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들이 좋아했던 영화속 주요 장면을 팝업으로 더욱 아름답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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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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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ney Frozen: A Pop-Up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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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디즈니의 명작 속 공주를 책 한 권에!

Disney Princess: A Magical Pop-Up World

Pop-Up Book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

Disney Matthew Reinhart 12 210x265x15 Pop-up Book \52,000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

Disney Editions
Matthew Christian 

Reinhart
5 210x265x15 Pop-up Book \88,000

· Harry Potter 매니아라면 꼭 소장해야하는 팝업북

·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화려한 입체 팝업북으로 실감나는 장면 연출

Harry Potter와 함께 마법의 세계를 가장 실감나게 즐기는 방법!

Harry Potter

Publisher Pages Size Component

Usborne
Publising

10 235x278x30
Pull-back Busy Helicopter \40,000

Pull-back Busy Bug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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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와 그림책을 접목시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팝업북

· 권마다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트랙을 따라 간단한 영어를 학습하고 반복

꼬마 장난감으로 세상을 누비는 신나는 팝업 여행

USBORNE Pull-Back Series

Pop-Up Book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

Insight Editions
Bruce Foster,

Andrew Williamson
12 230x288x50 Pop-up Book \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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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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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는 팝업북

팝업북 시리즈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David A. Carter의 새로운 팝업북

One Red Dot

· 텍스트가 큼직하고 간격이 넓어 한층 수월한 Reading 학습

·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스토리의 재미를 더함

360°로 돌려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팝업북으로 공주들의 궁전, 동화나라 등의 환상적인 입체 세계가 펼쳐진다!

My Fairy Garden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

Little Simon David A. Carter 18 233x235x30 Pop-up Book \36,000

Publisher Author·Illustrator Pages Size Component

Macmillan Children's
Books

Maggie Bateson /
Louise Comfort

20 276x290x33 Pop-up Book \32,000

Pop-Up Book

Pop-Up Book Title Lists

Title Publisher Price

Harry Potter: A Pop-Up Book: Based on the Film Phenomenon Perseus Distribution,INC 45,500

My Fairy Garden Macmillan 32,000

Star Wars: A Galactic Pop Up Adventure Scholastic 49,000

Cookie Count Little Simon 30,000

Winter in White: A Mini Pop-up Treat Simon & Schuster 22,000

The 12 Days of Christmas Anniversary Edition Simon & Schuster 42,000

Wonderful Wizard of Oz (A Pop-Up) Simon & Schuster 42,00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Pop-up Simon & Schuster 42,000

One Red Dot Simon & Schuster 36,000

Cinderella A Pop-Up Fairy Tale Simon & Schuster 42,000

Blue 2 (A Pop-Up Book for Childred of All Ages) Simon & Schuster 36,000

The Jungle Book Pop-up Simon & Schuster 42,000

600 Black Spots: A Pop-up Book Simon & Schuster 32,000

Yellow Square:A Pop-Up Book for Children of All Ages Simon & Schuster 24,000

Peter Pan: A Classic Collectible Pop-Up Simon & Schuster 48,000

Disney Frozen: A Pop-Up Adventure Disney 52,000

Disney Princess Pop-up Book Disney Editions 88,000

The Colour Monster Templer 26,400

Usborne Pull-Back: Busy Helicopter 

Usborne Pull-Back: Busy Bug
Usborne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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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Beginner ~ Upper IntermediateFlying Up English

Program

진짜 영어가 되는 초·중등 영어 프로그램

Flying Up Englis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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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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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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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학습 & 관리
시스템

검증된 양질의
4 Skills 전문 교재

전자도서관 및
영어원서 읽기

원어민
화상영어

www.flyingupenglish.co.kr

Flying Up English는 레벨에 따라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 교재가 있으며,

각 학습 교재는 Student Book, Workbook, Audio 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Flying Up English 전용 Wordbook, 온라인 학습 및 학습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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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별 Phonics, Listening & Speaking,

