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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우리말을 잘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내용의 책을 봤다는 점인데요, 부모가 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해 줄 수 없다면, 책이야 말로 아이의 가장 좋은 언어 선생님입니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Step 2 - Elephant Joe, Brave Firefighter!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완독한다!
끝장까지 다 읽는 리더스 고르는 방법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리더스
영어 읽기가 처음인 아이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리더스

촘촘한 레벨의 리더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촘촘하게 레벨이 올라가는 리더스

지루하지 않은 리더스
아이의 연령에 맞는 일상 생활 소재,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와 삽화로 지루하지 않은 리더스

언어 구사력을 고려한 리더스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현재, 과거 등 다양한 문장 형태로 
언어 구사력을 발달 시켜주는 리더스

적당한 분량의 리더스
상대적으로 짧은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길지 않은 적당한 분량의 리더스

독후 활동이 풍부한 리더스
복습인 듯 복습 아닌 복습 같은 알찬 독후 활동으로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리더스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독서
영어를 잘하려면 다독(多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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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랜덤하우스는
● 1925에 설립된 90여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출판사

● 연간 12,000여 종의 신간 출간

● 60여 명 이상의 노벨 문학상 작가 판권 소유

● 세계 출판 시장의 점유율 25% 이상 차지

스테디셀러 리더스
1987년에 출간되어 전세계에서 10,000,000부 이상  판매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는 최 장수 스테디셀러 리더스

펭귄랜덤하우스의 대표 리더스
세계 최대 출판기업 펭귄랜덤하우스가 가장 아끼는, 펭귄랜덤하우스의 대표 리더스

세계 최초 단계별 리더스
Step by Step! 차근 차근 자신의 레벨에 맞게 골라 읽을 수 있는 세계 최초 단계별 리더스

전문가가 인정한 리더스
미국 사회과교육협회(NCSS)와 어린이도서협회(CBC)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사회 과학 도서’ 수록

미국 신뢰도 1위 교육 미디어(PBS)의 리더스
미국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신뢰도 1위 교육 미디어 P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시리즈 포함

Emmy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리더스
총 6번이나 Emmy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 “Marc Brown”의 인기 캐릭터 아서(Arthur)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상작을 모아 구성

영어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리더스
영어 읽기가 처음인 Beginner부터 제법 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Intermediate까지 총 5 Step으로, 
아이의 영어 수준에 맞춰 읽을 수 있어 중도에 포기 하거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각종 상을 휩쓴 인기쟁이 리더스
Step into Reading에는 각종 상을 수상한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검증된 도서의 탄탄한 문장과 
영양가 있는 스토리를 믿고 읽을 수 있겠죠?

21세기 맞춤형 리더를 위한 리더스
연령에 맞는 일상적인 내용과 창작 스토리 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신화, 위인 등 배경 지식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상력과 창의력, 교양과 지식까지 두루두루 익혀야 21세기 맞춤형 리더죠! 

챕터북 읽기가 쉬워지는 리더스
챕터북을 읽기 전 꼭 한번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Step into Reading을 거치면 챕터북 진입이 훨씬 
수월해요. Fiction과 Non-fiction이 골고루 제공돼 편식 없이 다양한 형태의 글감을 접할 수 있어서 영어 
읽기의 기본기가 탄탄해져요.

빵빵한 구성의 워크북이 있는 리더스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된 워크북으로 독후 학습도 알차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짱짱한 스펙까지 겸비한 리더스의 고수!

그래서, 세계적인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가 
가장 아끼는 리더스!

그래서 소개하는 리더스! Step into Reading

NCSS/CBC Notable Children's
Trade Books in the Field of Social Studies

New Jersey Garden State Children's 
Book Award Winner

Oppenheim Toy Portfolio Winner Boston Globe-Horn Book Award 
Finalist

Kirkus Reviews Best Book of the Year New York Times Best Illustrated Book 
Winner

Alaska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Puffin Awards

Bank Street Child Study Children's 
Book Award Finalist

Step 1 - I Like B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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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to Read!
알파벳을 익히며 처음 읽기

