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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hart 2017
Level Phonics

Reading

일반

고급

고등

중급

초급

고급
Reading
Highlights
3

중등

중급

Dual
Reading 6

Reading for
Vocabulary
Plus D

Dual
Reading 5

Reading for
Vocabulary
Plus C

초급
Dual
Reading 4

Dual
Reading 3

Reading for
Vocabulary D
Reading for
Vocabulary
Plus B

Reading
Insights
3
Reading
Highlights
2

Reading
Insights
2

Reading for
Vocabulary C

고급
Reading
First 3

초등

Dual
Reading 2

Reading for
Vocabulary B

StartUp
Reading 5

중급
Kids'
Reading 3

Reading
Start 3

Reading
First 2

StartUp
Reading 4
StartUp
Reading 3
StartUp
Reading 2

초급

Phonics
Party 4

Phonics
Reading 4

Phonics
Party 3

Phonics
Reading 3

Phonics
Party 2

Phonics
Reading 2

Kids'
Reading 2

Reading
Start 2

유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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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ew
Strategic
Reading
3

New Century
Readings
5

BuildUp
Reading 4

BuildUp
Reading 3

Reading
SKY 4

New Century
Readings
3

Reading
Summit
4

Moving Up
Reading
3

Reading
Summit
3

Moving Up
Reading
2

Reading
Summit
2

Reading
Explorer 4

Reading
Explorer 3

New Century
Readings
4

Moving Up
Reading
4

New
Strategic
Reading
2

Reading
Explorer 2

BuildUp
Reading 2

Reading
SKY 3
Think About
Reading 4

Success
Reading
Time 3
Success
Reading
Time 2

New Century
Readings
Prep D

Think About
Reading 3

New Century
Readings
Prep C

Think About
Reading 2

New Century
Readings
Prep B

Extension in
Reading 3

Extension in
Reading 2

New Century
Readings
2

Reading
SKY 2

Reading
Catch D

JumpUp
Reading 3

JumpUp
Reading 2

Reading
Catch C

Reading
Catch B

Leve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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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hart 2017
Listening

Level

Grammar

Writing

Speaking

일반
Writing
to
Communication
3
What
I
Believe
2

고급

고등

중급

Improving
Listening
Skills 5

초급

Top
Grammar
중급 2

Improving
Listening
Skills 4

고급

중등

Writing
to
Communication
2

Improving
Listening
Skills 3

Jump Up
Listening 5

중급

Improving
Listening
Skills 2

Top
Grammar
중급 1

만점보장
중학영어듣기
모의고사
25회 3

만점보장
중학영어듣기
모의고사
25회 2

Top
Grammar
초급 2

Listening
Close 3

Exploring
Debate
2

Grammar
Master 2

Grammar
High 3

Jump Up
Listening 4

초급

Grammar
Master 3

Jump Up
Listening 3
Debating
Challenge 3

Listening
Close 2

고급

START
Listening 3

Jump Up
Listening 2

Grammar
Jump 4

Grammar
High 2

Writing
Jump 3
Debating
Challenge 2
Writing
Jump 2

START
Listening 2
Grammar
Jump 3

초등

중급
Grammar
Jump 2

초급

유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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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Course Book

Textbook

TOEFL
junior

Storybook

Dictionary

Speak Out
2~6

WORD
MAX
6

WORD
MAX
5

WORD
MAX
3

WORD
MAX
2

Master
TOEFL
Junior
-Advanced

Top
Vocabulary
중급 3

Hey There!
4

Top
Vocabulary
중급 2
Top
Vocabulary
중급 1

Magic
Reader
- Grade 5

Hey There!
3
Reading
Street
G5

Top
Vocabulary
초급 3
Top
Vocabulary
초급 2

Magic
Reader
- Grade 6

Reading
Street
G6

Magic
Reader
- Grade 4

Hey There!
2

Magic
Reader
- Grade 3
Social Studies 2
Social Studies 2
Social Studies 2

Reading
Street
G4

American Textbook
Reading -Social Studies 1
Science 4
Science 3
Science 2

Reading
Street
G3

Reading
Street
G2

Easy Story
House
- Elementary 3
Brain Bank
- Grade 2
Easy Story
House
- Elementary 2

Easy Story
House
- Elementary 1
Brain Bank
- Grade 1

Reading
Street
G1
Brain Bank
- Kindergarten

Magic
Reader
- Grade 2
Magic
Reader
- Grade 1

Story
House
- Grade 6

Master
TOEFL
Junior
-Intermediate

Story
House
- Grade 5

Story
House
- Grade 4

Master
TOEFL
Junior
-Basic

Story
House
- Grade 3

Story
House
- Grade 2

Story
House
- Grade 1

Easy Story
House
- Beginner 2

Easy Story
House
- Beginner 1

Leve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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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기관에서 인정받은 교재와 최고의 스타강사,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

www.wcedu.co.kr

월드컴 에듀

20년 전통의 영어교재 개발 전문 출판사 월드컴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고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여 어떤 곳에서도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영어학습! 월드컴 에듀
a

20년 노하우로 만든 체계적인 영어학습

b

집에서 학원에서 컴퓨터 및 테블릿 PC,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학습

c

낯선 영어를 재미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술을 구사하는 원어민 선생님

d

아이의 시각을 고려하여 게임과 노래 및 재미난 만들기로 구성된 적절한 수업

가입 및 이용방법

회원가입

강의선택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한 학습 가능

월드컴 에듀 홈페이지 회원가입

샘플 강의를 통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컴퓨터 및 모바일, 테블릿 PC에서도

회원가입은 무료이며,월드컴 에듀 회원은

강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컴 홈페이지 사이트 동시 이용 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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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단계 코스
시작부터 다른 미국 교과서 브레인뱅크 GK

영어 동화를 보고, 듣고 따라하자! 이지스토리하우스

최고의 논픽션 영어교재 유치단계 GK [Science 20set + Social 20set]

우리아이 첫 영어 동화책 Beginner 9set

니콜 쌤의 브레인뱅크 수업 Process

니콜 쌤의 이지스토리하우스 수업 Process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흥미와 몰입도가 높은 영어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흥미와 몰입도가 높은 영어 수업

01

02

단어 쑥쑥

본문 쏙쏙

03

01

04

Fun Game! 원어민 쌤과
영어가 조아 Level UP

단어 쑥쑥

a.

02

본문 쏙쏙

03

OX 퀴즈

b.

04

니콜 쌤과 본문 쏙쏙 재미짱! 영상북 보기

Chant
c.

05

Easy Mission

원어민 친구와
네이티브 발음 연습

▲ EBS 스타 강사 니콜쌤과 함께 영어 짱 되기, 이지스토리하우스

▲ EBS 스타 강사 니콜쌤과 함께 영어 짱 되기, 브레인뱅크

초등단계 코스
시작부터 다른 미국 교과서 브레인뱅크

G1

최고의 논픽션 영어교재 유치단계 GK [Science 20set + Social 20set]

for Vocabulary A~D
for Vocabulary Plus A~D
미국교과서로 배우는 Reading


미국교과서로 배우는 Reading


Reading for Vocabulary A~D

Reading for Vocabulary Plus A~D

니콜 쌤의 브레인뱅크 G1 수업 Process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흥미와 몰입도가 높은 영어 수업

DAY 01 a. 단어 쑥쑥 b. 본문 쏙쏙 c. Read Aloud d. Quick Check e. 원어민 수업
DAY 02 a. 단어 쑥쑥 b. 본문 쏙쏙 c. Read Aloud d. Quick Check e. 원어민 수업
DAY 03 a. 단어 쑥쑥 b. 본문 쏙쏙 c. Read Aloud d. Quick Check e. 원어민 수업
DAY 04 a. 본문 쏙쏙 b. Read Aloud c. Reading Bank d. Let's Make
▲ 상큼

발랄 톡톡 뽐쌤의 영어 식은죽 먹기
김보미 쌤, Reading for Vocabulary

▲ EBS

스타 강사 니콜쌤과 함께 영어 짱 되기, 브레인뱅크

▲ TESL/TEFL의

Brian 박사의 원어민 강의,
Reading for Vocabulary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테솔 수료 여누쌤의
쑥쑥 잉글리시, Reading for Vocabulary Plus

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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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Word List MP3 File

Phonics Party 1~4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포함), Audio CD 1~4

Units 12 unit (6 pages/unit), 92 pages (Workbook 60 pages)

영어의 첫걸음을 위한 파닉스 입문서
•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영어 읽기가 서툰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모든 Unit에 노래와 Chant가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신나게 Phonics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 같은 Rhyme이 반복되면서 의미 있는 문장들을 읽음으로써 Phonics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Sight Words를 공부함으로써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발음까지 모두 읽을 수 있다.
•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듣고 알 수 있도록 Dictation(받아쓰기)을 삽입하였다.

Student Book

➲ 음소를 노래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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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 스티커를 붙이고 단어를 써보게 함으로써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음소를 반복적으로 노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Phonics

0217catalog_내지.ind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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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Phonics Reading 1~4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4, Audio CD 1~4

Units 12 (4 pages/unit) + Reviews, 74 pages

플래시 보러가기

강의 미리보기

리딩과 파닉스를 함께 잡아 줄 초등용 교재
•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영어 읽기가 서툰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모든 Unit에 노래와 Chant가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신나게 Phonics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 같은 Rhyme이 반복되면서 의미 있는 문장들을 읽음으로써 Phonics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Sight Words를 공부함으로써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발음까지 모두 읽을 수 있다.
•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듣고 알 수 있도록 Dictation(받아쓰기)을 삽입하였다.

Student Book

➲ More Words를 통해 어휘를 늘리고, 사진을 이용한 Exercise로 복습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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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여러 가지 Exercise를 통해 단어

의미와 파닉스 규칙을 확실히 점검
할 수 있다.
➲ Comprehension과 Listening

Exercise로 읽기, 듣기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다.

➲ 3개의 Unit마다 Review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Reading

0217catalog_내지.ind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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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Kids’ Reading 1~3

대상

유치 ~ 초등 중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 3, CD 1~ 3

Units 20 (4 pages/unit), 84 pages

짧고 반복적인 문형과 다양한 Activity로 구성된 리딩 교재
• 파닉스와 기본 단어를 알고 있는 초보 단계의 리딩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이다.
• Rhyme과 Chant 형식의 짧고 간결한 문장과 반복적인 구문으로 발음과 문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양한 Activity(읽기, 듣기, 쓰기)를 다루었으며, 본문 그림과 연관된 문제를 두어 Activity에 재미를 더했다.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림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Audio Tape을 들으며 Listening 연습도 하고 본문과 관련된 Listening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했다.

Student Book

➲ 간결한 문장과 반복적인 문형(Rhyme과 Chant 형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의 문장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새로운 어휘를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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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주제 찾기 문제와 본문 그림을 활용한 문제를 통해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다.
➲ 그림을 보며 Listening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림에 맞는 문장을 완성해 봄으로써

간단한 Writing도 해보도록 했다.

Reading

0217catalog_내지.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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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Reading Start 1~3

플래시 보러가기

대상

유치 ~ 초등 중급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강의 미리보기

(Kindergarten ~ Elementary)

Units 10 (4 pages/unit), 88 pages (Workbook 44 pages)

리딩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 아이들의 눈높이와 호기심, 인지 능력에 알맞은 주제로 구성된 픽션 및 논픽션 지문.
• 다양한 Activity를 통한 Speaking과 Listening 통합 학습.
• 재미있는 리딩을 유도하는 Storybook형식의 다양한 일러스트와 풍부한 사진.
• 원어민의 발음과 생생한 효과음을 더한 오디오 구성.
• 다양한 패턴의 문제로 구성된 워크북 - 어휘, 문장 쓰기, Dictation 등.

Student Book

➲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쉽고 다양한 종류의 글을 수록하였다. 또한 사진을 통해 지문의 기본 어휘를 익힌다.
➲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Reading Comprehension 능력을 향상시킨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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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본문에 사용된 Key Word와 Key Expression을 Word Practice와 Listening Practice를 통해 다시 한 번 익힌다.
➲ 지문에서 배운 핵심 문장 패턴을 훈련하고, 지문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Activity를 해본다.

Work Book

➲ 다양한 패턴의 문제로 구성된 워크북 - 어휘, 문장 쓰기, Dictation 등.

