3.0>

Aliens for Dinner
<3.0>

Miami Gets It
Straight <2.2>

Miami Makes
the Play <2.2>

Miami Sees
It Through <2.4>

Tooter Pepperday
<2.5>

Great
Expectations
<2.5>

Jane Eyre
<2.5>

The Case of the
Elevator Duck <2.6>

Classic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이야기 보따리

Price
Publisher

Reading Level

Pages

Size

Penguin
Random House

1.8-3.5

48-120

133x193

Components
Book

각 권 \07,200

20,000 Leagues
Under the Sea
<2.3>

A Little Princess
<2.0>

Anne of
Green Gables
<2.1>

Black Beauty
<3.0>

Frankenstein
<3.4>

Mysteries of
Sherlock Holmes
<3.5>

Oliver Twist
<2.4>

Peter Pan
<2.5>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2.1>

The Phantom
of the Opera
<2.6>

Gulliver's Travels

Robin Hood

The Last of the
Mohicans

Knights of the
Round Table <2.4>

Les Miserables
<2.1>

Little Women
<2.0>

The Three
The Secret Garden
The Time Machine
Musketeers <2.7>
<3.0>
<2.4>

Treasure Island
<2.5>

Dr.Jekyll &
Mr.Kyde

Components

46 Books

92

Chapter Book

Chapter Book

93

Secret Agent Jack Stalwart

Elementary ~ Intermediate

Bear Grylls Adventures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용감한 비밀 요원 Jack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

서바이벌 전문가 Bear Grylls와 함께 떠나는 스릴 넘치는 극한 탐험

·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릴 넘치는 첩보 작전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바이벌 전문가이자 탐험가인 Bear Grylls가 직접 쓴 생생한 탐험 이야기

· 각 권마다 탐험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식, 상식 습득

· 아이들이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생존 기술과 스릴 넘치는 극한 탐험 스토리

· Vocabulary와 Worksheet이 챕터별로 제공되는 CD로 학습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TV로만 보던 디스커버리 채널의 <Man vs. Wild>와 <Born Survivor>을 책으로 보는 기회

· 밤에 비밀 요원이 되어 실종된 동생 맥스를 찾아 전 세계의 악을 물리치는 주인공 Jack

· 원어민이 읽어주는 생생한 Audio와 모르는 단어를 쉽게 찾아보고 익힐 수 있는 Wordbook 제공

Elementary ~ Intermediate

Price
Publisher

Weinstein
Books

Author

Reading Level

Elizabeth Singer
Hunt / Brian
Williamson

1.8-2.3

Pages

84-88

Size

130x190

Book (#1-10)

각 권 \7,200

Publisher

Author

Pages

Size

Book (#11-14)

각 권 \8,000

Bonnier

Bear Grylls

122

128x198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Free downloads

Components
6 Books + mp3 & Worksheet CD + Wordbook Set

\66,000

각 권 \11,000

Book + Audio CD + Worksheet CD Set (#1-14)

Components

Price

Components

\154,000

www.lwbooks.co.kr

Components

Answer Key

14 Books

94

Chapter Book

Audio CD

Worksheet CD

6 Books

Wordbook

mp3 & Worksheet CD

Chapter Book

95

BEST

Diary of a Wimpy Kid

Elementary ~ Intermediate

BEST

Roald Dahl Series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Roald Dahl의 챕터북 시리즈
· 영미권의 현대 고전 시리즈
· 여러 편이 영화화된 전 세계 가장 사랑받는 작가, Roald Dahl의 챕터북 시리즈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Components

60-240

130x190

유쾌한 일기 쓰기로 Diary Writing의 붐을 일으킨 화제의 시리즈!

Book (미국판)
Penguin
Random House

· 2009년 타임 매거진의 100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된 Jeff Kinney의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Roald Dahl

Audio CD (29 CDs) (영국판)

\50,000

Books Box Set (#1-16) (영국판)

· 비속어 없이 깔끔한 문장으로 쓰인 위트 있는 표현
· 주인공이 중학생임에 비해 쉽고 일상적인 표현들로 미국 어린이들 7세에서 13세 권장 도서

Audio CD Collections (영국판)

· 2007년 출간 이후 30개국 이상에 판매되었으며 미국에서만 3천5백만 권 이상 출간

Book Set (영국판)
\23,000

1

The Giraffe and the Pelly and Me

2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23,000

2

The Magic Finger

10

Boy Tales of Childhood

3

Charlie and the Great Glass Elevator

\23,000

3

The Witches

11

Going Solo

Price

4

Danny the Champion of the World

\23,000

4

Fantastic Mr. Fox

12

The Twits

5

Fantastic Mr. Fox

\16,000

5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13

George’s Marvelous Medicine

Publisher

6

James and the Giant Peach

\23,000

6

Matilda

14

Charlie and the Great Glass Elevator

7

Matilda

\23,000

7

James and the Giant Peach

15

Billy and the Minpins

8

The Twits

\16,000

8

The BFG

16

Esio Trots

9

The Witches

\23,000

The Enormous Crocodile

\16,000

Author

Jeff Kinney

Pages

216-224

Size

139x202

1

\189,000

The BFG

Harry N.
Abrams

96

\9,500~15,000

Components
Book (Paperback, #1-6)