Reading, Grammar의 스킬별 학습서 제공

Student Book에서 배운 내용을

액티비티, 퀴즈 등으로 반복 학습

레벨별 단어, 본문, 챈트 등을

수록한 Audio CD

Skill 교재

Flying Up English

Audio CD

Workbook

Student Book

전용 단어장

(단어 예습, 복습, 숙제장으로 활용)

이러닝 학습 및 관리 사이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완벽한 수업 자료

Wordbook 온라인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1,000여 권의 e-book 원서 읽기

1,000여 권의 온라인 북퀴즈

종이 원서 및 온라인 학습 검증된 원어민 선생님과의 화상 영어

전자 도서관 러닝캐슬 원어민 화상영어

교사용 수업 자료

●  Flying Up English 프로그램 구성

커리큘럼
상담 및 심사

프로그램 상담

러닝센터 개원
운영

운영교육 컨설팅
운영실무교육

초도 물품 구비

현판 수령
초도 교재 수령

교육

교재 교육
프로그램 교육

●  Flying Up English One-stop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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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Program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공인된 프로그램입니다.

Program

학습권  종류 정   가 판  매  가

3개월 권 \ 54,000 \ 51,300 (5% 할인)

6개월 권 \ 108,000 \ 97,200 (10% 할인)

e-Library는

미국 현지 학생이 읽는 HMH(Houghton Mifflin Harcourt)의 Readers 중 엄선한 도서 1,000여 권을 e-book으로 제공해 다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출판사인 Penguin Random House, Penguin Young Readers 등의 우수 도서 1,000여 권에 대한 온라인 북퀴즈를 추가 탑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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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

● 1,000여 권의 e-book

● 1,000여 권의 북퀴즈

● 세분화된 9단계 레벨

● 정확한 레벨테스트

● 수준별 개인 맞춤 학습

● 유형별 분석 성적표 제공

● 독서이력관리 시스템

● 취약점 파악 및 보완

 학습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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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원 : e-Library 사이트에서 구매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 단체 회원(기관용) : e-Library 사이트, 총판 또는 영어전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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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판매가 기준입니다.

* Paper Book의 경우 도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퀴즈만 제공합니다.

 학습권 이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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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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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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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Step 2

Step 3

관  리

●  e-Library 프로그램 구성

 레벨테스트

리딩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답률에

따라 문항의 레벨이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레벨테스트를 마친 후, 레벨테스트 점수와

함께 레벨에 맞는 추천도서 리스트 및

성적표를 받습니다.

 e-book

미국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HMH의 교과서

와 연계된 리더스로 구성된 e-book은 AR

지수, Reader Level 등 독서지수를 분석해

국내 학습자의 레벨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e-book 학습에는 원어민 음성과 단어

정의, 북마크 기능, 위키피디아 사전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독서 이력 관리

학습 중이거나 학습을 완료한 도서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간별,

학습 상태별로 학습 완료 및 진행 도서를

검색해 재학습을 하거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읽고 학습한 도서의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영어 단어 사전

학습자는 e-book 및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한

단어 리스트를 My Dictionary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모든 도서의 단어를 한번에 보거나,

출력해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① e-Library 추천 도서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별 도서를

추천합니다.

② 선생님 추천 도서

소속된 단체(학교 및 학원 등)의 담당 선생님이

도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추천받은

도서를 읽고, 담당 선생님은 학습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Quiz)

e-book 읽기를 마친 후 해당 도서의 온라인

학습으로 연결됩니다.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영역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 과정을

마친 뒤, 문제 유형을 분석한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성적표

도서별 성적표와 누적 성적표 두 가지로 제공

하며 나의 점수와 전국 평균 비교표가 제공

되어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별 정·오답률이

분석되므로 취약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LMS)    

         교사용 관리 프로그램

선생님의 편리한 학습자 관리를 위해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분반 기능 등의

기본 기능과 추천 도서 지정, 독서 이력 관리,

학습 성적 관리, 학습왕 선발 등을 제공해 소속

학습자의 관리 및 다독 활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www.go-elibra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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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Learning Castle

Program

· 양질의 해외 수입 도서를 읽고 토론식 수업 진행 가능

· 최근 연구·개발된 읽기와 쓰기 교육, 발달 심리학을 기초로 개발

· EFL 학생 스스로 글의 핵심을 파악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유창한 English Reader and Writer가 되기 위한 학습 방법을 제시 