Reading

0217catalog_내지.ind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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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Reading First 1~3

플래시 보러가기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강의 미리보기

Units 20 (5 chapters, 4 units/chapter, 4 pages/unit), 128 pages (Workbook 44 pages)

초등학생들을 위한 3단계 리딩 마스터 시리즈
• 최신 미국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한 논픽션 지문으로 구성.
• 아이들의 눈높이와 호기심, 인지 능력에 알맞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픽션과 논픽션 지문.
• 다양한 도식화를 통해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Reading Skill 학습.
• 다양한 Activity를 통한 Speaking과 Writing 통합 학습.
• 재미있는 리딩을 유도하는 Storybook형식의 다양한 일러스트와 풍부한 사진.
• 읽기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원어민 발음과 생생한 효과음 추가 구성.
• 효과적인 읽기 학습을 위해 ‘듣기 → 다시 듣기 → 따라 읽기’ 3단계의 단계적 Listening 활동을 첨가한 Audio CD.

Student Book

➲ 독해의 기본이 될 어휘를 습득하고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보면서 질문에 답하는 문제를 풀어본다.
➲ 픽션 및 논픽션 지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Reading Comprehension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지문에서 배운 핵심 어휘를 확장하고, 지문 내용과 관련된 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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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cript

StartUp Reading 1~5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5 (Workbook 포함), Audio CD 1~5

Units 12 (4 pages/unit), 52 pages (Workbook 36 pages)

논픽션으로 익히는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 - 듣기·쓰기를 보강한 리딩 교재
• 초등 고학년에 맞춘 Reading 교재로 Listening과 Writing을 보강했다.
• 논픽션을 통해 다양한 Reading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Workbook을 별책으로 두었다.
• 원어민의 목소리로 녹음된 본문과 Summary, 그리고 Listening을 통해 듣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 색상이 다양한 삽화와 사진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Student Book

➲ 본문에서 사용된 중요 단어를 영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True or False, 주제 찾기, 유추 문제를 통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 본문에 나온 어휘를 문맥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원어민이 들려주는 지문 요약을 통해 본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받아쓰기 실력도 향상 시킬 수 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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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Dual Reading 1~6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6 (Workbook 포함), Audio CD 1~6

Units 12 (6 pages/unit), 76 pages (Workbook 36 pages)

12가지 주제에 대한 픽션과 논픽션 리딩 시리즈
• 한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하여 지문 이해의 폭을 확장시킴.
• 독해력 향상에 필요한 12가지 Reading Skills의 체계적 학습.
• Vocabulary, Writing, Summary, Listening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다룸.
• Native Speaker의 생생한 녹음, 홈페이지의 RTS 기능을 통한 듣기, 따라 읽기, Dictation 등의 자가 학습.
• 레벨에 따른 어휘 수, 문장 구조 등의 심화 및 단계적 학습.

Student Book

➲ 각 Unit별 Reading Skill 및 해당 문제 유형,

주요 어휘 등을 미리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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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제를 픽션 및 논픽션 지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읽기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Unit에서 다룬 Reading Skill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Comprehension Questions를
다루고 있다.

➲ True/False, Writing, Summary 등의

주관식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지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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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Reading Test Word List Word Puzzle

Reading for Vocabulary A~D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A~D, Audio CD A~D

Units A: 14 (8 pages/lesson), 132 pages / B~D: 15 (8 pages/lesson), 136 pages

원어민 유료강의
미리보기

뽐쌤 유료강의
미리보기

미국 초등 교과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고급 Reading 교재
• 과학,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 각 Lesson마다 주어진 목표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지문이 수록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폭넓은

목표 어휘로 구성된 영어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문맥상

정보와 지식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 각각의 주제를 현 미국 교과과정과 연관된 과목(Content Area)


독해를 마친 후에는 빈칸 채우기, 크로스워드 퍼즐 등
• 지문의

별로 제시하여 한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다양한 형태의 Exercise를 통해 학습한 어휘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있으며, Comprehension 문제를 통해 방금 배운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udent Book

➲ Word List: 본문을 읽기 전

본문 이해에 필요한 주요 어휘들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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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미국 교과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 Exercise: 본문에서 학습한 어휘를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로 익히도록
구성했다.

➲ Comprehension: 주제 찾기,

True/False 등의 문제를 통해 지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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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Reading Test Word List

Reading for Vocabulary Plus A~D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A~D, Audio CD A~D

Units 20 (8 pages/lesson), 174 pages

여누쌤 유료강의
미리보기

더 다양한 최신 미국 교과서 Topic들을 수록한 고급 Reading 교재
• 미국 교과서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논픽션 영어 지문이

• 각 Lesson마다 주어진 목표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수록되었으며, Level C, D에서는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 대한

아니라 목표 어휘로 구성된 영어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문맥상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 각각의 주제를 현 미국 교과과정과 연관된 과목(Content Area)
별로 제시하여 한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 다양한 Exercise를 통해 학습한 어휘를 복습할 수 있으며,
Reading Skill을 활용하여 지문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있도록 하였다.

Student Book

➲ Word List: 본문을 읽기 전 본문

이해에 필요한 주요 어휘들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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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미국 교과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통해 어휘의
쓰임을 배운다.

➲ Exercise: 본문에서 학습한

어휘들을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로
익히도록 구성했다.

➲ Comprehension: 리딩 스킬

(Paraphrasing, Inference)을
이용하여 지문의 이해 정도를
측정한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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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Reading Insights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10 (2 passages/unit, 4 pages/passage), 100 pages

문맥을 꿰뚫는 새로운 독해의 시작
• 현재 미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배우는 주제 및
일반 상식, 문학, 역사, 소설, 스포츠 등으로 구성-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폭넓은 주제를 통한 지식 확대 목적.

• 장문의 영어를 읽고, 표를 이용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Mind Mapping(도식화).
• 토셀(TOSEL) 및 각종 시험을 겨냥한 지도, 도표, 그래프 문제를

• 딱딱한 문어체가 아닌 부드러운 구어체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영어 습득 효과.

통해 Reading과 Writing 실력 배양.
•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 리스트, Test Sheet, 본문 해석 및 정답,

•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다채롭고 생생한 삽화와 사진들

본문 MP3 파일 등 다양한 Teaching 자료 제공.

Student Book

➲ 독해의 기본이 될 어휘를 습득하고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보면서 질문에 답하는 문제를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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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글을 읽고, 도식화(Mind Mapping)를 통해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한다.
➲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주관식 문제 등 다양한 독해 문제를 통해 종합적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 읽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해당 단원과 연계된

다른 종류의 지문(그림, 도표, 차트, 그래프 등)을
읽어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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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Dictation

Reading Highlights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고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20 (6 pages/unit), 124 pages

세계 곳곳의 다양하고 미스터리한 Topic으로 구성된 리딩 교재
• 다채롭고 생생한 삽화와 사진들을 통해 글에 대한

• Reading과 기초적인 Writing 스킬을 모두 훈련할 수 있는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Activity와 다양한 테스트가 있어 종합적인 영어 실력

• 미스터리한 사건에서부터 아카데믹한 지문에 이르기까지

향상을 돕는다.
•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 리스트, Test Sheet, 본문 해석 및 정답,

초·중등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높은 학업
성취도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MP3 파일 등 다양한 Teaching 자료를 제공한다.

Student Book

➲ 미스터리한 사건에서부터 아카데믹한 지문에 이르기까지

초·중등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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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Unit별 지문에 사용된 핵심 어휘와

관용어를 익히고, 어휘 사용을 확장
시킬 수 있다.

➲ 글의 요지와 세부 정보,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글에 대한 이해력을 점검하고,
분석적인 글 읽기를 꾀할 수 있다.

➲ 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Organize에서

각 지문의 정보를 정리·체계화하고,
Synthesize에서 그 체계화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한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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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Extension in Reading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12 (6 pages/unit), 80 pages (Workbook 28 pages)

다양한 Reading Skills를 종합적으로 길러주는 교재
• 주요 독해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 다양한 Semantic Web/Map을 통해 정보 분석 능력을 습득한다.
•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어휘 능력을 배양한다.
• 초·중등 학생의 흥미를 끌며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재를 통해 학습한다.

Student Book

➲ 각 Unit의 지문은 각 독해 기법을 길러주는 데

가장 적합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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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Unit의 지문은 각 독해 기법을

길러주는 데 가장 적합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제 웹이나 인과관계 차트 등을

통해 분석하는 활동으로 글의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 어근, 접사, 동음이의어 등 어휘

학습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학습한다.

➲ 초·중등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꼭 알아야 하는 소재로 글이 구성 되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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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Think About Reading 1~4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포함), Audio CD 1~4

Units 20 (4 pages/unit), 88 pages (Workbook 44 pages)

내신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논리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주는 교재
• 논리적 사고 능력을 20가지 기법으로 세분화하였다.
• 학습한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른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 과정 소재를 활용하여 학습한다.
• 독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어휘의 쓰임새를 습득한다.

Student Book

➲ 픽션과 논픽션 지문을 통해 20가지의 논리적 사고 기법을 단계적으로 익힌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를 활용하였다.
➲ 모범적인 글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른다.

30

|

WorldCom Edu

0217catalog_내지.indd 30

2016. 12. 28. 오후 1:54

Reading

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uccess! Reading Time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20 (4 pages/unit), 88 pages (Workbook 44 pages)

중등학교 서술형/논술형 및 독해 능력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교재
• 9가지 정보 처리 방식을 익힘으로써 종합적/입체적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 중요한 정보 요약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 초등학교/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소재를 활용하여 풍부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 흥미로운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역사나 과학 관련 소재를 포함한 통합 교과적 주제를 통해 탄탄한 독해 실력을 기른다.

Student Book

➲ 다양한 mapping 활동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다양한 summarizing 활동을 통해 정보를 종합하는 실력을 기른다.
➲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지문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 독해 평가의 주요 유형을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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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Test

Word List

new Century Readings Prep A~D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A~D, Audio CD A~D

Units 20 (4 pages/unit), 84 pages

빠르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자
• 다양한 주제의 지문과 유익한 정보를 담은 단계별 리딩 교재이다.
• 중요 문제 유형만을 반영하여 본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어휘의 중요 의미를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빈칸 채우기, 순서 정하기, 그림 이해하기 등 다양한 Activity를 수록하였다.
• 그림 이해 문제와 Summary 문제를 두어 어휘와 Writing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Student Book

➲ 학습자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배려한 지문을 선정했다.
➲ 본문에 사용된 새로운 단어를 좀 더 쉬운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로 구성하였다.
➲ 원인·결과, 추론, 사건의 순서 등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두었다.
➲ 그림에 맞는 상황을 문장을 통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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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ading

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new Century Readings 1~5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5, CD 1~5

Units 20 (4 pages/unit), 88 pages

유용한 정보와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룬 체계적인 고급 독해 교재
• 리딩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Ken Methold와 Heather Jones가 쓴 고급 독해 교재이다.
•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논픽션 교재로, 어휘력과 쓰기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단계별로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어 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이 가능하다.
• 주제 파악, 어휘, 그림이해, Summary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록했다.
• 숙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Summary를 두어 문맥 속에서 어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Student Book

➲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문을 수록하였다.
➲ 어휘의 영영 해석, 주제 찾기와 본문에 대한 심화된 문제로 이해력 및 독해력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 문제를 통해 새로운 어휘와 숙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 본문의 요약을 통해서 스스로 요지를 정리함으로써 이해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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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Lesson Plan

Reading Catch A~D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 Book A~D, Audio CD A~D

Units 20 (6 pages/unit), 124 pages

20가지 핵심 Reading Skill로 손에 잡히는 영어 독해
• 미국 읽기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20개의 Reading Skill을
선정, 레슨마다 Skill 하나씩을 집중적으로 훈련.

History, Sports, Language Arts, Art)의 지문을 수록하여
다양한 배경지식을 습득.

• 어떠한 영어 지문을 접하더라도 Reading Skill을 응용한
효과적인 독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각종 영어시험에 대한
응용력 증대.

• 미국 교육과정의 주요 6개 과목(Science, Social Studies,

•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 리스트, Lesson Plan, Test Sheet,
본문 해석 및 정답, MP3 파일 등 다양한 학습 자료 제공.

Student Book

➲ 지문을 읽기 전 먼저 해당 레슨의 Reading Skill을

해설, 도표, Warm-up Question으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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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지문의 주제는 미국 교과과정 상의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 지문 읽기 후에는 학습한 어휘를

점검하고 주제/내용 파악을 연습한다.

