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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n the English Bus and Start a Journ
ey!

친구들과 English Bus를 타고 세상 이곳저곳을 누비는 사이에 

영어로 놀이를 하고, 일상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코스북 수업의새로운 기준Bricks English Bus!

e-Learning
www.hibricks.com
www.englishbusonline.com
www.bricksneat.com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17

www.ebric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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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Phonics

Course Book

e-Learning

Readers

Grammar

Reading

Listening

DVD-ROM

Multi CD

DVD-ROM 포함 

멀티미디어 CD 포함 

Audio CD

오디오 CD 포함 

온라인 학습 가능

www.hibricks.com 

www.englishbusonline.com 

www.bricksneat.com

e-Learning

MP3 CD 포함 
MP3 CD

Download 온라인 자료 다운로드 가능  

www.ebricks.co.kr

중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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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ananas ■ ■

Blue Bananas ■ ■

Red Bananas ■ ■

Macmillan Children's Readers ■ ■ ■

Macmillan Readers Starter~Advanced ■ ■ ■ ■ ■

R
e
a
d
e
rs

Bounce Now Starter~6 ■ ■ ■ ■

[ L e V e L  c H A R t  ]
4~5세 6~7세

Kindergarten

G7~G9 G10~G12

Secondary

G1~G2 G3~G4 G5~G6

Elementary

4~5세 6~7세

Kindergarten

G7~G9 G10~G12

Secondary

G1~G2 G3~G4 G5~G6

Elementary

L
ite

ra
c
y

P
h
o
n
ic

s

Spotlight on Literacy Level 1  1~12 set ■

Spotlight on Literacy Level 2  1~12 set ■ ■

Spotlight on Literacy Level 3  1~12 set ■ ■

Spotlight on First Phonics 1~5 ■ ■ ■

Spotlight on Phonics 1~3 ■ ■ ■

R
e
a
d
in

g

Bricks Subject Reading 1~4 ■ ■

Bricks Intensive Reading 1~4 ■ ■ ■

Bricks Reading 300 1~3 ■ ■ ■

Bricks Reading 30 1~3 ■ ■

Bricks Reading 50 1~3 ■ ■

Bricks Reading 100 1~3 ■ ■

Bricks Reading 200 1~3 ■ ■

Bricks Reading 250 1~3 ■ ■

Bricks Reading 150 1~3 ■

Bricks Reading Beginner 1~2 ■ ■

Bricks Reading 1~3 ■ ■

Bricks Reading Plus 1~3

Bricks Story Reading 70 1~3 ■

■

■

■ ■

Bricks Story Reading 150 1~3 ■ ■

Four O'Clock Reading Time 40

Four O'Clock Reading Time 60

Four O'Clock Reading Time 80

■ ■

■

■

■

■

Bricks Story Reading 230 1~3 ■ ■

L
iste

n
in

g Bricks Listening Beginner 1~2

Bricks Easy Listening 1~3

■

■

■

■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1~2 ■ ■

Bricks Listening 1~5 ■ ■ ■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1~3 ■ ■ ■

Bricks Intensive Listening 1~3 ■■ ■

G
ra

m
m

a
r

Bricks First Grammar 1~2 ■ ■

Bricks Smart Grammar 1~2

Bricks Grammar 1~4

■

■

■

■ ■

중
학

 영
어

Bricks 중학 Grammar 1~3 ■■

Bricks 중학내신독해 1~6

Bricks 중학영문법 1~3

■

■

■

■

Bricks 중학놀부독해 1~3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1~3

■

■■

English Bus Starter 1~2

English Bus 1~2

English Bus 3~4

English Bus 5~6

■ ■

■ ■

■

■ ■

English Bus 

C
o
u
rse

 B
o
o
k

Macmillan Readers

Banana Story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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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어휘력이 
평생 영어실력을 좌우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어휘를 바로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주

는 온라인 어휘학습관 Hibricks로 수업 효과도 높이

고 어휘 실력도 쌓으세요.

•학원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강화  

학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학원전용사이트로 운영 가능 

(학생관리, 강사관리, 반 배정, 자료실, 통계관리)

STEP 01
Word

STEP 02
Listen & Speak

STEP 03
Spell

STEP 04
Sentence

STEP 05
Test

STEP 06
오답노트

STEP 07
My Dictionary

어휘학습

어휘테스트

듣고 따라 읽기

오답노트

철자 쓰기

나만의 사전

STEP 07 My DictionarySTEP 06 오답노트STEP 05 Test

STEP 03 Spell

문장 속 어휘 익히기

STEP 02 Listen & SpeakSTEP 01 Word STEP 04 Sentence

어휘

완전 정복!

www.hibricks.com
시리즈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기주도 온라인 어휘학습관  

•Bricks 교재에 나오는 어휘 완전정복  

파닉스 어휘에서 NEAT 어휘까지 5천여 개의 어휘 학습

•매일학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개인별로 설정된 진도에 따라 수준별 맞춤학습 가능 

학생 회원 <회원가입>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정보 입력

학원 회원 <학원회원가입>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f o r  s t u d e n t s  ]

•철저한 학습관리와 평가  

레벨 테스트와 단계별 성취도 평가, 성적표 제공, 개인별·클래

스별 학습상황 체크, 맞춤형 학습 진도 설정 및 테스트 가능

[ f o r  te a c h e r s  ]

[ H i b r i c k s  7 단계 학습법  ]

[ H i b r i c k s  가입 및 사용법  ]

My Page에서 My Report 선택 → 영역별로 분석된 리포트 확인 → 약점 파악 및 보완

C lick!

C lick!

Vocabulary

회원 

가입 

학습 

선택 

성적표 

확인 

학습할 교재 선택 → 유닛 선택 → 학습 진행

C lick!

Ph
onics Listening

R
eading

Speaking

W
riting

Skill이나 Level별로 

실력에 맞는 교재 선

택 가능 

학생 회원으로 가입 시 

학원 코드 입력하면 해

당 학원으로 자동 등록

자세한 사용법과 궁금한  

점은 www.hibricks.com의 

FAQ에서 확인하세요.



마법 같은 증강현실(AR)로 생생하게 배우는 알파벳 카드

대상	 	만3세	이상,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초등	어린이

구성	 		알파벳과	선명하고	재미있는	단어와	그림이	담긴	26개	플래시	카드	세트

APP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	AR	카드앱	무료	다운로드

플래시 카드의 새로운 혁명! 

플래시 카드와 스마트폰 AR(증강현실) 기술의 결합!

+

Card App AR Camera Hand Writing Song

1.		브릭스	AR	ABC	Card	앱을	다운	받으세요.

2.	다운받은	앱을	설치하세요.	

3.	앱을	실행시킨	후,	알파벳	카드를	비추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카드를	비추세요.	

알파벳과	그림이	입체로	튀어나오고	

알파벳	사운드가	나옵니다.		

1 AR 카메라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순서대로	따라	

쓰세요.	팡파르가	울리면	알파벳	

쓰기	마스터~!	

3 알파벳 따라 쓰기

알파벳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해요.	흔들흔들~	신나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파닉스와	단어	학습까지	완료~!	

2 애니메이션 ABC송

브릭스 AR ABC Card 앱 설치방법

알파벳 AR카드 활용법

●		ALPHABET	AR	CARD는	알파벳과	파닉스를	처음	배우게	되는	4~8세	유아와	초등	저학년들이	

재미있게	알파벳을	배울	수	있도록,	흥미로운	증강현실	시스템을	도입한	AR	플래시	카드입니다.	

●		AR카드란?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이란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알파벳	플래시	카드를	브릭스	AR	CARD	앱으로	비추면	알파벳과	

그림이	입체로	튀어나오고	소리를	들려줍니다.	

●		처음	알파벳을	접하는	우리	아이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브릭스	AR	ABC카드	앱을	통해	즐겁게	

알파벳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영어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08 09

교재명 학습 내용 학습 기간 Unit 구성

Spotlight on First Phonics 1 알파벳 문자 & 소리

P
h
o
n
ic

s

[ W o R K B o o K  ]

세트 구성: Student Book + Storybook + Multimedia CD 3장 (Workbook 별매)

Contents 

10 Units2~3개월

10 Units2~3개월

10 Units2~3개월

10 Units2~3개월

 8 Units2~3개월

Spotlight on First Phonics 2 단모음

Spotlight on First Phonics 3 장모음

Spotlight on First Phonics 4 블렌드 & 이중자음

Spotlight on First Phonics 5 장모음 & 이중모음

알파벳 학습  문자 이름과 소리 익히기 음가 학습  문자를 보고 소리 내어 읽는 연습하기

소리-문자 학습  단어를 분해하여 소리 내어 읽기 액티비티  흥겨운 챈트와 액티비티로 학습 동기 부여

학습한 소리와 문자를 쓰고, 찾고, 연결하는 연습을 통해 파닉스 규칙을 반복적으로 익힙니다.

[ s t U D e n t  B o o K  ]

Sounds

영어소리 익히기

Sound-Letter

소리-문자 학습

Sounds in Words

단어 속 음가 익히기

Words in Context

문장 속 단어 익히기

Fun Activity

노래와 재미있는 

       액티비티

파닉스 기초부터 스토리 읽기까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초등용 파닉스 프로그램

spotlight on
First Phonics 1~5

5세 이상(K1~G1)

10(6~8 pages/Unit)

Student Book(+ Multimedia CD)

Storybook(+ Multimedia CD)

Workbook

Answer Key, Lesson Plan,  

Worksheet, Flash Card, Unit Test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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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R Y B o o K  ] P
h
o
n
ic

s

Student Book에서 배운 파닉스 규칙을 바로 적용하여 스토리 읽기를 연습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CD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보며 신나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 M U L t I M e D I A  c D  ]

자칫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파닉스 학습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게임을 담았습니다.

▶Student Book CD

인트로  동물 캐릭터로 Unit 선택 플래시 카드  파닉스 어휘의 음가 익히기음가 학습  음가를 애니메이션으로 소개

▶Storybook CD

인트로  스토리북에 들어 있는 5가지 스토리 제시

✽온라인 자료는 브릭스 홈페이지(www.ebricks.c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애니메이션 보며 스토리 송 부르기스토리 리딩  애니메이션 E-Book

액티비티  다양한 문제로 음가와 단어 학습 게임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 복습챈트  파닉스 어휘와 규칙을 챈트로 익히기

레벨 Alphabet Card Flash Card Answer Key Worksheet Coloring Page Unit Test Lesson Plan

First Phonics 1 ● ● ● ● ● ● ●

Online Resources

First Phonics 2 ● ● ● ● ● ●

First Phonics 3 ● ● ● ● ●

First Phonics 4 ● ● ● ● ●

First Phonics 5 ● ● ● ● ●

레벨 스토리북 스토리

First Phonics 1

Story 1  Let’s Play!

Story 2  The Good Elephant

Story 3  My Iguana

Story 4  Who is My Queen?

Story 5  The Big Umbrella

First Phonics 2

Story 1  The Magic Hat

Story 2  Pull the Keg!

Story 3  Does it Fit?

Story 4  The Big Pot

Story 5  Rub the Mug!

First Phonics 3

Story 1  Save the Cake!

Story 2  Hide and Seek

Story 3  The Holes

Story 4  Duke and the Mule

First Phonics 4

Story 1  Little Santa

Story 2  The Brave Crab

Story 3  The Ski-Sled

Story 4  The Skunk and the Ants

Story 5  Who Munched on My Fish?

First Phonics 5

Story 1  The Donkey’s Peas

Story 2  The Fight for a Coat

Story 3  Witch on the Broom

Story 4  The Cloud Party

Story 5  My Turkey Girl

✽스토리를 읽고 난 후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Story Activity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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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R K B o o K  ]

Phonemic Awareness  파닉스에서 꼭 필요한 음소인식 단계를 통한 

소리 인지 능력 키우기

Letter-Sound Recognition  신나는 챈트를 통한 문자와 소리의  

연계성 학습

Word Recognition  목표 음가가 들어 있는 단어 읽기 연습 Words in Context  문장 읽기를 통해 단어 의미 익히기

Student Book에서 배운 파닉스 규칙과 단어를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연습을 통해 확실하게 익힙니다.

스토리와 함께 빨리 배우는

초등용 파닉스 프로그램

[ s t U D e n t  B o o K  ]

Phonemic
Awareness

음소인식

Letter-Sound 
Recognition

문자와 소리의 연계성

익히기

Word
Recognition

목표 음가 읽기

Words in
Context

문장 속 단어 익히기

Review &
Assessment

실전 테스트를 통한

학습 성취도 체크

교재명 학습 내용 학습 기간 Unit 구성

Spotlight on Phonics 1 알파벳, 자음, 단모음

Contents 

Spotlight on Phonics 2 장모음, 블렌드

Spotlight on Phonics 3 이중모음 등

세트 구성: Student Book + Storybook 3권 + Multimedia CD 2장, Audio CD 1장

(Workbook, Story Workbook 별매)

spotlight on Phonics
with storybooks 1~3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7~10세(K3~G3)

12(6 pages/Unit) 

Student Book(+  Multimedia CD 

+  Audio CD) 

Storybook(+  Multimedia CD)

Workbook

Story Workbook

Answer Key, Lesson Plan, 

Worksheet, Flash Card,  

Unit Test

www.hibricks.com

Multi CD

e-LearningDownload

Audio CD

2~3개월

2~3개월

2~3개월

12 Units

12 Units

12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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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R Y B o o K  ]

레벨당 스토리북 3권씩, 1권에 4편의 스토리가 수록되어 Unit을 끝낸 후 혼자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 o n L I n e  R e s o U R c e s  ]

[ M U L t I M e D I A  c D  ]

Student Book과 Storybook에서 익힌 내용을 응용학습을 통해 복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운로드 자료를 제공합니다.

Student Book과 Storybook을 E-Book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음가를 클릭 한번으로 바로 듣고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스토리를 보고 듣고 

따라 익힐 수 있습니다.

Level 1

Level 2

Level 3

A Bug in a Can

The Fox

Jam in the Jeep

A Bug on My Nose

Fun Quilt

The Wet Vet

The Box for Ox

Sam’s Cat

Ten Men

What’s in the Bin

Ox in the Fog

A Hug for Cub

Where is the Ape

The Bee in the Jeep

A Site for a Hive

Hide the Bone

Duke and a Mule

Smoke at the Lake

Clams in Class

The Brave Frog

The Pink Mask at Camp

The Gift from the Elf

Three Sheep in the Cave

The Lunch for Chick and Duck

Mail Snail 

The Key for the Honey

Pie Fight

Toad, Frog, and Goat

Sue in the New School

The Cat Cook

The Mouse and the Boy

Water in My House

Larry and Sue 

The Magic Cent

The Elf Knight

The Beetles in the Bottle

Level 1 The Box for Ox Level 2 Where is the Ape

Level 3 Mail Snail  Story Workbook

Answer Key   
오디오 CD 스크립트

와 Student Book 

문제의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udent Book E-Book Storybook E-Book

Worksheets   
파닉스 학습이 더 필

요한 학생을 위해 다

양한 종류의 워크시

트를 제공합니다.

Unit Test   
하나의 Unit을 마치

고 학습 평가를 할 

수 있는 Unit Test를 

제공합니다.

Storybook  
Worksheets   
파닉스 어휘와 사이

트 워드 학습뿐만 아

니라 스토리의 내용

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Flash Card  
Student Book에서 소개된 모든 파닉스 어휘를 플래시 카드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브릭스 홈페이지(www.ebricks.c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 Unit Test Alphabet Worksheet SB Worksheet Storybook Worksheet Flash Card

Spotlight on Phonics 1 ● ● ● ● ●

Online Resources

Spotlight on Phonics 2 ● ● ● ●

Spotlight on Phonics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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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Set Storybook Activity Book Multimedia CD

1

2

3

L
ite

ra
c
y

[ sPotLIGHt on LIteRAcY PRoGRAM의 특징  ]

[  작가 소개 ]

➊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설계된 주제중심 프로그램 

<스팟라잇 온 리터러시>는 나→가족→지역사회→세계로 확장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월별 

주제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정규 수업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➋ 우리나라 유아의 언어적 수준과 특성에 맞춘 창작동화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 어휘와 문장 패턴, 리딩 스킬을 수준별로 배치했습니다. 레벨 

안에서도 난이도가 서서히 높아져 차곡차곡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➌ 체계적으로 설계된 동화책을 바탕으로 한 리터러시 프로그램

코스북이나 스킬북과 달리 짧은 기간 특정 언어적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화책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글을 이해하는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➍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한 3단계 프로그램

Level 1~3에 이르는 3단계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수준에 따라 레벨 선택이 쉽고 제시된 과정

에 따라 수업을 하면 미국초등교과서(G1)를 읽을 수 있는 영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➎ 미국교과서 전문 개발팀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McGraw-Hill, Scott-ForesMan, Harcourt 등 유수의 출판사 교과서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

팀과 함께 개발하여 미국 영어교육의 현장 경험과 최신 교육이론을 반영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To Market, To Market과 Glad Monster, Sad Monster의 저자인 Anne 

Miranda와 McGraw-Hill 및 각종 교과서의 리딩 프로그램을 기획 집필한 Mary Jane Martin이 

글을 쓰고 현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여 명에 

달하는 유명 그림작가들이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상상력을 키워줄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Anne Miranda Mary Jane Martin

Level

1

Teacher’s Guide

●

Worksheet

●

Word Card

●

Alphabet Card

●

Phonics Card

2 ● ● ● ●

3 ● ● ● ●

Online ResourcesComponents

✽온라인 자료는 브릭스 홈페이지(www.ebricks.c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성

의사소통 사고력

지식습득 창의적 표현

spotlight on Literacy

국내 최초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된

주제중심 통합 리터러시 프로그램

4~8세(K1~G1)

3단계(L1~L3) 

Storybook 72권 

Activity Book 36권 

Multimedia CD 36개

단계별 각 12세트(월별 구성)

Storybook 2권 + Activity Book 1권 +

Multimedia CD 1개

Level              :

Units              :

Components :

Set                  :

Playing Together Set

Hello We Share Toys Activity Book Multimedia CD

L1-1

Multi CD

Download

12 24권 12권 12개

12 24권 12권 12개

12 24권 12권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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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V e L  1 ( 4 - 5세 )  ]

유아들의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과 기능을 배웁니다.