· 내신, 공인인증시험 대비를 위한 iBT 형식의 온라인 학습 제공

정독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 영어 학습 프로그램

Publisher Component

Language World

Junior A  :  Book + Workbook + CD + Online \13,500

Junior B~D  :  Book + Workbook + CD + Online \15,000 ~ 18,000

Senior A~B  :  Book + Workbook + (CD) + Online \12,000 ~ 15,000

Senior C~E  :  Book + Workbook + Online \15,000 ~ 18,000

Price

교사용 자료(Free Downloadable Resources)

Notable Children's Book
미국 도서관 서비스 아동위원회
(ALSC)가 '최고 중의 최고'의 북
리스트를 작성해 가장 주목할 만한
아동 도서에 시상

John Steptoe New
Talent Award
일반적인 책과는 다른 모험적인 책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시상

● 러닝캐슬 수상내역

John Newbery
미국 도서관협회가 아동 문학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작가에게 시상
하는 권위있는 아동 문학상

Robert F. Sibert
가장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의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시상

Rendolph Caldeott Meadl
픽쳐북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미국 
도서관협회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
책을 그린 작가에게 시상

Notable Children's
Recordings
내용과 음질 등 우수한
아동 오디오에 시상

Notable Children's
Videos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동
비디오에 시상

The California Young
Reader Medal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와 도서관에
서 우수한 어린이 도서에 직접 투표
해 시상

Best Books for
Young Adults
YALSA에서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우수한 도서를 선별해 도서 목록 발표

mp3 한글번역정답 테스트단어리스트수업자료

Program

Basic Grade 1-2 Grade 3-4 Grade 5-6

교재구성 12권 23권 24권 24권 25권 16권 12권 12권 12권

9단계 Senior E

8단계 Senior D

7단계 Senior C

6단계 Senior B

5단계 Senior A

4단계 Junior D

3단계 Junior C

2단계 Junior B

1단계 Junior A

특징
파닉스 이후
읽기, 쓰기
최초 단계

독립적 리딩,
단문장 쓰기
도입 단계

독립적 리딩,
복합 문장 쓰기

심화 단계
논리적 말하기

도입 단계

미국 초등 1~2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논리적 글쓰기 도입 단계

비판적 말하기 도입 단계

미국 초등 3~4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

논리적 글쓰기 심화 단계
비판적 글쓰기 도입 단계

미국 초등 5~6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

챕터북으로 구성
비판적 글쓰기 심화 단계
독서토론, 주제 관련 논쟁

● Level 9단계, 총 160권

Book (Readers, Chapter Book, Picture Book) Workbook Online (복습용)CD
지금까지 국내에 미수입되었거나 작품성이 뛰어난
영어 동화책 및 소설을 총 9단계로 구분하여 구성

러닝캐슬 워크북은 Vocabulrary,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의 5영역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교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내신 및 시험을 
데비할 수 있도록 구성

Components

● 워크북 (Sample)

Reading

Building Background

Speaking

Vocabulary

Writing

Listening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분석하고 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이고 추론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학습

수업 전, 도서에 대한 흥미 유발

스토리를 요약하고 발표, 문장 패턴 학습을

통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중요 어휘와 빈출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고

문장을 완성하면서 단어 활용 능력 향상

문장 구조와 중요 문법을 활용, 각 교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에세이를 3단계에 걸쳐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작성

정확한 발음을 듣고 학생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긴 문단의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 풀이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www.learningcast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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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Pro Elementary ~ Upper Intermediate

Program

Literacy Pro는 스콜라스틱의 오랜 연구로 만들어진 "개인별 맞춤독서"를 위한 강력한 "독서능력 평가 시스템" 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도구인 Lexile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읽기 수준을 진단해주며, 개인별 수준에 맞는 도서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후 학생이 개별적으로 읽기 이해 정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69,000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정보 및 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벨에 맞는 퀴즈 학습 후 체계적인 독서이력관리를 제공합니다. 

● Literacy Pro는?