알파벳을 익히고 처음으로 
읽기를 시도하는 어린이

1.2 - 1.6

51 TitlesNumber of Titles

Preschool - KinderStudent Level

Reading Level

Feature

1.3 - 2.2

50 Titles

Preschool - Grade 1

1.7 - 2.9

69 Titles

Grade 1 - 3

2.2 - 3.7

27 Titles

Grade 3 - 4

2.7 - 4.5

13 Titles

Grade 4 - 6

Reading with Help!
쉬우면서 중요한 단어 읽기

High-frequency Words와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어린이

Reading On Your Own! 
아이 스스로 책 읽기

스스로 책 읽기 준비가 된 
어린이

Reading Paragraphs! 
자신 있게 스토리 읽기

자신 있게 간단한 스토리를 
읽어나갈 수 있는 어린이 

Ready for Chapters! 
챕터북의 매력에 빠지기 

챕터북의 매력에 푹 빠진 어린이

Step into Reading 레벨별 특징

Step 1Step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into Reading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단계별 리더스로 리더스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Beginner부터 제법 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Intermediate까지 총 5 Step으로 구성되어  

어느 수준의 아이라도 딱 맞는 레벨로 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영어 읽기 수준에 딱 맞는 주제와 단어, 문장을 사용해 읽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향상돼 

중도에 포기 하거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리더스의 주제는 창작 스토리 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신화, 위인 등 배경 지식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력, 교양과 지식까지 두루두루 익힐 수 있게 해줍니다. 

Step 2 - Here comes Silent E!

Step1 - Robot, Go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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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아저씨는 걸을 때 주위를 
살피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시멘트에 발이 
빠지고 말아요. 여러 친구들이 
토끼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네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간식이 먹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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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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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책이에요. 
동물과 고양이를 사랑하는 
아이라면 이 책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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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위에 
지친 개는 엄마의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싶지만 엄마는 주지 
않아요. 고양이는 현관 그늘을 
혼자 독차지했고 스컹크는 
시원한 통나무를 고약한 냄새로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돼지와 강아지가 함께 꼬리잡기 
놀이, 지그재그 놀이를 해요. 
운동을 좋아하지만 다른건 
관심이 없는 ho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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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딱 
맞는 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소녀와 로봇의 우정을 그린 
책이에요.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흥미를 더해 
줄 책이랍니다. 거의 모든 
대화가 간단한 동사로 구성돼 
이제 막 영어읽기를 시작한 
Beginner도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동 문학의 전설 <Good 
Night Moon>작가로 유명한 
Margaret Wise Brown의 I 
Like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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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ue-
twisting과 의성어, 반복되는 
라임이 재미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암탉은 둥지에서 
거대한 알을 발견해요. 
암탉의 알과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네요. 누구의 알일까요? 
암탉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해요. 교활한 여우의 것은 절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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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색채의 삽화로 
구성되었고 시의 음률을 
타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B is for 
Book>에서는 숫자 세기를 
위한 책. 요리에 관한 책 등 모든 
종류의 책을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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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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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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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Traps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Sleepy Dog Wheels! Too Many Cats I Like Stars Hot Dog

Hog and Dog The Berenstain Bears: 
Big Bear Small Bear

Robot, Go Bot! I Like Bugs I Like Fish Ducks Go Vroom

Big Egg Bear Hugs B is for Books! The Lion and the Mouse Jack and Jill and Big Dog 
Bill

 1.3   픽션 | 유머 | 우정

 1.2   픽션 | 모험  1.2   픽션 | 유머 | 놀이  1.2   픽션 | 과학 | 지식  1.3   픽션 | 우정  1.3   픽션 | 문학  1.3   픽션 | 유머

 1.3   픽션 | 우정 | 놀이  1.3   픽션 | 모험 | 놀이  1.3   픽션 | 만화 | 우정  1.3   픽션 | 지식  1.3   픽션 | 문학  1.3   픽션 | 모험 | 가족

 1.3   픽션 | 과학 | 지식  1.3   픽션 | 가족  1.3   픽션 | 파닉스 | 지식  1.3   픽션 | 우정  1.3   픽션 | 파닉스 | 놀이

Ready to Read
Step 1은 큰 글자와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삽화를 제공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일깨워줘요.

반복되는 단어 학습으로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파닉스 
학습까지 고려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준답니다. 

Step 1 City Cats, Country Cats의  
                               실제 책 크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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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부는 언덕과 여름 
하늘은 연을 날리기에 완벽한 
날이에요. 곰 남매는 햇살 
가득한 날 연날리기를 하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답니다. 
리듬감과 달콤함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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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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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이 
배가되는 책이랍니다. 