각 권 \9,500

Book (Paperback, #7-10)

각 권 \10,000

Book (Hardcover, #11-13)

각 권 \16,800

Book (Hardcover, #14,15)

\18,000

10

Components

Components

15 Books

16 Books

Chapter Book

9

Danny the Champion of the World

Audio CD

Chapter Book

97

BEST

Harry Potte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5.3>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5.9>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5.9>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6.5>

The Hunger Games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5.9>

뉴욕 타임즈 3년 이상 베스트셀러 기록! 2,600만여 독자들을 사로잡은 판타지 시리즈
· 액션, 스릴, 로맨스와 가족애 그리고 휴머니티까지 녹여낸 흥미진진한 스토리
· 대중적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비범한 소설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7.4>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5.9>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holastic

Suzanne
Collins

387-404

135x203

Components
Book (Paperback)
Book Set (Paperback, #1-3)

각 권 \15,500
\46,700

전 세계를 열광케 한 마법의 책
· 1997년 영국에서 첫 출간된 후 수많은 이슈와 신기록을 몰고 다닌 Harry Potter 시리즈
·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 1위, USA Today Bestseller 1위, Wall Street Journal Bestseller 1위
· 200여 국가, 61개 언어로 번역 출판 및 전 시리즈 영화화

Components

Price
Publisher

Author

Scholastic J.K Rowling

Pages

Size

310-870

132x203

Components
Book (Paperback, 1-7)
Book Set (Paperback, #1-7)

각 권 \15,500~21,000
\120,000

3 Books

98

Chapter Book

Chapter Book

99

The Chronicles of Narnia

The Magician's Nephew <5.6>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6.1>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 <5.5>

The Horse and His Boy <5.8>

The Silver Chair <5.7>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BEST

Newbery Series

Prince Caspian <5.5>

The Last Battle <5.8>

Intermediate ~ Advanced

The Higher Power of Lucky

Kira-Kira

A Single Shard

Bud, Not Buddy

The Giver

Number the Stars

A Wrinkle in Time

A Long Way form Chicago

50년 이상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판타지 소설의 대명사

아동 도서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 최고의 문학상, Newbery 수상 도서 시리즈

· ‘나니아 연대기(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판타지 소설의 바이블

· Newbery 상 : 미국 내에서 전년도에 출간된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미국 도서관 협회(ALA)의 어린이 도서관
협회(ALSC: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 1922년도에 재정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
· Newbery Medal 및 Honor로 선정된 우수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음
· TOEFL, SAT, Essay Writing 등 미국 시험 대비 필독서

· 세계적인 영문학자이자 수많은 종교 서적의 저자로 알려진 C. S. Lewis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지막 권인‘The Last Battle’은 영국 도서관 협회에서
가장 우수한 아동 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카네기 상(Carnegie Medal)’을 수상
· 탄탄한 구조와 생명력이 넘치는 캐릭터로 반지의 제왕(The Lord of Rings)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알려진 작품

Price

Price

Publisher

Author

Pages

Size

Scholastic

C. S. Lewis

240-290

110x180

Components
Book
Book Set (#1-7)

각 권 \9,500

Reading Level

Pages

4.0 - 7.8

100-300

Components

7 Books

103 Books

Chapter Book

Book

각 권 \8,000~10,700

\58,000

Components

100

Components

Chapter Book

101

Newbery Series Title Lists
No

Title

Title

Author

Reading Level

Patricia Reilly Giff

4.5

Price
\8,400

Sterling North

7.8

\8,500

Taylor, Mildred D.

N/A

\8,900

Ruth Sawyer

N/A

\9,500

Maia Wojciechowska

5.8

\8,400

Sing Down the Moon

O'Dell, Scott

N/A

\10,700

Smoky the Cowhorse

Will James

6.6

\9,500

Alice Dalgliesh & Helen Sewell

3.5

\9,500

Lloyd Alexander

5.9

\9,500

Scott O'Dell

5.3

\9,500

Elizabeth Jane Coatsworth

6.6

\8,500

Dorothy Rhoads & Jean Charlot

5.5

\9,600

George Selden

5.9

\10,000

Susan Cooper

7.1

\10,800

Patricia C. Mckissack

6.9

\9,500

3.1

\15,500

Reading Level
-

\9,500

54

Pictures of Hollis Woods

Cynthia Rylant

4.7

\9,500

55

Rascal

A Gathering of Days

Joan W. Blos

6.1

\10,000

56

Roll of Thunder, Hear My Cry

4

A Long Way From Chicago (Puffin Modern Classics)