● Literacy Pro 학습 프로세스

Literacy Pro Library는 인기도서 및 다양한 장르의 e-book 도서가 제공되며 850여권의

수준별 도서가 제공됩니다.

자기주도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듣기, 읽기, 녹음하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어려움 없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 Literacy Pro Library는?

사용가능 디바이스  |  PC, 태블릿, 모바일

Inform

객관적인 읽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생용 Reading Report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효율적으로 분석

Develop

학생의 읽기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주며, 레벨에

맞는 퀴즈학습 및 피드백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Assess

영어 독서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수인 Lexile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능력 및

이해도 평가

● Literacy Pro 특징

■  학생의 읽기 수준 진단

■  학생의 읽기 이해도 측정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 시험

최신 도서 69,000권 이상 포함

다양한 텍스트

Lexile 지수 기반 읽기 수준 진단

객관적인 읽기수준 진단

독서 이력 관리 유용

읽기능력 향상 정도의 효과적인 관찰 및 관리

·

·

·

·

·

·

·

학생들의 답안에 따라서 문항 난이도가 조절되는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 시험입니다. 개개인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매번 다른 시험 문제를 제공합니다.

최신 양질의 도서 69,000권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학생이 보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수 아동 문학, 픽션, 논픽션, 고전, 신문기사, 잡지기사 등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Lexile 지수를 기반으로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Percentile Rank, Lexile 지수를 포함하는 준거지향(Criterion-referenced), 규준지향(Norm-referenced)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의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읽기 능력 향상 정도를 효과적으로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 독서 이력 관리에 유용합니다.

학생은 테스트 종료 후 바로 본인의 Lexile Scor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취향과 읽기 수준에 알맞은 '추천 도서 목록'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도를 관찰하고 관리합니다.

Program

학생 1인당 연간 구독료

상품명 가격 최초 신청 인원 수

Literacy Pro 50,000원 (1인 / 1년)

각 상품 별 30명 이상Literacy Pro Library 24,000원 (1인 / 1년)

Literacy Pro + Literacy Pro Library 60,000원 (1인 / 1년)

※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학생 추가 주문은 최소 10명 이상 시 주문 가능합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 언어세상

· 상담 문의 : 02-2644-7400

·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3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www.elearning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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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Universe Beginner ~ Upper Intermediate

Program

● Benchmark Universe는?

소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사용가능 디바이스  |  PC, 태블릿, 모바일

Benchmark Universe는 학생 스스로 양질의 책을 자유롭게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Fiction과 Non-fiction은 물론, 현재의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Benchmark Universe 판매 가격

가  격 3,000,000원

기  간 1년

e-book 이용가능 학생 수 500명

혜  택 최초 구매 시 300여권의 도서 무료 증정

※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 언어세상

· 상담 문의 : 02-2644-7400

·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 Benchmark Universe 기능
Teach

맞춤형 e-book 제작 및

다양한 교사용 리소스를 수업에 활용

Manage

클래스를 만들어 학생을 손쉽게 관리

Assign

도서 선정 및 숙제 부여

MOBILE APP

Click!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가 가능합니다.

자기주도형 영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도서와 오프라인 레슨 자료로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

·

·

·

·

 Benchmark Universe에서 제공하는 도서는 미국의 유치원~고등학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7개 레벨로 분류 된 Interactive 도서를

e-book으로 읽으며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도서는 Fiction과 Non-fiction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글들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독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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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영어 도서 이외에도 600여권의 Spanish 도서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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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학습 시, 교사가 학습과 연관된 오디오/비디오 링크, 사진 포스트, 새로운 페이지 개설 등의 Activity를 e-book에 넣어 학생의 흥미를 더해줄 수 있으며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또 그 외에 노트 기능과 오디오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학생의 Reading Skill, Writing Skill, Speaking Skill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Program

● Benchmark Universe 특징

www.elearning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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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Club Beginner ~ Intermediate

Program

· 원서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거운 독서를 하도록 유도해 영어 읽기 입문 학습자에게 적합

· 선생님의 체계적인 지도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리딩 지수(Reading Quotient)를 높여주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