세트 유치원 교육과정 Spotlight Theme Storybook 1 Storybook 2 연계 교과

1

(3월)
유치원과 친구 Playing Together Hello We Share Toys 사회(자기 소개, 사이 좋은 친구)

2

(4월)

나와 가족

봄
Spring Comes Spring Colors Spring Garden

미술(감자도장 찍기)

과학(색깔, 신체 부위)

3

(5월)
나와 가족 My Family Where are You? Where is the Cat?

과학(동물)

사회(가족 구성원, 집 안의 공간)

4

(6월)
건강과 안전 Let’s Eat Farmer Ed A Tooth Tale

과학(채소, 색깔)

건강(이 닦기)

5

(7월)
동식물과 자연 Let’s Find Out Who Says Moo? The Ant

과학(동물, 곤충)

사회(나에 대해 긍정하기)

6

(8월)
여름/환경과 생활 Summer Fun Summer Weather Water Painting

과학(날씨, 바다 생물)

미술(물 그림 그리기)

7

(9월)
우리 동네

Welcome to My

Town
New to Town Waiting Game 사회(공공기관, 교통기관)

8

(10월)

가을

우리나라/세계 여러 나라
Looking Outside We Do, Too! The Moon 사회(다른 나라 친구, 추석)

9

(11월)

교통수단 

생활도구
On the Go Our Trip Wheels are Fun

사회(교통기관) / 과학(바퀴)

수학(수 세기)

10

(12월)

겨울

환경과 생활
Having Fun Snow Day Christmas Music

과학(겨울) / 음악(악기)

사회(크리스마스)

11

(1월)
건강과 안전 Playing Games Play Ball! We Play Soccer

사회(옷 입기)

신체(야구, 축구)

12

(2월)
동식물과 자연

Expressing

Your Feelings
Happy Day Fish are Fun

사회(감정 표현하기)

수학(다양한 패턴)

[ L e V e L  2 ( 5 - 6세 )  ]

소재의 범위가 유아 주변에서 지역사회, 세계 다른 나라, 자연의 세계로 확장되고 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트 유치원 교육과정 Spotlight Theme Storybook 1 Storybook 2 연계 교과

1

(3월)
유치원과 친구 My School Playground Art Class

사회(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기)

미술(자화상 그리기, 미술 도구)

2

(4월)
나와 가족 Family Fun My Sister I Can Help 사회(형제와 자매, 가족 돕기)

3

(5월)
동식물과 자연 Planting Seeds

Pam and Sam’s

Carrots
Seeds 과학(식물 키우기, 씨앗 관찰하기)

4

(6월)
건강과 안전 Eating It Up The Vegetable Man Ping’s Sandwich 과학(채소, 신체 부위, 요리, 색깔)

5

(7월)
동식물과 자연 On the Move Jungle Life Bugs on the Move 과학(정글 동물, 곤충의 움직임)

6

(8월)

여름

환경과 생활
Wondering about It Beach Day Rain

사회(물놀이)

과학(물의 순환)

7

(9월)
우리 동네 Looking Around Apple Farm Shopping with Dad

사회(우리 동네, 

생산과 판매, 물건 사기)

8

(10월)

가을

교통수단
Setting Out Moon Mouse The Fair 사회(교통수단, 여행)

9

(11월)
세계 여러 나라 Flying High Houses The Cat’s Hats 사회(세계 여러 나라의 집, 모자)

10

(12월)

겨울

환경과 생활

Feeling 

the Seasons
My Five Senses The Big Tree 과학(감각기관, 나무의 이로움)

11

(1월)
겨울 Let’s Guess

Who Took

the Cookies?
Tiger Hunt 수학(문제 해결, 공간과 방향)

12

(2월)

겨울

동식물과 자연
Sharing a Story Winter Sleep The Mitten Story

과학(겨울, 겨울잠)

문학(전래동화)

L
ite

ra
c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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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V e L  3 ( 6 - 8세 )  ]

6~8세 유아들은 주변의 사람들,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므로 주제의 범위가 지역사회, 세계, 우주까지 확장됩니다.

세트 유치원 교육과정 Spotlight Theme Storybook 1 Storybook 2 연계 교과

1

(3월)
유치원과 친구 My Friends Helping Hands My Pals 사회(친구 돕기, 친구 소개하기)

2

(4월)
건강과 안전 Being Healthy Bear and Fox Kim’s Tooth

신체(운동, 신체 변화에

관심 갖기)

3

(5월)
나와 가족 All About Me We Grow Up Pup and Me 사회(내 몸의 변화, 애완동물)

4

(6월)
생활도구 Like an Artist Feel Happy Jane’s Mask 

음악(음악 감상, 악기 연주하기) 

미술(마스크 만들기)

5

(7월)
동식물과 자연 Amazing Animals Habitats Dinosaurs 과학(동물의 서식지, 공룡)

6

(8월)

여름

환경과 생활
Going Outside A Rainbow Rhyme Beach Shadows 과학(무지개, 그림자의 변화)

7

(9월)
우리 동네

Visiting 

My Friend
The Map Air Mail 사회(지도 읽기, 편지 보내기)

8

(10월)

가을

동식물과 자연
Autumn Fun It is Autumn! It is Fall! Plant Food

사회(가을, 낙엽)

과학(식물의 각 부분)

9

(11월)
우리 동네 To the Market Guessing Game Lemonade 사회(물건 사고 팔기)

10

(12월)

겨울

세계 여러 나라
Around the World We Like Flags Snow Fun

사회(각국의 국기, 세계의 겨울 축제)

수학(무늬와 도형)

11

(1월)

지구와 우주

환경과 생활
Exploring Space Moon Ride

Drax and Driz’s

Planet Trip
과학(달 여행, 우주와 행성)

12

(2월)
환경과 생활 Saving the Earth Trash and Treasure We Save the Earth

사회(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

문학(희곡)

L
ite

ra
c
y

[ A c t I V I t Y  B o o K  ]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6단계 활동을 통해 스토리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킵니다.

나아가 자신의 말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Storybook

 

 

 

 

 

1. Theme Activity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학습 2. Vocabulary  스토리에 나오는 어휘 학습

3. Comprehension  스토리의 내용 및 

이야기 구조 이해하기
6. Project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

을 표현하기

5. Thinking Skills  복합적 사고력과 문

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활동
4. Language Arts  문장의 구조 및 사이

트 워드 학습



22 23

L
ite

r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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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t I M e D I A  c D  ]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아이들 혼자서도 

흥미를 가지고 스토리북을 읽기 전후에 준비 및 정리 학습이 가능

하도록 다양한 메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t e A c H e R ’ s  G U I D e  ]

하나의 주제로 구성된 한 세트를 4주(1회 35분, 주 3회)에 걸쳐 수업할 수 있도록 Daily Lesson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스토

리북을 6차시 수업에 걸쳐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Activity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배경지식을 쌓

는 코너입니다.
E-Book  스토리북이 생생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됩니다. 

Story Song / Theme Song  신나는 스토리 송과 

테마 송을 함께 불러보는 코너입니다.
Phonics Chant  레터박스 캐릭터들이 펼치는 애니메

이션과 노래를 통해 파닉스 규칙을 익힐 수 있습니다.

Game  주제 및 어휘와 관련된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Word Power  플래시 카드를 활용하여 배운 단어를 

다시 한번 학습해보는 코너입니다.

Summary & Objectives
스토리북의 줄거리, 학습 목

표, 어휘를 제시해줍니다.

3-Step Teaching
매회 수업의 도입-전개-마

무리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했습니다.

Teacher’s Talk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

양한 영어 표현을 이끌어내

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Lesson Plan
6차시의 수업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Daily Lesson

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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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구성

●  종합적 영어능력 향상(Well-balanced 4-skills)을 위한 7단계 코스북

●  터치 스크린 등 멀티미디어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  연령 수준에 맞는 다양한 Activity Resource Book 별책 구성

●  초등 교과목(Cross-Curriculum)과 연결된 다양한 주제

●  체계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writing 활동 강화

●  교사용 Multi-Rom, Big Book Builder, Assessment Pack 제공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인터랙티브 영어교육

유치·초등을 위한 최적의 7단계 코스북

유치~초등 중급(K2~G6)

9(8 Lessons/Unit) 

Student Book(+  Home Study Worksheets)

Student’s Multi-Rom 

Activity Resource Book

Teacher’s Edition

Big Book Builder

Teacher’s Multi-Rom

Assessment Pack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e-Learning        :

Student’s
Book

Home Study 
Worksheets Multi-Rom

Activity 
Resource 

Book

Bounce
Now! + + + =

Word Window
새로운 어휘를 이미지로 보

여주며, 액티비티 자료집의 

페이지를 오리고 색칠하는 

활동과 연결시킵니다.

Sing the Song
새로운 어휘를 신나는 노래

로 익히면서 Song Activity 

Sheet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활동과 연결합니다.

Home Study 
Worksheets
Unit별로 3쪽의 숙제가 들어 

있어 부모님께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새로 배우게 될 어휘들을 

이미지로 보고 듣고, 말하

고, 쓰는 활동으로 연결시

킵니다.

Today’s Grammar
각 페이지마다 학습 요점

으로 Today’s Grammar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간단하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Talk Times
배운 문장을 활용하여 그림

을 보면서 간단한 문장을 구

사해보는 코너입니다.

Bounce Around  Lesson 8에서는 

Unit의 주제를 수학, 과학, 사회, 지리 등 

다른 교과와 연결시켜 학습합니다.

Big Book Builder  각 Unit별 대형 Theme Poster가 Picture Dictionary(Level 1~4), Word 

Lists(Level 5~6)와 함께 제공되어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ctivity Resource Book + Muiti-Rom

Bounce now
e-Learning

Multi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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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Bus starter 1-2, 1-6

Start Street: 유닛 주제를 알아보고 어휘를 배우는 코너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림을 보며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리스닝 활동을 통해 사회적, 언어적 배경지식을 쌓게 합니다. 

[ stUDent BooK   ]

36 Unit 4 37

Cars, cars, 1, 2, 3.
Boats, boats, 4, 5, 6. 
Jets, jets, 7, 8. 
Trains, trains, 9, 10. 

My Toys

4 n My Toy Box 

Listen and sing.

Listen and write the letter. CD
57

CD
55

Listen and say.

1 2 3 4 5

CD
56

a car a doll a jet a ball a boat a traincars dolls jets balls boats trains

6

HOME
AUDIO 

CD

Home audio case 앞면_09.28.indd   1 16. 9. 30.   오후 8:47

HOME
AUDIO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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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학습 대상 CEF YLE

English Bus Starter 1~2 영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 Starters

English Bus 1~2 영어 학습 1년 미만 A1 Movers

English Bus 3~4 영어 학습 1~2년차 A2 Flyers

English Bus 5~6 영어 학습 3~4년차 B1

CEF(Common European Framework)  YLE(Young Learners English)

Level Chart

코스북 수업의 새로운 기준! 

유치·초등생을 위한 활동과 놀이 중심의 8단계 코스북 

6~13세(K2~G6)

8(10 pages/Unit, 1~6권 두 유닛 마

다 리뷰 포함)

Student Book(+ DVD-ROM + 

MP3 CD)  Workbook, Teacher’s 

Guide & CD, Home Audio CD 

Teacher/Student Picture Cards,  

Unit/Review/Midterm/Final Test, 

Lesson Plan, Game Board, PPT 

www.englishbusonline.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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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s Resources
• Tests with Audio Files
• Songs & Chants

Teacher’s CD

C
ourse B

ook

[ engl ish Bus의 특징  ]

➊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한 주제 중심 통합 교육!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맞추어 낮은 단계에서는 가정과 학교 생활 관련 주제가 다뤄지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역 사회, 세계로 주제가 반복 확장됩니다.

➋ 수업 구성이 용이한 세분화된 레벨링! 

총 8권, 4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연령과 언어 수준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하여 전권을 연속

해서 사용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무리가 없으며 타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수월합니다.

➌ 지각과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살아있는 영어교실 구현!

• 다양한 화풍의 프로 아티스트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교육적인 삽화를 그렸습니다. 실사를 사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25년 이상 전세계 출판사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해온 뉴욕의 미디어 그룹이 노래와 챈트의 작곡과 녹음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➍ 수업 현장에 유용한 다양한 교수 자료! 

학생용/교사용 Picture Card, PPT 슬라이드, Tests, 노래/챈트, 보드게임판, 각종 프린트 자료, Online Practice(www.englishbusonline.com) 등을 

제공합니다. 

➎ 활동과 놀이를 통한 학습, 학습 부담은 줄이고 연습은 충분히!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전체 레슨의 80%를 연습에 할당했습니다. 연습의 유형 역시 단순 발화에서 벗어나 게임/보드게임, 스

티커, 미술, 노래/챈트, 조사, 프로젝트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❻ 학습의 흥미를 높이는 캐릭터 친구들 

Harry, Lisa, Ron, Kim 네 명의 친구들이 각 코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학습 내용을 소개하고 레슨을 이끌어갑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또래인 친구

들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익히게 됩니다.  

1~6권에서는 그림 속 익숙한 상황에서 주제와 

관련된 일상 회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MP3 CDDVD-ROM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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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구성: Student Book + DVD-ROM + MP3 CD

(Workbook, Teacher’s Guide & CD, Home Audio CD 별매)

Starter 단계에서는 주제에 관한 어휘

와 문장을 친숙한 동요 멜로디에 담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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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Street 1: 첫 번째 문장 패턴을 학습하고 Start Street에서 배운 어휘를 응용하여 패턴 만드는 연습을 하는 코너입니다. 

Learn Street 2:  두 번째 문장 패턴과 추가 어휘를 배우고 학습하는 코너입니다.  

28

I see a butterfly.

CD
43Listen and say.

Listen and circle. CD
44

Look at . Say the insects.

1. 2. 3.

I see an ant.

Listen and match.

Find and circle. Then say.

CD
45

3.1. 2. 4.

4

12

3

Unit 3 29

Listen and write the letter.

Draw a monster mask. Then say.

Look at . Talk with a friend.

CD
101

What’s = What is
They’re = They are

What’s this? What are these?
It’s my nose. They’re my ears.

1 2 3 4 5 6

Listen and say.

Listen and say.

It’s my nose.

What are these?

They’re my ears.

1

4

6

2
3

5

CD
98

CD
99

CD
100

What’s this?  

a finger /
fingers 

a toe /
toes 

an ear /
ears 

an eye /  
eyes a moutha nose

What’s this?

76 Unit 7 77

  

1 2

3 4

6

Listen and read. Then act it out. CD
105

5

Yes, it was.

Oh no!

It is snowy! It is cold today!

It is sunny. It is hot!

Hello, Bob! How is 
the weather today?

Well, Jim? How is 
the weather today?

Hello, Karen! How is 
the weather today?

Was it sunny 
yesterday?

Was it rainy 
yesterday?

No, it wasn’t. 
It was cloudy.

It is stormy!

How was the weather yesterday in your town?What about you?

It is

It was

in Chicago today.

in Florida yesterday.

Look and write.

1.

2.

Look and check ( ).

1. How was the weather 
yesterday?

How is the weather 
today?

2.

Unit 7 79

Read and check ( ). True False
1. It is rainy in Chicago today.

It is stormy in Washington today.  2.

It was snowy in Florida yesterday.3.

78 Unit 7 79

L4 본문 final_08.12.indd   78-79 16. 8. 16.   오후 2:56

1

43

2

Listen and say.

Ask and check ( ).

Listen and stick.

1.

3.

2.

4.

CD
67

1 2 3

4 5 6

Ask and answer. CD
69

What do you want?
I want salad.

CD
70

Name
CD
68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salad.

52 Unit 5 53

3.

1. 2.

4.

Listen and say. CD
72

Listen and say. CD
71

Canada France Spain  Brazil Japan  Australia 

2 3 4 5 61

Yes, I am.

Are you from Canada?

Listen and check ( ). CD
74

Look at . Talk with a friend.

CD
75 Listen and chant along. 1 3 5

6
42

aren’t = are not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Brazil?

Yes, I am. Yes, we are.
No, I’m not. No, we aren’t.

Where Are You From?

Hi!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America.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Are you from Mexico?
Yes, I am. Yes, I am. 
I’m from Mexico.

Are you from the UK?
No, I’m not. No, I’m not. 
I’m from France.

Hi!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Brazil.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Canada.

Are you from Japan?
Yes, we are. Yes, we are. 
We’re from Japan.

Are you from Australia?
No, we aren’t. No, we aren’t.
We’re from Spain.

