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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트리
영 어 교 육
연 구 소

“왜 많은 선생님들이

위즈덤트리 영어교육연구소는 20여 명의 원어민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즈덤트리의 연
구진과 자문단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 교육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다. 전

위즈덤트리 교재가
시중교재와 다르다고
느끼실까요?

원 오랜 기간 국내 또는 자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한 경험을 가
지고 있으며, 현재는 위즈덤트리 영어교육연구소에서 EFL환경하에 가장 이상적인 교재개발을
위해 영어학습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최영원Young 소장

”

•위즈덤트리영어교육연구소 소장
•영어교육칼럼니스트
•대치동, 목동 등 어학원강의 경력 20년
•Griffith University 졸업
저서
•Easy Phonics 3권
•Easy Sight Words 3권
•Power Writing 3권(Teacher’s Edition 3권)
•Power Speaking 3권(Teacher’s Edition 3권)
•Bounce 시리즈 6권
기획감수
•The Korea Story(영문판)
•교실영어 표현사전
•네이티브가 즐겨쓰는 영어표현
•Single Skills 시리즈 외 다수 기획감수

그 해답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Laura Nuttall

위즈덤트리 연구진은 오랜 티칭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학습현장의 눈높이
에서 책을 만듭니다.

•위즈덤트리 Executive Editor
•前BBC 방송국 재직
•EFL 강의경력
•University of Lincoln 졸업
•Journalism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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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Sight
Words 1, 2, 3

Easy
Phonics 1, 2, 3

A fun and easy way
to becoming fluent in
reading English

A fun, enjoyable way to
begin speaking English!

스토리북으로 가기 위한 3단계 필수 과정 Sight Words 완성시리즈
1.
2.
3.
4.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치~초등학생을 위한 3단계 Phonics 완성 시리즈
1.
2.
3.
4.

소리를 통한 완전한 파닉스 학습입니다.
소리와 문자, 문장, 스토리 및 그림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반복 학습, 완전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 학습으로 가는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속 문장으로 Sight Words를 익힙니다.
각 단계별로 문장의 난이도를 높여 레벨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액티비티를 통해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통해 Sight Words를 익힙니다.
세트 구성

세트 구성

Easy Phonics 1

Unit

11Unit

Pages

6pages/unit

대상

Alphabet A~Z
Short Vowels a, e, i, o, u

12Unit

11Unit

6pages/1~4unit, 8pages/5~12unit 8pages/1~3unit, 6pages/4~11unit

Long Vowels a, i, o, u
Consonant blends bl cl fl | gl
pl sl | br cr dr | fr gr tr | sk sm sn
| sp st sw | ch sh | th wh

C as S | ew qu | silent b d k
ai ay | ee ea | oi oy | ou ow | oa
ow | ar or | er ir
short oo long oo

Workbook, Flashcards, Audio CD

Easy Sight Words 2

Easy Sight Words 3

유치~초등초급

Unit

17Unit

17Unit

18Unit

Pages

6pages/unit

6pages/unit

6pages/unit

단어 수

70 sight words

83 sight words

67 sight words

교재구성

Similar sounding blends

본문 페이지

교재구성

Easy Phonics 3

유치~초등초급

대상

내용

Easy Phonics 2

Easy Sight Words 1

Workbook, Audio CD

본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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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주제, 재미있는 스토리로 창의•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최신 Reading Comprehension 시리즈!

Comprehensive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Warming Up
Exciting Stories for
Reading Comprehension

Exciting Stories for
Reading Comprehension
Bounce Warming Up 1
30~50 words

“Reading과

Bounce Warming Up 2
40~60 words

bounce Level 1
80~100 Words

Bounce Warming Up 3
50~70 words

Speaking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닌

연계하여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Bounce
시리즈 특징

Bounce 시리즈는 Reading을 통해 Speaking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어체 문장 활용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11단계 액티비티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단계적으로 돕도록 구성되었다.”

세트구성

Bounce Warming Up 1

Bounce Warming Up 2

Bounce Warming Up 3

세트구성

- 흥미로운 주제(픽션, 논픽션),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된 본문
-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회화적 표현으로 Speaking 학습과 연계
- 총 11단계의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 본문의 이해를 돕는 매력적인 삽화, 사진 구성
- 듣기를 통한 받아쓰기 학습 및 유창성 향상을 위한 훈련
- 각종 Test 등 다양한 Teacher’s Materials 지원

Bounce 1

Bounce 2

대상

초등초급

대상

초등중급~중등

Unit

20Unit

Unit

20Unit

Page

6pages/Unit (총128페이지)

Page

6pages/Unit (총128페이지)

내용
교재구성

본문 페이지

- 픽션, 논픽션 재미있는 스토리로 교차구성
- 11단계의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Workbook + Audio CD

내용
교재구성

본문 페이지

bounce Level 2
100~120 Words

Bounce 3

- 픽션, 논픽션 재미있는 스토리로 교차구성
- 11단계의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Workbook + Audio CD

bounce Level 3
100~120 Words

다!
실용영어의 완성 Power시리즈를 만나
한
말하기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대비하는 똑똑

3단계

2년간 교육현장에서 실전검증을 마친

speaking 학습

Power Writing
시리즈 3권

Power Speaking
시리즈 3권

A comprehensive and
engaging guide to success with
Power Writing

A comprehensive and
engaging guide to success with
Power Speaking

단계적 글쓰기(핵심표현-문장-문단-에세이 쓰기)를 통한 순차적 Writing 학습
1.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익히는 단계별, 유형별 쓰기 학습
2. 학교, 학원 등의 교육 현장에 최적화 된 실용영어 교재
3. 핵심단어를 통한 유창성 훈련
4. 각종 영어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지침서