· 원어민 발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으로 말하기 능력 향상

· 교육부가 선정한 필수 영어 단어 학습이 가능하며,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독서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 학생들의 학습 전반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사용 학습관리 시스템(LMS) 제공

소규모 그룹 수업에 용이한 다독 중심의 초등 영어 리딩 프로그램

Publisher Component

Language World

Level 1~9  레벨별 Readers 4권 + Workbook 1권 + Audio CD 1장 \30,000

Level 10~12  레벨별 Readers 12권 + Workbook 3권 + Word Book 1권 + mp3 CD 1장 \90,000

Retelling Cards (Level 1~4) \25,000

Flashcards (Level 1~6) \10,000

Price

www.rqclub.co.krFree downloads

Program

공인인증시험 대비 iBT 시스템 온라인 학습 과정·

다양한 영역별 온라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계획부터 실전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줍니다.

Step 1 : Word Study

· 어휘복습

철자확인→발음청취→한글 뜻
확인→예문 연습

Step 2 : Dictation

· 타이핑연습

주요 어휘의 발음을 듣고 알맞은
단어 타이핑 연습과 어휘의 문맥상
의미 확인. 문장을 듣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 타이핑

Step 3 : Grammar

· 교재 내 문법 사항에 대한
  확인 문제 풀이

문장 내 단어의 순서를
배열하는 연습

Step 4 : Quiz

·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이를 통해  
   읽은 내용 확인

Multiple Choices, Ture/False 등
다양한 유형의 Reading
Comprehension 문제 풀이

Step 5 : Summary

· 요약하기

4~12 레벨의 책 내용에 대한
요약문을 읽어 보며 원어민처럼
말하기 연습

온라인 시스템

Retelling Cards Level 1~4

Level 1~9 레벨별 A,B,C 세트로 구성 (1개월) Level 10~12 레벨별 1세트로 구성 (3개월)

리더스 4권, Workbook(Word Book 포함) 1권,
오디오 CD 1장 (온라인 학습키 포함)

리더스 12권, Workbook 3권, Word Book 1권,
mp3 CD 1장 (온라인 학습키 포함)

Flashcards Level 1~6

Components

Teacher's GuideTests WorksheetAnswer Key

www.rq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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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gram

Beginner ~ Elementary

Components

구성 12 Board Books 1 Workbook 1 Flashcard 3 Posters 1 Song CD 가이드영상

Touch! Touch! Set O O O O O O

Talk! Talk! Set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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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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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핵심 단어와 귀여운 삽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Workbook

●  FlashCard

●  Poster

‘Animals on a farm’, ‘Transportation, ‘Feelings’ 등

도서 주제와 연관된 마더구즈 노래가 세트 별 10곡씩

수록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Song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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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엄마표

영어’가 부담스러운 부모님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이제 막 그림책을 보기 시작한 영·유아라면, 특히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읽기보다 만지면서 가지고 노는데 더 의미를 두는 아이에게 필요한 세트입니다. 

숫자, 도형, 동물, 음식, 색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12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초기 영어 학습의 발판이 되어 줍니다.

●  Touch! Touch! Set (12 Board Books)

Hello KidsNEW

기본 단어와 함께 간결한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매너, 방식, 관습, 태도 등 친구,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의 내용은 엄마와 아이가 묻고 답하며 읽을 수 있고, 반복되는 주요 문장에 단어만 바꿔 새로운 문장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Talk! Talk! Set (12 Boar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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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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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의 관심사와 행동 발달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도서 라인업!

· Workbook과 Flash Card로 학습 효과 Up! 가이드 영상으로 한번 더 Up!

아이의 행동 발달에 꼭 필요한 주제별 보드북 세트! 

Touch! Touch! Set Talk! Talk!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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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썰(Jam SIR) English

Program

· 본격적인 영어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놀이하듯 재미있게, 부담없이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Play & Fun Learning

· 유명 인기 강사들의 열정이 듬뿍 담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집중해서 책을 읽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놀고, 신나는 노래에 스티커 활동까지

   한 번에 담은 Step Into Reading 종합 선물 세트

잼썰(Jam SIR) 잉글리쉬와 함께 우리 아이도 만능 영터테이너!