CD
73

54 55Uni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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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_facts.com

Animal Facts

The lion is faster than the tiger. 
t can run at about 80 km/h.

The giraffe is taller than the elephant.
t’s about 5 m tall.

The turtle is slower than the snake.
t moves at about 3 km/h.

The zebra is heavier than the bear.
t weighs about 370 kg. 

The elephant and the giraffe are 
both huge land animals. 

Which animal is taller, the elephant 
or the giraffe?

The bear and the zebra are 
similar in size. 
Which animal is heavier, the bear 
or the zebra?

65 km/h 5 km/h

80 km/h 3 km/h

3 m

5 m

370 kg

280 kg

The lion and the tiger are both big 
cats. They run fast and hunt animals.

Which animal is faster, the lion 
or the tiger?

CD
49

Read and circle True or False.

Read, write, and circle the correct animals. 

The tiger is faster than the lion.  1.

Which animal is slower, the cheetah or the tiger?1.

The giraffe is taller than the elephant.  2.

Is the moose taller than the elephant? 2.

The bear is heavier than the zebra.      3.

Which animal is lighter, the bear or the kangaroo?3.

Which animal is faster, 
the cheetah or the tiger?

1.
VS.

120 km/h  km/h

Which animal is taller, 
the moose or the elephant? 

2.
VS.

2 m  m

Which animal is heavier, 
the kangaroo or the bear?

3.

VS.

95 kg  kg

Listen and read.

Look at . Ask and answer.

The snake and the turtle are both 
reptiles. The turtle has four legs 
but the snake has no legs.

Which animal is slower, the snake 
or the turtle?

New Words both hunt reptile move
huge similar weigh

False

False

False

True 

True

True

What are your two favorite animals?1.
2. Which animal of the two is faster?  

What about you?

34 35 Unit 3

L5_7교_(디자인변경).indd   34-35 16. 8. 16.   오후 4:45

듣고 말하기, 보고 말하기, 듣고 스티커 붙이기/매치하기/

선택하기 등 듣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제시됩니다.

그림 그리기, 조사하기, 글쓰기 등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업 중심 활동을 통해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Fun Street / Game & Chant:  Learn Street 1과 Learn Street 2 

수업에서 학습한 모든 어휘와 문장 패턴을 보드게임과 챈트로 복습하

는 코너입니다. 

Unit 5 53

Listen and chant. CD
81

I have a dog. I have a dog.
What do you have?
   A parrot! I have a parrot.
What do you have?
   A turtle! I have a turtle. 

I have a cat. I have a cat.
What do you have?
   A lizard! I have a lizard.
What do you have?
   A rabbit! I have a rabbit.

What Do You Have? 

 Have Pets

CD
82

CD
83

Listen and read.

1

3

2

4

May I come in?

Sure! Please come in!

I have a rabbit, a cat, and ... 

It’s a hamster!

What is it?

I have a pet.

I have pets, too.

Wow!
I have four lizards!

What do you have?

Say and act.

May I come in?
Sure! Please come in!

Start

What do you have?

I have a dog.

52

Play a game. 1 1 2

1

5

9

13

2

6

10

14

3

7

11

15

4

8

12

16

He’s in the kitchen.Where is she or he?

Yes, he is.Is he cooking in the kitchen?

It’s number 5. Yes, right!

Step 1

Step 2

Stick the mice and complete the picture.

Where Is the Mouse?

Look at  Step 1  and make a story.

Step 3 Share your writing with the class.

 in the .  in the .

is is 

 in the .  in the .

is is 

Play a game.

PROJECT

36 37Uni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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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Street 1과 마찬가지로 듣기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마지막엔 과업 중심 활동 또는 챈트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Story Street: 유닛의 모든 어휘와 문장 패턴, 회화 표현을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복습하고 컴프리헨션 문제를 통해 리딩 스킬과 글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코너입니다.  

Phonics (Starter 1~2권):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알파벳

과 기본 파닉스 음가를 학습하는 코너입니다. 

Project (3~6권): 주제와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스텝

에 따라 자신만의 글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 코너입니다. 

64

CD
103

CD
102

CD
101Listen and write the letter.

Listen and circle.

Listen and circle.

Do you like tomatoes?

3.

1. 2.

4.

b

a Award 
Sticker

CD
104Listen and say.

CD
105Listen and circle.

Write, circle, and say.

pizza queen ring

1.

2.

p q b n r i n g v

3.

g q u e e n f s i

k s p i z z a h q

P p RQ q r

1. Pp Qq 2. Qq Rr 3. Pp Rr

izza

ing

ueen

Unit 6 65

PhonicsReview  

Step 1 Write and draw the time. Make your diary.

Step 2 Share your diary with the class.

I eat dinner at 

. 

I go to sleep at 

.

I go to school at 

. 

I eat lunch at

.

I eat breakfast at 

.

I go back home at

.

I wake up at

.

What time is it? When do you eat …? 

Stick and play Bingo.

Sticker

Sticker

Sticker

Sticker Sticker

PROJECT

90 91Uni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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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44

Phonics

Unit 4     45

CD
71

CD
69Listen and write the letter.

Listen and circle.

CD
70Listen and circle.

3.

1. 2.

4.

Listen and say.

ten

hen

pet

vet

en

men

CD
72

et

It’s your turn.

b

a Award 
Sticker

et

1. -en   -et 3. -en   -et2. -en   -et

Listen and circle.

3.

1.

2.

Look, say, and circle.

-en

-et

-en

CD
73

PROJECT

Play a game.

Which one is …er, the … or the …?     Which one is the …est?

Animal Questions
Stick and complete the animal cards below.  

Share your answers with the class. Step 3

Step 1

Look at Step 1 and write the answers.   Step 2

Answers Questions

1.   Which one is faster, the spotted 
hyena or the white rhinoceros?

2.   Which one is the smallest?

4. Which one is the heaviest?

5.   Which one is slower, the raccoon or 
the red panda?

The  is faster.

The  is the smallest.

Red Panda White Rhinoceros 

Cheetah

Size: 112~135 cm     
Weight: 35~65 kg
Speed: 112 km/h

Grevy’s Zebra

Size: 250~300 cm    
Weight: 352~450 kg
Speed: 64 km/h

Spotted Hyena 

Size: 95~166 cm   
Weight: 40~86 kg
Speed: 50 km/h

Two Toed Sloth 

Size: 60~64 cm   
Weight: 4~9 kg
Speed: 0.27 km/h

Hedgehog

Size: 16~35 cm  
Weight: 1~2 kg
Speed: 19 km/h

Raccoon

Size: 41~71 cm
Weight: 3.5~9 kg
Speed: 24 km/h

Size: 340~400 cm
Weight: 1,440~3,660 kg
Speed: 42 km/h

Size: 50~60 cm 
Weight: 3~5 kg
Speed: 38 km/h 

Size : Head and body

Win: Move 2 spaces. Lose: Move 1 space.

24 25Unit 2

3.    Which one is bigger, the cheetah or 
Grevy’s zebra?  

 

 

Level6-5교.indb   24-25 16. 8. 25.   오후 6:05

•Starter 1권에서는 알파벳, Starter 2권에서는 단모음을 배웁니다. 

Review: 말하기, 듣기, 읽기 테스트를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하고 중간 평

가하는 코너입니다. Starter 1~2권은 매 유닛, 1~6권은 두 유닛마다 제공.

48

 Can You
Unit 3

Unit 4

say the things you are doing?

say where the furniture is?

1.

 

1.

6.

2.

7.

3.

8.

4.

9. 10.

Say the words.

Listen and match. CD
61

2.
Let’s clean up.

Listen and circle.

Listen and circle.

CD
62

CD
63

What’s for lunch?

5.

1.

3.

4.

2.
     

3.

1. 2.

4.

baba

Award 
Sticker

48

2 Review  

Review 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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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Unit 5

talk about your dreams? 

talk about what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Yes No

ba

Unit 6

ba

1. 2.

3.

5.

1. 2.

4.

6.

Listen and check. CD
94

CD
95Listen and circle. 

Read and match.

Read and circle.Review  3 

My name is Chris Cruz. 

I can’t find a book.What’s your name? 

Chris Cruz.  

1.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a movie star / an astronaut .  

2.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re older?

I want to  explore the jungle / act in movies . 

3.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a musician / an architect . 

4.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re older?

I want to  design houses / drive a race car . 

She likes to bake cookies
in her free time.

1.

He likes to build robots
in his free time. 

2.

She likes to make movies
in her free time.

3.

He likes to read comic books
in his free time.

4.
Award 
Sticker

70 71Review 3

Level6-5교.indb   70-71 16. 8. 25.   오후 6:11

•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어휘와 패턴을 복습합니다. 

•   매 유닛 다른 유형의 읽기, 쓰기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     알파벳과 Student Book의 모든 어휘를 써 볼 수 있는 

쓰기 연습지를 수록했습니다.  

[ W o r k b o o k ]

[ o n l i n e  P r a c t i c e  ]

 Look and circle.   

Things We Can Do 4

 Look and write the missing letters. 

 Read and circle.

 What can you do? Circle and write.

I can draw.

I can read.

I can cut.

I can listen.

1.

3.

2.

4.

3.

6.

r d

d a

1. 2.

3. 4.

5. 6.

1.

4.

w it

c un

2.

5.

li en

c t
3.

4.

1. I can          .
2.

I can          .

I can          .

I can          .

read

write

cut

listen

listen

write

count

draw

draw

count

cut

read

22 Unit 4 23

My Word List 7
Unit

Name  _________________ Date _____ / _____ / _____

get up

get up
get dressed

get dressed

wash my face watch TV

wash my face watch TV

go to school study English

go to school study English

do my homework exercise

do my homework exercise

take a bath have a snack

take a bath have a snack

go to bed read a book

go to bed read a book

Read. Write. Say.

64 My Word List  Unit 7 65

www.englishbusonline.com

•   레슨마다 Skill 별로 추가 연습을 제공하여 자기주도학습과 학교·가정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   쉬운 LMS로 학생관리, 진도관리, 성적관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사용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SB에 학생용 Access Code를, TG에 교사용 Access Code를 제공합니다.

5~6권에는 논픽션,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수록해 읽기 능력을 심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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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  짧고 간결한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액티비티

●  Interactive E-Book과 Animated Chant가 탑재된 Mutimedia CD

처음 리딩 학습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도 재미있는 리딩 교재

R
e
a
d
in

g

 l Workbook & Multimedia C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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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30 1 30~35

Bricks Reading 30 2 35~40 영어 학습 1년차 70~100L

Bricks Reading 30 3 40~45

Level Chart

Let’s Start

Main Idea와 Keyword 제시

Passage Reading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읽기

Comprehension Zone

내용 이해 능력 증진

Sentence Build Up

주요 문형 연습을 통한 문장 구조 이해

Review Zone

스토리 내용 복습

Word Zone

키워드 복습

Bricks Reading 30 1~3

Let’s Start
지문을 읽기 전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키워드를 학습합

니다.

Pop Quiz
삽화를 통한 간단한 액티비

티로 흥미를 유발합니다.

Review Zone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

습합니다.

Comprehension Zone
본문을 읽고 난 후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합

니다.

Sentence Build Up 
본문의 주요 문형을 학습하

여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익

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다양

한 문제를 통해 학습하고 기

억하게 합니다.

유치~초등 초급(K3~G2)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MP3 Files, Flash Card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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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  다양한 문형의 패턴 패러그래프로 구성된 지문

●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확장시켜 주는 액티비티

●  본문에 나오는 주요 문형을 사용한 스피킹 연습

●  Interactive E-Book과 Animated Chant가 탑재된 Mutimedia CD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어휘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최적의 리딩 기본서

R
e
a
d
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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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50~55

55~60

교재명

Bricks Reading 50 1

Bricks Reading 50 2

Bricks Reading 50 3 60~65

Level Chart

Let’s Start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흥미 유발

New Words

지문 읽기 전 주요 단어 학습

Passage Reading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읽기

Word Power Up

주제와 관련된 어휘 확장.

새로운 단어를 이용한 주요 문장 스피킹 연습

Word Zone

키워드 복습

Comprehension Zone

내용 이해 능력 증진

Bricks Reading 50 1~3

Pop Quiz
본문을 읽고 난 후 간단히 내

용을 체크할 수 있는 True/

False 퀴즈입니다.

Comprehension Zon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서 본문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d Power Up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단어

를 학습하여 어휘를 확장시

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요 

문장에 새로운 단어를 넣어

보는 Speaking 연계활동이 

가능합니다.

Let’s Start
본문을 읽기 전 주제와 관련

된 간단한 그림 그리기 액티

비티를 통해 배경지식을 끌

어냅니다.

New Words
본문을 읽기 전 키워드를 학

습합니다.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복습

합니다.

초등 초급(G1~G3)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MP3 Files, Flash Card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영어 학습 1~2년차 1.5 100~1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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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설계된 어휘와 문형을 통해

리딩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무리하는 리딩 교재

R
e
a
d
in

g

 l Workbook & Multimedia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70~80

80~90

교재명

Bricks Reading 100 1

Bricks Reading 100 2

Bricks Reading 100 3 90~100

Level Chart

Let’s Start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흥미 유발

New Words

지문 읽기 전 주요 단어 학습

Passage Reading

지문 읽기

Story Wrap Up

글의 내용을 그래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Word Zone

키워드 복습

Comprehension Zone

내용 이해 능력 증진

Social Studies

Unit 01

Think about fun activities 
in winter and check your 
thinking.

  I can have snowball  
 fights.

   I can make a snow  
 man.

Winter
Play

Today is cold! Brrr! 

There is white snow.

My dad and I play outside. 

We throw snowballs.

My dad makes a snowball. 

It is a white ball.

He throws the snowball! 

It hits me!

It doesn’t hurt me. 

The snowball is soft and it breaks.

03

Let’s Start

6

100-L1_최종.indd   6 2012-05-17   오전 9:41:32

7Unit 01

break snowball

hurt outside 

throw cold

Fill in the blank.
My dad and I play  with snowballs.

Now I make snowballs. 

I make the snowballs hard!

I throw a snowball!

My dad shouts, “Ouch!”

He laughs and says, “Good throw!” 

I love winter! Winter is fun!

Write.New Words02

100_L01.indd   7 2016-08-16   오전 7:48:02

Bricks Reading 100 1~3

Let’s Start
본문을 읽기 전 주제와 관련

된 질문을 통해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Pop Quiz
본문을 읽고 난 후 간단히 내

용을 체크할 수 있는 Writing 

퀴즈입니다.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새로

운 문장 안에서 활용해봄으

로써 해당 단어에 대한 완전

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Comprehension Zon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서 본문 이해도를 확인하고 

Reading Skill을 익힙니다.

Story Wrap Up
본문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

리해봄으로써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New Words
본문을 읽기 전 키워드를 학

습합니다.

●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  Reading Skill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  그래픽을 통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액티비티

●  Interactive E-Book이 탑재된 Multimedia CD

초등 초급(G2~G4)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Organizing Sheets),  

MP3 Files, Flash Card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영어 학습 2년차 2.1 200~3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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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주제를 벗어나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

●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 기본 Sight Words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어휘 학습

●   패시지에서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영풀이 제공

● 지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Reading Skill 학습

● 본문 Summary를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 제공

효과적인 패시지 독해를 위한

리딩 전략을 세워주는 리딩 기본서

 l Workbook & Multimedia CD l

Multimedia CD Multimedia CD Multimedia CD

교재명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150 1

Bricks Reading 150 2

Bricks Reading 150 3

Word Count

100~120

120~140

140~150

Level Chart

Bricks Reading 150 1~3

초등 중급(G3~G4)

16(6 pages/ 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Organizing Sheets),  

MP3 Files, Flash Card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Word Box
본문에서 다룬 주요 단어

의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

여 단어의 뜻과 쓰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

Quick Quiz
본문을 집중해서 읽었는

지 체크할 수 있는 간단

한 퀴즈입니다.

Skill Zone
다양한 리딩 전략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구조적으

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Comprehension 
Zone
글의 주제와 내용 이해도

를 체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S T U D E N T  B O O K  ]

Let’s Start

A small question + New Words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끌어냄 

Passage Reading

하나의 주제에 Fiction, 

Nonfiction 1:1 구성

Skill Zone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수 있도록 돕는 

Reading Skill 학습

Word Zone

Comprehension 
Zone

Skill Zone

R
e
a
d
in

g

Let’s Start
사진과 관련된 간단한 질

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배

경지식을 끌어내며, 본문

에서 배울 주요 단어를 

미리 보여줍니다.

Word Zone
본문에서 배운 주요 단어

의 의미를 짚어보고, 새

로운 문장에서의 단어 활

용을 학습해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Information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제

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 학습 2년차 이상 2.4 300~4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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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3~4년차 학습자를 위해

읽기 학습의 효과적 방향을 제시하는 리딩 교재

R
e
a
d
in

g

교재명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200 1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Bricks Reading 200 2 영어 학습 3~4년차

Bricks Reading 200 3

Word Count

150~180

150~220

220~25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Level Chart

                                                                                                                                                                                       Copyright © 2011 Bricks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w
ww.ebric

ks.c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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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Think Ahead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호기심 유발

Speaking과 Writing
연계학습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

Vocabulary
Check Up

Comprehension 
Check Up

Skill
Build Up

Passage Reading
Fiction + Nonfiction

1:1 구성, 심화 읽기

Summary Make Up
3-Step 단계별 라이팅 +

Vocabulary
Check Up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문장 

안에서의 어휘 활용을 학습

합니다.