초급영어에서 고급영어로 단계적 말하기를 통한 순차적 Speaking 학습
1.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익히는 단계별, 유형별 말하기 학습
2. 학교, 학원 등의 교육 현장에 최적화 된 실용영어 교재
3. 핵심단어를 통한 유창성 훈련
4. 각종 영어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지침서

세트구성
세트구성

Basic

Intermediate

Advanced

Unit별 5 part

Unit

Unit

Unit별 4 part

Page

내용

교재구성

108

108

Part1 Explaining the Pictures
Part2 Answering the Given
Questions

Part1 Explaining the Pictures
Part2 Answering the Given
Questions

Part1 Explaining the Pictures/
Charts
Part2 Answering the Given

Part3 Story Telling - Picture
Descriptions
Part4 Advanced Speaking Problem Solving

Part3 Story Telling – Picture
Descriptions
Part4 Problem Solving/ Role
Playing

Questions
Part3 Story Telling – Picture
Descriptions
Part4 Problem Solving/ Role
Playing

내용

108

교재구성

Advanced

126

Part1 S
 elective Picture
Description with Given

Part1 Synonyms & Antonyms
Part2 One-picture Description

Words
Part2 One-picture Description
Part3 T
 wo-picture Descriptions
and Interfere
Part4 Letter Writing
Part5 P
 ros /Cons – Agree /

Part3 T
 wo-picture Descriptions
and Interfere
Part4 Comparing & Contrasting
Part5 Creative Writing

Disagree

Student Book / Teacher’s Edition(별매 구성)

Intermediate
초등고급~중등

초등고급~중등

108

Basic

대상

대상

Page

Writing 실용영어의 진수

112

Part1 Proofreading
Part2 S
 elective Picture
Description with Given
Words
Part3 Letter Writing
Part4 Persuasive Writing
Part5 P
 ros & Cons / Advantages
& Disadvantages

Student Book / Teacher’s Edition(별매 구성)

본문 페이지

본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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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트리가 발행한 학습서!!

최중진 선생이 제시하는
‘영어학습 비법’

교육 현장에서 3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직접 체득한 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영어의 기본을 말하다

Reading Comprehension의 세계적 권위자

코넬대학 Walter Pauk교수가 제시하는 6가지 핵심비법!

영문법, 영숙어 사전!

Spoken Grammar
한 권으로 끝내는 영문법의 모든 것!
문법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문법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길고 지루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고, 꼭 필요한 설명만으로 구성하였다.

Single Skills
시리즈 2권

대상 중등~고등 | 288page 총4편 22 Chapter
제1편 문장구성 요소와 종류
제2편 품사의 의미와 용법

실전응용력을 길러주는
주제별 학습서

제3편 준동사
제4편 의미전달과 문장의 변화

흥미롭고 재미있는 글로 Reading Skills을 끝낸다!

중점 영숙어

1.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익히는 단계별, 유형별 학습
2. 학교, 학원 등의 교육 현장에 최적화 된 실용영어 교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숙어 600개!

3. 사전지식 6요소를 통해 실전응용력을 길러주는 과학적 학습

고교입시 관용어구의 표준 600개 숙어를 통해 최빈출•중요도에 따른 단계별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크게 3단계로 구성하였다.

4. 수능 등 각종 영어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응용력 배양
세트구성

Single Skills 600제

Single Skills Master

대상

초등고급~중등

중등고급~고등

Unit

7 chapter (각 100제 및 정답)

총4부(각부당 25개 지문, 정답 및 해석)

Page

331

272

내용

교재구성

중등~고등 | 271page 총 3 Part
PART Ⅰ 필수 암기 숙어
PART Ⅱ 구문 중심의 필수 숙어
PART Ⅲ 실전 대비 응용 숙어

각 1개의 지문에 한 영역의 문제로 구성

각 1개의 지문에 6가지 영역의 문제로 구성

1.제목 알아내기(Subject Matter) 100제
2.주제찾기(Main Idea) 100제
3.세부사항(Supporting Details) 100제
4.결론(Conclusions) 100제
5.의미전달방안(Clarifying Devices) 100제

1.제목 알아내기(Subject Matter) 100제
2.주제찾기(Main Idea) 100제
3.세부사항(Supporting Details) 100제
4.결론(Conclusions) 100제
5.의미전달방안(Clarifying Devices) 100제

6.문맥 속의 어휘(Vocabulary in Context) 100제

6.문맥 속의 어휘(Vocabulary in Context) 100제

Student Book(정답 포함)
(해석 위즈덤트리 홈페이지)

Student Book
(정답 및 해석포함)

교실영어 표현사전

소네다 겐조, 부르스 퍼킨스 공저 (CD포함)

각 상황별 반드시 필요한 핵심표현 총망라!
미국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모두 포함된 리얼 표현집!
1.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사, 학생들의 바이블
2. 영어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실용적인 교실영어 표현집
3. 방대한 영어표현을 찾기 쉽게 구성한 교실영어 표현 백과사전

네이티브가 즐겨쓰는 영어표현
본문 페이지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이유!
일상에서 꼭 필요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1. 네이티브가 즐겨 쓰는 생생한 영어 표현만을 담았습니다.
2. 중학교 수준의 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3. 11가지 상황 별로 가장 흔히 쓰이는 영어표현을 엄선하였습니다.
4. 네이티브의 발음으로 예문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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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imes지음 (CD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