Components

구 성 물 Step 1  Set Step 2  Set Step 3  Set

10 Books ○ ○ ○

10 Workbook ○ ○ ○

Resource Book ○ ○ ○

1 Video DVD ○ ○ ○

10 Audio CDs (mp3) ○ ○ ○

Song CD ○ ○

Guide Book (한글번역본) ○ ○ ○

Sticker & Board ○ ○ ○

유튜브에 잼썰 잉글리쉬를 검색하면 DVD 영상을 볼 수 있어요!

Beginner ~ Elementary

Publisher Component

Language World /
Penguin Random House

Step 1 2 3  SET 각 세트  \150,000

Price

Program

동영상 DVD 1장

오디오 CD 10장 진도 스티커 1장

리더스 10권

워크북 10권

노래 CD 1장 가이드북 1권 리소스북 1권

에리카니콜 클로이

잼썰(Jam SIR) 잉글리쉬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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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marty Beginner

Program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공인된 프로그램입니다.

리틀스마티는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인도, 홍콩 등 전 세계 17개국이 함께 사용하는 리틀리더(Little Reader)의 한국형 커스터마이징 제품입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우뇌를 활용한 플래시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성장하며 반드시 익히게 되는

언어, 음악, 수 개념 등을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ublisher Component

Language World

Little Smarty English \359,000

Little Smarty 한글 \140,000

Little Smarty Music \140,000

Little Smarty English Big Flap Book (8권) \70,000

Price

·

·

·

우뇌 교육법이란, 우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유아기에 적절한 자극을 통해 우뇌를 활성화시켜 우뇌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법을 말합니다. 우뇌 교육법은 좌뇌 교육법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법으로 우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0세~7세의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방법입니다.

플래시 기법이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진과 글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뇌의 직관력을 이용해 그 화면을 그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억지로 외우지 않고, 즐거운 놀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며 플래시 기법을 통해 노출되는 문자를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감각 응용법이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중감각 연합영역(multisensory association area) 으로 전해지는 신체감각, 시각, 청각의 감각정보로 경험하면 더 쉽게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다양한 감각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더욱 흥미롭고 즐거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 The Background Theories

우뇌 교육법 (Right Brain Learning)

플래시 기법 (Flash Method)

다감각 응용법 (Multisensory Method)

리틀 리더(리틀 스마티의 원제품)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 여러 단체로부터 영·유아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Awards

10 Best Educational Products,
100 Best Children's Products
(베스트 10 교육 제품, 베스트 
100 어린이 제품으로 선정)

Mom's Best Award Fantastic 
Products 2011 

(2011년, 맘스 베스트 어워드) 

Media of the Year 2011
(2011년, 올해의 미디어

어워드 수상)

Summer 2011
Tillywig Brain Child Award
(2011년, 틸리위그 브레인

차일드 어워드 수상)

Fall 2011,
TNPC Seal of Approval

(2011년, 국립육아센터 승인)

PTPA Seal of Approval
(PTPA - 부모가 테스트하고

부모가 인정한 - 승인)

NAPPA Honors 2012
(2012년, NAPPA 명예상 수상)

Lesson DVD

Online Lesson 키워드 플래시 카드키트 레슨정품 인증서 1장

Mini Flap Book 정품 인증서 1장

Mom's Master Book

※ 세이펜 구성이 적용된 구성물입니다. (제품에 세이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이펜 구성이 적용된 구성물입니다. (제품에 세이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이펜 구성이 적용된 구성물입니다. (제품에 세이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ll About Little Smarty

Program

리틀스마티 영어는 자녀의 영어 지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을 위한 진정한 엄마표

홈스쿨링 제품입니다. 레슨에 나오는 모든 영단어 및 문장의 해석뿐만 아니라, 세이펜을

통한 영어 음성 지원, 탄탄한 학습 스케줄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의 영어 지도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DVD, 온라인, 스마트 기기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가능해 하루 5분 레슨을 언제, 어디서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틀스마티로

방문 교사 없이 쉽게 우리 아이의 첫 영어 선생님이 되어 보세요.