➲ 마지막으로 Reading Skill 관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지문의
효과적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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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Reading Sky 1~4

대상

교사용 CD

중등 초급 ~ 중등 고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4 (단어장, Answer Key 포함),

Teacher’s Book 1~4 (단어장, Answer Key 포함)

선생님께는 MP3 파일, 테스트, 강의용 PDF 등의 부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파일 신청 및 문의사항은 지역 총판 또는
www.wcbooks.co.kr

Units 10 (3 passages/unit, 4 pages/passage), 148 pages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4단계 리딩 마스터 시리즈
• 미국, 캐나다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 주제로 구성된 독해 지문이다.
• 내신과 수능을 모두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수록되었다.
• 핵심 문법 정리와 구문 풀이를 통해 문장 읽어내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영어 퍼즐과 토플 유형의 Voca 풀이를 통해 어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지문에 맞게 구성된 일러스트와 사진이 제공하는 시각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독해 지문에 대한 MP3 파일이 무료 제공된다.

Student Book
Unit 01 Origin

01 Picnic Time

QR코드로 MP3 쉽게 듣기

Most people love picnics. But, where does the word

1

picnic

picnic come from? Believe it or not, it came from France.
~에서 유래하다

믿거나 말거나(놀랍거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진심임을 알게 하려 할 때 쓰인다.

Picnic comes from the French word pique-nique. The
verb piquer means “to pick.”

(A)

, nobody knows

exactly what the word nique means. It was probably
added simply because it rhymed with pique.
수동태 과거(was/were pp)

3

1 QR코드를 찍어 유투브로 바로 듣기

어학 MP3를 쉽게 받아 공부하자!

2 콜롬북스 앱을 통해 MP3 다운받기

콜롬북스

5

= nique

~와 라임이 맞았다

At first, the word picnic did not mean a meal outdoors. Rather, it

7

meant an indoor party. Each person would bring food to this kind
mean의 과거형

bring A to B: A를 B에 가지고 오다

of party. Everyone shared the food, just like a *potluck today. In the

9

꼭 ~처럼

early 19th century, the meaning of picnic changed. These days, when
세기를 표현할 때 숫자는 서수를 쓴다.

요즘, 오늘날

we carry food to a park or beach and share a meal, we call it a picnic.
carry A to B: A를 B에 갖고 가다

Eating in the fresh air is a great way to enjoy a meal!
동명사 주어

11

음식을 갖고 가 나눠 먹는 것

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하는)

*potluck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파티

음원 미리듣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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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tudent Book
Unit 01 Origin

Answer Keys p. 01

01 Picnic Time

Visual

1

최초의 피크닉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은?
①

Most people love picnics. But, where does the word

②

③

1

picnic

picnic come from? Believe it or not, it came from France.
~에서 유래하다

믿거나 말거나(놀랍거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진심임을 알게 하려 할 때 쓰인다.

Picnic comes from the French word pique-nique. The
verb piquer means “to pick.”

(A)

exactly what the word nique means. It was probably

5

= nique

added simply because it rhymed with pique.
수동태 과거(was/were pp)

최초의 피크닉은 실내에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었다.

3

, nobody knows

2

~와 라임이 맞았다

At first, the word picnic did not mean a meal outdoors. Rather, it

밑줄 친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So

7

meant an indoor party. Each person would bring food to this kind
mean의 과거형

of party. Everyone shared the food, just like a *potluck today. In the

③ But
9

④ Or

꼭 ~처럼

early 19th century, the meaning of picnic changed. These days, when
세기를 표현할 때 숫자는 서수를 쓴다.

carry A to B: A를 B에 갖고 가다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접 접속사 but이 필요하다.
11

음식을 갖고 가 나눠 먹는 것

Eating in the fresh air is a great way to enjoy a meal!

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하는)

동명사 주어

게다가

그러나
즉

앞에는 누구도 확실히 모른다는 문장이고, 그 뒤로는 아마도 그러한 뜻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문장이므로

요즘, 오늘날

we carry food to a park or beach and share a meal, we call it a picnic.

그래서

② In addition

bring A to B: A를 B에 가지고 오다

3

*potluck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파티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크닉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② 오늘날의 potluck 파티는 피크닉에서 기원한 것이다.
③ 프랑스어로 piquer는 ‘줍다’는 뜻의 동사이다.
④ 19세기에 들어, 피크닉이 오늘날의 야외소풍이라는 의미를 띄게 되었다.
19세기 이전에 피크닉은 오늘날의 potluck처럼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져와 실내에서 즐겼다고 했지,

potluck의 기원을 피크닉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크닉을 무척 좋아한다. 그런데 피크닉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믿거나 말거나, 피크닉은 프랑스에서 왔다. 피크닉
은 불어 pique-nique에서 온 말이다. 동사 piquer는 “줍다(pick)”를 뜻한다. (A)하지만 누구도 nique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아
마 단순히 pique와 운이 맞았기 때문에 pique에 더해졌을 것이다.
처음에는 피크닉이란 말이 야외 파티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크닉은 실내 파티를 의미했다. 개개인들이 이런 종류의 파티에 음식을 가져
오곤 했다. 오늘날 포트럭(potluck) 파티처럼 모두가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 19세기 초에, 피크닉의 의미가 바뀌었다. 요즘은, 우리가 공원이나 해
변에 음식을 가져갈 때, 그것을 가리켜 피크닉이라고 부른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식사를 즐기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Words & Phrases
●
●
●

10

● verb [] 동사
come from ~에서 유래하다
● rhyme with ~와 운을 이루다
add [] 더하다
● just like 꼭~처럼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
●
●

exactly [] 정확하게
outdoors [] 야외에서
carry[] 갖고 가다

●

probably [] 아마도
● bring A to B A를 B로 데리고 오다

Reading Sky - Level 1

11

Unit 01. Origin

➲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엄선한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각종 상식과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된 지문들을 통해, 지식의 폭도 넓히고 영어의 재미도 맛볼 수 있다.
➲ 내신과 수능 문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Comprehension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할 수 있다.

Answer Keys p. 01

Reading Plus

A

Structure Answer the each question.

1

괄호 안에서 반의어를 찾고, 그 뜻을 쓰시오.

believe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Where does the word picnic

Answer Keys p. 01

Voca Plus

come

from

enjoy

피크닉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Hint!

2

‘~로부터 오다’의 영어 표현을 쓰는 문제이다.

빈칸에 우리말 해석을 써 넣으시오.

Nobody knows / exactly / what the word means.
(직독직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 정확하게 /

We get the word picnic

air

outside

from

B

from

rhyming

people’s homes. But, today we go

inside

terrible 끔찍한

2

doubt

3

hate, dislike

4

in the open air

의심하다
싫어하다
야외에서

뜻

great

멋진, 좋은

believe

믿다

enjoy

즐기다

indoors

실내에서

괄호 안에서 유의어를 찾고, 그 뜻을 쓰시오.

add

word nique. The
outside

for picnics. Most people love to carry food and eat meals together in the fresh
air

1

beach

pick

carry

inside

the French word pique-nique. The French

mixes the verb piquer, meaning “to pick”, with the
first picnics were

great

반의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Summary Choose the correct words to fill in the blanks.
rhyming

indoors

?

.

유의어

뜻

pick

고르다, 집다

5

choose, select

6

bring, take

carry

가져가다

7

shore

beach

해변, 물가

8

include

add

더하다

피크닉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pique-nique에서 왔다. 이 프랑스 말은 ‘줍다’를 뜻하는 동사 piquer가 nique와 운을 맞추고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집
안에서 피크닉을 즐겼지만, 오늘날에는 야외로 피크닉을 하러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가 신선한 야외로 음식을 가져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

You know what?
예의범절이란 뜻의 에티켓도 프랑스에서 건너온 말로, 동사 ‘estiquier(붙이다)’에서 유래한 거에요. 과거 프랑스는 지금만큼

Check this out!

12

위생이 좋지 못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왕조차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아, 루이 14세의 머리가 이로 득실 했다고 하니…. 당시 일
반 가정집이나 공공거리에는 화장실 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아, 중세 프랑스의 거리는 인분으로 가득 찼죠. 또 길거리에서 아

같은 음이나 비슷한 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라임rhyme이라고 한다. 음운 또는 운이라는 뜻이다. 주로 시나, 노래

무데나 용변을 보는 일도 허다하다 보니, 고민하던 프랑스 관리들이 중요한 관청이나 궁궐 앞에 아무데나 용변을 보지 말 것을

가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호소하는 푯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에티켓(나무말뚝에 붙인 푯말)을 따르다’란 말이 생기게 된 거에요. 한 가지 더,

king - ring | more - door | Ronnie - Connie

프랑스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들의 요강들을 창 밖으로 마구 비웠다고 해요. 그래서 귀부인들은 자신들의 드레스를 더럽

[킹]

히지 않으려고 굽 높은 구두를 신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어요.

[링]

[모어]

[도어]

[로니]

[코니]

Reading Sky - Level 1

Unit 01. Origin

13

➲ 구문 연습과 짧은 요약문을 통해 탄탄한 독해실력을 꾀할 수 있다.
➲ 본문에 나온 필수 어휘들을 Word Search와 영어퍼즐 등의 다양한 문제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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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cript

JumpUp Reading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12 (4 pages/unit), 52 pages (Workbook 36 pages)

흥미롭고 다양한 지문으로 익히는 최고의 리딩 교재 - 듣기·쓰기·어휘·문법 보강 프로그램
•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의 정서적 특성에 부합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했다.
• Listening, Reading, Vocabulary, Grammar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했다.
•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단어를 활용하는 연습과 영영 풀이 및 동의

• Listening과 Reading에서는 중심 생각 파악, 세부사항 포착,
추론(Inference) 등으로 TOEIC Bridge나 TOEFL iBT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편성했다.
• TOEIC, TOEIC Bridge, TEPS, 학교 내신시험 등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영문법 사항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어 학습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어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Student Book

➲ 학습자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배려한 지문을 선정했다.
➲ 자연스러운 맥락과 동의어를 활용해서 어휘를 심층적으로 익힐 수 있게 했다.
➲ 주제 찾기, 유추 등을 통해 지문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음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고 받아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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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cript

BuildUp Reading 1~4

대상

중등 중급 ~ 고등 중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포함), Audio CD 1~4 (3, 4는 CD 2개씩)

Units 20 (4 pages/unit), 84 pages (Workbook 60 pages)

세련된 현대적 지문으로 익히는 최고의 리딩 교재 - 듣기·쓰기·어휘·문법 보강 프로그램
• TOEIC, iBT TOEFL, TEPS 등 각종 영어 시험의 독해 영역

• 전반적인 정보, 특정한 정보, 추론 등 다양한 독해 문제 유형을

대비에 필요한 다양한 독해 기법을 개발시키는 교재이다.

통해 독해 기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독해의 기반이 되는 어휘력의 향상을 위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의 활용 연습, 동의어 찾기, 영영 풀이, 파생어 연습 등

• 본문의 요약과 주요 청취 유형 연습을 통해 독해력과 상호보완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관계에 있는 청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정확한 독해의 토대가 되는 문법 실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법 연습 문제를 편성하였다.