Richard Peck

4.5

\14,300

57

Roller Skates

5

A Single Shard

Linda Sue Park

6.2

\8,400

58

Shadow of a Bull

6

A Solitary Blue

Cynthia Voigt

6.1

\8,900

59

7

A String in the Harp

Nancy Bond

7.1

\9,500

60

8

Adam of the Road

Elizabeth Janet Gray

5.9

\8,400

61

The Bears on Hemlock Mountain

9

A Wrinkle in Time

L'Engle, Madeleine

5.8

\10,700

62

The Black Cauldron

10

Belle Prate’s Boy

Ruth White

5.5

\9,500

63

The Black Pearl

11

Bud, Not Buddy

Christopher Paul Curtis

5.0

\9,500

64

The Cat Who Went to Heaven

12

By the Shores of Silver Lake (Little House)

Laura Ingalls Wilder

5.5

\9,000

65

The Corn Grows Ripe

13

Caddie Woodlawn

Carol Ryrie Brink

6.6

\10,700

66

The Cricket in Times Square

14

Calico Bush

Rachel Field & Allen Lewis

6.4

\11,000

67

The Dark is Rising

15

Call It Courage (Mass Market Paperback)

Armstrong Sperry

5.8

\9,500

68

The Dark-Thirty

16

Charlotte’s Web

E.B. White & Garth Williams

4.9

\12,600

69

The Door In the Wall

Marguerite de Angeli

17

Criss Cross

Zilpha Keatley Snyder

-

\7,200

18

Daughter of the Mountains

Lois Lowry

5.9

\9,500

19
20
21
22
23

Everything on a Waffle

24
25
26

Getting Near to Baby

27

Hitty Her First Hundred Years

Abel's Island

2

A Fine White Dust

3

Price

No

Author
William Steig

1

Lynne Rae Perkins

5.4

\9,000

70

The Egypt Game

Louise Rankin & Kurt Wiese

6.8

\8,900

71

The Giver

Dicey’s Song

Cynthia Voigt

5.2

\8,400

72

The Good Master

Dogsong (Mass Market Paperback)

Gary Paulsen

5.8

\9,500

73

The Grey King(The Dark Is Rising Sequence)