두 친구가 옥수수 농장에 
놀러갔어요. 농장에서 
씨앗이 농작물로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두 친구와 
농부 아저씨의 우정도 함께 
발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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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득 
바닷물을 채워보고 크고 작은 
파도도 타보면서 용감해진 
기분을 만끽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한껏 신이난 공룡들로 
해수욕장이 아수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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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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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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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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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esame Street>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Elmo는 
Oscar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자꾸 재채기를 
유발하네요. 그런데 Elmo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웃긴 일이 
일어나요. 

고담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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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으로 
들어왔어요. Truffula 나무들이 
속삭이는 초록 언덕을 통과해 
Lorax의 낙원을 찾는 모험을 
떠난다네요. 함께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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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renstain Bears: 
We Like Kites

Flip Flop! Dancing Dinos Go to 
School

Corn Aplenty Monkey Play Dancing Dinos at the 
Beach

Ballet Stars Dancing Dinos Dig, Scoop, Ka-Boom! Chicks! Elmo Says Achoo! Super Friends: Flying 
High

Look for the Lorax Cooking with the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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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생쥐 한 마리가 알파벳을 
바꿔가며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Cup에서 C대신 P를 
넣어서 Pup을 만들었네요. 
다른 글자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단어의 초성을 다른 
글자로 바꿔보는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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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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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릅답게 표현한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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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enstain 곰 가족이 
놀이공원에 놀러갔어요.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꽉 잡아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을만큼 스릴있는 
놀이기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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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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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뽀뽀, 달콤한 뽀뽀 
등 여러가지 뽀뽀 중 아기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뽀뽀는 
무엇일까요? 아기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뽀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활기 넘치는 
리듬과 라임, 사랑스러운 
삽화가 담긴 책이랍니다.

Pal은 말이 없는 아주 조용한 
강아지랍니다. 수다스러운 
친구들이 가만두질 않네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받은 
Pal은 마침내 크게 외칠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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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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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중천에 떴어요! 고양이는 
일어났는데 잠이 많은 강아지는 
아직 더 자고 싶은가봐요. 졸린 
눈을 비비며 Sleepy Dog가 
드디어 침대 밖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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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위해 새로운 
단어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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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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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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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쥐가 단어게임을 
하고 있어요. 숨겨진 작은 
단어를 찾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랍니다. 예를 
들어 '여행(trip)을 갈 때 쥐의 
바지가 찢어진다(rip)' 와 같이 
단어에서 글자를 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Mouse Makes Words

Dragon Egg Sunshine, Moonshine Too Many Dogs The Berenstain Bears: 
Ride The Thunderbolt

Tae Kwon Do! Boats!

Panda Kisses The Pup Speaks Up The Poky Little Puppy City Cats, Country Cats Sleepy Dog, Wake Up! The Snowman

Drop It, Rocket! Rocket's 100th Day of 
School

Happy Alphabet! A 
Phonics Reader

The Snowball Mouse's Hide-and-Seek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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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The Poky Little Puppy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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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터는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하지만 크리터는 낯선 장소에서 
자는 것이 조금 두렵대요. 난생 
처음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자게된 크리터! 과연 무사히 
꿈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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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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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찾기 위해 프럼블씨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바쁘게 여행하는 
이야기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머러스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긴장감과 재미가 가득합니다. 
 

펫샵에서 새로운 반려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남자아이를 
반려인으로 맞게 된 강아지는 
되려 자기가 남자아이를 챙기고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네요. 
유쾌하고 귀여운 강아지의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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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어린이 인기 프로그램 
<Seasame Street>의 
캐릭터들이 Big Bird Says 
놀이를 해요. 코에 손을 
갖다대보고, 눈도 감아보고, 
발끝도 터치해보는 등 Big 
Bird가 말하는대로 따라하면 
된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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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스토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토끼, 
고양이, 앵무새, 강아지, 뱀, 
물고기 등등. 하지만 털 날리고 
으르렁거리고 양말을 물어뜯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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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뼈의 주인이 외치는 
소리일까요? 

다섯명의 어부가 낚시를 가요. 
그런데 낚시가 끝나고 인원 
수를 세어보니 한명이 사라지고 
총 네명 뿐이네요. 자신은 빼고 
셌다는 사실을 어서 깨달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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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올텐데요. Tooth Fairy를 
믿는 아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이야기에요. 