Student Book

➲ iBT TOEFL 등 각종 영어 시험에 적합한 고급 지문을 선정했다.
➲ 풍부한 맥락 활용과 유의어 연습을 통해 고급 어휘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게 했다.
➲ 단락 단위의 이해 문제, 추론 등을 통해 고급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통해 내용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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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cript

Reading Explorer 1~4

대상

중등 고급 ~ 고등 중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4, Audio CD 1~4

Units 20 (4 pages/unit), 84 pages

실전 TOEFL iBT Test를 대비하는 Reading 교재
• TOEFL iBT Test에 자주 출제되는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의
핵심적인 주제를 수록하였다.
• Reading과 함께 다양한 Listening, Speaking, Writing 활동을
통해 TOEFL iBT Tes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 TOEFL iBT Test에 새롭게 추가된 Paraphrase, Summary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실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 TOEFL iBT Test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 어근 분석을 통해 TOEFL iBT Test 대비에 필요한 고급 어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tudent Book

➲ TOEFL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다양한 주제의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 TOEFL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 유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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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Coherence, Paraphrasing 등의 코너를 마련하였다.
➲ 독해 지문을 활용한 Listening Script를 만들어 청취를 통한 내용 이해도 함께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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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Script

New Strategic Reading 1~3

대상

중등 고급 ~ 일반 (Secondary ~ Adult)

구성

Student’s Book 1~3 (부록 포함), Audio CD 1~3 (각 권 CD 2개씩)

Units 20 (6 pages/unit), 124 pages (부록 44 pages)

실전 TOEFL iBT Test를 완벽히 구현한 Reading 교재
• TOEFL iBT Test에 자주 출제되는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의

• TOEFL iBT Test에 새롭게 추가된 Paraphrase, Summary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실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적인 주제를 수록하였다.
• Reading과 함께 다양한 Listening, Speaking, Writing 활동을
통해 TOEFL iBT Tes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 TOEFL iBT Test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 어근 분석을 통해 TOEFL iBT Test 대비에 필요한 고급 어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tudent Book

➲ TOEFL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를

실전 수준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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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 분석을 통해 고급 어휘를

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요 Listening 문제 유형을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신유형인 Summary를 단계적으로

편성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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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Moving Up Reading 1~4

대상

중등 고급 ~ 일반 (Secondary ~ Adult)

구성

Student’s Book 1~4, Audio CD 1~4

Units 10 (2 passages/unit), 104 pages

고급 영어 지문을 통한 핵심 Reading Skill 마스터
• Science & Social Studies로 구성된 다양한 지문을 통해 고급 영문 독해를 성취한다.
• 10가지 핵심 Reading Skill을 통해 독해 능력을 배양한다.
• 지문과 Reading Skill을 연계한 Graphic Organizer를 통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한다.
• 텍스트 이해를 돕는 Writing Summary 문제와 다양한 RC 문제가 수록되었다.
• 각 Unit 별로 어휘의 기본 의미를 재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마련했다.

Student Book

➲ 과학, 사회, 역사, 문화, 최근의 이슈 등 여러 분야의 흥미로운 지문들을 다룬다.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각 Unit마다 하나의 Reading Skill에 포커스를 두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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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각 Unit마다 하나의 Reading Skill에

포커스를 두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 다양한 Reading Comprehension

문제와 Summary를 통해 지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각 Unit에 해당하는 Reading Skill을

도식화하여, 지문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글의 개요 및
중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테스트를 통해 어휘의 기본 의미를

재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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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Script

Reading Summit 1~4

대상

중등 고급 ~ 일반 (Secondary ~ Adult)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포함), Audio CD 1~4

Units 20 (6 pages/unit), 124 pages (Workbook 41 pages)

TOEFL iBT Test에 대비해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Reading 교재
• TOEFL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의

• TOEFL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근 분석을
통해 고급 어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핵심적인 주제를 수록했다.
•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 워크북을 통해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다시 한 번 익히도록 하며

문제들을 각 섹션별로 준비했다.
• TOEFL 시험에 새롭게 추가된 Paraphrasing, Summary 등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뜻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구성했다.

다뤄 실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Student Book

➲ TOEFL에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를 영역별로 실전 수준에 맞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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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 어원 분석을 통해 고급 어휘를 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형의 독해 문제를 준비하였다.

➲ 독해 지문을 활용해 Listening Script를 만들어 청취를 통한 내용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 신유형인 Summary를 편성하였다.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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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Script

Start Listening 1~3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Units 12 (6 pages/unit), 100 pages (Workbook 52 pages)

폭넓은 주제를 쉽게 배우는 신경향 Listening 프로그램
• 권별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도 단계를 두어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에서부터 우주, 자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폭이 넓다.
• Listening 교재이지만 언어 이해력을 높여주며, 관련 주제별 어휘력 쌓기에 큰 도움이 되는 교재이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동향과 최신 정보가 가득한 최신판 듣기 교재다.
•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휘의 뜻을 바로 전달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진과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Student Book

➲ 주제와 관련된 8개의 단어들을 그림을 통해 쉽고 또 자연스럽게 익히고자 한다.
➲ 짤막한 대화 속에 담긴 말하는 이의 의도와 뜻을 파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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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주제와 관련된 5개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듣기 연습을 하고자 한다.

➲ 긴 지시문과 대화를 듣고 2~3개의 문제를 풀어 보며 학생의 학습상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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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Script

Listening Close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각 권 2장)

Units 12 (6 pages/unit), 76 pages (Workbook 52 pages)

Goal–Oriented Topics - 단계별로 구성된 체계적인 Listening 프로그램
• 각 Unit별 특정 상황을 설정하여 실생활 관련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Goal-oriented Topics.
• Listen, Listen Again을 통한 집중 듣기 훈련과 다양한 문제 풀이.
• 다채로운 사진을 통한 폭넓은 어휘와 관련 표현의 생생한 학습.
• Native Speaker의 자연스런 녹음.
• Words Activity 및 Dictation 훈련을 할 수 있는 워크북 구성.

Student Book

➲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그림을 통해 미리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그림과 매치하여 관련 문장들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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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짧은 대화·긴 대화·Passage 형식(광고, 공고문, 편지 등)의 지문 등 단계별로 구성된

Script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듣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앞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그림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Role Playing 형식의 Activity이다.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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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List

Script

Jump Up Listening 1~5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5, Workbook 1~5 (각 권 Script, Audio CD 2장)

Units 12 (6 pages/unit), 76 pages (Workbook 52 pages)

흥미로운 주제와 교육적 정보를 담은 단계별 리스닝 교재
• 교육적이고 아카데믹한 소재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듣기 자료.
• [Brainstorming > Getting Ready > Listening Task > Write & Speak > Final Test]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구성.
• 다양한 질문을 통해 영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어휘와 표현을 토대로 기본적인 말하기·쓰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 다채로운 사진과 생생한 표현들.
• 핵심 어휘 체크와 Dictation 연습을 할 수 있는 Workbook 제공.

Student Book

➲ 듣기를 통해 어휘를 미리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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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첫 지문은 워밍업으로 간단한

Dictation과 Checkup 문제,
두 번째-세 번째 지문은 다양한
LC 문제로 구성하였다.

➲ Key Expression을 활용한

대화 만들기로 간단히 Role Playing을
할 수 있다.

➲ Unit의 핵심 표현과 관련 주제를

TOEIC형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학습 성과를 Review할 수 있다.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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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Script

Improving Listening Skills 1~5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5, Workbook, Script, Audio CD 포함 (CD : Level 1~2 각 1장, Level 3~5 각 2장)

Units 12 (6 pages/unit), 76 pages (Workbook 52 pages)

Listening Skill 향상을 위한 5단계 리스닝 시리즈
•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 & 사실감을 주는 생생한 사진.
• 다양한 유형의 듣기 패턴: Dialogs, E-mail, Letter, Announcement, Advertisement, Lecture, etc.
• 핵심 리스닝 스킬 학습: Main Idea, Facts & Details, Reasons & Purposes, Attitude, Inference, Sequence, etc.
• 청취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다채로운 문제 구성: 객관식, 주관식, Open questions, Table, Note-taking, etc.
• 어휘 테스트와 딕테이션으로 구성된 워크북 & 녹음 대본(Script) 제공.

Student Book

➲ 각 Unit의 학습 목표와 Skill을 분석하고, 그림을 통해 Brainstorming을 한다.
➲ 그림을 통해 Key Word를 미리 익히고, 토픽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봄으로써 주제에 익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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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짧은 대화문이나 내러티브를 듣고 Target Skill Question, Details Questions, On Your Own 등 다양한 문제 풀이.

➲ 긴 대화문이나 내러티브를 듣고 객관식, Writing, Dictation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을 학습한다.

또한 Note-taking을 통해 중심 주제와 지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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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만점보장중학영어듣기모의고사 25회 1~3

MP3 제공
Word Pre-Check MP3, 모의고사 MP3,
Dictation Test MP3 , 문제별 MP3 1~25회

어휘학습
유형별 어휘학습, 유형별 어휘학습 Test

대상

예비 중1~중3 (Secondary)

구성

본책 + Answer keys (교사용 CD 제공)

교사용 CD
선생님께는 본문 스크립트와 음원, 유형별로 정리한 어휘 및
예문 리스트와 테스트, 속담 표현 등의 부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Units 25 (6 pages/unit), 275 pages (1권), 280 pages (2~3권)

파일 신청 및 문의사항은 지역 총판 또는 www.wcbooks.co.kr

Listening Skill 향상을 위한 5단계 리스닝 시리즈
• 각 현상의 발음 원리와 그와 관련된 예문들을 통한 헷갈리기
쉬운 발음 현상들의 체계적인 학습 및 다양한 상황과
dialogue를 통해 발음현상을 실생활 속에서 학습·적용 할 수 있는
‘발음 특강 특별 부록’ 첨부.

• 각 회별 주요 어휘와 표현 및 문법 정리를 통해 듣기와
문법의 유기적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
• 상/중/하로 구분된 받아쓰기를 통해 핵심 표현과 중요 문장을
한 번 더 듣고, 쓰는 과정을 통해 지문 속 상황을 확실한 이해 가능.

• 기출·실전·고난도, 총 25회 구성으로 기출 문제 응용부터
실제 시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통해 실제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 가능.

Student Book
QR코드로 MP3 쉽게 듣기
1 QR코드를 찍어 유투브로 바로 듣기

어학 MP3를 쉽게 받아 공부하자!

2 콜롬북스 앱을 통해 MP3 다운받기

콜롬북스

음원 미리듣기

➲ Words pre-check : 각 회의 주요 어휘와 표현을 미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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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기출·실전·고난도 모의고사 : 난이도별

문제 배치 및 영국인 발음 문제
수록 등 철저한 최신 경향 분석을 통해
25회 모의고사를 기획하였다.

➲ Dictation Test : 받아쓰기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핵심표현을 빈 칸
처리하여 전반적인 지문 이해와 문장을
복습 할 수 있다.

➲ key expression : 각 회별 중요

표현을 문법, 문제 유형에 맞게 문항
별로 정리했다.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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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Unit Test

Grammar Jump 1~4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1~4

Units 12 (4 pages/unit), 132 pages (Workbook 88 pages)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4단계 초등 문법 교재
• 각 권당 12 Unit에 걸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핵심 문법 포인트를 모두 망라해 두었다.
• 만화와 표를 통해 학생들이 명쾌하고 쉽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 Let’s Study 코너에서는 삽화와 사진이 가미된 흥미로운 Activity를 통해 재미있게 문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 단원이 끝날 때마다 Review 코너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udent Book

➲ 만화와 도표, 삽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핵심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 Warm-up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Let’s Study에서는 2페이지에 걸쳐 만화와 사진이 가미된 다양한 Activity로 학생들의 문법 학습을 돕고자 했다.
➲ Topic 하나를 선택해서 글쓰기와, Brainstorming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글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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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Answer Key

Test

Grammar High 1~3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1~3

Units 20 (4 pages/lesson), 116 pages, Workbook 84 pages

다양한 유형의 글 속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영어 문법
• 만화와 재미있는 캐릭터를 통해 문법을 배운다.
• 신문 기사, 잡지, 인터뷰, 편지, 사진 묘사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제공된다.
• 20페이지 분량의 추가 연습 문제가 제공된다.
• 한글 문법 설명이 제공되는 Workbook은 학생들의 Self-study를 가능하게 한다.
• 간단명료하고 체계적인 문법 설명, 수준별 어휘 사용은 학생들이 좀더 쉽게 문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Student Book

➲ 문법 포인트를 만화와 삽화를 보며 먼저 확인하고, 도표와 그림을 통해 문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 사진과 삽화를 이용한 문제에서부터 대화문 형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 구어체 예문과 대화문 형식의 실용적인 문제들을 통해 문법과 함께 말하기 훈련도 꾀할 수 있다.
➲ 해당 Lesson에 들어있는 문법 포인트들이 모두 적용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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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Top Grammar 초급 1~2, 중급 1~2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중급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초급 1~2, 중급 1~2 (Workbook 포함)

Units 8 (2 pages/unit), 144 pages (Workbook 60 pages)

다양한 유형의 글 속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영어 문법
• 시험에 자주 출제되면서 활용도가 높은 문법 사항을 엄선했다.
•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흥미로운 예문을 선택했다.
• 내신, 수능, TEPS, TOEIC, TOEIC Bridge 등 각종 영어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법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 영어 학습자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채로운 문제 유형으로 구성했다.
• 우리 실정에 꼭 맞는 문법 사항을 단계적·체계적으로 편성했다.
• 문법 사항의 학습이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tudent Book

➲ 핵심적인 문법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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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 문법 실력을 깊이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학교 내신시험 등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많이 실었다.