Dragon's Gate

Laurence Yep

6.1

\9,000

74

The Headless Cupid

Ella Enchanted

Gail Carson Levine

5.1

\11,000

75

The High King

Polly Horvath

5.9

\9,500

76

The Higher Power of Lucky

Feathers

Jacqueline Woodson

N/A

\8,900

77

The House of the Scorpion

Fog Magic

Julia L. Sauer

5.5

\9,500

78

The Matchlock Gun

Audrey Couloumbis

6.1

\10,800

79

The Moorchild

Eloise Jarvis McGraw

5.4

\9,500

Rachel Field

N/A

\8,400

80

The Planet of Junior Brown

Virginia Hamilton

5.5

\15,500

Kate Seredy

5.1

\8,400

Susan Cooper

5.5

\11,000

Zilpha Keatley Snyder

6.5

\9,500

Lloyd Alexander

6.5

\9,900

Susan Patron & Matt Phelan

5.5

\10,800

Nancy Farmer

6.1

\8,400

Walter D. Edmonds

5.7

\9,500

28

Homesick

Jean Fritz

5.5

\7,200

81

The Sign of the Beaver

Elizabeth George Speare

5.7

\10,800

29

HOLES

Louis Sachar

4.5

\8,400

82

The Singing Tree

Kate Seredy & E.Law

5.5

\9,500

30

HOOT

Carl Hiaasen

N/A

\9,600

83

The Slave Dancer

Paula Fox

-

\9,500

31

Hope Was Here

Joan Bauer

5.7

\8,500

84

The Summer of the Swans

Betsy Cromer Byars

5.2

\8,900

32

I,Juan de Pareja

Elizabeth Borton de Trevino

7.1

\10,700

85

The Tale of Despereaux

\9,500

33

Island of the Blue Dolphins

Scott O'Dell

5.5

\9,500

86

The Tombs of Atuan

34

Jacob Have I Loved

Katherine Paterson

5.8

\10,800

87

35

Jennifer, Hecate, Macbeth, William McKinley, and Me, Elizabeth

E. L. Konigsburg

4.9

\10,700

36

Justin Morgan Had a Horse

Marguerite Henry

5.3

\9,500

37

King of the Wind

Marguerite Henry

6.1

38

Kira-Kira

Cynthia Kadohata

39

Light at Tern Rock

40

Lily’s Crossing

41

Little Town on the Prairie

Laura Ingalls Wilder

-

42

Maniac Magee

Jerry Spinelli

5.4

43

Millions of Cats

Wanda Ga'g

3.6

44

Miracles on Maple Hill

Virginia Sorensen

45

Missing May

46

Kate DiCamillo

4.8

Ursula K. Le Guin

5.8

\9,500

The Trumpeter of Krakow

Eric P.Kelly

5.5

\11,500

88

The Twenty-One Balloons

William Pene DuBois

5.7

\10,700

89

The Upstairs Room

Reiss, Johanna

N/A

\10,700

\9,500

90

The View From Saturday

E. L. Konigsburg

4.8

\8,500

5.8

\9,500

91

The Voyages of Doctor Doolittle

Hugh Lofting

7.1

\9,500

Julia L. Sauer

5.4

\9,500

92

The Watsons Go to Birmingham

Christopher Paul Curtis

5.5

\8,400

Patricia Reilly Giff

5.8

\11,000

93

The Wednesday Wars

Gary D Schmidt

-

\11,000

\9,900

94

The Westing Game

\9,500

95

The Witch of Blackbird Pond

\9,900

96

The Witches of Worm

-

\9,500

97

Cynthia Rylant

6.7

\9,900

Misty of Chincoteague

Marguerite Henry

5.8

47

Mr. Popper's Penguins

Richard Atwater

48

My Father's Dragon

49

My Side of the Mountain

50

Number the Stars

51

One-Eyed Cat

52

Out of the Dust

53

Philip Hall Likes Me, I Reckon Maybe

102

Chapter Book

Ellen Raskin

6.1

\9,500

Elizabeth George Speare

6.9

\9,500

Zilpha Keatley Snyder

5.6

\7,200

Thimble Summer

Elizabeth Enright

4.9

\9,500

98

Up a Road Slowly

Irene Hunt

7.8

\6,500

\9,500

99

Walk Two Moons

Sharon Creech

4.9

\9,500

4.9

\15,500

100

Where the Mountain Meets the Moon

Grace Lin

-

\9,500

Ruth Stiles Gannett

4.8

\9,500

101

Wind in the Door

L'Engle, Madeleine

N/A

\9,500

Jean Craighead George

6.7

\10,700

102

Yolondas Genius

Carol Fenner

4.2

\9,900

Lois Lowry

5.2

\9,500

103

Young Fu of The Upper Yangtze

Elizabeth Foresman Lewis

6.7

\9,500

Paul Fox

5.7

\10,800

Karen Hesse

5.1

\9,500

Bette Greene & Charles Lilly

5.2

\7,200

#1~103 Total

\1,002,800

Chapter Book

103

The Wonderful Wizard of OZ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팝업북의 대가 로버트 사부작의 인기작 중 하나로 앨리스가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는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를 팝업북으로 재구성
· 정교하게 얽히고 설킨 디테일한 구조, 완벽한 팝업의 움직임이 3D 이미지로 완성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텍스트를 충실히 담고 있어 명작 동화를 영어로 소화하는 학습효과

Price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Little Simon

Lewis Carroll,
Robert Sabuda

12

267x222x58

Components
Pop-Up Book

\42,000

Cinderella: A Pop-Up Fairy Tale

오즈의 마법사 원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팝업북의 대가 로버트 사부다의 베스트 팝업북
· 환상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스토리로 완벽하게 구성

빛나는 은빛의 호박 마차와 요정들의 도움으로 변신한 신데렐라의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입체의 무도회 등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팝업북

Price

Price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Little Simon

L. Frank Baum /
Robert Sabuda

14

263x217x43

104

Pop-Up Book

Components
Pop-Up Book

\48,000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Little Simon

Matthew Reinhart

12

213x253x49

Components
Pop-Up Book

\48,000

Pop-Up Book

105

Disney Frozen: A Pop-Up Adventure

Harry Potter

환상적인 노래 'Let It Go'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Frozen이 팝업북으로!

Harry Potter와 함께 마법의 세계를 가장 실감나게 즐기는 방법!

· 아이들이 좋아했던 영화속 주요 장면을 팝업으로 더욱 아름답게 표현

· Harry Potter 매니아라면 꼭 소장해야하는 팝업북
·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화려한 입체 팝업북으로 실감나는 장면 연출

· 각 페이지별로 메인 팝업 뿐만 아니라, 하단 부분도 작은 팝업으로 채워 알차게 구성

Price

Price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Disney

Matthew Reinhart

12

210x265x15

Components
Pop-Up Book

\52,000

Disney Princess: A Magical Pop-Up World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Insight Editions

Bruce Foster,
Andrew Williamson

12

230x288x50

Components
Pop-Up Book

\60,000

USBORNE Pull-Back Series

꼬마 장난감으로 세상을 누비는 신나는 팝업 여행
어린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디즈니의 명작 속 공주를 책 한 권에!

· 스토리를 읽고 빈 트랙에 자동차를 가동하면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스토리의 장면이 완성

· 펼치면 접혀있던 그림이 페이지 밖으로 튀어나오며 입체적으로 변하는 재미있는 팝업북!