쏟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사라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라에게도 환상의 
짝꿍 샘이 있답니다. 사라와 
샘의 실수연발 유쾌한  일상 
속으로 초대할게요. 반복되는 
라임으로 단어의 의미를 알아 
갈 수 있는 파닉스 리더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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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의 대화를 듣고 자벌레는 
괴물이 나나타났다고 오해를 
해요. 자벌레는 두꺼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두꺼비는 
토끼에게, 토끼는 생쥐에게, 
생쥐는 여우에게 말을 전해요. 
과정이 더해질 수록 점점 더 
황당한 소문으로 번져나가요!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중인 사라!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고 
그리는거 같은데요… 과연 
사라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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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Critter Sleeps Over

Wake Up, Sun! Tiger Is a Scaredy Cat Richard Scarry's Be 
Careful, Mr. Frumble!

My New Boy Here Comes Silent E! Big Bird Says...

Honey Bunny's Honey 
Bear

Mice Are Nice The Teeny Tiny Woman Five Silly Fishermen Sir Small and the 
Dragonfly

My Loose Tooth

Silly Sara Super Friends: Going 
Bananas

A Monster is Coming! Smarty Sara Shamp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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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Wake up, Sun!의 
        실제 책 크기 입니다.  ▶                         

Reading with Help
Step 2는 High-frequency Words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강화된 파닉스 
학습으로
새로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현재와 
과거 등 다양한 문장 형태를 접할 수 
있어 언어 구사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이랍니다.

공동체 사회, 지도, 영웅 등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다 보면 수학, 자연과학, 
사회 등 타 교과 과정과의 연계 학습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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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면 무얼 하고 노나요? 
썰매 타기, 눈 사람 만들기, 
스케이트 타기, 실내에서 
빵 굽기 등 아침 부터 저녁 
까지 신나게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에요. 2장의 스티커 
시트가 함께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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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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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너구리는 다이빙과 수영을 
좋아하는 동물이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오리너구리에 
대한 논픽션이야기로 
오리너구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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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Brown씨네 농장 
근처의 연못에 회오리 
바람이 강타했어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네요. 물고기와 
개구리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돼지 
헛간에 떨어져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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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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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서 부터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오기까지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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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랍니다. 덩치가 
아주 작은 다윗은 못된 
골리앗을 물리쳐야해요. 
어떻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화려한 색채의 삽화가 
흥미를 더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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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 Wonder Unicorn Wings One Hundred Shoes Platypus! Bear's Big Ideas Barn Storm 

A Dollar for Penny  Beef Stew The Statue of Liberty The Little Butterfly David and the Giant Dinosaur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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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찰리는 바쁜 농부 
돼지를 도와 농장 일을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수 연발이에요. 
운전하기, 우유 짜기, 물주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대책 없는 실수에 깔깔 
웃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로윈이에요! 무시 무시한 
몬스터 복장을 하고 집을 돌며 
'trick-or-treat'을 외칠 
때에요. 빈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해가 
질때까지 외쳐봐요. trick or 
treat! 

부활절 이야기의 고전! 오랜 
기간 사랑 받아온 <Here 
Comes Peter Cottontail>를 
리메이크했어요. 열심히 부활절 
준비를 하고 있는 피터와 
사사건건 훼방놓는 나쁜 토끼. 
과연 피터는 아름다운 부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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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8시에 집 앞에 도착하는 
스쿨버스. 저런… 남매 곰은 7시 
56분이 되도록 침대에 있네요! 
스쿨버스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을까요? 인기 캐릭터 The 
Berenstains 와 함께 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리더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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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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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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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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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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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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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오자 Berenstain 곰 
가족은 별장으로 놀러가요. 곰 
남매는 수영을 하고 싶지만 그 
전에 짐도 풀어야 하고 옷장 
정리, 청소도 해야한대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요. 과연 곰 
남매는 바닷물에 발이라도 
적셔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마술 도구를 집에 
가져왔어요. 열심히 마술을 
연습한 퍼니버니.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네요. 심술이난 퍼니버니는 
가장 어려운 마술을 
시도합니다. 바로 퍼니버니가 
사라지는 마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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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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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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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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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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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Scarry: The 
Worst Helper Ever!

Monster Parade Here Comes Peter 
Cottontail

Ready? Set. Raymond! The Berenstain Bear's: 
Catch the Bus

Feeding Time at the Zoo Cat on the Mat

Oh My, Pumpkin Pie! Spring Surprises Mary Clare Likes to Share Whose Feet? The Berenstain Bears: 
By the Sea

P.J Funnybunny's Bag of 
Tricks

Peanut Elephant Joe, Brave 
Firefighter!