Grammar

0217catalog_내지.indd 61

|

61

2016. 12. 28. 오후 1:55

Answer Key

Test

Grammar Master 1~3

수업자료
1 문법 문제 400제 + 강의용 PDF 파일
2 문법 문제 460제 + 강의용 PDF 파일
3 문법 문제 500제 + 강의용 PDF 파일

대상

예비 중등 ~ 예비 고등 (Secondary)

구성

본책 + Answer keys (교사용 CD 제공)

Units 462 pages (1권), 513 pages (2권), 478 pages (3권)

교사용 CD
선생님께는 문법 문제와 강의용 PDF 파일 등의 부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파일 신청 및 문의사항은 지역 총판 또는
www.wcbooks.co.kr

중등 교과서 주요 문법 마스터 완벽 대비 영어 문법
• 단위 별로 나눈 설명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문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쉬운 이해와 학습 가능.
• 전국 중학교 중간·기말고사를 분석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 Grammar Master 한 권이면 별도의 문법책 없이도
수준별 문법 마스터 가능. (level 1: 예비 중등 ~ 중등1,
level 2: 중등1 ~ 중등2, level 2: 중등2 ~ 예비 고등)

풀이를 통한 내신 완벽대비.

Student Book

➲ Point Check : 학습할 Lesson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예습하거나 복습.
➲ Check Up : 단계적으로 나눈 문법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 풀이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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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 Practice More : 앞서 학습한 내용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형 문제.

➲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 전국 중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분석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풀이를 통한 내신 완벽 대비.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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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Worksheet Teacher Guide

Writing Jump 1~3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Units 10 (8 pages/unit), 96 pages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초등 Writing 교재
• 일상생활 속 친숙한 주제로 구성된 토픽.
• 각 토픽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협동 수업 가능.
• 영작 예시문이 5~10 문장 정도의 짧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 기초적인 문법과 문장 패턴 연습을 통해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쉬운 구성.
• 서술형 평가 대비 문제 수록.

Student Book

➲ 핵심 표현이 화려하고 흥미로운 그림과 함께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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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 중심 생각과 논거를 마인드 맵으로

구성해봅니다.

➲ 핵심 표현을 활용한 문장 쓰기 후

고쳐 쓰기를 해봅니다.

➲ 중등 내신 대비 선행 학습을 위한

서술형 문제를 연습합니다.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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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to Communicate 1~3

대상

중등 고급 ~ 일반 (Secondary ~ Adult)

구성

Student’s Book 1~3, Answer Key 1~3

Units 135 pages (1권), 187 pages (2권), 181 pages (3권)

Paragraph부터 research paper까지 쓸 수 있도록 구성된 3단계 쓰기 교재
• 주제별로 분리된 Chapter는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 학생들이 Academic한 작문을 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수사적인 패턴을 강조하였습니다.
• 풍부하고 명쾌한 모범 답안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작문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 학생들이 문법과 교정 기법을 통해 정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작문 과정, 컴퓨터에 작문하기, 시간 내에 작문하기 등과 같은 활동 등 부가적인 자료가 풍부합니다.

Student Book

➲ 그 단원에 등장하는 모범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를 미리 공부할 수 있다.
➲ 본격적인 글쓰기 원칙에 대한 설명, 모범 문장 제시, 연습 문제 풀어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닌, 글 쓰는 데 필요한 문법을 다루는 문장 구조에 관한 문제 풀기가 있다.
➲ Topic을 제공하여 하나를 선택해서 글쓰기와 Brainstorming 방법을 제시 후 여러 가지 생각을

글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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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What I Believe 1~2

대상

중등 고급 ~ 일반 (Secondary ~ Adult)

구성

Student’s Book 1~2, Teacher’s Guide 1~2, Audio CD 1~2

Units 12 (10 pages/unit), 139 pages

듣기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확장시켜 학습하는 말하기 통합 교재
• Getting Ready 코너는 학생들에게 연설자들을 소개하고,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등을 다룹니다.
• Vocabulary for Comprehension과 Glossary는 학생들이 좀더 듣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들을 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학습 교재입니다.
• Background Notes와 Culture Notes는 학생들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 Focused Speaking Task에는 단계별로 된 말하기 과정, 발음과 중요한 표현들을 가르쳐주고 연습을 해보게 합니다.
• Writing Topics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해보는 코너입니다.

Student Book

➲ 학습자에게 에세이 저자를 소개하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 학습자들에게 관련 주제를 미리 노출시켜 에세이를 통해 듣게 될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해보게 하여 듣기를 대비시킨다.
➲ 학습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 듣기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자들이 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을 자신의 에세이에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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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Teacher Guide

Debating Challenge 1~3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초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3 (Workbook 포함), Audio CD 1~3, Teacher’s Guide 1~3 별도 제공

Units 16 (6 pages/unit), 104 pages

수행 평가에서 중시되는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 중등 과정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소재로 이루어졌다.
•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펼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Skill을 습득한다.

Student Book

➲ Warm-up Question을 통해

학습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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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 일상생활 및 일반적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배운다.

➲ 보다 쉬운 단어와 구문으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 다양한 근거들 가운데 보다 타당한

근거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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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Homework

Exploring Debate 1~2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고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2, Audio CD 1~2, Teacher’s Guide 1~2 (별매)

Units 20 (6 pages/unit), 124 pages

논리력과 NEAT Speaking을 동시에 잡은 고급 영어 토론 교재
• 다양한 종류의 엄선된 토론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찾는 훈련

유발하고 토론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에 중점을 두어 토론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있도록 하였다.

• 영문 Teacher’s Guide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의 진행

• 토론 수업을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 파악 > 개념 정리 > 의견
표현 연습 > 그룹 토론]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방법, 정답, 과제물, 다양한 예시 의견이 제공되어 지도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Student Book

➲ Warm-up Activity를 통해 수업 진행 전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과 배경 지식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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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 토론 주제에 관한 논점을 정리한

지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토론에 들어가기 전 주장의 형성과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 구성을 연습한다.

➲ 흥미로운 그룹별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질문과 토론 주제를
제공한다.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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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est

WORD MAX 5300 1~6

교사용 CD
선생님께는 어휘 테스트, 음원 파일 등의 부가 자료CD를
제공해 드립니다. CD 신청 및 문의사항은 지역 총판 또는
www.wcbooks.co.kr로 문의 바랍니다.

스마트하게 공부하자!

콜롬북스 | Quizlet

대상

중등 초급 ~ 고등 고급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구성

Student’s Book 중등 1~3, 고등 4~6 (Workbook, Answer Key 포함)

Units 30 (4 pages/day), 216 pages (Workbook 64 pages)

내신·수능 완전 정복! Word Max 6단계 시리즈
WORD MAX 5300 : 중등 단계

WORD MAX 5300 : 고등 단계

• 시ᆞ도 교육청 모의 평가를 대비한 예상 어휘 및 지문 사용

• 수능모의평가 및 수학능력평가 등에서 출제된 어휘 및 지문 사용

• 중등 내신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맞춘 리뷰테스트

• 고등 내신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맞춘 리뷰테스트
• 수학능력평가의 수준과 패턴을 고려한 문제 풀이

Leve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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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MAX 5300 ❶

600단어

예비 중학 필수 영단어

WORD MAX 5300 ❷

750 단어

중등 기본 필수 영단어

WORD MAX 5300 ❸

900단어

중등 심화 필수 영단어

WORD MAX 5300 ❹

900 단어

고등 기본 필수 영단어

WORD MAX 5300 ❺

900단어

고등 심화 필수 영단어

WORD MAX 5300 ❻

900 단어

수능 기출 영단어
+ 수능 예상 핵심 영단어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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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WORD MAX 5300 : 중등 단계
➲ 시•도

교육청 모의 평가 출제 유형 반영

<중2 시도 교육청 모의고사>
29. 괄호 안의 단어 중 알맞은 형태를 고르시오.

We were very (surprising, surprised) at the news.

3권 p.150_Review Test

➲ 중등 내신 시험 출제

유형 반영

<대명중 2-1 중간고사 기출>

1. 다음 중 영어의 뜻풀이가 틀린 것은?
① retire : leave their job and usually stop working completely
② massage : squeeze and rub their body in order to make

them relax or reduce their pain
③ upper : at or near the top of something
④ several : an precise number of people or thing
⑤ found : cause it to be built

2권 p.184_Review Test

WORD MAX 5300 : 고등 단계
➲ 기출

지문을 응용하여 사용

<2016년 수학능력평가_영어영역 : 짝수형>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annah struggled with the many class hours, the
endless assignments, and the exams. However, there
were exciting events like sports days and school
festivals. How could (c) she ever forget her second
year! She had sung and danced with her friends in the
festival, part of a sensational performance.......

5권 p.25_Daily Test

➲ 출제

유형을 반영한 Daily & Review Test

<2016년 수학능력평가_영어영역 : 홀수형>
29.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is (A) accommodation / destruction was
driven by the needs of a fast growing mat-making
industry. ......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 the lake (B) lacked / supported any
suitable sporting fish!......
(A)

(B)

(C)
…… competing
② accommodation …… supported …… cooperating
① accommodation …… lacked

5권 p.67_Review Test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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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Book (Level 1 ~ 3)

➲ ‘단
 어 → 어구 → 예문’ 순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학습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합니다.
➲ Daily Test는 다양한 예문을 통해

표제어를 응용 학습하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 내신대비
어휘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 2일마다 학습한 어휘를

Review Test 속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반복 학습합니다.
➲ [ 어구 빈칸 완성 / 영영 풀이 / 어휘 관계
파악 / 문장 연결 완성 / 영영 어휘활용 /
문장 완성 / 그림-단어 연결]

➲ Study More는 표제어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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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Student Book (Level 4 ~ 6)

➲ 모의 평가 및 수능 출제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단어 → 어구 → 예문’ 학습과 함께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변형 예문을 통해
표제어를 응용 학습할 수 있습니다.

➲ 2일마다 학습한 어휘를

Review Test 속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반복 학습합니다.
➲ [ 한영 빈칸 채우기 / 영한 빈칸 채우기 /
영영 풀이 / 문장 연결 완성 / 영영 어휘
활용 / 문장 완성 / 공통 어휘 찾기]

➲ Study More는 표제어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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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Top Vocabulary 초급 1~3, 중급 1~3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Level 초급 1~3, 중급 1~3 (Workbook, Answer Keys 포함)

Units 30 (4 pages/unit), 137 pages (Workbook 30 pages)

특목고·내신 대비 어휘 완전 정복 프로젝트
이 책의 4단계 단어 암기법 특징
1단계 새로운 단어를 3번씩 써보면서 외우기!
2단계 영
 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써보면서 다시 외워보자!
3단계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면서 외운 단어 확인해보자!
4단계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영영 풀이로 써 보면서 자신의 단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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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Student Book

➲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세 번씩 써 보게 한다.
➲ 앞에서 익힌 단어를 문장에서 다시 써 보게 한다.

➲ 학습한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최종 확인해 본다.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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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There! 1~4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1~4, Workbook 1~4, Teacher’s Guide 1~4, Audio CD 1~4

Units 8 (10 pages/unit), 139 pages

학습 효과가 뛰어난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성공적인 수업을 보장
• 한 가지 주제로 Reading, Grammar, Listening, Speaking의 4가지 영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흥미로운 예문을 선택했다.
• 어휘 테스트, 문법 문제, RC, LC, Role Playing 등 각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집중화된 문제 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 영어 학습자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채로운 문제 유형으로 구성했다.
• [그림을 이용한 상황 이해 > 리스닝을 활용한 단어 학습 > 문장 이해를 위한 문법 > Role Playing] 의 순서로
스피킹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Student Book

➲ 주제에 관련된 짧은 지문을 통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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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Book

➲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쓰이는 문법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편성했다.
➲ 주제별 상황에 맞는 생동감 있는 음성의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Writing Rule에 따른 예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Writing 학습을 할 수 있다.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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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 Out

대상

일반 (Adults)

구성	Students’ Book + Active Book and DVD, Students’ Book Audio CD,

Workbook + Audio CD, Teacher’s Resource Book
Units Starter / Elementary / Pre-intermediate / Intermediate / Upper-intermediate / Advanced

생생한 BBC 동영상 DVD와 Podcast를 활용한 6단계 일반 회화 코스북
• 성인 대상 초급부터 최상급까지 총 6단계로 이뤄진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코스북.
• 실제 BBC 뉴스, 인터뷰,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토픽과
콘텐츠로 Real-life Communication Skill을 배울 수 있다.