Comprehension 
Check Up
사실 확인 → 주제 파악 → 

세부내용 파악 → 추론을 통

한 심층내용 파악 순으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Summary Make Up
서머리 틀을 제공하여 체계

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Skill Build Up
Main Idea, Compare & 

Contrast, Cause & Effect 

등을 통해 글의 내용을 구조

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합

니다.

Talk! Your Turn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Speaking 연계 활동입니다.

Word Box
핵심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제공하여 정확한 이해를 유도

합니다.

Time for a Quiz
내용을 집중해서 읽었는지 체

크할 수 있는 간단한 Writing 

연계 활동을 제시합니다.

Think Ahead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끌어내

고 학습 호기심을 유발하는 

Speaking 연계 활동을 제

공합니다.

Bricks Reading 200 1~3

●  기사, 강연, 브로셔, 다이어리 등 다양한 유형의 글 읽기

●  주제 찾기, 세부 내용, 추론 문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문제 구성

●  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3-Step의 단계별 Summary 

●   Four Skills의 균형 발달을 유도하는 통합 학습

●   E-Book 기능이 탑재된 Multimedia CD

초등 중급(G3~G6)

20(6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Organizing Sheet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2.8 400~5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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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과목과 연계된 지문으로                 

독해 사고력을 키우는 중급 리딩 교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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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Bricks Reading 250 1~3

●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을 이끌어내기 위한 읽기 전 활동

●  많은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confusing words를 지문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실적·추론적·평가적 이해 문항을 골고루 배치 

●   Reading Skill에서 Summary로 이어지는 Two-step Reading 

Strategy 중점활동

●   학교시험 유형과 연계시켜 익히는 워크북 활동

초등 중급(G4~G6)

20 Units(6 pages/ 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단원 평가지,  

Usage Tests, Word Tests), Worksheets  

(Dictation, Translation Sheets, Unscramble, 

Organizing Sheet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

고 문장 안에서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익힙니다. 또한 

confusing words를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짧은 텍스트와 간단

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

을 끌어내고 자연스럽게 스피킹 활

동과 연계시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고 

교훈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합

니다. 

주요 단어와 영영풀이를 활용

해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코

너입니다.

주제 파악→사실 확인→세부내

용 파악→추론 문제 순으로 내

용 확인을 위한 체계적 문항으

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Reading Skill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고, 또한 Summary 

활동과 연계시킵니다.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Short Text + 
Small Questions 

배경지식을 끌어내는 읽기 전 활동

Passage Reading
Nonfiction, Fiction 1:1 구성 

교과목 주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Sum Up
본문 내용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Reading Skill, Summary 활동

Vocabulary Check Up 
단어 의미 및 Usage 학습

Comprehension Check Up 
사실적·추론적·평가적 이해 문항

Multimedia CD

 l Workbook & Multimedia CD l

Multimedia CD Multimedia CD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250 1 220~240 words

Bricks Reading 250 2 240~260 words

Bricks Reading 250 3 260~270 words

Level Chart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3.2 500~6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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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과 접목한 다양한 주제

●  Nonfiction의 비중을 높여 풍부한 정보 제공

●  도표, 그래프, 광고 등 실용 독해(Practical Reading) 능력 향상

● 내신 서술형 및 각종 공인영어시험 대비

●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층 Summary 활동

●   E-Book 기능이 탑재된 Multimedia CD

최신 주제의 토픽과 실용 독해로

고급 단계로 도약시키는 리딩 프로그램

R
e
a
d
in

g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300 1 200~23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230~260 영어 학습 4~5년차

260~300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Bricks Reading 300 2

Bricks Reading 300 3

Level Chart

 l Workbook & Multimedia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Think Aloud
교과목 연계 배경지식

공인영어시험 대비

심화 리딩과 라이팅

학습으로 총정리

Vocabulary
Check Up

Comprehension 
Check Up

Skill
Build Up

Passage Reading
•Nonfiction 강화

•심화 읽기 학습

Practical Reading
도표, 그래프, 광고 등

실용문 읽기 활동
+

Vocabulary
Check Up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

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헷갈

리는 단어를 보기로 제공합

니다.

Skill Build Up
Main Idea, Compare & 

Contrast, Cause & Effect 

등 지문 구조를 파악합니다.

Comprehension 
Check Up
주제 파악 → 세부내용 파악 

→ 추론을 포함한 심층내용 

파악 순으로 이해도를 평가

합니다.

Summary Make Up
문맥에 맞는 단어를 채운 후, 

주제 및 결론 고르기 등의 

활동으로 요약 능력을 기릅

니다.

Practical Reading
도표, 광고, 웹페이지 등 다양

한 읽기자료를 제시하여 분

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지문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제공하여 내용 이해를 심화

시킵니다.

Think Aloud
지문과 연관된 질문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

도록 Speaking 연계 활동

을 합니다.

Reading Skills
해당 지문을 독해하는 데  필

요한 Reading Skill로 전략

적 읽기학습을 유도합니다.

Bricks Reading 300 1~3

초등 중급~고급(G4~G7)

20(6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Test Sheets(Review, Actual Tests),

Word Lists & Test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4.1 600~7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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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에서 고급으로의 리딩스킬 도약

다양한 소재, 분석적 읽기 Extended Reading 프로그램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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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P3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Before
You Read

토픽 관련

배경지식 도출

Vocabulary
Enrichment

어휘력 강화

Passage Reading

• 인문, 과학, 사회 등의 최신 토픽

• 전략적 읽기 훈련

Reading
Comprehension

세부 사항 파악과 

심화 추론문제로 

완벽한 내용 이해

Focus on 
Sentences

구문 분석으로 

paraphrasing 연습

Summarizing
Points

단락별 요지 파악과 

Summary 작성

Before You Read
소재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본문 내용을 추

측해봅니다.

Vocabulary Enrichment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단어들의 영영 풀이와 유의어들을 제

공하며, 확인문제를 통해 본문에서의 쓰임을 예습할 수 있습니다.

Passage Reading
사회, 과학, 철학, 문학, 예술, 환경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소재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Pop Quiz
본문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을 통

해 읽기 집중력을 갖게 합니다.

Reading Comprehension 
본문에 관한 직관적, 추론적 문제들을 통해 완벽

한 이해 능력을 길러줍니다. 

Focus on Sentences
Paraphrasing 연습을 위한 구문 분석 코너로 쓰

기와의 연계 학습을 가능케 합니다

Summarizing Points 
(1권, 2권)
단락별 Key Phrase를 찾

고, 요약 글을 완성하여 

완벽한 본문 분석과 자기

화 능력을 길러줍니다. 

Summarizing Points 
(3권, 4권)
각 단락의 요점을 묻는 질

문을 읽고 그 답을 완성함

으로써 긴 글의 핵심을 분

석하고 자기화하는 능력

을 길러줍니다.

MP3 CD

Download

Reading Strategy
글의 구조와 내용 파악을 위한 중점 

요소를 제시합니다.   

Bricks Subject 
Reading 1~4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Subject Reading 1 280~300

Bricks Subject Reading 2 280~300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4.1~6.0 800~950L

Bricks Subject Reading 3

Bricks Subject Reading 4

300~320

300~320

Level Chart

●  인문, 과학, 사회,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토픽

● 영영 풀이 및 유의어까지 탄탄한 어휘 학습

● Paraphrasing 연습을 위한 구문 분석 문제 

● 단락별 요점 정리를 통한 지문 분석력 향상

●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등이 다양한 억양으로 읽은 단어와 

지문 MP3

● 풍부한 다운로드 자료(www.ebricks.co.kr)와의 연계 학습 체계

초등 고급~중등(G5~G9)

16(8 pages/Unit)

Student Book(+ MP3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Focus on Sentence, Unscramble),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Download       :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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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Nature
Geography
Literature
Sport
Health

Life Science
Psychology
People
History
Technology
Religion

Passage Reading

Before Potter gained fame as a writer and illustrator, she had

been very interested in science. She was most interested in studying

living things and made a close study of fungi. In her study, she spent

most of her time painting pictures of various fungi.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paintings were the only way to preserve records of what

various species of fungi looked like. Because of her excellent work,

Potter became a famous mycologist*, or expert on fungi. She applied

to work at England’s most famous botanical garden but sadly was

turned down because she was a woman.

Potter’s The Tale of Peter Rabbit series was very popular. Due to

its success, Potter became wealthy enough to buy land in England’s

Lake District*. She bought the land to protect the area’s natural land-

scape from being destroyed by further development. In her later years,

Potter lived in the Lake District and enjoyed spending time in the

beautiful countryside. When she died in 1943, her ashes were spread

there and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she loved so much.

*The Tale of Peter Rabbit It is the first in the series of children’s books published in
1902 by Beatrix Potter. It has sold more than 40 million copies worldwide.

*mycologist a scientist who studies fungi

*Lake District a rural area in North West England

Glossary

11

NOTE20

25

30

35

Beatrix Potter, an Englishwoman who lived from 1866 to 1943,

is best known as the author and illustrator of The Tale of Peter Rabbit*.

The Tale of Peter Rabbit is a series of tales that has been beloved by

children and adults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in 1902. But more than

just becoming a successful writer and artist, Potter also achieved many

other accomplishments in her life time. For example, she was well

known not only for her work in biological science but also for her

efforts as a nature conservationist to preserve the natural beauty of

the land.

The Tale of Peter Rabbit is Potter’s most famous writing. It is the

first story in Potter’s series of tales about talking animals and their

adventures. This tale focuses on Peter Rabbit and his three sisters,

Flopsy, Mopsy, and Cottontail, who live

with their mother in the roots of a fir tree. In

the story, the mischievous Peter Rabbit gets

in trouble for stealing vegetables from mean

Mr. MacGregor’s farm. For his mischief,

Peter gets chased and then becomes sick

from overeating.

C
hapter  1

U
nit  1

Passage Reading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READING STRATEGY

Identifying the Main Ideas
Underline main ideas of each paragraph and combine
them together to understand what the passage is about.

List the Occupations
List the occupations held by Beatrix Potter and what she
did in each field to understand who Beatrix Potter was.

2

NOTE

10

5

10

15

국제중 특목고를 준비하는 예비중·중학생용

상위 1%를 위한 집중독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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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CD 

1

Best Practice for Test Preparation

Copyright ©2017 by Bricks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l Teacher’s Guide & Audio CD l

Audio CD 

2

Best Practice for Test Preparation

Copyright ©2017 by Bricks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Audio CD 

3

Best Practice for Test Preparation

Copyright ©2017 by Bricks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Audio CD 

4

Best Practice for Test Preparation

Copyright ©2017 by Bricks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Before You Study 
Think about the questions below and share your opinions with your partners.

1
Have you read any books by Beatrix Potter?
Do you enjoy stories about animal characters that are friendly and loving?
Who is your favorite cartoon or fable character?

2
What would life be without language?
What do we use language for?
Think about other roles language has besides communication.

Uni t  1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Uni t  2

Ebonics,
A New Controversial
American Language

Chapter

1
Language

Literature

Passage Reading
사회, 환경, 역사, 과학, 철

학,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제를 엄선했

습니다.

Reading Strategy
장문을 읽고 저자의 의도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C
hapter  1

U
nit  1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Word Bank

□ author n. a person who writes a novel, poem, essay, article; creator

□ tale n. story, real or imaginary

□ accomplishment n. finished goal, achievement  –syn. completion  –ant. failure

□ biological adj. from, relating to, caused by, or affecting life or living organisms

□ conservationist n. someone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destruction or pollution

□ preserve v. to maintain or keep alive or safe from injury  –syn. conserve  –ant. destroy

□ focus on v. to concentrate upon a specific thing or area

□ mischievous adj. playful in a naughty or teasing way; causing harm and trouble

□ mean adj. nasty, offensive, selfish; bad-tempered  –syn. vicious

□ overeating n. the act of eating too much, causing sickness or discomfort

□ fungi n. (more than one fungus) a type of plant that grows from other organisms and feeds
off organic matters  –e.g. mushroom, toadstool

□ various adj. of different kinds, numerous, many  –syn. diverse  –ant. identical

□ expert n. a person who has special skill or knowledge in one area  –syn. master

□ apply v. to formally request for an occupation, school, loan, and etc.

□ botanical adj. of or relating to plants or plant life; of or relating to the science of botany

□ turn down idiom. to be rejected from a request, such as a job application

□ popular adj. widely liked or appreciated by people  –syn. favorite, liked

□ protect v. to guard or defend from danger; to keep safe  –syn. shelter  –ant. attack

□ landscape n. a view of a section of rural or natural scenery  –syn. view, scenery

□ countryside n. a rural region, away from or separate from the city

□ scatter v. to spread bits and pieces of something over an area  –syn. spread

UNIT 1

8

C Insight & Understanding
Choose the best answers.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 occupation held by Beatrix Potter?
a . author

b. illustrator

c . nature conservationist

d. publisher

2. Which element of The Tale of Peter Rabbit is NOT mentioned in the passage?
a . characters

b. narrator

c . settings

d. plot

3. According to the passage, why was Peter Rabbit chased in the story, The Tale of 

Peter Rabbit?
a . because he had caused mischief with his three sisters

b. because he made a big hole in the roots of a fir tree where his family live

c . because he ate more than he was allowed to

d. because he was found to have taken food without permission

4.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about Beatrix Potter?
a . Other than writing, she also made much effort in scientific research.

b. She drew many drawings of a number of fungi in the late 1800’s.
c . Though she spent much of her time on fungi, she did not do well in the area.

d. Though she was qualified to be a mycologist, she was treated unfairly.

5.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as the motivation behind Potter’s paintings of

various fungi?
a . She wanted to keep records of fungi.

b. She wanted to use them in her next book.

c . It was her job as a mycologist at England’s most famous botanic garden.

d. She wanted to become a professional illustrator.

6.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can be inferred from Potter’s paintings of fungi?
a . It was common to study fungi and draw paintings of fungi during her time.

b. There were no other records of fungi except paintings.

c . Only male mycologists’ records of fungi were acknowledged as scientific material.

d. Other scientists’ records of fungi were more preci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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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e or False
Write T if statements are true or F if statements are false according to the passage.

1. _______ The Tale of Peter Rabbit by Beatrix Potter is popular mainly to children.

2. _______ In the first story of Potter’s series, Peter gets in trouble having done

nothing wrong.

3. _______ Besides writing stories, Beatrix Potter was also interested in studying

science.

4. _______ Beatrix Potter was good at drawing living things as well as writing

books.

5. _______ Beatrix Potter was not financially successful in writing books.

B Synonym & Reference
Choose the best answers.

1. The word “preserve” in the first paragraph is closest in meaning to

a . prepare

b. conserve

c . reserve

d. preoccupy

2. The word “their” in the second paragraph refers to

a . The Tale of Peter Rabbit

b. a series of tales

c . talking animals

d. Potter’s writings

3. The word “mean” in the second paragraph is closest in meaning to

a . ungenerous

b. indicate

c . average

d. stand for

4. The phrase “turned down” in the third paragraph is closest in meaning to

a . reduced

b. made a curve

c . disappointed

d. reject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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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Check Up

E Summary
Find the main ideas of each paragraph and write them with complete sentences.

1. Paragraph 1

2. Paragraph 2

3. Paragraph 3

4. Paragraph 4

15

C
om

prehension C
heck U

p

Grammar Plus

not only ~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is used when stating both “A” and “B” and putting more

emphasis on “B.” The grammatical forms of “A” and “B” should be same.

Combine the sentences into one using the expression “not only~but also” as shown in the example.

ex. She was well known for her works in science. Moreover, she was known for her efforts

to preserve nature.

She was well known not only for her work in science but also for her efforts to preserve nature.

1. Due to the great fire, he lost his house. But it was not all. He lost his family, too.

2. He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Moreover, he published books on the issue.

3. The movie was very popular in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Actually, it was very

popular in America.

7. What is the best possible main idea that could be used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paragraph?
a . Potter’s life with her family

b. Potter’s unceasing effort to study fungi and writing books

c . Potter’s success as a mycologist

d. Potter’s failure as an author

8. Why did Potter buy land in the Lake District?
a . to make more money with the investment

b. to prevent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 . to build a botanical garden to study fungi

d. to construct a habitat for rabbits

D Writing & Paraphrasing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complete sentences.

1. Which sentence introduces the main character and setting of Potter’s famous novel?

2. What are some of the possible job titles for Potter?

3. Which sentence describes the field Potter was interested in before she became a

famous writ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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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Check Up
5개 코너를 통해 TOEFL, 

TEPS, 수능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을 연습해봄으로써 시

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 S T U D E N T  B O O K  ]

Topics
Introduction

Question Word Bank Passage
Reading

Summary Comprehension
Check Up

Grammar Plus &
Confusing Words

Grammar Plus & 
Confusing Words
본문에서 다룬 중요 문법과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Introduction Question
토픽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본문 내용을 추측해봅니다.

Word Bank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어휘를 

각 레벨에 맞게 영영풀이로 

제공합니다.