P. J. Funnybunny Camps 
Out

Bones All Stu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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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Reading with HelpStep2  Reading with Help

Step 2 - My New Boy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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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Reading on Your OwnStep3  Reading on Your Own

  Step 3  Little Witch Goes to School의 
        실제 책 크기 입니다.  ▶                         

Reading on Your Own
Step 3 부터는 아이들이 별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기를 시작해요.

문장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이해하기 쉬운 줄거리와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해 혼자 힘으로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답니다.

인기 있는 주제의 다양한 스토리를 골고루 읽으며 글의 전개와 장르, 
등장인물 등 책 읽기의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요. 

Step 3 - The Stinky G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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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닉과 샐리는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신비한 
고양이가 닉과 샐리를 벌집 
궁전으로 안내하네요. 벌처럼 
작아진 셋은 꿀벌과 소통하는 
방법인 엉덩이춤을 배우고, 
벌꿀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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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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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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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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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이에요! 꼬마 마녀들은 
할로윈 파티에 참여할 생각에 
들떠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꼬마 마녀 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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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니 
애플시드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꼬마 마녀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엄마 마녀는 
꼬마 마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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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 영국군의 정복 
전쟁 속에서 인디언 부족을 
이끄는 포와탄 추장과 딸 
포카혼타스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랍니다.

스캣은 집이 없는 불쌍한 
길 잃은 고양에요. 어느 
날 성에서 세탁 일을 하는 
메그를 만났네요. 때마침 성에 
고양이가 필요했다는 메그니! 
메그니와 스캣은 성으로 
향합니다. 왕과 여왕은 스캣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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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많은 베스는 용기 넘치는 
몰리를 닮고 싶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몰리 집에 초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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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다는 것! 치즈를 
두고 이 둘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앵킬로소러스, 키티파티, 
베가비스와 마푸사우루스같은 
수 많은 종류의 공룡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공룡 팬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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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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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the Honey

Baseball Ballerina Arthur's Fire Drill Arthur in New York The Stinky Giant Little Witch's Big Night Johnny Appleseed My 
Story

Little Witch Learns to 
Read

The True Story of 
Pocahontas

Sleeping Bootsie Little Witch Goes to 
School

Molly the Brave and Me Ollie & Moon Aloha

Paddywack Fox and Crow are Not 
Friends 

Dinosaur Day Eat My Dust! Henry 
Ford's First Race

Tw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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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동물을 무척 
사랑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전쟁터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까지 했답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할게요. 

아서는 여동생 D.W.가 10개의 
단어를 읽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약속해요. 'ZOO, 
DON'T WALK, POLICE, ICE 
CREAM' 등 D.W.는 많은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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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전에 어서 방을 
빠져나와야 해요! 

신데렐라의 강아지 
버전! 강아지의 이름은 
도그렐라(DOGERELLA)에요.  
계모와 언니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던 어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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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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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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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인 Richard Scarry는 전 
세계 어린이의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담은 
Richard Scarry's The Best 
Mistake Ever! and Other 
Stories로 바쁜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폴 버니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폴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네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빠만큼이나 
자랐거든요! 신화 속 
주인공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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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교사 Miss Grubb의 
기발한 수업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Miss Grubb의 
수업에 동참 해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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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는 아빠에게 가장 
멋지고 귀한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아름다운 
튤립 8송이랍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이 금보다 
더욱 귀했거든요.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튤립을 
탐내네요.

두들 농장에 사는 동물이 많다 
보니 돈도 많이 필요하네요. 
페니는 동물 농장을 돕기 
위해 이벤트로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답니다. 이런, 
기부금이 많아지자 페니는 다른 
생각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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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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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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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Washington and 
the General's Dog

Arthur's Reading Race Arthur Tricks the Tooth 
Fairy

Arthur Lost in the 
Museum

Dogerella S-S-Snakes! Twinky the Dinky Dog

Arthur's Lost Puppy The Best Mistake Ever! 
and Other Stories

Paul Bunyan My Story Beans Baker's Best Shot Miss Grubb, Super Sub! Arthur and the School 
Pet

The Great Tulip Trade Pretty Penny Comes Up 
Short

The Dragon's Scales The Missing Tooth Norma Jean, Jumping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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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Reading on Your OwnStep3  Reading on Your Own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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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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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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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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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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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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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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쉬운 영어로 
재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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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래드릭을 
찾아왔어요. 유명 작가 Leo 
Lionni의 대표작이자 칼데콧 
수상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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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의 모든 것!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와 오토바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쉽게 
설명해 준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토바이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직업과 대회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담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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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에요. 유대인 안네 
프랑크는 세계 2차 세계 대전 
중 오직 창문을 통해 밤 나무 
가지만 볼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자연은 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앤의 글쓰기에 영감을 
주었지요.