• ActiveBook, ActiveTeach, MyLab 등 DVD, 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 학습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한다.
• 토픽, 언어, 스킬에 대한 균형 잡힌 실라버스 구성.
읽기와 듣기 내용 문맥 속에서 문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Student Book

➲ Input Lesson에서는 문법과 어휘를 핵심 언어와 결합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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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Book

➲ Input Lesson에서는 문법과 어휘를

핵심 언어와 결합하여 학습한다.

➲ Functional Lesson에서는 중요한 말하기와

듣기 전략을 배우면서 토픽 관련 말하기에
집중한다.

➲ DVD Lesson에서는 BBC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 Lookback Page는 매 Unit별 핵심 언어의

리뷰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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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P3 File Word List

American Textbook Reading
Science series
Social Studies series

대상

초등 중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Student Book (Science, Social Studies 각 4권), Workbook, Audio CD

Units 15 (6 pages/unit), 107 pages

원어민 유료강의
미리보기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새로운 차원의 미국 교과서 교재
• 미국 교과서 Grade 1~2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각종 영어 시험 대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쉽고 체계적인 레슨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지문의 내용을 다양한 Reading Skill로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제공되어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 원어민 강사의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Student Book

➲ 해당 레슨의 중요 어휘를 먼저 학습한다.
➲ 배울 내용을 차트, 다이어그램을 통해 학습하여 배경지식을 형성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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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 학습한 어휘와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영어 지문을 읽는다.
➲ 배운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풀어본다.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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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treet
Grade K

Grade 1~6

대상

유치 ~ 중등 중급 (Kindergarten ~ Secondary)

구성

Student Book, Audio CD, Workbook, Teacher’s Edition

Units Grade K / Grade 1~6

미국 전 50개 주 80여 개 학군에서 채택되어 사용 중인 미국 교과서
• 문학은 물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 배양에 초점을 둔 내용이

• 미국 Common Core(*2010년 9월 도입된 미국 정부의
최신 교육 정책 스탠다드)에 입각한 미국 전 지역 500만 이상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리딩 교과서.

실려있다.
• 파닉스, 스펠링, 어휘, 이해력, 유창성, 쓰기, 말하기, 그룹 토론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다.

• 리딩 훈련은 물론 사고력 훈련에 중점을 둔 리딩 프로그램.

Preview
Grade
Kindergarten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 Teacher’s Edition
		 K.1

K.2

K.3

K.4

K.5

K.6

1.3

1.4

1.5

1.6

Grade 1

R

1.1

1.2

Grade 2

		

2.1

2.2

Grade 3

		

3.1

3.2

Grade 4

		

4.1

4.2

Grade 5

		

5.1

5.2

Grade 6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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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Components

Student Book

Workbook

Teacher’s Edition

Audio CD

Online

Preview

➲ 일상 어휘뿐 아니라 학술적 어휘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스펠링 연습과 받아쓰기를 통해 들리지 않는 음가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훈련한다.
➲ 글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기까지 완성한다.

Textbook

0217catalog_내지.indd 85

|

85

2016. 12. 28. 오후 1:55

Test

Brain Bank

Kindergarten ~ Grade 2

원어민 유료강의
미리보기

니콜쌤 유료강의
미리보기

플래시 미리보기

대상

유치 ~ 초등 고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유치·초등 Student’s Book 40, Workbook 40, Teacher’s Guide 8, Audio CD 20 (세트구성)

Units 유치 단계 (Kindergarten), 초등 1단계 (Grade 1), 초등 2단계 (Grade 2)

시작부터 다른 미국 교과서 Brain Bank
• Brain Bank는 미국 현지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영어

• 아동 심리학자와 현장의 교사, 대학교 교수들의 공동 연구로

를 이제 막 접하는 아이들이 미국 수업과 같이 체계적인 학습을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확장시키고, 폭넓은 주제의 책을 읽을 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있도록 개발했다.

• 토론식 학습을 통해 분석력, 단어 인식 능력, 어휘력, 이해력을
기를 수 있다.

풀세트 구성

Kindergarten

Grade 1

Science

교재 20 권
Workbook 20 권
Teacher’s Guide 4 권
Audio CD 10 개

교재 20 권
Workbook 20 권
Teacher’s Guide 4 권
Audio CD 10 개

교재 20 권

교재 20 권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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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20 권

Teacher’s Guide 4 권
Audio CD 10 개

Workbook 20 권
Teacher’s Guide 4 권
Audio CD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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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낱권 구성

Kindergarten

Grade 1

Grade 2

Science

교재 1 + Workbook 1
+ Audio CD 1

교재 1 + Workbook 1
+ Audio CD 1

교재 1 + Audio CD 1

Social Studies

(20 권)

(20 권)

교재 1 + Workbook 1
+ Audio CD 1

교재 1 + Workbook 1
+ Audio CD 1

(20 권)

(20 권)

(24 권)

교재 1 + Audio CD 1
(24 권)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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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Social Studies

Test

01 Lights

06 Where in the World?

12 What’s for Breakfast?

18 Traffic Colors

07 Boats

02 Night Shift

03 Trucks

08 Names Are Everywhere

09 What Can I Wash Today?

13 A Rainy Day

14 After School

19 Pass the Pasta, Please!

20 The Animal Doctors

04 My House

10 Happy Hats

15 Submarines and Other Machines

05 Getting There

11 Off to the City

16 Eat Your Colors

17 Our Neighborhood

Kindergarten(유치) 단계 주제별 분류
Theme

Title

Objects

Dinnertime at the Zoo
Little Duckling Is Lost
My Pet Rabbit
The Animal Doctors

동물원의 식구들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동물과 관련된 어휘를 익혀요.

2. Body & Health

Pizza Faces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피자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 얼굴의 명칭을 배우고 레시피를 익혀요.

3. Community

Off to the City
Traffic Colors
Night Shift
Trucks
Getting There
Boats
Submarines and Other Machines
Our Neighborhood
Where in the world?

1. Animals

4. Food & Nutrition

Eat Your Colors
What’s for Breakfast?
Pass the Pasta, Please!

5. Culture
(Party, Special Day, Happy Hats
Holiday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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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오리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동물의 이름과 울음소리를 통해 어휘를 넓혀요.
애완용 토끼를 통해 동물의 식생과 동물 돌보기를 익혀요.
동물 병원 이야기를 통해 동물의 특징과 형용사를 익히고 수의사에 대해 배워요.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 몸과 관련된 어휘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법을 익혀요.
시골에 사는 사리가 할머니 집을 찾아 가는 이야기를 통해 장소를 익혀요.
동물들을 통해 신호등 색깔과 그 의미를 배우고 교통질서를 익혀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배우면서 직업에 관한 어휘를 익혀요.
트럭이 싣고 나르는 물건을 생각하면서 트럭의 쓰임새를 익혀요.
바다, 육지, 하늘을 오가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통수단을 통해 어휘력을 늘려요.
여러 가지 보트의 이름을 배우고 보트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 봐요.
우리 주변의 기계를 익히고 특징과 기능을 생각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물과 장소의 명칭을 익히고 지도를 배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하며 공간 확장 개념을 익혀요.
컬러 푸드 중 채소와 과일의 명칭과 색깔을 배워 어휘력을 늘려요.
아침 식사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익혀요.
파스타의 모양과 색깔을 통해 어휘력을 늘리고 파스타로 만든 음식을 배워요.

생일 모자 만들기를 통해 동물의 부위 명칭과 문구 용품, 조작법을 익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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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Kindergarten
Science

Test

01 Weather Words

06 My Pet Rabbit

12 Eyes in the Dark

18 Living Things

07 The Magnifying Glass

02 The Storm

08 Little Duckling Is Lost

13 Keeping Fit

19 Fun With Frames

14 Little Blue Fish

03 Dinnertime at the Zoo

09 Water Play

15 Take a Close Look

04 Tools

05 Run, Rabbit!

10 Zebras Don’t Brush

11 Pizza Faces

16 The Moth

17 The Big Blue Sea

Their Teeth!

20 Hummingbirds

Kindergarten(유치) 단계 주제별 분류
Theme

Title

Objects

Names Are Everywhere
Fun With Frames
Tools
Keeping Fit

이름은 무얼까요? 나의 주변의 이름들을 열거해 보고 명사를 익혀요.

7. H
 ouse &
Prepositions

Run, Rabbit!
My House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 동작의 방향과 전치사를 배워요.

8. Time (day, week,
month) &
Numbers
& Seasons &
Weather

Weather Words
The Storm
What Can I Wash Today?
A Rainy Day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날씨를 표현하는 어휘를 익혀요.

9. Social Studies

After School

방과 후 어떤 활동을 하나요? 방과 후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익혀요.

10. N
 atural &
Physical Science

Lights
The Magnifying Glass
Water Play
Eyes in the Dark
Little Blue Fish
Take a Close Look
The Moth
The Big Blue Sea
Living Things
Hummingbirds

6. Myself (Life)

다양한 소재의 액자를 통해 재료를 익히고 설명서에 따라 액자를 만들어요.
편리한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구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를 익혀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 케이트와 베니를 통해 동작 어휘와 놀이기구의 명칭, 전치사를 알 수 있어요.

집 짓는 과정을 통해 재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폭풍이 올 때 날씨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폭풍을 통해 날씨의 변화과정을 생각해봐요.
오늘은 엄마를 도와 어떤 집안일을 했나요? 일상생활을 통해 묻고 답하기를 익혀요.
비 오는 날에 어떤 옷을 입을까요? 동물과 곤충에 관한 어휘력을 늘리고 의복에 대해 배워요.

빛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 익혀요.
돋보기 관찰하기를 통해 곤충과 식물의 부위 명칭과 관찰 학습을 배워요.
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해 이해해요.
밤에 잘 볼 수 있는 야행성 동물에 대해 익히고 눈에 대해 생각해요.
바닷속 동물을 통해 바다의 환경과 군집에 대해 배워요.
변장을 하는 동물을 살펴보면서 변장하는 이유를 생각해요.
나방은 어떻게 태어나서 나방이 될까요? 나방의 성장과정을 배우고 관찰 학습을 익혀요.
바다 동물을 배워 어휘력을 늘리고 형용사를 배워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의 특징을 배우고 비교급을 익혀요.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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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1
Social Studies

Test

01 The Dog Walker

06 Let’s Play Soccer

12 Rescue Dogs

07 Finding Fluffy

13 The Runaway Otter

18 Getting Glasses

19 Ruby to the Rescue

02 Fat Fred

08 Marbles

14 The Folk Dancer

03 Molly’s Friend Ben

09 The New Sweater

15 Helping Hands

04 The Fix-It Mom

05 The Yard Sale

10 The Street Party

16 Mother’s Day

11 Baby Dolphin’s Tale

17 Kite Day

20 The Maple Harvest

Grade 1(초등) 단계 주제별 분류
Theme

1. Animals

Title
Fur
The Dog Walker
Finding Fluffy
Mighty Mammals
Koalas
How Lizard Lost His Colors
The Runaway Otter
Helping Hands
Prudence From Peru

Objects
동물의 모피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배우면서 여러 동물의 이름을 익혀요.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 가는 이야기를 통해 장소와 형용사를 배워요.
집 잃은 고양이의 주인 찾아 주기를 통해 애완동물 돌보기와 동물 보호하기에 대해 생각해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포유동물에 대해 배워요.
코알라는 어떤 동물일까요? 코알라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특징을 알아봐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변색하는 도마뱀의 이야기를 통해 색깔과 자연에 적응하는 동물을 이해해요.
동물원을 탈출한 수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달의 행적을 찾아보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활동을 배워요.
농장의 새 식구 알파카의 이야기를 통해 농장동물을 배워요.

Who Owns These Bones?
Fat Fred
Getting Glasses

동물의 뼈에 대해 알아보며 동물 구조의 명칭을 익혀요.

3. Community

Rescue Dogs

사람과 함께 일하는 구조견은 다양한 직업으로 활동해요. 구조견과 관련된 어휘와 함께 직업에 관해 배워요.

The Maple Harvest
Tunnels
The Broken Pot

메이플 시럽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단풍나무에서 시럽이 되기까지 과정을 통해 자연의 이로움을 배워요.

4. Food & Nutrition

The Street Party
The Yard Sale
Kite Day
Mother’s Day

Street Party는 무엇일까요?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익히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해 배워봐요.