·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와 그림책을 접목시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팝업북
· 권마다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트랙을 따라 간단한 영어를 학습하고 반복

Price

Price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Disney Editions

Matthew Christian
Reinhart

5

210x265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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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Book

Components
Pop-Up Book

\88,000

Publisher

Pages

Size

Usborne
Publising

10

235x278x30

Components
Pull-back Busy Helicopter

\40,000

Pull-back Busy Bug

\40,000

Pop-Up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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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d Dot
Pop-Up Book Title Lists
Title

Publisher

Price

Insight Editions

\48,000

Perseus Distribution,INC

\60,000

Scholastic

\49,000

Winter in White: A Mini Pop-up Treat

Simon & Schuster

\22,000

The 12 Days of Christmas Anniversary Edition

Simon & Schuster

\42,000

Wonderful Wizard of Oz (A Pop-Up)

Simon & Schuster

\48,00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Pop-up

Simon & Schuster

\42,000

One Red Dot

Simon & Schuster

\36,000

Cinderella A Pop-Up Fairy Tale

Simon & Schuster

\48,000

Blue 2 (A Pop-Up Book for Childred of All Ages)

Simon & Schuster

\36,000

The Jungle Book Pop-up

Simon & Schuster

\48,000

600 Black Spots: A Pop-up Book

Simon & Schuster

\32,000

Yellow Square:A Pop-Up Book for Children of All Ages

Simon & Schuster

\24,000

Peter Pan: A Classic Collectible Pop-Up

Simon & Schuster

\48,000

Disney

\52,000

Disney Editions

\88,000

Templar

\26,400

Usborne

\40,000

Harry Potter: A Hogwarts Christmas Pop Up
Harry Potter: A Pop-Up Book: Based on the Film Phenomenon
Star Wars: A Galactic Pop Up Adventure

Disney Frozen: A Pop-Up Adventure
Disney Princess Pop-up Book
The Colour Monster
Usborne Pull-Back: Busy Helicopter

팝업북 시리즈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David A. Carter의 새로운 팝업북

Usborne Pull-Back: Busy Bug

·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10개의 팝업 작품 속에 빨간 점이 한 개씩 숨어있어, 수의 개념을 깨닫게 하고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에
도움을 주는 팝업북

Price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Little Simon

David A. Carter

18

233x235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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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Book

Components
Pop-Up Book

\36,000

Pop-Up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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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Up English

Beginner ~ Upper Intermediate

www.flyingupenglish.co.kr
●

프로그램 구성
Flying Up English 는 레벨에 따라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 교재가 있으며,
각 학습 교재는 Student Book, Workbook, Audio 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Flying Up English 전용 Wordbook, 온라인 학습 및 학습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어가 되는

Flying Up English 외에 전자 도서관 e-Library와 러닝캐슬, 원어민 화상영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Flying Up English

Skill 교재

Student Book

레벨별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서 제공

Workbook

Student Book에서 배운 내용을
액티비티, 퀴즈 등으로 반복 학습

Audio CD

레벨별 단어, 본문, 챈트 등을
수록한 Audio CD

Flying Up English는

UNIT 1

Super Star 1

School

B. Listen and find the speakers.
UNIT 1

국내 영어 교육 대표 기업인 ㈜언어세상과 ELT 대표 출판 브랜드인 A*List가 공동 개발한 <진짜 영어가 되는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Super Star 1

School

C. Song Activity
Hi! What’s your
name iscard
Ron. sheets.
1. name?
Give students characterMypicture

2. Students cut out the cards and put 4 cards in front

이미 검증된 ELT 교재로 구성된 Skill Book과 전자도서관 및 종이책 원서 읽기, 현지 원어민과의 화상영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of them.
3. Teacher plays the song, Track #5.
4. Students listen, and when they hear the words, they
put the card up.

유치부터 중등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운 프랜차이즈 가맹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Worksheet 02

Wordbook

온라인 프로그램

교사용 수업 자료

전용 단어장

이러닝 학습 및 성적 관리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완벽한 수업 자료

(단어 예습, 복습, 숙제장으로 활용)

검증된 양질의
4 Skills 전문 교재

●

전자도서관 및
영어원서 읽기

학습 & 관리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Flying Up English One-stop 지원 서비스

커리큘럼
상담 및 심사
프로그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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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교육
교재 교육
프로그램 교육

초도 물품 수령
현판 수령

운영
운영교육 컨설팅
운영실무교육

러닝센터 개원

전자 도서관

러닝캐슬

1,000여 권의 e-book 원서 읽기

종이 원서 및 온라인 학습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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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영어 원서 다독 프로그램)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www.go-elibrary.co.kr
●

프로그램 구성
Step 1
레벨테스트

추천 도서

리딩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답률에

① e-Library 추천 도서

따라 문항의 레벨이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별 도서를

레벨테스트를 마친 후, 레벨테스트 점수와

추천합니다.