Tentacles! Tales of the 
Giant Squid

Abe Lincoln's Hat The First Thanksgiving Francis Scott Key's Star-
Spangled Banner

Barack Obama: Out of 
Many, One

Trains!

Gulliver in Lilliput Frederick Monster Bugs Motorcycles! Shining Star
 

Anne Frank's Chestnu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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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명으로 루이스와 
클라크는 미국 서부를 
탐험합니다. 지도를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채집합니다. 
루이스와 클라크 덕분에 비로소 
서부의 동물들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지요.   

미국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에 관한 이야기에요. 
1919년 미국 야구는 팬들에게 
외면당할 만큼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팬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서 베이브 루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는 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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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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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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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에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옛날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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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형제! 위기의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과연 
장화 신은 고양이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피트는 해적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해적은 무례하다고 
싫어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최면술사인 Amazing 
Marco를 만나, 엄마가 
해적을 좋아하도록 최면을 
걸었어요! 이런, 엄마는 자신이 
해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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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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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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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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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이 
많은 것을 발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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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버스의 운명적인 항해 
500주년을 기념한 이야기에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드라마틱하고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책이랍니다.   

살아있는 생쥐 알렉산더와 태엽 
장난감쥐 윌리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에요.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장난감 쥐가 되고 싶은 
알렉산더는 보름달이 뜨는 밤, 
보라색 조약돌을 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도마뱀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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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드는데 
몰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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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is and Clark: A Prairie 
Dog for the President 

Babe Ruth Saves 
Baseball!

Arthur's Classroom Fib Wedgieman and the Big 
Bunny Trouble

Dolphins! Whales the Gentle Giants Puss in Boots

Pirate Mom Hungry, Hungry Sharks! Wild, Wild W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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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cracker Ballet Listen Up! Alexander Gra-
ham Bell's Talking Machine

Amazing Armadil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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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Reading ParagraphsStep4  Reading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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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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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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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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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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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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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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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불능 장난꾸러기 동생 
스티브! 그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윌! 윌은 이제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된다는 게 너무 
신나지만, 한편으로 유치원생이 
되는 동생 스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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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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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정치뿐 아니라 음식에도 조예가 
깊었답니다. 그는 프랑스의 
수많은 음식을 미국에 정착 
시켰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만나러 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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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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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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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의 양분과 물 대신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있답니다. 곤충을 손바닥처럼 
펼친 잎으로 잡는 파리지옥과 
끈끈한 촉수로 잡는 끈끈이주걱 
등 식충 식물을 탐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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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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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en Keller: Courage in 
the Dark

A Poor Excuse for a 
Dragon 

20,000 Baseball Cards 
Under the Sea

Ben Franklin and the 
Magic Squares

The Mystery of the Pirate 
Ghost

Soccer Sam Discovery in the Cave

How Not to Start Third 
Grade 

The Great Houdini The Little Mermaid First Kids Thomas Jefferson's Feast Wild Cats

Escape North! The story 
of Harriet Tubman

How Not to Babysit Your 
Brother

Hungry Plants Pompeii... Buried Alive! The Titanic Lost... and 
Found

   3     논픽션 | 역사 |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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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Pompeii Buried Alive!의 
        실제 책 크기 입니다.  ▶                         

Reading Paragraphs
Step 4는 자신감을 갖고 독립적인 
읽기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전래동화, 미스터리, 인물, 전기, 
역사적인 사건 등의 소재를 다룬
스토리를 읽으며 배경에 대한 이해, 
픽션과 논픽션 글의 차이점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답니다.