Bricks Intensive
Reading 1~4

●  인문, 사회, 시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주제

●  TOEFL, TEPS, 수능 문제 유형 총망라

●  300~550 단어로 구성된 단계별 장문독해 학습 

● 어휘 영영풀이, 동의어, 반의어, 지시어 등을 통한 충분한 어휘 학습

●   정확하게 핵심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읽기 전략 제공

중등 초급~고급(G6~)

16(8~10 pages/Unit) 

Student Book(+ Audio CD)

Teacher’s Guide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Word Tests), 

Worksheets(Grammar Plus & Confusing 

Words, Translation Sheets),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Download

Audio CD

학습 대상 AR Lexile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5.0~8.6 900~1,100L

교재명

Bricks Intensive Reading 1

Bricks Intensive Reading 2

Bricks Intensive Reading 3

Bricks Intensive Reading 4

Word Count

300~350

350~400

400~500

450~550

Level Chart

단락별 Main Idea 찾기

Summary 완성하기

전체 Summary 작성하기

주제 및 제목 찾기, 상세정보 찾기

+ 삽입 및 추론 문제

+   Sentence Simplification, Paraphrasing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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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한 흥미로운 이야기 

●   사회, 수학, 과학 등 초등 교과 주제와 자연스러운 연결

●  Reading Skill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문제와 액티비티

●  체계적인 분기별 맞춤 구성과 정확한 레벨링

●  독서 후 활동을 통해 Speaking, Writing으로 연결 학습

리딩 스킬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익히는 리딩 입문서

R
e
a
d
in

g

Level Chart

l Workbook & Teacher’s Guide & Audio CD l

초등 초급(G2~G4)

8(12 pages, 2 Stories/Unit) 

Student Book(+ Audio CD) 

Workbook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 S T U D E N T  B O O K  ]

Topic
과학, 수학, 사회, 음악 등  

초등 교과과목과 연계된 다

양한 주제의 픽션과 논픽션

으로 구성했습니다.

Vocabulary Build Up
연결하기, 빈칸 넣기 등 다

양한 문제로 어휘력을 향상

시킵니다.

Riddles
주요 어휘에 대한 수수께끼

를 풀며 어휘의 다양한 쓰임

을 익힙니다.

Reading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된 

16개의 이야기 읽기

Check Up

Vocabulary 실력과

Comprehension 능력

기르기

Reading Skills Up

사고 과정이 가미된 

Critical Reading

Skill 익히기

Grammar Up

기초 문법을 통해 문장의 

기본 구조 익히기

Summary Up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Grammar Up
기초적인 문법을 통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ading Skills Up
Reading Skill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글읽기의 기초를 

쌓습니다.

Summary Up
간단한 빈칸 채우기로 내용

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

을 키워갑니다.

Tip for Topic
토픽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

용으로 이해를 높이고 배경

지식을 쌓아줍니다.

Comprehension 
Check Up
토픽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감을 길러줍니다.

Bricks Reading
Beginner 1~2

Audio CD

e-LearningDownload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Beginner 1 100~150
영어 학습 1~2년차

130~150Bricks Reading Beginner 2
1.6~1.8 200~3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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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체계적인 리딩스킬 습득으로

비판적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리딩 기본서

R
e
a
d
in

g

l Workbook & Teacher’s Guide & Audio CD l

●  미국, 영국,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한 흥미로운 콘텐츠 

●   사회, 수학, 과학 등의 전과목 교과영역과 관련된 주제

●  하나의 주제당 픽션과 논픽션의 2개의 스토리 수록

●  비판적 글 읽기의 기초를 다지는 체계적 Reading Skill 학습

● Vocabulary, Comprehension, Summary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수록

초등 중급(G3~G6)

6(12 pages, 2 Stories/Unit) 

Student Book(+ Audio CD) 

Workbook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Dictation and Vocabulary Workshee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Topics  영어권 현지 교사들이 쓴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글읽기의 즐거움으로 이끌어줍니다.

 Reading Skills  흥미로운 리딩 

콘텐츠를 바탕으로 M a i n  I d e a , 

Sequence, Organizing, Compare 

and Contrast 등의 리딩 전략을 통해 

비판적 글읽기가 가능해집니다.

Story Sum Up & Think and 
Act Out  내용을 요약해보고 주

제와 관련된 토론 활동을 통해 

Writing과 Speaking 능력을 동시

에 키워나갑니다.

[ S T U D E N T  B O O K  ]

Topics
Fiction + Nonfiction

Reading Vocabulary
Build Up

Comprehension
Check Up

Think and
Act Out

Story
Summary Up

Reading
Skill Up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Science 
Art etc.

Bricks Reading 1~3
Audio CD

e-LearningDownload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1 250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1 300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3 350

Level Chart

영어 학습 2년차 2.0~2.5 200~5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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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Reading
Plus 1~3

●  미국, 영국, 캐나다 교사들이 집필한 흥미로운 리딩 콘텐츠 

●  사회, 수학, 과학 등의 전과목 교과영역과 관련된 엄선된 주제

●  하나의 주제당 픽션과 논픽션, 2개의 스토리 구성

●  비판적 사고력을 발달시켜주는 문제와 액티비티 

●  SAT, iBT TOEFL, TOEIC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유형

● Story Sum Up과 Think and Act Out  코너를 통해 Writing,  

Speaking으로 확장 학습

중급 실력의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심층적 독해 능력을 키우는 본격 리딩 교재

R
e
a
d
in

g

교재명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1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2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3

Word Count

350

375

40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영어 학습 4년차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Level Chart

l Workbook & Teacher’s Guide & Audio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Vocabulary Build Up

지문을 읽기 전후

주요 어휘 학습

Comprehension 
Check Up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내용 이해능력 증진

Reading Skill Up

비판적 읽기로 이끄는

심층 리딩 전략

Story Sum Up

요약문을 완성시키며

전체 내용 정리

Think and Act Out

주제와 관련된 쓰기,

말하기 확장

Vocabulary Build Up
지문을 읽기 전후에 어휘에 

대한 예습, 복습을 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prehension 
Check Up
SAT, iBT TOEFL, TOEIC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유형

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ading Skill Up
Fact and Opinion, Inferring 

Fee l i ng, Pa raphras ing, 

Summarizing 등의 심층적인 

리딩 전략을 학습합니다.

Story Sum Up
이야기의 요약문을 완성시

키는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Think and Act Out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

는 쓰기, 말하기 과정을 통

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Topics  Unit마다 흥미로운 픽션과 풍부한 정보의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주제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초등 중급~고급(G4~G7)

6(12 pages, 2 Stories/Unit) 

Student Book(+ Audio CD)

Workbook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Dictation and Vocabulary Workshee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Audio CD

e-LearningDownload

AR

3.1~4.0

Lexile 

500~6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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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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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icks Story 
Reading 70  1~3

짧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며 

초급 학습자의 읽기 자신감을 키우는 리딩 교재

[ S T U D E N T  B O O K  ]

Yes or No?
제시된 문장이 사진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

하면서 주제 관련 이미지와 

글과의 상응관계를 학습합

니다.

e-LearningDownload

Level Chart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Story Reading 70 1 70~80

영어 학습 1.5년차 1.5~1.6 150~200LBricks Story Reading 70 2 80~90

Bricks Story Reading 70 3 90~100

Let’s Talk!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Yes or No!

주제와 관련해 이미지와 글의 대응관계 학습

New Words

예문과 그림으로 새 단어 학습

Wrap-Up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용 정리

Let’s Check!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Story Reading

스토리 읽기, 이야기 나누기

LET’S TALK!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

니다. 
NEW WORDS
본문의 핵심 단어를 문장

과 함께 익혀 단어의 쓰임

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

습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합

니다. 생생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스토리 읽기에 재미를 더

해줍니다. 

Talk! Talk!
궁금증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가

이드를 제공합니다.

Let’s Check!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어

휘를 익히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Wrap-Up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를 통해 스토리의 흐름과 메

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우화와 생활 동화, 과학 동화 등 짧고 흥미로운 스토리

●  내용 이해를 돕는 생생한 일러스트레이션

●  다양한 일상 회화 표현과 어휘 연습

●  풍부한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활동 제시

●  스토리 리포트 제공 

●  Interactive E-Book이 탑재된 Multimedia CD

초등 초급(G1~G3)

16(6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Story Repor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l Workbook & Multimedia CD l



56 57

R
e
a
d
in

gBricks Story 
Reading 150  1~3

●  자연스러운 문맥의 다양한 언어상황 경험

●  주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 제공

●  리딩 스킬의 기본 개념 이해와 활용

●  읽기 전, 후 활동으로 Speaking, Writing 연계학습

●  스토리 리포트 제공 

●  Interactive E-Book이 탑재된 Multimedia CD

길고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읽으며 

속독과 다독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리딩 교재

Level Chart

[ S T U D E N T  B O O K  ]

e-LearningDownload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Story Reading 150 1 100~130

영어 학습 2년차 2.5 300~400LBricks Story Reading 150 2 130~180

Bricks Story Reading 150 3 180~220

Let’s Talk!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New Words

쉬운 영영풀이로 새 단어 학습

Story Reading

스토리와 관련 정보 읽기

Skill Up

읽기에 흥미를 더해주는 재미있는 활동

Reading Skill

리딩 스킬 학습을 통해 정확한 스토리 이해

Vocabulary & Comprehension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LET’S TALK!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자연스럽

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이

야기 나눕니다.

NEW WORDS
쉬운 영영풀이로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를 읽으며 어휘력과 독해력을 향상 

시킵니다.

주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

보글 읽기를 통해 주제에 대

해 더욱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세 가지 형식의 문제 풀이를 

통해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이

해했는지 확인합니다.

Vocabulary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어의 

쓰임새와 의미를 학습합니다.

Reading Skill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

는 연습을 합니다.

Summary 
글의 요점을 파악하여 줄거

리를 완성해보는 연습을 합

니다.

Skill Up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

티를 통해 읽기에 더욱 흥미

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초등 중급(G3~G5)

16(8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Story Repor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l Workbook & Multimedia CD l

Story Map
글의 흐름을 파악하며 내용

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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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icks Story 
Reading 230  1~3

●  다양한 교과 주제에 대해 픽션과 논픽션으로 스토리 구성

●  다양한 각도에서 글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본격 리딩 스킬 학습

●  읽기 전, 후 활동으로 Speaking, Writing 연계학습

●  Unit별 워드리스트와 워드테스트 제공

●  스토리 리포트 제공 

●  Interactive E-Book이 탑재된 Multimedia CD

다양한 구성의 교과 주제 스토리를 읽으며    

수준 높고 실질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리딩 교재

Level Chart

[ S T U D E N T  B O O K  ]

Check the true 
sentence.
사진 속 내용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활동을 통해 그림과 

글과의 상응 관계를 이해합

니다. 

초등 중급(G4~G6)

16(8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Lesson Plan, 

Test Sheets(Review, Actual, Word Tests),  

Worksheets(Dictation, Translation Sheets),  

Story Repor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e-LearningDownload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Bricks Story Reading 230 1 220~240

영어 학습 3년차 2.5~3.0 400~500LBricks Story Reading 230 2 240~280

Bricks Story Reading 230 3 280~300

Let’s Talk!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New Words

영영풀이와 예문으로 새 단어 학습

Story Reading

스토리 읽기 활동

Summary & Share It!

내용 정리 및 나의 생각 써보기

Reading Skill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글을 분석하는 연습

Vocabulary & Comprehension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NEW WORDS
학습할 단어의 영영 풀이와 

예문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문맥상에서 어떻게 쓰

이는지 학습합니다.

Share It!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사고력과 작

문 실력을 함께 키웁니다.

Reading Skill
다양한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글

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세 가지 다른 형식의 컴프

리헨션 문제를 통해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체

크합니다.

재미있게 전개되는 글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독

해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

라 쉽고 긴 글 읽기를 통해 

빠르게 글의 내용을 파악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

니다. 

Vocabulary
다양한 문장을 통해 단어

의 쓰임을 익히고 학습하

고 재미있는 워드 퍼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학습

할 수 있습니다. 

Summary
글의 요점을 파악하여 줄

거리를 완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Multi CD

LET’S TALK!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

니다.

 l Workbook & Multimedia CD l



60 61

Reading Time 40 1~3

읽기에 꼭 필요한 기본 문장을 패턴으로 익히는

초급자를 위한 쉽고 효과적인 리딩 교재

R
e
a
d
in

g

 l Workbook & Multimedia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Reading Time 40 1 30~35

Reading Time 40 2 35~40 영어 학습 1년차 1.1 70~100L

Reading Time 40 3 40~45

Level Chart

Sentence Puzzle

Word Time

실물 사진으로 핵심 단어 의미를 생생하게 익히기

패턴 문장 연습을 통한 기본 문형 학습

Picture Fun!

Picture Walking 활동을 통한 워밍업

Practice Time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Passage Reading

•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지문 

읽기

•     E-Book과 Animated Chant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리딩 학습

Social Studies

01

tree house

desk

chair

lamp

blanket

Word Time 02

TOPIC: My House

07Unit 0106    

Find the pictures and check. 
 a blanket  a lamp  a chair

03 This is my tree house! 

Come inside! 

This is my bed. 

This is my blanket.

This is my desk. 

This is my chair. 

This is my lamp. 

I love my fun tree house!

My Tree House

my lamp. This desk.is

Look and write.

is

is

my

my

chair.This

This

is my bed.This

08    

1.

3.

2.

4.

Check the correct answers.

playground

chair kite

Check the correct answers.

2. I love my fun tree house!

1. This is my dog.

2.

1.

Yes No

This is my lamp.

This is my blanket.

Match the pictures and sentences.

Circle the correct words.

B

C

D

A

1. This is my  .

2. This is my  .

09Unit 01

chair

desk

blanket

bag

lamp

dog

bed

chair

tree house
1.

2.

3.

Word Time
핵심 단어와 실물 사진을 함

께 제시해줌으로써 단어의 뜻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

니다.

Practice Tim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주요단어를 복습하고 본문 내

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Sentence Puzzle
기본 패턴 문장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문장 

구조를 탄탄하게 익힙니다.

Picture Fun!
읽기 전 Picture Walking을 

통해 지문에 대한 흥미를 증

진시키고 내용에 친숙해지도

록 돕습니다.

Reading Passage
기본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지

문들은 학습자가 리딩을 즐겁

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리딩 초보 학습자를 위한 맞춤 설계

● 기본 문장 패턴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지문

● Picture Walking이 가능한 풍부한 내용의 삽화

● 문장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문제 유형

● 주요 문형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Sentence Puzzle

● E-Book과 Animated Chant가 포함된 Multimedia CD

초등 초급(K3~G2)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Test Sheets(Review, 

Midterm & Final, Word), Worksheets 

(Translation, Dictation, Unscramble),  

Flash Card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e-LearningDownload

Multi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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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ime 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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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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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Word Time

핵심단어와 단어 따라 쓰기 활동을 함께 제시

Look & Check!

Picture Walking을 통한 본문 내용 추측 

Picture Reading Fun!

학습한 문장과 단어를 활용해 새로운 지문을 만들

어 보는 응용학습 

Practice Time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Passage Reading

•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 중심의 지문  

읽기  

•   E-Book과 Animated Chant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리딩 학습

messy fingernail dirty scary worm troll

What is on the 
table?

 frogs

 flowers

01
Social Studies

Look & Check!

Trace and say.

6    7Unit 1

Word Time02

03 A man lives next door.

He has messy hair.
He has yellow fingernails.
How dirty!

He is tall like a giraffe.
He is green like a lizard.
How scary!

He eats worms and frogs.
He eats them with his hands.
How strange!

Who is he?
He is a troll!



9

1.

2.

D

8    

 Choose the correct answers.

 Check the main idea.

 Answer the questions.

Look, choose, and write.

9Unit 1

A trol l has 1  hair.

He eats worms with 2 .

How 3 !

tidy messy

1

chopsticks hands

2

What does the troll eat?

He eats  and frogs. 
              ( giraffes | worms )

He is  like a lizard.                         
             ( green | yellow )

What color is the troll?

1. He has yellow .
 a. ears b. teeth c. fingernails

2. He is  like a giraffe.
 a. small b. tall c. fat

3. Who is he? He is a !
 a. spy b. magician c. troll

 This story is about .

  a dirty house  a neighbor next door.

 Check the correct words. 

1.

3.

2.

4.

B

C

A

worm

lizard

scary

dirty

messy

tall

hair

fingernail

3

scary pretty



Practice Tim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주요 단어와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체크합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의 독해 문

제는 speaking 활동으로 연

계가 가능합니다.

Reading Passage
리듬감 있는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 중심 지문을 

Animated Chant와 함께 학

습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즐거

운 리딩 학습이 가능합니다.

Look & Check!
지문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간단한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합니다.

Word Time
핵심 단어와 실사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한눈에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직접 단어를 

쓰면서 철자 연습을 합니다.

Picture Reading Fun!
본문에서 학습한 단어와 문장

을 새로운 스토리에 적용하여 

writing 활동과 연결시킴으로

써 읽기 능력을 한층 더 깊고 

완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합

니다.

단락 패턴으로 짧고 재미있게 구성된 지문을 읽으며

자신감 있게 읽기 능력을 키워가는 리딩 기본서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Reading Time 60 1 50~55

Reading Time 60 2 55~60 영어 학습 1.5년차 1.5 100~150L

Reading Time 60 3 60~65

Level Chart

 l Workbook & Multimedia CD l 

●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로 된 글 읽기

● 리듬감 있는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 Picture Walking이 가능한 생생하고 디테일한 삽화

● 리딩을 스피킹과 연계시켜주는 Practice Time

●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스토리에 적용해보는 Picture Reading Fun!