2. Body & Health

5. Culture
(Party, Special Day,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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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강아지 프레드의 살 빼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과 운동에 대해 생각해요.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쓰는 이야기를 통해 눈에 대해 알아봐요.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터널의 원리와 용도, 터널을 짓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봐요.
도자기 만들기를 통해 도자기의 제조과정을 이해해요.

Yard sale은 무엇일까요? 집안의 가구와 물건에 대한 어휘를 익히고 재활용하기에 대해 배워요.
재미있는 연날리기에 대해 배우며 연의 역사와 세계 여러 나라의 연에 대해 알아봐요.
Mother's Day에 엄마를 기쁘게 할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를 배우며 레시피를 익혀요.

WorldCom Edu

0217catalog_내지.indd 90

2016. 12. 28. 오후 1:55

Storybook

Grade 1
Science

Test

01 Fur

06 Animal Builders

12 The Butterfly Hospital

02 At Night

07 Let’s Make an Eclipse

13 Seeds

18 Tunnels

19 The Broken Pot

03 Keeping Baby Safe

08 A Year With Mother Goose

14 How Lizard Lost
His Colors

09 Sculptures

15 Diary of a Pumpkin

04 Who Owns These Bones? 05 How Long Is a Year?

10 Mighty Mammals

16 What’s the Difference?

11 Koalas

17 Prudence From Peru

20 Crickets

Grade 1(초등) 단계 주제별 분류
Theme

6. Myself (Life)

Title
Diary of a Pumpkin
The Folk Dancer
Marbles
The New Sweater
Sculptures
The Fix-It Mom
Let’s Play Soccer

Objects
호박을 키우며 관찰일기를 쓰는 이야기를 통해 식물의 성장과 관찰학습에 대해 익혀요.
포크댄스에 대해 알아보면서 동작 동사를 익히고 Maracas를 만들어요.
구슬의 제작과정과 종류, 원료에 대해 배우고 장난감에 대해 익혀요.
양털이 스웨터가 되기까지 제조과정과 편지쓰기 글을 읽고 관련된 어휘를 익혀요.
조각에 대해 배우고 조각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봐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리할 때 사용하는 연장과 물건을 연결하여 익히고 동사의 과거형과 분사형을 배워요.
축구의 경기 규칙과 축구에 대한 지식을 익혀요.

7. H
 ouse &
Prepositions

Keeping Baby Safe
Animal Builders

동물들이 집을 짓는 다양한 이유를 통해 어미와 새끼 동물의 명칭을 익혀요.

8. T
 ime (day, week,
month) & Numbers &
Seasons & Weather

How Long Is a Year?
A Year With Mother Goose

계절, 달, 요일, 시간의 개념에 대해 배우며 확장된 어휘를 익혀요.

9. Social Studies

Ruby to the Rescue
Molly's Friend Ben

학교 이야기를 통해 친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생각해봐요.

10. N
 atural &
Physical Science

Seeds
The Butterfly Hospital
Crickets
Baby Dolphin’s Tale
What’s the Difference?
At Night
Let’s Make an Eclipse

동물들의 집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집의 재료에 대해 알아봐요.

거위의 일생을 통해 조류의 성장과정을 배워요.

단짝 친구 벤과 몰리의 이야기를 읽으며 수화와 우정에 대해 배우고 동사를 익혀요.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며 씨앗의 특징과 번식과정을 이해해요.
나비를 관찰하면서 나비의 일생에 대해 배워요.
귀뚜라미에 대해 배우고 곤충의 특징을 이해해요.
그물에 걸려 꼬리를 잃은 돌고래 윈터는 어떻게 될까요?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를 읽고 어휘를 익혀요.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누어 보고 동물 특징 구분하기를 해봐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와 야행성 동물의 특징과 종류를 배워요.
우주에 있는 지구와 태양과 달을 알아보고 일식과 월식을 이해해요.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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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2
Social Studies

Test

01 Cheese, Please! 02 Rodeo Rider

03 Bike Boy’s

04 Eggs for Sale

05 Music Makers

06 Wheels,

07 Finding the

15 The Lion Dance

16 The World on

Scrapbook

Wheels, Wheels

08 My Place

09 Don’t be a

10 Puffin Rescue

11 On the Job

12 Earth’s

13 Hurricane!

14 Out and About

17 White Doves

18 Stars, Stripes,

19 The People of

20 A World of

21 Danger Zone

22 The First

23 It’s About Time! 24 What’s in the

Couch Potato

and Skyrockets

the First Light

Farms

Caretakers

Thanksgiving

in D.C.

Dinosaurs

Your Plate

Mail?

Grade 2(초등) 단계 주제별 분류
Title

DRA

Lexile Level

Social Studies Standards

01 Cheese, Please!
02 Rodeo Rider
03 Bike Boy’s Scrapbook
04 Eggs for Sale
05 Music Makers
06 Wheels, Wheels, Wheels
07 Finding the Dinosaurs
08 My Place

16 ~ 18

09 Don’t be a Couch Potato
10 Puffin Rescue
11 On the Job

18 - 20

Global Connections
Global Connections
Global Connections

20 - 24

Global Connections
Individuals and Groups
Global Connections
Global Connections
Global Connections
Civic Ideals and Practices
U.S. History and Culture
U.S. History and Culture

12 Earth’s Caretakers
13 Hurricane!
14 Out and About in D.C.
15 The Lion Dance
16 The World on Your Plate
17 White Doves
18 Stars, Stripes, and Skyrockets
19 The People of the First Light
20 A World of Farms
21 Danger Zone
22 The First Thanksgiving
23 It’s About Time!
24 What’s in the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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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400

400 - 500

24 - 28

Economy
Global Connections
Civic Ideals and Practices
Economy
Culture
History and Technology
Space and Place
Global Connections

Global Connections
Power and Authority
U.S. History and Culture
Time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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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Grade 2
Science

Test

01 Let’s Talk Tigers

02 On the Move

03 S-s-s-snakes

04 The Chicken

05 Watery Worlds

06 Down the Drain

07 Keeping Clean

16 Trees Are Terrific

House

08 Little Giants

09 Eyes and Ears

10 Growing and

11 In Dinosaur

12 Plant Works

13 Shaping Our

14 Scaly Animals

15 Talking Teeth

17 Who Lives at

18 Blow, Wind,

19 True or False?

20 Eye-Openers

21 How Turtle Flew

22 Sense That!

23 The Shape of

24 Down, Down,

the North Pole?

in Space

Blow

Changing

Times

South for the
Winter

World

Shadows

Down

Grade 2(초등) 단계 주제별 분류
Title
01 Let’s Talk Tigers
02 On the Move
03 S-s-s-snakes
04 The Chicken House
05 Watery Worlds
06 Down the Drain
07 Keeping Clean
08 Little Giants

DRA

Lexile Level

16 ~ 18
300 ~ 400

09 Eyes and Ears in Space
10 Growing and Changing
11 In Dinosaur Times
12 Plant Works
13 Shaping Our World
14 Scaly Animals
15 Talking Teeth
16 Trees Are Terrific
17 Who Lives at the North Pole?
18 Blow, Wind, Blow
19 True or False?
20 Eye-Openers
21 How Turtle Flew South for the Winter
22 Sense That!
23 The Shape of Shadows

20 - 24

24 Down, Down, Down

24 - 28

400 - 500

Science Standards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Science and Technology
Life Science
Life Science / Conser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Life Science
Life and Earth Science
Life Science
Earth and Spac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Earth and Spac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Life Science
Physical Science
Physical Science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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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Word List

Easy Story House
대상

유치 ~ 초등 고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Storybook 1~25, Activity Book 1~25, Audio Tape 1~25 or Audio CD 1~25

원어민 친구
따라 읽기

플래시 보러가기

니콜쌤 강의
보러가기

외국 동화를 보고, 듣고, 따라 하자!
• 처음 영어 동화를 접하는 어린이를 위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단계별로 재구성했다.
• 고급스런 삽화를 실어 어린이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
• 각 동화 뒤에는 연습 문제와 단어 풀이를 두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각 동화에는 미국식 표준 발음으로 녹음된 Audio Tape 또는 CD가 들어 있다.
•

(Remote Text Service) 기능을 제공한다.

Beginner 1

100 words

The Rich Man and the
Shoemaker

Three Billy Goats

Thumbelina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Patch’s Lucky Star

The Lion and the
Mouse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The Little Red Hen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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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ormous Tur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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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Beginner 2

150 words

Rumpelstiltskin

The Bremen Town
Musicians

The Three Spinners

Little Witch Wanda

The Elves and the
Shoemaker

The Magic Fish

Elementary 1

Henny Penny

Elementary 2

Rapunzel

The Wonderful
Musician

Little Ant Andy

200 words

The Velveteen Rabbit

300 words

The Princess and the Pea

The Five Brothers

The Three Little Men in
the Woods

Elementary 3

The Selfish Giant

350 words

Tom Thumb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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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Beginner 1 | 100 words

Beginner 2 | 150 words

1. The Rich Man and the Shoemaker (부자와 구두 수선공)

1. Rumpelstiltskin (럼펠스틸스킨)

2. Three Billy Goats (숫염소 세 마리)

2. The Bremen Town Musicians (브레멘 음악대)

3. Thumbelina (엄지공주)

3. The Three Spinners (실 잣는 여인 세 명)

4.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4. The Wonderful Musician (신기한 음악가)

5. The Enormous Turnip (거대한 순무)

5. Little Ant Andy (꼬마 개미 앤디)

6. Patch’s Lucky Star (패치의 행운의 별)

6. Little Witch Wanda (꼬마 마녀 완다)

7.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쥐)

7.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요정과 구두 수선공)

8.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서울 쥐 시골 쥐)

8. The Magic Fish (요술 물고기)

9. The Little Red Hen (귀여운 빨간 암탉)

Elementary 2 | 300 words

Elementary 1 | 200 words

1. Rapunzel (라푼젤)
2. The Princess and the Pea (공주와 완두콩)

1. Henny Penny (헤니 페니)
2. The Velveteen Rabbit (벨벳 토끼)

Elementary 3 | 350 words

3. The Five Brothers (다섯 형제)
4. The Three Little Men in the Woods (숲 속의 난쟁이 세 명)

1. The Selfish Giant (이기적인 거인)
2. Tom Thumb (엄지손가락 톰)

Components

Storybook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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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ook 1~25

Audio Tape 1~25

Audio CD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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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Storybook

Storybook

➲ 고급스러운 삽화와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쉬운 문장으로 구성했다.

Activity Book

➲ 스토리를 읽고 다양한 문제(읽기, 듣기, 게임 등)를 풀어봄으로써 글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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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ey

Magic Reader Grade 1~Grade 6
대상

초등 중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orybook 1~72, Audio CD 1~72

영어책을 혼자 읽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읽기 교재 시리즈
• 유머, 미스터리, 모험의 3가지 분야를 다룬 창작 동화.
• 총 6단계, 7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 단계에 맞춰 어휘의 수와 문장 난이도를 조절했다.
•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으로 나누어 녹음하여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다.
(단, Grade 5와 Grade 6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식 발음만 녹음했다.)
• 많은 수의 창작 동화 작가와 삽화가가 참여하여 개성 있는 글을 읽고 다양한 풍의 그림을 볼 수 있다.
• Exercise와 Glossary를 수록하여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Remote Text Service) 기능을 제공한다.