함께 레벨에 맞는 추천도서 리스트 및

② 선생님 추천 도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소속된 단체(학교 및 학원 등)의 담당 선생님이
도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추천받은
도서를 읽고, 담당 선생님은 학습하는 과정을

e-Library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학생이 읽는 HMH(Houghton Mifflin Harcourt)의 Readers 중 엄선한 도서 1,000여 권을 e-book으로 제공해 다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출판사인 Penguin Random House, Penguin Young Readers 등의 우수 도서 1,000여 권에 대한 온라인 북퀴즈를 추가 탑재해

Step 2
e-book

독서 중심의 영어학습을 완성해 줍니다. 학습자는 총 2,000권이 넘는 방대한 영어 원서를 충분히 읽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Quiz)

미국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HMH의 교과서

e-book 읽기를 마친 후 해당 도서의 온라인

와 연계된 리더스로 구성된 e-book은 AR

학습으로 연결됩니다. Vocabulary, Reading,

지수, Reader Level 등 독서지수를 분석해

Listening 영역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 과정을

국내 학습자의 레벨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마친 뒤, 문제 유형을 분석한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e-book 학습에는 원어민 음성과 단어
정의, 북마크 기능, 위키피디아 사전 연동
●

독서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
●

●

1,000여 권의 e-book

●

1,000여 권의 북퀴즈

세분화된 9단계 레벨

●

●

정확한 레벨테스트

●

유형별 분석 성적표 제공
●

수준별 개인 맞춤 학습

●

기능을 제공합니다.

독서이력관리 시스템
취약점 파악 및 보완

Step 3
독서 이력 관리

학습권 구매
학습권의 종류는 e-book과 e-book+Paper Book 패키지 두 가지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회원 : e-Library 사이트에서 구매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체 회원(기관용) : e-Library 사이트, 총판 또는 영어전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판, 서점 등 구입처 문의는 고객센터(02-2644-7400) 또는 언어세상 영업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학습권 종류

정 가

3개월 권

\ 54,000

\ 51,300 (5% 할인)

6개월 권

\ 108,000

\ 97,200 (10% 할인)

학습 중이거나 학습을 완료한 도서의 이력을

도서별 성적표와 누적 성적표 두 가지로 제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간별,

하며 나의 점수와 전국 평균 비교표가 제공

학습 상태별로 학습 완료 및 진행 도서를

되어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검색해 재학습을 하거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별 정·오답률이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읽고 학습한 도서의

분석되므로 취약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 매 가

* 개인 판매가 기준입니다.
Paper
Book의
경우
도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퀴즈만 제공합니다.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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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관 리
나만의 영어 단어 사전
학습자는 e-book 및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한

학습 관리 시스템(LMS)
교사용 관리 프로그램

단어 리스트를 My Dictionary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편리한 학습자 관리를 위해 학습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분반 기능 등의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지원 → 바쁜 스케줄에도 영어 노출시간 극대화

학습한 모든 도서의 단어를 한번에 보거나,

기본 기능과 추천 도서 지정, 독서 이력 관리,

●

교과 외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습득 → 미국 교과서를 읽는 효과

출력해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성적 관리, 학습왕 선발 등을 제공해 소속

●

AR, Reading Level 등 상세한 레벨 안내와 세분화된 레벨링 → 어휘력 확장 및 균형있는 영어 학습

Program

학습자의 관리 및 다독 활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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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Pro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www.elearningworld.co.kr

● Literacy Pro 는?

● Literacy Pro 특징

Literacy Pro는 스콜라스틱의 오랜 연구로 만들어진 "개인별 맞춤독서"를 위한 강력한 "독서능력 평가 시스템" 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도구인 Lexile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읽기 수준을 진단해주며, 개인별 수준에 맞는 도서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후 학생이 개별적으로 읽기 이해 정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69,000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정보 및 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벨에 맞는 퀴즈 학습 후 체계적인 독서이력관리를 제공합니다.

■ 학생의 읽기 수준 진단
·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 시험
학생들의 답안에 따라서 문항 난이도가 조절되는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 시험입니다. 개개인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매번 다른 시험 문제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텍스트

사용가능 디바이스 | PC, 태블릿, 모바일

우수 아동 문학, 픽션, 논픽션, 고전, 신문기사, 잡지기사 등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읽기수준 진단
Percentile Rank, Lexile 지수를 포함하는 준거지향(Criterion-referenced), 규준지향(Norm-referenced)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의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읽기능력 향상 정도의 효과적인 관찰 및 관리
학생은 테스트 종료 후 바로 본인의 Lexile Scor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취향과 읽기 수준에 알맞은 '추천 도서 목록'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도를 관찰하고 관리합니다.