● E-Book과 Animated Chant가 포함된 Multimedia CD

초등 초급(G1~G3)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Test Sheets(Review, 

Midterm & Final, Word), Worksheets 

(Translation, Dictation, Unscramble),  

Flash Card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e-LearningDownload

Multi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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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ime 8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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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Summarizing Fun!

Word Time

핵심단어 소개 및 스펠링 활동 함께 제시

스토리 요약 활동을 통한 학습 마무리

Which Is True?

제시된 문장을 체크해 보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 

Practice Time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Passage Reading

•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의 지문 읽기  

•   E-Book의 audio를 듣고 따라 읽으며 유창

성 기르기

Fill in the blanks.

_ _ bma _ ine

li _ _ t  _ ulb

g _ _ w

_ o _ n _ 

je _ _ yfi _ h

l _ nte _ n fi _ _ 

Word Time

Science

03

01
02

06    07Unit 01

submarine lantern fish
glow light bulb
jellyfish round

They see a turtle in the water.
The blobfish is pink and round.

Lola sees a jellyfish. 
It is big and white. 
It looks like a huge mushroom!

“Look at this!” says Lola. 
“It is pink and round.”
“That is a blobfish,” says Captain Bob.  
“It looks just like you, Captain Bob!” 
says Tim. 
They all laugh!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underwater!

Underwater 

Tim and Lola are in a submarine. 
Captain Bob takes them underwater.

Tim sees lantern fish. 
They glow in the water. 
They look like light bulbs!

Circle the correct words.

1.

The airplane submarine  dives in the water.

Fireflies glow dig  in the field.

Vicky has a round square  mirror.

2.

3.

Check the correct answers.

2.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1. Tim and Lola swim underwater.

 True False

1. The jellyfish is  and .
 a. small, blue b. round, red c. big, white

2. The blobfish looks like .
 a. Captain Bob b. Lola c. Tim

3. What is true about lantern fish?
 a. They glow in the water.
 b. They are pink and round.
 c. They look like mushrooms. 

Choose the correct answers.

B

C

A

What does the jellyfish look like?

 It looks like a huge .

Where are Tim and Lola?

 They are in a .

Look, circle, and write the correct answers.D

( rocket | submarine )

( mushroom | carrot )

1.

2.

08    09Unit 01

What Am I?

I’m a blobfish. I’m a lantern fish. I’m a jellyfish.

Match to the correct sentences. 

I’m big and white.  
I look like a huge 
mushroom!

I’m pink and 
round. I look like 
Captain Bob!

I glow in the water. 
I look like a light 
bulb!

Practice Tim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주요 단어를 복습하고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체크합니다. 질문과 대답 형

식의 독해 문제는 speaking 

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Word Time
핵심 단어를 스페링 활동과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에 익숙해지도

록 합니다.

Which Is True?
그림이나 글의 내용과 일치하

는 문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본문 내용을 파악해 보는 연습

을 합니다. 

Reading Passage
학교 생활에서 미래와 관련된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문을 통해 학습자

가 즐겁게 어휘와 문장을 익

힐 수 있습니다.

Summarizing Fun!
유닛마다 다른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요약 활동

을 통해 본문 내용을 효과적

으로 복습하고 학습을 마무

리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패시지 리딩을 통해

글 읽기의 즐거움과 본격 독해 능력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리딩 교재

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Reading Time 80 1 70~80

Reading Time 80 2 80~90 영어 학습 2년차 이상 2.1 200~300L

Reading Time 80 3 90~100

Level Chart

 l Workbook & Multimedia CD l 

●  본격적인 글 읽기와 내용 분석 학습

●  폭넓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루어진 지문과 풍부한 어휘학습

●  본문 내용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삽화

●  그래픽으로 본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는 Summarizing Fun!

●  Interactive E-Book이 포함된 Multimedia CD

초등 초급(G2~G4)

16(4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 Translation, Test Sheets(Review, 

Midterm & Final, Word), Worksheets 

(Translation, Dictation, Unscramble),  

Flash Card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e-LearningDownload

Multi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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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 Review Test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을 공인

영어시험 유형의 테스트를 통

해 복습합니다. 

Skills Up
듣기 전략을 제시하고 문제

를 통해 연습해보면서 듣기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Speak Up 
주요 표현을 이용한 역할극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l Workbook & MP3 CD l

●   초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일상적인 주제와 어휘, 의사표현을 중심

으로 내용 구성

●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연습문제로 체계적인 

리스닝 훈련

●   주요 표현을 이용한 역할극 활동으로 스피킹 스킬 향상

●   TOEIC, TOSEL 유형을 반영한 문제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훈련

●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된 워크북을 통해 학습내용 복습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을 익히며

쉽고 재미있게 리스닝 기초를 다지는 교재

[ S T U D E N T  B O O K  ]

[ W O R K B O O K  ]

L
iste

n
in

g

초등 초급(G1~G3)

12(6 page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Teacher’s Guide,  

Word List, Test Sheets,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Bricks Easy 
Listening 1~3

30~40

40~50 영어 학습 1~2년차

교재명

Bricks Easy Listening 1

Bricks Easy Listening 2

Bricks Easy Listening 3 50~60

Word Count 학습 대상

Level Chart

•  Word Time & Expression Time   다
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주요 어휘와 표현

을 복습합니다.

•  Dictation Time  Dictation을 통해 

Writing 연습은 물론 정확한 지문 이해와 

집중력 있는 듣기 훈련을 합니다. 

Getting Started
그림을 통해 해당 단원의 주

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

된 어휘를 학습합니다.

Check Up
주요 표현을 이용한 짧은 대

화문을 듣고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어휘와 표현에 익숙

해집니다.

Listen Up1 & 2 
주제와 관련된 대화문과 담

화문을 통해 중심내용과  

세 부 정 보 를  파 악 하 며 

Listening Comprehension

을 연습합니다.

Focus on Sounds
영어 발음에 대한 Tip을 제

공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파

악하게 합니다.

MP3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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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의 흥미로운 토픽

●  짧은 대화와 지문부터 시작하는 리스닝의 기초 설계 

●  실감나는 듣기 상황으로 흥미로운 리스닝 학습

●  정확한 리스닝 실력 향상을 위한 초급자용 받아쓰기

●  그림과 쉬운 예문으로 풀어놓은 어휘 풀이 Pictionary

●  유사한 두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Hear the Sound’

100~130

교재명

Bricks Listening Beginner 1

Bricks Listening Beginner 2 130~150
영어 학습 2년차

Word Count 학습 대상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의 토픽을 들으며

리스닝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리스닝 입문서

Level Chart

 l Teacher’s Guide & MP3 CD l

[ S T U D E N T  B O O K  ]

[ W O R K B O O K  ]

L
iste

n
in

g

토픽을 들으며 핵심 어휘나 주요 표현을 받아쓸 수 있는 딕테이션북이 

있어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Getting Started
앞으로 배우게 될 주제와 관

련된 어휘들을 연결해보고 

간단한 Listen and Write 

활동을 해봅니다.

Topic 1, 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와 

짧은 글을 들어보며 실생활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Look Up and
Check Up
12개의 단어에 대해 쉬운 영

어로 풀이하고 그림을 활용

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Unit Test &
Review Test
Unit Test와 Review Test를 

통해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

켜 줍니다.

Hear the Sound
유사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

을 비교하여 들어보고 구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초등 초급(G2~G4)

12(6 pages, 2 Topic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Scrip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Bricks Listening
Beginner 1~2

MP3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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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0

교재명

160~170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1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
영어 학습 2~3년차

Word Count 학습 대상 

Level Chart

●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   Warm -up ⇨ 다이얼로그 ⇨ 모노로그 순서의 체계적인 리스닝 학습설계

●  받아쓰기를 통한 정확한 리스닝 실력 향상

●  단원별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Speaking과 Writing 연습 

●  다양한 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하는 Unit Test와 Review Test

●  TOEFL, PELT, TOSEL 등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훈련

좀 더 길어진 대화를 들으며 리스닝 실력을 기르는 

리스닝 초ㆍ중급자를 위한 체계적 리스닝 훈련

[ S T U D E N T  B O O K  ]

[ W O R K B O O K  ]

 l Teacher’s Guide & MP3 CD l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문과 담화문의 2가지 토픽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그림 설명과 쉬운 예문은 어휘의 이해뿐 아니라 단어 암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Vocabulary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 따로 단어에 대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풍부한 단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듣기 훈련을 위한 Dictation을 통해 듣기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Warm Up

주제와 관련된 사진 이미지 

보며 짧은 대화 듣기

Topic 1, 2

하나의 주제당 Dialogue, 

Narrative 2개의 토픽

Look Up & Check Up

주요 어휘에 대한

영영풀이와 예문 제공

Unit Test

Unit을 마치고 다양한

문제 풀이로 정리

Review Test

각종 영어시험 유형

대비 테스트

초등 중급(G3~G5)

12(6 pages, 2 Topic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Scrip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1~2

L
iste

n
in

g

MP3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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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Bricks Listening 1 영어 학습 3년차 

Bricks Listening 2 영어 학습 3~4년차

Bricks Listening 3 영어 학습 4년차 

Bricks Listening 4
국제중, 특목고, iBT TOEFL 준비생

Bricks Listening 5

Word Count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350

Level Chart

●  문화, 예술, 연예, 사회, 과학, 문학 등 다양한 주제

●  장문의 대화와 지문 듣기를 통한 리스닝 실력 향상

●  리스닝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받아쓰기 강화

● 지문의 내용과 길이, 어휘, 문형, 녹음 속도 등  

난이도 차이가 분명한 단계별 학습

● TOEIC, TOEFL 유형의 문항으로 iBT 환경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준비서

장문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이는

리스닝 교재의 Best of Best

L
iste

n
in

g

 l Teacher’s Guide & MP3 CD l

학습 대상 

초등 중급~고급(G4~G8)

12(6 pages, 3 Topic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Word List, Script,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 S T U D E N T  B O O K  ] 

 Warm Up  1~3권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짧은 대화문을 듣고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주제에 익숙해집니다. 4~5권에서는 학습할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짧게 써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습니다.

 
Listening Skills  1~3권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듣기 기술을 연습하고, 고급단계인 4~5권에서는 유창한 듣기 학습의 기본기를 다져줍니다.

 Unit Test, Midterm, Final Test  각 Unit마다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할 수 있는 Unit Test와 Midterm, Final Test를 통해 전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합니다.

Warm Up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배경지식 함양

Topic 1, 2, 3

3개의 토픽을 듣고 

Comprehension

문제 풀이

Listening Skills

유창한 듣기 학습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리스닝 스킬 습득

Look Up & Check Up

주요 어휘의 영영풀이와 

예문을 통한 어휘력

향상

Test

Unit Test, Midterm,  

Final Test를 통해 각종

영어시험 대비

[ W O R K B O O K  ]

정확한 리스닝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토픽 내용을 들으면서 받아쓸 수 있는 Dictation과 주요 어휘를 복습할 수 있는 Vocabulary Worksheet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Bricks Listening 1~5
MP3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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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1 150~200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TOSEL Junior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2 200~250 영어 학습 3~4년차 TOSEL Intermediate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3 250~30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TOSEL Intermediate

Word Count 학습 대상 응시 가능 Test Level

Level Chart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실전 테스트 준비까지

고급 리스닝 실력 도약을 위한 최적의 교재

[ W O R K B O O K  ]

 l Teacher’s Guide & MP3 CD l

L
ist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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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S T U D E N T  B O O K  ]

Let’s Speak
간단한 Q&A 형식으로 어휘

학습과 Speaking 훈련을 

합니다.

Listen and Check
80~90 단어의 짧은 대화를 

듣고 T/F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Vocabulary Check Up & Build Up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단어의 의미와 스펠링, Usage 등을 체계적으로 익힙니다.

•Dictation  Dictation을 통해 Writing 연습은 물론 정확한 지문 이해와 집중력 있는 듣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Listening Skills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

을 주는 체계적인 Listening 

Skill을 습득합니다.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어휘 학습을 위해 영영풀이

와 예문을 제공합니다.

Unit Test &
Review Test
Unit에서 배운 단어와 표현

으로 재구성된 지문을 바탕

으로 T O E F L ,  T O E I C , 

TOSEL 유형에 대비합니다.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주제 중심의 토픽

●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사고를 돕는 문제 유형

●  정확한 리스닝 실력 향상을 위한 장문 듣기·받아쓰기

●  듣기에 꼭 필요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Listening Skill

●  리스닝과 스피킹의 연계 학습이 가능한 Oral Summary

●   TOEFL, TOSEL, PELT, TOEIC 등의 실전 테스트 준비

초등 중급~고급(G4~G7)

12(8 pages, 3 Topic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Actual Test, 

Word List, Answer Key, 

MP3 Files

www.hibricks.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Warm Up

주어진 상황에 맞춰 묻고

답하면서 배경지식 익히기

Topic 1, 2, 3

같은 주제를 다른 형식의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들으며 이해력 키우기

Listening Skills

듣기에 꼭 필요한

리스닝 스킬 익히기

Look It Up

영영풀이와 예문을 통해

주요 어휘 학습

Unit / Review Test

TOEFL, TOEIC, PELT,  

TOSEL 실전 테스트

Listening Tip
지문 내용을 미리 추측해보

도록 하여 문제를 풀 때 필요

한 실질적 팁을 제공합니다.

Summarize & Speak
Topic 3의 Monologue 지문

을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

는 활동입니다.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1~3

MP3 CD

e-Learnin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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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Bricks Intensive Listening 1 200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57~73 500~560

Bricks Intensive Listening 2 300 영어 학습 5~6년차 74~94 560~750

Bricks Intensive Listening 3 400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95~111 750~890

Word Count 학습 대상 iBT TOEFL TEPS

Level Chart

●  인문, 사회, 경제, 과학, 예술 등 주제 중심의 토픽

●  TOEFL, TEPS, 수능 등의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문제 유형

●   정확한 듣기 이해력 향상을 위한 장문 듣기, 받아쓰기

●   다양한 형식의 사실감 있는 실제 듣기 유형 

●  심도 깊은 어휘 학습 활동 제공

●   실제 TOEFL 유형에 맞춘 Real TOEFL Test 

광범위한 주제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급 청취력 향상

상위 1%를 위한 수준 높은 심화 리스닝 프로그램

 l Answer Key & Script & Audio CD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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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중급~고급(G6~)

12(6 pages, 2 Topics/Unit) 

Student Book(+ Workbook   

+ MP3 CD) 

Teacher's Guide 

Lesson Plan, Actual Test, 

Answer Key, Word List,

TOEFL Test,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 S T U D E N T  B O O K  ]

 Before You Study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

가기 전에 토픽과 관련된 의견을 서로 나누며 

토론해볼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었습니다.

Preview Words & Expressions  토픽에 나오는 어휘 및 표현을 미리 학습해봄으로써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Listening Builder & Listening Master  각 단원마다 4개

의 흥미로운 최신 토픽을 Dialog, Narration, Lecture 등의 다양한 

형식에 담았습니다.

Before You Study

• Introductory 

Questions

• 배경지식 함양

Preview Words & 
Expressions

토픽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혀 듣기

이해력 향상

Listening Builder

•Narration 

• Free-style Topic 

• In-depth Question

Listening Master

•Conversation

• Academic Lecture 

• In-depth Question

Real TOEFL

TOEFL실전 테스트

Real TOEFL  실제 TOEFL과 유사한 형태의 Dialog와 Lecture 

형식의 듣기 유형을 제공합니다.

Bricks Intensive 
Listening 1~3 Download

MP3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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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First Grammar 1~2

●  Story-based Learning Grammar Approach

  고전동화와 문법을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습효과와 지속성을 높임

●  Syntax-based English Grammar

  문법을 연계해서 배우는 구문론적인 문법 학습

●  Familiar Story-based Illustrations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동화 캐릭터를 등장시켜 흥미 부여

●  Four Comprehensive Review Test

  3 Unit을 마친 후 리뷰 테스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

● Multimedia CD(E-Book + Audio Files) 

E-Book과 본문 녹음 파일을 활용한 시청각 강의 

교재명

Bricks First Grammar 1

영어 학습 1~2년차

Nouns & Articles, Pronouns, Be Verbs, 

Adjectives & Prepositions

Bricks First Grammar 2
Simple Present, Present Continuous & Future,

Simple Past, Helping Verbs & Sentences

학습 대상 학습 내용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근간이 되는 기초영어문법

동화(Classic Tales)로 배우는 초등영문법

Level Chart

G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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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Let’s Practice More
앞서 등장한 이야기를 확장

해서 더 많은 구문과 문법 

사항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This 
문법의 주요 포인트를 포함

한 간단한 문장들을 암기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Grammar Chart
문법의 기본 개념을 단순한 

도표와 명료한 예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Grammar Review
세 유닛마다 앞서 배운 문법

을 통합적으로 리뷰하고 학

습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습

니다.

Context-Setting 
Picture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고전 

동화의 장면을 통해 문법을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갑니다.