•

Grade 1
Level | 500 words, 44 pages

구성 | Storybook 12 권, Audio CD 12개

Humor
2 Blueberry Pancakes

3 Ricardo Swaps His Lunch

4 The Trouble with Samson

5 The Card Thief

6 Big Bren

7 Max’s Mystery Box

8 Jessica’s Skateboard

9 Samantha Singwell

10 Show and Tell

11 Little Mark

12 Cartwheeling Carli

Mystery

1 Smart Alec

Adventur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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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2
Level | 750 words, 44 pages

구성 | Storybook 12권, Audio CD 12개

Humorvv
14 The Incredible Something

15 This House Is Attacking Me

16 Reward for Muffin

17 Robbers

18 Nasty Bump

19 Eggs for Breakfast

20 An Hour Shower

21 What’s in the Bags?

22 Project X

23 Special Talent

24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Mystery

13 Itsy-Bitsy

Adventure

Grade 3
Level | 1200 words, 44 pages

구성 | Storybook 12권, Audio CD 12개

Humor
26 Daniel and the Doors

27 Top Cow

28 Square Eyes

29 Martin Street Press

30 The Alibi

31 Lillian’s Lizard is Missing

32 A Friend in Need

33 To the Rescue

34 Spark!

35 The House on Jacob Street

36 Trumpet Trouble

Mystery

25 A Really Good Scare

Adventure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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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4
Level | 1500 words, 52 pages

구성 | Storybook 12권, Audio CD 12개

Humor
38 Charlie Chicky and the Eggs

39 Mara’s Brilliant Idea

40 Quacker

41 The case of the Disappearing Seals

42 Olivia Adams, Private Eye

43 Puppy Puzzle

44 Undercover Clown

45 A Little Problem

46 Alex and Josie

47 Bird Magic

48 Liar, Liar

Mystery

37 Carl’s Cafe

Adventure

Grade 5
Level | 2000 words, 52 pages

구성 | Storybook 12권, Audio CD 12개

Humor
50 The Strange World of Elmer Floyd

51 Operation Stopwatch

52 Ten in a Tent

53 Something’s Missing

54 Hollywood Comes to Swan Bay

55 Old Bones

56 Where’s Phoebe?

57 Bugs Away

58 Problem Cat

59 Singing in the Shower

60 The Street Tour

Mystery

49 The Monster War

Adventur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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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6
Level | 2500 words, 52 pages

구성 | Storybook 12권, Audio CD 12개

Humor
62 Jamie Wins Again

63 The Joker

64 Lucky

65 The Sea’s Secret

66 Aunt Agatha’s Ghost

67 Jo’s Discovery

68 Long Lost Relatives

69 Amanda’s House

70 Dependable Dan

71 Kids for Hire

72 Forgetting to Remember

Mystery

61 Fearsome Creatures

Adventure

Preview

➲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익숙한 내용에 바탕을 둔

간단하고 친숙한 스토리 구조를 이루었다.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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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MP3 File

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Story House

대상

초등 초급 ~ 중등 중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orybook 1~50, Audio Tape 1~50 (1~10번은 Slow Speed와 Normal Speed 두 가지 방식으로 녹음)

영어가 들려오는 신기한 학습 문고
• 현대·고전 명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단계별 스토리북이다.
• 영문의 오른편에 단어·어구가 우리말로 정리되어 있어 사전이 필요 없다.
• 자신감이 생기면 고속 테이프(분당 130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발음도 익히고 문장도 외운다.
• Chapter가 끝나면 Comprehension으로 내용 이해 학습을 돕는다.
• 1~25번은 대화 형식으로, 26~50번은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했다.
• 책을 덮고 큰 소리로 반복하며 일상 회화의 억양을 익힌다.

Level

1.
2.
3.
4.
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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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4 | 550 words

Beginner

Upper-Beginner~Lower-Intermediate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신데렐라
백조왕자
미운 오리 새끼
빨간 망토

6.
7.
8.
9.
10.

11.
12.
13.
14.
15.

Grade 1 | 400 words
16.
17.
18.
19.
20.

돈키호테
피노키오
잭과 콩나무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피리부는 사나이

Grade 2 | 450 words

Grade 5 | 600 words

Beginner~Upper-Beginner

Intermediate

아기 돼지 삼형제
장화신은 고양이
황금 거위
오즈의 마법사
벌거벗은 임금님

21.
22.
23.
24.
2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왕자와 거지
톰소여의 모험
걸리버 여행기
정글북

Grade 3 | 500 words

Grade 6 | 1,000~1,800 words

Upper-Beginner

Advanced

헨젤과 그레텔
장난감 병정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알라딘과 요술 램프

26.
27.
28.
29.
30.

이솝이야기 Ⅰ
이솝이야기 Ⅱ
로렐라이의 전설
로빈 훗
프랑켄슈타인

Grade 6 | 1,000~1,800 words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아라비안 나이트
로빈슨 크루소
허클베리 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물섬
안네의 일기
탈무드
로미오와 줄리엣
지킬박사와 하이드
맥베스
오셀로
어린 왕자
노인과 바다
리어왕
베니스의 상인
키다리 아저씨
제인 에어
오 헨리 단편선
80일간의 세계일주
작은 아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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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

Preview

➲ 현대·고전 명작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였다.
➲ 본문에 나온 중요 문장과 주요 단어·어구를 해석해 놓았다.

➲ 한 Chapter가 끝나면 내용과 어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Checkup 문제를 실었다.
➲ 쉬우면서도 중요한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리딩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준다.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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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File Word List

Master TOEFL Junior
Basic

Intermediate

Advanced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Form
and Meaning

대상

초등 고급 ~ 중등 고급 (Elementary ~ Secondary)

구성	Student’s Book (각 영역별 Basic, Intermediate, Advanced), Answer Key
(*LC는 MP3 CD 1장 포함, RC는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TOEFL Junior 만점 전략 시리즈
• 내일 TOEFL Junior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오늘 보는 느낌 그대로 구성.
• TOEFL Junior 실전 시험과 동일한 구성 및 난이도 유지로 고득점 획득 전략 제시.
• TOEFL Junior 영역별 빈출 Topic 및 문제 유형에 가장 충실한 교재 구성.
• 원서 스타일의 구성으로 원어민 강의 가능 & 상세한 우리말 해설 및 해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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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Junior

Preview
Listening Comprehension

유형별, 주제별 문제 분석을 통한 고득점 실전 청취 전략 공개

➲ 미국 교과 Grade 6~8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나 강의 등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제시.
➲ 정답이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하고 논리적인 해설과 해석으로 학습 효과 증대.

Reading Comprehension

철저한 유형 분석 및 최선의 전략 제시로 고득점 대비

➲ 정확한 독해 해석 및 논리적인 사고력 배양을 통해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스킬 제공.
➲ 비학문·학문적 영역의 다양한 지문과 논리적인 정답 찾기 전략 제시.

Language Form and Meaning

문법·어휘 등 언어구조 파악을 통한 듣기 및 읽기 능력까지 향상

➲ 체계적인 문법 설명과 출제 유형 분석으로 문장 구조 이해 및 문맥에 알맞은 어휘 인식 능력 향상.
➲ 정답에 이르는 논리적인 문법 설명을 담은 명쾌한 해설로 고득점 보장.

TOEFL Junior

0217catalog_내지.indd 105

|

105

2016. 12. 28. 오후 1:56

MP3 File

어린이 MAGIC 영어사전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Dictionary, Audio CD,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초등 필수 단어를 생생한 사진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우리아이 첫 영어 사전!
• 아이들에게 친숙한 350단어를 13가지 주제로 분류한 초등 영어 대비용 사전이다.
• 다양한 패턴과 생동감 넘치는 사진으로 단어 이해력을 향상한다.
• 세이펜으로 언제 어디서나 듣기와 따라 말하기가 가능한 영어 학습 도구이다.

Preview

➲ 13개 주제별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듣고 정확한 발음을 습득한다.
➲ 그림을 보며 단어와 예문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며 익힌다.
➲ 패턴을 이용한 쉬운 예문으로 학습한다.
➲ 주제별로 묶은 단어 외에 필요한 보너스 단어를 학습한다.
➲ 세이펜의 반복 기능으로 발음을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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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MP3 File

어린이 FIRST 영어사전

대상

유치 ~ 초등 초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Dictionary, Audio CD,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초등 필수 단어를 생생한 그림으로 신이 나게 배우는 우리 아이 첫 영어 사전!
• 아이들에게 친숙한 450단어를 12가지 주제로 분류한 초등 영어 대비용 사전이다.
• 다양한 Q&A 와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단어 이해력 향상한다.
• 세이펜으로 언제 어디서나 듣기와 따라 말하기가 가능한 영어 학습 도구이다.

Preview

➲ 재미있는 캐릭터로 이뤄진 아이콘을 눌러 질문을 듣고 답을 생각해 본다.
➲ 12개 주제별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듣고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 쉬운 패턴으로 이뤄진 답변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본다.
➲ 주제별로 묶은 단어 외에 필요한 단어들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해본다.
➲ 그림이나 제목을 눌러서 주제별로 묶은 단어, 질문과 답변 전체를 주의 깊게 들어본다.

Separat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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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File

상위 1%를 위한 초등영단어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영단어쓰기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영어 단어 책, MP3 CD 1장,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어 절대 평가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중학 내신에서 A등급 받을 수 있는 책!
• 영어 절대 평가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중학교 내신에서 확실하
게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실용적인 예문을 제공했다.
• 초등 및 중등 영어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을 생생한 이미지와의
연상을 통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다.

• 원어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내신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 예문을 통해 단어가 쓰이는 정확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
록 배려했다.
• 중학교 내신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중요성이 높아진
Writing 실력을 흥미로운 예문에 어울리는 단어를 직접 쓰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Preview

➲ Day 별 목표를 제시하여 계획성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 일주일 단위로 복습하는 Check Up이 있다.

➲ 기억을 돕는 삽화와 사진이 많다.

➲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 기수와 서수, 불규칙동사 리스트를 제시했다.

➲ 예문에서 단어를 쓰도록 하여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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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회화를 함께 익히는

대상

초등 (Elementary)

구성

Dictionary, Audio CD,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단행본

MP3 File

초등영단어

영어의 첫걸음 영어의 기초는 단어에서부터!
•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이 꼭 익혀야 할 1,396개의 표제어를 수록했다.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실사 그림과 살아 있는 예문, 그리고 알찬 숙어로 구성했다.
• 32개 주제별 단어로 구성했다.
• 교육부 지정 초등영어회화 300문장을 포함했다.

Preview

➲ 초등학생들이 필수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책이다.
➲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단어 800개는 물론 예비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 32개의 주제별 단어가 함께 수록되어, 총 1700여 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 했다.
➲ 교육부가 지정한 초등학생이 익혀야 할 실용회화 300문장을 실음으로써, 초등학교 필수 단어와 더불어 문장의

기본 문형을 익히고 회화에도 자신감을 가지도록 구성했다.

Separat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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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File

My first Magic Dictionary 영영/영한

대상

초등 초급 ~ 초등 고급 (Elementary)

구성

Dictionary, Audio CD 3장,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생생한 사진으로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연상 학습용 초등 영어 사전!
• 약 1,200개의 단어마다 제공되는 사진들로 단어나 예문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아이들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엄선하여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을 실었다.
• 언제 어디서나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할 수 있다.

Preview

➲ 모든 단어마다 사진이 제공되어 이해를 돕는다.
➲ 알파벳 바가 있어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세이펜을 글자나 사진에 대면 원어민의 음성이 제공된다.
➲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의 복수형과 동사의 과거, 과거분사형 등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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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MP3 File

Easy Story House - Beginner 1

The Rich Man and the
Shoemaker

Three Billy Goats

Thumbelina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Patch’s Lucky Star

The Lion and the
Mouse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The Little Red Hen

대상

유치 ~ 초등 중급 (Kindergarten ~ Elementary)

구성

Storybook 1~9, 영문판과 한글판 동시 수록! Audio CD 포함, 프리미엄 강의 2개월 무료 쿠폰

The Enormous Turnip

동화를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읽을 수 있다!
• Easy Story는 아이가 영어 환경에 최대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친숙한 내용의 동화를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읽을 수 있다.
• 워크북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디오, 동영상 강의, 영상북 등의 아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The Rich Man and the Shoemaker
Three Billy Goats
Thumbelina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Star
The Enormous Turnip
Patch's Lucky
The Lion and the Mouse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The Little Red Hen

Separat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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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File

알짜 단어 . 숙어 시리즈

중학 알짜 영단어

중학 알짜 영숙어

중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단어를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숙어를

품사 순으로 정리한 책!

우선 순위로 정리한 책!

시험과 직결되는 예문과 듣기평가 및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 예문을

생활영어를 향상시켜 주는 대화문을

실었으며, 대화문에서 어떻게 응용

풍부하게 실었다.

되는지도 함께 정리했다.

수능 알짜 영숙어

수능 알짜 영단어

수능 직결 숙어 990개를

수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중요도와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숙어장!

빈도 순으로 정리한 단어장!

전 교과서·수능을 완전 분석하여

전 교과서·수능을 완전 분석하여

영어 고득점에 직결되는 숙어만을

30일 만에 마스터 할 수 있도록

30일 만에 마스터하도록 구성했다.

구성했다.

핵심 알짜 영단어
고교 신입생과 수능 준비생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를
정리한 단어장!
교과서와 수능에 출제되는
필수 단어를 30일 만에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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