● Literacy Pro 학습 프로세스

Develop
Inform
객관적인 읽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생용 Reading Report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효율적으로 분석

학생의 읽기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주며, 레벨에
맞는 퀴즈학습 및 피드백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 학생의 읽기 이해도 측정
· 최신 도서 69,000권 이상 포함
최신 양질의 도서 69,000권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학생이 보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exile 지수 기반 읽기 수준 진단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Lexile 지수를 기반으로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Assess
영어 독서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수인 Lexile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능력 및
이해도 평가

● Literacy Pro Library는?

Literacy Pro Library는 인기도서 및 다양한 장르의 e-book 도서가 제공되며 850여권의
수준별 도서가 제공됩니다.
자기주도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듣기, 읽기, 녹음하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어려움 없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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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이력 관리 유용
개인별 읽기 능력 향상 정도를 효과적으로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 독서 이력 관리에 유용합니다.
학생 1인당 연간 구독료
상품명

가격

Literacy Pro

50,000원 (1인 / 1년)

Literacy Pro Library

24,000원 (1인 / 1년)

Literacy Pro + Literacy Pro Library

60,000원 (1인 / 1년)

최초 신청 인원 수

각 상품 별 30명 이상

※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추가 주문은 최소 10명 이상 시 주문 가능합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 언어세상
· 상담 문의 : 02-2644-7400
·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3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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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Universe

Beginner ~ Upper Intermediate

www.elearningworld.co.kr

● Benchmark Universe는?

● Benchmark Universe 특징

Benchmark Universe는 학생 스스로 양질의 책을 자유롭게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Fiction과 Non-fiction은 물론, 현재의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가 가능합니다.

Benchmark Universe에서 제공하는 도서는 미국의 유치원~고등학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7개 레벨로 분류 된 Interactive 도서를
e-book으로 읽으며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도서는 Fiction과 Non-fiction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글들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독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디바이스 | PC, 태블릿, 모바일

· 자기주도형 영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도서를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Filtering을 제공합니다. 또한 듣기 기능을 제공하여 쉽고 정확하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OBILE APP

·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도서 학습 시, 교사가 학습과 연관된 오디오/비디오 링크, 사진 포스트, 새로운 페이지 개설 등의 Activity를 e-book에 넣어 학생의 흥미를 더해줄 수 있으며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또 그 외에 노트 기능과 오디오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학생의 Reading Skill, Writing Skill, Speaking Skill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Click!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PC 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 소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다양한 부가 도서와 오프라인 레슨 자료로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영어 도서 이외에도 600여권의 Spanish 도서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each

● Benchmark Universe 기능

또한 Teacher's Guide, Comprehension Card의 교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e-book 제작 및
다양한 교사용 리소스를 수업에 활용

Manage

Assign

클래스를 만들어 학생을 손쉽게 관리

도서 선정 및 숙제 부여

● Benchmark Universe 판매 가격
가 격

3,000,000원

기 간

1년

e-book 이용가능 학생 수

500명

혜 택

최초 구매 시 300여권의 도서 무료 증정

※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 언어세상
· 상담 문의 : 02-2644-7400
·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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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ello Kids

Beginner ~ Elementary

●

Talk! Talk! Set (12 Board Books)

기본적인 단어 인지가 되어있는 영유아라면, 특히 단어를 통해 간결한 표현을 말하고 습득하는 데 의미를 두는 아이에게 적합한 레벨의 도서입니다.
매너, 방식, 관습, 태도 등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의 내용은 엄마와 아이가 묻고 답하며 읽을 수 있고,
반복되는 주요 문장에 단어만 바꿔 새로운 문장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Workbook

책에서 읽은 내용을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선 연결하기, 단어 찾기 등 간단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자연스럽게 한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Touch! Touch! Set

Talk! Talk! Set

아이의 행동 발달에 꼭 필요한 주제별 보드북 세트!
Flashbook

· Touch (만지고), Think(사고하고), Talk(말하고) 3가지를 동시에!

●

· 세계 출판사별 유명 시리즈 중 국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서만 직접 큐레이팅!

도서별 핵심 단어를 그림과 단어(Touch! Touch! 세트) 또는 그림과 단어, 주요 문장(Talk! Talk! 세트) 카드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 아이의 관심사와 행동 발달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도서 라인업!
· Workbook과 Flashbook으로 학습 효과 Up! 가이드 영상으로 한번 더 Up!