Let’s Practice
다양한 연습문제를 풀어보

면서 문법의 포인트와 정확

한 활용의 예를 익힐 수 있

습니다.
 l Workbook & Multimedia CD l

초등 초급(G1~G4)

12(4 pages/Unit, Review Test 4회)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Key, Lesson Plan,  

Grammar Test,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Multi C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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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Bricks Smart Grammar 1
Nouns, Pronouns, Simple Present, Present Continuous, Past Simple,

Future, Adjectives, Adverbs, Prepositions, Other Essential Expressions

Bricks Smart Grammar 2

Nouns, Articles, Pronouns, Simple Present, Present Continuous,  

Past Simple, Future, Adjectives, Adverbs, Prepositions,  

How & Why Questions, Conjunctions, Comparative & Superlatives,  

Passive, Gerund & to-Infinitives, Other Essential Expressions

학습 대상 학습 내용

Level Chart

G
ra

m
m

a
r

[ S T U D E N T  B O O K  ]

l Workbook & Multimedia CD l

Bricks First Grammar에서 배운 기본 문법의 확장

작문 능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초등영문법
●  Syntax-based English Grammer

  문법을 연계해서 배우는 구문론적인 문법 학습

●  Grammar Based Writing Exercises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작문 연습

●  Four Progress Tests

  8개의 Unit을 마친 후의 향상된 실력 점검

●  Easy-to-use Workbook

  수업 및 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문제 수록

●  Multimedia CD(E-Book + Audio Files)

  E-Book과 본문 녹음 파일을 활용한 시청각 강의

Bricks Smart Grammar 1~2 Let’s Find the Grammar Point
그림과 어우러진 읽을거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문법 포인트를 발

견할 수 있습니다.

Let’s Practice
지루함은 덜고 반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풀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Let’s Learn
학생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차트

와 설명을 통해 문법을 정리합니다.

Let’s Learn More
앞 코너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 포인트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

을 간단한 문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Writing Exercise
앞서 배운 2개의 Unit을 하나로 묶어서 정확

한 문법에 기반한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2개의 Unit에서 각각 따로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Progress Test
8 Unit마다 제공되는 Progress Test는 그동

안 쌓인 실력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들을 명

확하게 구분하는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초등 중급(G3~G6)

32 Units(2 pages/Unit) 

16 Writing Exercises

4 Progress Tests 

Student Book(+ Workbook   

+ Multimedia CD)

Answer Key, Lesson Plan,  

Additional Test,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Multi CD

Download

영어 학습 2~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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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

 POIN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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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p.5

A  Write the correct words in the box. 

 a 또는 an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쓰시오.

 
      chair                          apple                          elephant                       arm

      leg                             uniform                       university                     umbrella

      brother                      ant                              eye                               toy    

      airplane                     hour                            fox                               doctor  

 

0   chair

2   uniform

4   brother

6   fox

1   leg

3   university

5   toy

7   doctor

 

8   apple 

10 arm  

12 ant

14 airplane

9    elephant

11 umbrella

13 eye

15 hour

부정관사 a/an  Indefinite Article a/an 

1 	 부정관사	a/an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의미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붙인다.

	 	 a	girl	 	 a	cat	 	 an	egg	 	 an	apple

NOTE! 		a	girls	(x)	 	 a	cats	(x)	 	 a	milk	(x)	 	 a	water	(x)

2 	 명사가	자음	소리로	시작하면	a를,	모음	소리(a,	e,	i,	o,	u)로	시작하면	an을	붙인다.

a + (반)자음 소리 a	bus	 	 a	dish	 	 a	sister		 a	yogurt	 	 a	woman	

an + 모음 소리 an	apple	 an	egg	 	 an	igloo	 an	orange	 	 an	umbrella	

	 	 •h로	시작하는	명사의	첫	소리가	모음	[a]	로	소리	나면	an을	붙인다.	

	 	 			an	hour	[aʊər]	한 시간	 	 	 	 	 a	hour	(x)		

	 	 		•u로	시작하는	명사의	첫	소리가	반자음	[j]으로	소리	나면	a를	붙인다.	

	 	 			a	uniform	[jú:nɪfɔ:rm]	유니폼, 제복		 	 an	uniform	(x)			

	 	 			a	university	[jù:nɪvә:rsəti]	대학교 	 	 an	university	(x)	
		

부정관사 a/an의 의미와 쓰임  The Meaning & Usages of a/an 

1 	 	a나	an은	‘하나(=one)’의	의미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낼	때	쓴다.	보통은	‘하나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다.

	 	 It	is	a	dog.	그것은 개다.

	 	 I	have	an	umbrella.	나에게는 우산이 하나 있다.

2 	 ~	마다,	매	~(per)

	 	 I	ride	a	bike	twi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자전거를 탄다.

3 	 질병	앞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1

2

Articles   관사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	그	명사가	막연한	‘하나’인지,	특정한	의미로	‘바로	그’를	가리키는지	알려준다.	관사로는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가	있다.	

ⓐ 특정하지 않은 하나

ⓑ ~ 마다 

ⓒ 질병 앞

ⓐ 특정하지 않은 하나 

ⓑ ~ 마다 

ⓒ 질병 앞

Terms & Meaning

관사:	갓(冠	갓	관)을	쓴	말(詞	말	사).	갓은	예전에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였다.	관사는	갓처럼	명사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부정관사:	정해지지(定	정할	정)	않은(不	아닐	부)	관사(冠詞)	

정관사:	정해져	있는(定)	관사

PLUS

LESSON 

3

B Match the right meaning of the underlined a or an. 

 밑줄 친 a/an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0 She has a watch.  •       
 그녀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a stomachache.  •     
 나는 배가 아프다.

2 We go camping once a month.  •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간다.

3 She will buy a table.  •
 그녀는 탁자를 살 것이다.

4 He is an office worker.  •      
 그는 직장인이다.

5 He cleans his room three times a week.  •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방을 청소한다.  
6 A woman is sitting on a bench.  •     
 한 여자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7 The baby has a cold.  • 
 그 아기는 감기에 걸렸다. 

a an

 REVIEW TEST |  Less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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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명사의 복수형

[7-9]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07  

(child)

Five children  play in the playground. 
아이들 다섯 명이 놀이터에서 논다.

08 

(leaf)

Two leaves  are on your hat.  
나뭇잎 두 개가 너의 모자 위에 있다.

09
(loaf, bread)

I buy two loaves of bread  every day. 
나는 매일 빵 두 덩어리를 산다.

•the의 발음: university의 첫 소리가 반자음이므로 [ðə]로 발음

10 다음 밑줄 친 the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

① The elephant is very big. 그 코끼리는 매우 크다.

② Take the umbrella. 그 우산을 가져 가.

③ They live in the igloo. 그들은 이글루에 산다. 

④ The oranges are fresh. 그 오렌지들은 신선하다.

⑤ She goes to the university. 그녀는 대학에 다닌다. 

•명사의 단수와 복수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마셔도 될까?

② She likes fun parties. 그녀는 즐거운 파티들을 좋아한다.

③ Three sheeps are on the grass. 양 세 마리가 잔디 위에 있다. 
     → sheep
④ We drink a cup of tea at 5. 우리는 5시에 차 한 잔을 마신다.

⑤ They sell radios and videos. 그들은 라디오와 비디오를 판다.

•셀 수 없는 명사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바른 것은? 

① I borrow moneys. → money  나는 돈을 빌린다. 

② My favorite subject is an art. 
         → 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다. 
③ We want peace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④ Sam does his homeworks. → homework  샘은 숙제를 한다. 

⑤ She goes to a Canada every summer. 
    → Canada  그녀는 매년 여름마다 캐나다에 간다.

01 다음 빈칸에 부정관사를 넣을 때,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는?  

① an  umbrella   ② an  orange 

③ an  egg     ④ a  uniform  

⑤ an  hour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2-3]   다음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02   

① piano + -s  ② actress + -es ③ potato + -es

④ church + -es  ⑤ dish + -es

03  

① baby + -ies  ② hobby + -ies  ③ lady + -ies 

④ strawberry + -ies  ⑤ monkey + -s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 

04 다음 중 짝지어진 명사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은? 

① sugar ― water 물질명사     ② March ― Jane 고유명사

③ air ― butter 물질명사      ④ peace ― money 추상명사

⑤ soup ― homework 물질명사-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 표현

05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 need a piece  of paper. 나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 She eats a piece  of pizza. 
 그녀는 피자 한 조각을 먹는다.

① loaf     ② slice   ③ piece 

④ cup     ⑤ bowl 
 

•정관사 the를 쓸 수 없는 경우

0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 I go to a bed at 9 o’clock. 
 나는 9시에 잠자리에 든다.

① bed    ② beds  ③ the bed

④ an bed   ⑤ bedes

•관사 a/an의 구별: uniform의 첫소리는 반자음 [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 R I T I N G  P R A C T I C E

34                  Unit 01 Nouns & Articles

정답 및 해설 p.8

A    Choose the right words and unscramble.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하시오.   

1   ( an, a, actress )     →     I know an actress .
          나는 여배우 한 명을 안다.

2   ( glass, glasses, wear )   →     I wear glasses            .
          나는 안경을 낀다.

3   ( bowls, rice, four, of, rices )  →     He eats four bowls of rice     .
          그는 밥을 네 그릇 먹는다.

4   ( a, the, in, sky )     →     The moon shines in the sky       .
          달이 하늘에서 빛난다.

5   ( once, a, an, week )    →     We go hiking once a week      .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간다.

6   ( speaks, Korean, the, a )  →     She speaks Korean         .
          그녀는 한국어를 말한다.

7   ( a, an, the, headache )  →     I have a headache        .
          나는 머리가 아프다.

8   ( two, thief, thieves )   →     Two thieves       are in the store!
          도둑 두 명이 가게에 있다!

B    Correct the underlined parts and rewrite.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시오. 

1   I love seoul.      →   I love Seoul.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2   Do you want milks?    →   Do you want milk?

         우유를 마실래?

3    I want two apple.     →   I want two apples.

         나는 사과 두 개를 원한다.

4   I have a homework.    →   I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있다.

5   My sister likes her puppys.  →   My sister likes her puppies.

         내 여동생은 그녀의 강아지들을 좋아한다.

6   An earth is round.    →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7   We have a piece of cheeses.   →   We have a piece of cheese.

         우리는 치즈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8   My sister wears an uniform.  →    My sister wears a uniform.

         내 언니는 유니폼을 입는다.

Point Check 
핵심 문법 개념을 완전히 이

해하기 위한 확인 연습 풀이

로 개념을 확실히 익힙니다.

Writing Practice  
문법 활용 쓰기 연습으로 비

중이 높아지는 서술형 문제

에 대비합니다.  

+  
복습용 Workbook, 중간/기

말고사 3회, 온라인 학습 자

료 제공  

Grammar Point 
간단한 설명과 알기 쉬운 

표·삽화로 주요 문법 개념

을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Review Test  
해당 Unit의 문법 내용을 내

신 유형 문제로 종합하여 점

검합니다. 

 l Workbook l

Download

PRACTICE for basic gramma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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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ll in the blanks with a or an.  POINT 1

  빈칸에 a 또는 an을 쓰시오.

0 a  stone   1 an  angel   2 a  teacher

3 a  ball   4 an  idea   5 an  egg

6 a  baby   7 an  ant   8 a  pig

9 an  umbrella  10 an  octopus  11 an  hour

12 a  rose   13 a  uniform  14 an  orange

15 a  dish   16 a  university  17 an  uncle

B   Choose the right meaning of the underlined a or an.  POINT 2

  밑줄 친 a/an의 알맞은 의미를 고르시오.

 ⓐ 특정하지 않은 하나                                          ⓑ ~ 마다                                          ⓒ 질병 

0 Jane is a teacher.         ⓐ
 제인은 선생님이다. 
1 A horse runs fast.         ⓐ

 말은 빠르게 달린다. 
2 He has a bad cold.        ⓒ

 그는 독감에 걸렸다. 
3 She will buy a cap.               ⓐ

 그녀는 모자를 살 것이다.

4 I wash my hands three times a day.     ⓑ

  나는 하루에 세 번 손을 닦는다.

5 It is an owl.          ⓐ

 그것은 부엉이다. 
6 I have a toothache.        ⓒ

 나는 이가 아프다.

7 They go to the library once a week.      ⓑ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간다. 
8 I need a pen and a piece of paper.     ⓐ

 나는 펜 하나와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IMPROVE for extended gramma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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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ose the correct one.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STEP 1  •

0 ( a / an /  ) eggs   1 ( a / an /  ) ant    2 ( a / an /  ) water 

3 ( a / an / X ) zoo    4 ( a / an /  ) uniform  5 ( a / an /  ) salt 

6 ( a / an /  ) butter   7 ( a / an /  ) lions   8 ( a / an /  ) weather 

9 ( a / an /  ) hour   10 ( a / an /  ) wife    11 ( a / an /  ) actress 

12 ( a / an /  ) Tuesday   13 ( a / an /  ) toy    14 ( a / an /  ) elephant  

15 ( a / an /  ) university  16 ( a / an /  ) umbrella   17 ( a / an /  ) teeth

18 ( a / an /  ) idea   19 ( a / an /  ) sneakers  20 ( a / an /  ) April

 • STEP 2  •

21 in ( a / the /  ) earth     22 eat ( a / the /  ) lunch  

23 once ( a / the /  ) year     24 play ( a / the /  ) tennis 

25 play ( a / the /  ) cello    26 in ( a / the /  ) sky

27 have ( a / the /  ) cold     28 go by ( a / the /  ) bus  

29 five times ( a / the /  ) week   30 learn ( a / the /  ) English 

31 go to ( a / the /  ) work    32 in ( a / the /  ) afternoon

33 on ( a / the /  ) left      34 at ( a / the /  ) home  

35 twice ( a / the /  ) month    36 around ( a / the /  ) moon 

         APPLY  for actual gramma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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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rite a, an, the or X in the blanks.  
	 	 빈칸에	a,	an,	the	또는	X표를	하시오.	

0 I like X  math.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1 I go to X  school on X  foot.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2 My sister can play the  piano. 내	여동생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3 I have a  friend. The  friend is pretty.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예쁘다. 

4 My family go to X  church every Sunday. 우리	가족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5 I go hiking on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간다.

6 The  sun shines. 태양이	빛난다.

7 I have an  umbrella. The  umbrella is pink. 나에게는	우산이	하나	있다.	그	우산은	분홍색이다. 

8 She is an  actress. 그녀는	여배우다. 

9 We have X  dinner at 7 o’clock. 우리는	7시에	저녁을	먹는다.

10 The  woman is my teacher. 그	여자분은	나의	선생님이다.

11 There is a  university in my town. 우리	마을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다. 

12 I learn X  Spanish three times a  week.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스페인어를	배운다. 

13 My daughter wants a  doll. The  doll is expensive. 
 내	딸은	인형을	하나	원한다.	그	인형은	비싸다. 

14 I go to work by X  subway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전철을	타고	직장에	간다. 

15   A: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

   B: The  girl is my cousin. 그	소녀는	내	사촌이야.

●    권 별 목표를 분명히 하여 한 번에 1~2개의 주요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구성

●   개념 이해에서 실전 적용까지 체계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 문법 적용력

과 학습 지속성을 높임

●  개념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표, 삽화, 사진 수록

●   한자로 된 어려운 문법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 

●   종합적으로 실력을 점검해보는 Review Test, 중간/기말고사와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Workbook 제공 

품사에서 문장 구조까지, 개념 이해와 실전 적용을 한 번에 완성하는

초등 기초 영문법(Basic Grammar)

교재명

Bricks Grammar 1

영어 학습 3년차 

품사 완성 (1): 명사, 관사, 

대명사, 동사

Nouns & Articles, Pronouns, Be Verbs, Present 

Simple Tense, Empty Subject it 

Bricks Grammar 2

Bricks Grammar 3

Bricks Grammar 4

품사 완성 (2): 현재진행 시제,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의문사 

시제/동사 완성: 과거시제, 과거진행 시제, 

미래시제, 조동사, 의문사와 시제 

문장구조의 완성: 비교, 접속사,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수여동사, 

to부정사, 동명사 

Present Continuous Tense, Adjectives, Adverbs 

& Prepositions, Interrogatives 

Past Tense, Past Continuous Tense, Future 

Tense, Helping Verbs, Interrogatives with Tense 

Comparisons, Conjunctions, Imperatives & 

Exclamations, Questions, Verbs with Direct Object 

and Indirect Object, To-Infinitive, Gerund 

학습 대상 학습 내용

Level Chart

초등 중급(G4~G6)

12(10 pages/Lesson, Review Test/

Writing Practice 4회) 

Student Book(+ Workbook +  

중간/기말고사 3회)

Answer Keys, Lesson Plans,  

Word Lists & Tests, Sentence Writing 

Worksheets, Grammar Practice 

Worksheets(교사용)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Lesson 3 Articles                     31

 Grammar  in  Use

정답 및 해설 p.6

Erase the unnecessary article. 불필요한 관사를 지우시오.

I get up at 7:30. I eat toast and a milk for a breakfast. I go to a school 

at 8:30. I have six classes. I like the science. I play the piano in the 

music class. In the evening, I play the badminton with my family.