사물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유아 한글 프로그램

입니다.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 자음과 모음인 자소를 익히고,

그 결합인 한 글자를 습득하는 데에 있습니다.

리틀스마티 한글은 아이들이 낱말 단위의 문자에서 출발하여 낱말이 분리된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분리된 자소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torybook

Lesson DVD 20장

Good Job Sticker Book

키워드 플래시 카드북 1권

Teaching Your Young
Child to Read

Word Poster

미니 플랩 보드북 2권

Lesson DVD 18장 All About Little Smarty
Music 1권

정품 인증서 1장 Online Lesson,
Mobile Lesson

영·유아기 아이들이 악기나 음악 교습을 받기 전, 혹은 음악 교습과 병행하여 절대 음감을

발달시켜 주도록 개발된 조기 음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천적인 음악성과 좋은 음악적인

귀를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 모차르트나 바흐가 가졌던 음악적 천재성을 부여해 

주고, 260일의 커리큘럼을 통해 화음, 화성, 선율, 음계, 박자, 리듬을 포함한 음악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Mini Flap Book 2권Mother Goose CD 2장

www.littlesmar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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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Story Town Beginner ~ Elementary

Program

· 원서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거운 독서를 하도록 유도해 영어 읽기 입문 학습자에게 적합

· 선생님의 체계적인 지도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리딩 지수(Reading Quotient)를 높여주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

· 원어민 발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으로 말하기 능력 향상

· 교육부가 선정한 필수 영어 단어 학습이 가능하며,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독서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 학생들의 학습 전반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사용 학습관리 시스템(LMS) 제공

소규모 그룹 수업에 용이한 다독 중심의 초등 영어 리딩 프로그램

Publisher Component

Language World Set (Story Book + Workbook + Hybrid CD + Phonics Book) \25,000

Price

Components

Program

구 성 물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Story 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Work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Hybrid CD (교사용/학생용) ○ (12개) ○ (12개) ○ (12개) ○ (12개)

Phonics Book ○ (12권) ○ (12권) ○ (12권) ○ (12권)

Little Story Town Plus ○ (2권) ○ (2권) ○ (2권) ○ (2권)

Talk Pen ○ ○ ○ ○

On-Line 학습 ○ ○ ○ ○

LST Special Program ○ ○ ○ ○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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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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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ics Book Hybri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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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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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Story Town Plus Talk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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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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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학습

리틀스토리타운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각 단계별 하이브리드 CD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Teacher's Guide 제공)

LST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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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story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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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gram

Beginner

· 따라 읽고, 노래를 부르고, 챈트도 부르고, 숨은 그림 찾고 지루하지 않게 영어에 흥미와 관심 증가

· 무료 앱을 통해 오디오와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

· 도서의 모든 내용을 원어민 오디오로 들을 수 있고, 영유아 교육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엄마표 가이드 영상’ 제공

· Hello Library만 있으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습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

도형, 색깔, 감정, 소리, 표현력, 노래, 율동 등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주제의 도서

한글 본문 해석본과 Parent’s Reading Guide의 번역본을 제공해 ‘엄마표 영어’를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글 본문 해석 제공 (영문, 한글 동시 제공) Parent’s Reading Guide의 번역본 제공

언제나 함께하는 나만의 작은 도서관

Highlights Hello LibraryNEW

Publisher Component

Highlights
24 Books, 24 Parent's Guide Cards,

무료 앱 (Auido & Guide Video)
\99,000

Price
Free downloads Resources

Free downloads

한글 본문 해석 Parent’s 
Reading Guide 

번역본

Look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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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Mobile App

Google Play Store

DOWNLOAD
App Stor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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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세상 교재 500% 활용하기!
언어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자료를 교재와 함께 사용해보세요. Teacher Tool, 

Answer Key, Word List, Unit Test, Midterm Test, Final Test, Worksheet, Flash Card, 

mp3, Script, Syllabus, Lesson Plan 등 각종 부가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료는 언어세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www.lwbooks.co.kr

Script VideoTeacher's Guidemp3 Syllabus /
Lesson Plan

Answer Key TestsWord List Worksheet /
Flashcard

Teache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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