문장이 더욱 길어지고 주로 Chapter 
단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문법 요소가 포함돼 아이들의 
표현력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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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텐징 노르게이입니다. 영하 
3,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 흑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던 시절, 흑인이었던 
로빈슨은 수많은 편견으로 야구 
선수가 되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최고의 선수가 
된 원동력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화석이 발견되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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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 베이브 루스, 
존 디마지오, 재키 로빈슨, 
로베르토 클레멘테, 행크 
에런, 바로 미국 야구 역사의 
전설이지요. 선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To The Top! Climbing the 
World's Highest Mountain

Jackie Robinson And the 
Story of All-Black Baseball 

Dinosaur Hunters Baseball's Best: Five True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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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하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착륙 방법, 이륙 방법, 지구로 
귀환하기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실제 고생물학자인 로버트가 T. 
바커가 쓴 이야기입니다. 흔히 
랩터로 불리는 데이노니쿠스가 
주인공이지요. 데이노니쿠스는 
무자비한 사냥꾼입니다. 
엄청나게 날카롭고 강력한 뒷 
발톱으로 자신보다 큰 공룡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Moonwalk The First Trip 
to the Moon

Rapto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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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타자인 테드 윌리엄스, 베이브 
루스, 타이 콥, 행크 에런은 
물론, 야구의 전설이 되었던 
미겔 카브레라와 최근 MVP를 
두번이나 수상한 마이크 
트라웃까지, 메이저리그의 대표 
타자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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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시켜 성으로 들어갑니다. 

Baseball's Greatest 
Hitters

The Trojan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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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 농구(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를 
만나보세요. 윌트 챔벌레인, 
카림 압둘 자바, 래리 버드, 
마이클 조던 등 NBA의 
전설적인 선수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까요?

나스카(NASCAR)는 F1, 
CATR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 꼽히는 대회입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나스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에 대한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830년대, 북아메리카에 살던 
체로키 인디언들은 황무지로 
쫓겨납니다. 3,500Km가 
넘는 이주 도중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으로 4천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부족 간의 우정, 
전쟁, 희망, 배신의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Basketball's Greatest 
Players

Nascar's Greatest Drivers The Trail of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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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키와 베스는 가장 친한 
친구에요. 하지만 둘의 성격은 
정반대랍니다. 다른 두 친구는 
어떻게 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이지요. 두 
친구의 아기자기한 일상을 함께 
즐겨볼까요?

산불을 끄는 소방헬기,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 
헬기,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 
헬기 등 헬리콥터의 종류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읽어 
보세요. 헬리콥터의 역사와 
작동 원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이집트로 탐험을 떠나 
봅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 
온전하게 발굴된 투탕카멘의 
이야기와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의 피라미드 탐험 이야기, 
그리고 유물을 통해 보는 고대 
이집트인의 삶까지. 흥미로운 
이야기에 푹 빠져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수학, 물리학, 
생리학 등 많은 분야에서 
활약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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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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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알프스를 하이킹하던 
여행객은 빙하 속에 꽁꽁 
얼어있던 미라를 발견합니다. 
5,000년 동안 얼음 속에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한 미라! 
<Ice Mummy>로 불리는 
미라의 발견과 연구 과정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Porky and Bess Choppers! Tut's Mummy:  
Lost... and Found

The Fly on the Ceiling a 
Math Reader

Volcanoes! Mountains of 
Fire 

Looking for Bigfoot 

Ice M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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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Ready for ChaptersStep4  Reading Paragraphs

◀ Step5  To The Top! Climbing 
     the World's Highest Mountain의 
     실제 책 크기 입니다.

Ready for Chapters
Step 5는 본격적인 챕터북 읽기 전 
단계로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논픽션 
자연과학 이야기가 주를 이뤄요.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 삽화가 
수록돼 보다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답니다.
책 읽기에 푹 빠진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줘요.

|도서는 난이도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Audio CD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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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Audio CD + Workbook Pack

 Step 3 - Book Set

Book Full Set 

1 Book

\ 5,500

35 Books

\ 192,500

35 Books

\ 192,500

1 Book + 1 Audio CD

\ 10,000

35 Books

\ 192,500

155 Books

\ 852,500

1 Book + 1 Audio CD + 1 Workbook

\ 12,000

50 Books

\ 275,000

추가 액티비티 무료 다운로드 주제별, 수준별, 관심사별 검색 관심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메일 발송, 
프린트 기능

Step into Reading Special Sets

Introducing www.stepintoreading.co.kr

Book

 Step 1 - Book Set

 Step 4, 5  -Book Set

Book + Audio CD

 Step 3 - Book + Audio CD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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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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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00

25 Books + 25 Audio CDs
+ 1 Guide Book 

\ 250,000

 Step 1 - Book + Audio CD Set  Step 2 - Book + Audio CD Set

 Step 2 - Book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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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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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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