Components

●

구성

12 Board Books

1 Workbook

1 Flashbook

3 Posters

1 Song CD

가이드영상

Price

Touch! Touch! Set

O

O

O

O

O

O

\160,000

Talk! Talk! Set

O

O

O

O

O

O

\160,000

●

Poster

주제별 핵심 단어와 귀여운 삽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Touch! Touch! Set (12 Board Books)

이제 막 그림책을 보기 시작한 영·유아라면, 특히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읽기보다 만지면서 가지고 노는데 더 의미를 두는 아이에게 필요한 세트입니다.
숫자, 도형, 동물, 음식, 색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12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초기 영어 학습의 발판이 되어 줍니다.
●

Song CD

●

동영상

도서 주제와 연관된 마더구즈 노래가 세트 별 10곡씩

Hello Kids의 Touch! Touch! 세트와 Talk! Talk! 세트를

수록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엄마표
영어’가 부담스러운 부모님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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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썰(Jam SIR) English

Beginner ~ Elementary

●

리더스 (10 Books)

●

워크북 (10 Books)

●

동영상 DVD (1 DVD)

●

오디오 CD (10 CDs)

●

노래 CD (1 CD)

●

가이드북 (1 Book)

●

리소스북 (1 Book)

잼썰(Jam SIR) 잉글리쉬와 함께 우리 아이도 만능 영터테이너!
· 본격적인 영어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놀이하듯 재미있게, 부담없이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Play & Fun Learning
· 유명 인기 강사들의 열정이 듬뿍 담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집중해서 책을 읽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놀고, 신나는 노래에 스티커 활동까지
한 번에 담은 Step Into Reading 종합 선물 세트
●

진도 스티커 (1 Sticker)

Price
Publisher
Language World /
Penguin Random House

Components
Step 1 2 3 SET

각 세트 \150,000

잼썰(Jam SIR) 잉글리쉬 DVD

Components
구성물

Step 1 Set

Step 2 Set

Step 3 Set

10 Books

○

○

○

10 Workbook

○

○

○

Resource Book

○

○

○

1 Video DVD

○

○

○

10 Audio CDs (mp3)

○

○

○

Song CD

○

○

Guide Book (한글번역본)

○

○

○

Sticker & Board

○

○

○

유튜브에 잼썰 잉글리쉬를 검색하면 DVD 영상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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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tory Town

Beginner ~ Elementary

www.littlestorytown.co.kr
Components
구성물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Story 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Work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Hybrid CD (교사용/학생용)

○ (12개)

○ (12개)

○ (12개)

○ (12개)

Phonics 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Little Story Town Plus

○ (2권)

○ (2권)

○ (2권)

○ (2권)

Talk Pen

○

○

○

○

On-Line 학습

○

○

○

○

LST Special Program

○

○

○

○

Student Book

Workbook

1호당 같은 주제에 대해 4개의 레벨(4~7세)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체계적인 영어로 학습하며
사고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Before / During / After Reading 활동으로
나누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Phonics Book

Hybrid CD

Listening과 Speaking을 강화할 수 있도록
Phonics Book을 별도 구성, Phonics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잡아줍니다.

Audio와 CD-ROM 두 가지 기능을 가진 Hybrid
CD는 8가지 세부 콘텐츠를 담고 있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Little Story Town Plus

Talk Pen

기억의 원리를 이용한 혁신적인 두뇌개발
연상 학습 프로그램으로 별도 구성, Phonics
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잡아줍니다.

전용 교재의 단어나 문장을 터치 한 번으로
음성을 재생해 들려주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교과서 입문 전, 스토리북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
· 국내 유아교육 과정에 맞게 고안하여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부담없이 학습 가능
· 유아교육 과정에서 꼭 배워할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 아이들의 사고 영역 확장
· 다양한 액티비티로 지루하지 않은 반복 학습이 가능

Price
Publisher
Languag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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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학습
Components
Set (Story Book + Workbook + Hybrid CD + Phonics Book)

\25,000

리틀스토리타운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각 단계별 하이브리드 CD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Teacher's Guide 제공)

LST Special Program
Little Story Town의 주제와 연관된 8가지
주제에 대해 Special 체험, 실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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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ighlights Hello Library

Beginner

●

Books (24 Books)

APP 제공

언제나 함께하는 나만의 작은 도서관
· 따라 읽고, 노래와 챈트도 부르고, 숨은 그림을 찾으며 지루하지 않게 영어에 흥미와 관심 증가
· 무료 앱을 통해 제공되는 오디오와 가이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
· 도서의 모든 내용을 원어민 오디오로 들을 수 있고, 영유아 교육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엄마표 가이드 영상’ 제공
· Hello Library만 있으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습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

Price

Free downloads

Publisher

Components

Highlights

24 Books, 24 Parent Guide Cards,
무료 앱 (Auido & Guide Video)

Free Mobile App
\99,000

한글 본문 해석

Parent
Reading Guide
번역본

무료 앱으로 오디오를 듣고 가이드 영상을 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요.

Look Inside
도형, 색깔, 감정, 소리, 표현력, 노래, 율동 등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주제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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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세상 교재 500% 활용하기!
언어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자료를 교재와 함께 사용해보세요. Teacher Tool,
Answer Key, Word List,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Worksheet, Flash Card,
mp3, Script, Syllabus, Lesson Plan 등 각종 부가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eacher Tool

Answer Key

Word List

Tests

Worksheet /
Flashcard

mp3

Teacher's Guide

Syllabus /
Lesson Plan

Script

Video

지원자료는 언어세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www.lwboo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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