B   Correct the underlined parts.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0 It’s time for a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다.        dinner

1 He is an high school student. 그는 고등학생이다.      a

2 I play soccer for a hour a day. 나는 하루에 한 시간 축구를 한다.     an hour 

3 My sister really likes a bread. 내 여동생은 빵을 정말 좋아한다.   bread

4 Look at the bird in sky. 하늘에 있는 새를 봐.        in the sky

5 Let’s have the lunch. 점심을 먹자.         lunch

6 I’m good at a math. 나는 수학을 잘한다.         math

7 Do you have an pen? 펜이 하나 있니?       a pen

8 My dad goes to the work every day. 우리 아빠는 매일 일하러 가신다.  work

9 My friend goes to school by a bus. 내 친구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by bus        

10 I watch a movie once the week.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본다.    a week 

11 Mary has a camera. A camera is old.      The camera

 메리는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카메라는 오래되었다. 
12 She needs a egg, a potato, and two tomatoes.   an egg

 그녀는 달걀 하나, 감자 하나, 토마토 두 개가 필요하다.  
13 A boy is my classmate. 그 소년은 우리 반 친구다.        The boy

14 She speaks the English well.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English

나는 7시 30분에 일어난다. 나는 토스트와 우유를 아침 식사로 먹는다. 나는 8시 30분에 학교에 간다. 나는 여섯 개의 
수업이 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나는 음악 수업 시간에 피아노를 연주한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친다.

 GRAMMAR in  USE

Practice 
학습한 문법 개념을 포인트별로 하나

씩 풀어보며 점검합니다. 

Apply     
문법 개념을 쓰기, 말하기, 읽기에 적

용해봅니다. 

Improve   
3~4가지 문법 개념을 연결해 통합

적으로 연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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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CHAPTER 01  주어와 동사 27

B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시오.

 
보기    Does[does]    Are[are]    Is[is]    Did[did]    Were[were]

 

 1 너 아침에 어디에 있었어?

  → Where  you in the morning?

 2 그는 어제 그림을 그렸니?

  →  he paint yesterday?

 3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다.

  → There  many people in the park.

 4 Alice는 게으르지 않다.

  → Alice  not lazy.

 5 Sam은 우산이 없다.

  → Sam  not have an umbrella.

C 	 다음	대답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시오.

 1 A:  will you meet him? B: At the airport.

 2 A:  did you hear the news?  B: Yesterday.

 3  A:  do you go to school?  B: By subway.

 4 A:  is your problem?  B: I am not good at math.

 5 A:  is she so upset?  B: Because someone stole her bag.

A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1 He and his friends plays soccer every Sunday.  

 2 Was Paul ask the question yesterday?  

 3 She doesn’t listens to me.   

 4 We didn’t went into the room.   

 5 What were you do last Saturday?   

D 	 서술형	 		다음	문장을	괄호	안의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1 Your son wants a robot for his birthday. (의문문으로)

  → 

 2 I play the guitar every day. (부정문으로) 

  →  

 3 You waited for Sally yesterday. (의문문으로)

  → 

 4 There is a movie theater next to the bakery. (의문문으로)

  → 

 5 My room is clean. (부정문으로)

  → 

E 	 고난도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에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그	문장을	다시	쓰시오.

	

ⓐ I like not the song.  

ⓑ How is the weather today?  

ⓒ I’m write in my diary every night.  

ⓓ There is a lot of things in my bag.  

ⓔ Anne don’t tell a lie to me yesterday.  

ⓕ Does the class begin at 9 o’clock today?    

 

 

 

 

CHECK UP 2
Answers  p. 6

교재명 학습 대상 학습 내용

Bricks 중학 Grammar 1 초등 5, 6~중학 1
1. 주어와 동사  2. 명사와 관사  3. 대명사  4. 시제  5. 조동사  6. 형용사  7. 부사  8. 비교  

9. 문장의 종류  10. 문장의 형식  11. to부정사  12. 동명사  13. 접속사  14. 전치사

Bricks 중학 Grammar 2 중학 1~중학 2

1. 문장의 형식  2. 문장의 종류  3. 시제  4. 조동사  5. 수동태  6. 부정사  7. 동명사  8. 분사  

9. 접속사  10 관계사  11 명사, 관사와 대명사 12 형용사와 부사  13 비교  14 가정법  

15 일치와 화법  16 전치사 

Bricks 중학 Grammar 3 중학 2~예비 고1
1. 시제  2. 조동사  3. 수동태  4. 부정사  5. 동명사  6. 분사  7. 명사, 관사, 대명사  8. 형용사, 

부사  9. 비교  10. 접속사  11. 관계사  12. 가정법  13. 일치와 화법  14. 특수구문  15. 전치사

[ S T U D E N T  B O O K  ] 중
학

 영
어Bricks 중학 Grammar 1~3

Download

문법 실력 다지고, 내신 성적 올리는

중학 14종 영어 교과서 통합 영문법

Level Chart

●   문법의 핵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Grammar Map

●   필수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Point 설명

●   최신 경향 내신 문제를 반영한 신유형, 고난도 문제

●   내신 만점을 위한 서술형 문제 강화 

●   문법 실력을 다지는 ‘이해 - 연습 - 응용’ 단계별 학습

●   문법기출 자동출제 프로그램과 교사용 수업 자료 수록 교사용 CD

12 •  CHAPTER 01  주어와 동사 13

POINT 1-1 ● 주어와 be동사의 긍정문 
be동사는 ‘~이다, ~이 있다’란 의미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1 be동사 : ~이다, ~이 있다

 • I am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나는 중학교 1학년이다. 

 • My friends are in the room together.  내 친구들은 그 방에 같이 있다. 

2 be동사의 변화형 

주어
 be동사 

현재 줄임말 과거

1인칭 단수 I am I’m was

2인칭 단수 you are you’re were

3인칭 단수 he / she / it is he’s / she’s / it’s was

1인칭 복수 we

are

we’re

were2인칭 복수 you you’re

3인칭 복수 they they’re

 • I am(=  I’m) a history teacher.  나는 역사 선생님이다.

 • We are(=  We’re) in New York now.  우리는 지금 뉴욕에 있다.

  일반 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면 is / was, 복수면 are / were를 쓴다.

 • The boy is my brother.  그 남자애는 내 남동생이다.

 • Some boys were in the classroom.  몇 명의 남자애들이 교실에 있었다.

POINT UP  

. be동사 현재는 인칭대명사 주어와 줄여 쓸 수 있다. 

 • (You are, You’re) very kind.  너는 매우 친절하다.

 • (He is, He’s) my cousin.  그는 내 사촌이다.

 • (They are, They’re) hungry.  그들은 배가 고프다.

. be동사 과거는 인칭대명사 주어와 줄여 쓰지 않는다. 

 • (I was, I’as) in New York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뉴욕에 있었다.

 • (You were, You’ere) kind to me yesterday.  너는 어제 나에게 친절했다.

A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He and she (is, are) close to each other.

 2 Basketball (is, are) my favorite sport.

 3 My sister and I (was, were) busy yesterday.

 4 You and I (am, are) wrong.

 5 My grandmother (is, are) 70 years old.

 6 The streets (was, were) crowded with many people.

 7 Tom and I (was, were) in the same class last year.

 8 His notebook (is, was) on the desk now. 

 9 Her dad (was, were) at home last night.

 10 David (is, was) sick last Sunday.

B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줄임말이	있으면	줄임말을	쓰고,	없으면		×	표를	하시오.

 1 I am very kind to everyone.  

 2 They were in the garden an hour ago.  

 3 He is cute and lovable.  

 4 She was a great pianist.  

 5 They are soccer players.  

 6 She was serious about her future.  

 7 She is a new student here.  

 8 They were happy with the result.  

 9 He is my granddad.  

 10 You are my best friend.  

POINT CHECK  
Answers  p. 2

초등 고급~중등 고급(G6~G9)

14~16(18~32 pages / Chapter)

Student Book(+ Answers)  

Teacher’s Guide(비매품)

Lesson Plan, Word Lists & Tests, 

Worksheets, Assessment 

Level               :

Chapters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 GRAMMAR MAP

CHAPTER

01
주어와 동사

1-1	 주어와	be동사의	긍정문	

1-2	 be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1-3	 there	is	~	/	there	are	~

CHECK	UP	➊

1-4	 일반동사의	긍정문

1-5	 일반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1-6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CHECK	UP	➋

중간	·	기말고사	예상문제	

동사

be동사

주어 + be동사긍정문

주어 + be동사 + not부정문

be동사 + 주어 ~?의문문

일반동사

주어 + 일반동사긍정문

주어 + don’t[doesn’t] + 동사원형부정문

do[does] + 주어 + 동사원형 ~?의문문

Grammar Map
각 챕터 시작 전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념 도식화

POINT
핵심 문법 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한 꼼꼼한 이론 강의

POINT UP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과 틀

리기 쉬운 유형에 대해 머리

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CHECK UP
기초 훈련 문제,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의 종합 문제를 통한 반복 학습

서술형 
문법 지식을 기초로 한 다양한 쓰기 연습

고난도 
변별력 있는 내신 시험 문제에 도전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내신 실전에 가장 가까운 문제를 통해 만점 

대비

신유형 
새로운 유형의 최신 내신 문제에 적응

서술형 평가 
전국 중학교 내신 서술형 유형 총망라

POINT CHECK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하여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기초 

훈련 문제

 l Answers l



86 87

[ S T U D E N T  B O O K  ] 중
학

 영
어Bricks 중학영문법 1~3

●   2014학년도 새 영어교과서 12종의 모든 문법을 분석하여 반영

●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된 최다 문제(4200제+1200제) 수록 

●   서술형 코너를 별도로 두어 주관식ㆍ서술형 평가 완전 대비 

●   홈페이지(www.ebricks.co.kr)에 1,200개 이상의 추가 문제 탑재 

9차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중간·기말고사 대비 학년별 중등영문법

교재명

Bricks 중학영문법 중1

1. 문장  2. 동사의 시제  3. 조동사  4. 수동태  5. 부정사 6. 동명사  

7. 분사  8. 비교  9. 접속사  10. 가정법 11. 명사와 관사  

12. 대명사 13. 형용사 14. 부사 15. 전치사

Bricks 중학영문법 중2

Bricks 중학영문법 중3

초등 5, 6~중학 1

중학 1~중학 2

중학 2~중학 3

1. 문장 2. 동사의 시제 3. 조동사 4. 수동태 5. 부정사 6. 동명사  

7. 분사 8. 비교 9. 접속사 10. 가정법 11. 관계사 12. 일치와 화법  

13. 명사, 관사와 대명사 14. 형용사와 부사 15. 전치사

1. 동사의 시제 2. 조동사 3. 수동태 4. 부정사 5. 동명사 6. 분사  

7. 명사, 관사, 대명사 8. 형용사, 부사 9. 비교 10. 접속사  

11. 관계사 12. 가정법 13. 일치와 화법 14. 특수구문 15. 전치사

학습 대상 학습 내용

Level Chart

초등 고급~중등 고급(G5~G9)

15(16~42 pages/Unit) 

Student Book(+ 정답 및 해설) 

Teacher’s Guide(비매품) 

Answer Key, Word Lists & Tests, 

Online Workbook, Test Sheet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Download

중간ㆍ기말고사 예상문제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객관식 및 서술형 문제를 풀

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습

니다. 

CHECK UP+ 
중간에 앞서 배운 여러 개의 

문법 사항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반복·복습

합니다.

POINT
읽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

는 설명과 적절한 예문을 통

해 핵심 문법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Workbook
브릭스 홈페이지에 추가로 

문제를 탑재하여 더 많은 연

습을 할 수 있습니다.

POINT CHECK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풀면서 문법 사항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POINT COKCOK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

심 문법만을 뽑아 체크식으

로 정리합니다.

중학영문법 통합권 3권                    중학영문법 분권 6권(자습서 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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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및 해설 |

Bricks 중학내신독해 1~6
Download

[ S T U D E N T  B O O K  ]

가정, 학교, 자연, 환경, 문

학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독해지문 40개 선정하여 

내신대비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킨다. 

기출문제

중간·기말고사에서 실제

로 출제된 영영풀이, 문법

문제로 반드시 익혀 내신

에 대비한다.

서술형

중간·기말고사에서 독해 

서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중
학

 영
어

Level Chart

●   새 중학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해지문 40개 선정

● 전국의 중학교 중간·기말고사의 기출 문제 반영 

● 새 영어교과서 12종의 모든 문법, 어휘 분석하여 반영

●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4회 수록

중등 초급~중등 고급(G7~G9)

10 Units

Student Book(+ 정답 및 해설), 

Teacher’s Guide(비매품)

Dictation Sheets, Translation Sheets, 

Word Lists & Tests,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교재명 학습 대상 학습 내용

Bricks 중학내신독해 1

초등 6~중학 1

1. School Days 2. My Daily Life 3. Family and Neighbor 4. Hobby and Health 

5. Human and Welfare 6. Different Culture 7. Science 8. Nature and Environment 

9. Literature and Art 10. Human and Communication

Bricks 중학내신독해 2

1. School Days 2. My Daily Life 3. Family and Neighbor 4. Hobby and Health 

5. Human and Welfare 6. Different Culture 7. Science 8. Nature and Environment 

9. Literature and Art 10. Various Articles

Bricks 중학내신독해 3

중학 1~중학 2

1. School Days 2. Living with People 3. My Lovely Family 4. Hobby and Health 

5. Human and Welfare 6. Different Culture 7. Science 8. Nature and Environment 

9. Literature and Art 10. Various Articles

Bricks 중학내신독해 4

1. School Days 2. Good Relationships 3. Lovely Family 4. Hobby and Health

5. Human and Welfare 6. Different Culture 7. Science 8. Nature and Environment 

9. Literature and Art 10. Society

Bricks 중학내신독해 5

중학 2~중학 3

1. My Daily Life 2. School Days 3. Social Life 4. Nature and Environment (1)  5. Nature and 

Environment (2) 6. Science and Social Activities (1) 7. Science and Social Activities (2) 

8. Culture and Art (1) 9. Culture and Art (2) 10. Human and Welfare

Bricks 중학내신독해 6

1. Everyday Life 2. Society and Hobby 3. Nature and Environment (1) 

4. Nature and Environment (2) 5. Culture 6. Various Articles (1) 7. Various Articles (2) 

8. Literature and Art 9. Job 10. Human and Welfare

Grammar Check 
독해지문에 나온 문법으로 새 교과

서에 있는 문법이므로 반드시 학습

해서 내신에 대비한다. 

Word & Grammar  
중간·기말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된 영영

풀이, 낱말과 숙어, 문법문제는 앞에서의 

독해학습에 대한 점검은 물론 내신시험

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ading & Writing  
독해지문에 나왔던 주요 

구문으로 정확한 해석과  

영작연습을 통해 중간기말

고사의 서술형 문제에 대

비한다. 

독해도 잡고 내신도 잡는다!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 독해능력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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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중학놀부독해 1~3
Download

[ S T U D E N T  B O O K  ] 중
학

 영
어

●   독해에 꼭 필요한 140개 기본구문 익히기 

● Exercise 문제로 구문개념 다지기와 문장해석 연습하기

● 수능 경향에 맞춘 지문으로 구문독해 실력 기르기

Level Chart

중등 초급~중등 고급(G7~G9)

16 Units(8 Chapters)

Student Book(+ 정답 및 해설),  

Teacher's Guide(비매품)

Word Lists & Tests,  

Translation Sheets, MP3 Files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교재명 학습 대상 학습 내용

Bricks 

중학놀부독해 1
중학 1

1. 문장의 주어  2. 주어로 쓰인 to부정사와 동명사  3. 문장의 목적어  4. 목적어로 쓰인 to부정사와 동명사  

5. 문장의 주격보어  6. 문장의 목적격보어  7.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8. 진행시제  9. can, may, will, be going to  

10. must, have to, should  11.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  12. 부사절의 수식  13.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  

14.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5. 원급비교와 비교급 비교  16. 최상급 비교

Bricks 

중학놀부독해 2
중학 2

1. 구로 된 주어와 구의 꾸밈을  받는 주어  2. 절로 된 주어  3. 구로 된 목적어  4. 절로 된 목적어  5. 주격보어  

6. 목적격보어  7. 기본시제와 진행시제  8. 완료시제  9. 조동사  10. 수동태  11.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  

12. 부사절과 분사구문의 수식  13. 관계대명사절  14. 관계부사절  15.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현재  16. 가정법 

과거완료와 혼합 가정법

Bricks 

중학놀부독해 3
중학 3

1. 구와 절로 된 주어  2. 꾸밈을 받는 주어  3. 구와 절로 된 목적어  4. 꾸밈을 받는 목적어  5. 주격보어  

6. 목적격보어  7. 완료시제와 완료진행시제  8. 조동사 구문  9. 수동태의 시제와 긍정, 부정, 의문문  10. 3, 4, 5형식 

수동태  11. 분사구문  12. 관계사절  13. 비교급과 최상급 구문  14. 가정법 구문  15. 수의 일치  16. 특수 구문

독해의 기본, 구문을 잡아라!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구문독해 프로그램

놀부패턴

고전의 재미와 해학을 느끼

며 대표 문장을 통해 영어 

구문의 개념을 익힌다. 영

어 독해의 기본이 되는 문

장들이므로 외어두면 좋다.

GRAMMAR in FOCUS 

독해에 꼭 필요한 기본구문을 교육과정에 맞게 

각 권마다 140개씩 선별하고 자세한 해설을 제

시하였다. 특히 놀부비법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문 정보를 제공하였다.

READING TEST
구문이 잘 녹아 있는 유머, 시사, 학술, 문학적인 소재의 4

개의 단문과 1개의 장문으로 구문과 독해실력을 테스트한

다. 리딩 문제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여 학교시험

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EXERCISE 

문제풀이를 통해 구문 개

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

록 문장 단위의 문제와 문

단 단위의 어법 문제로 구

성되어 있다. 

REVIEW TEST 

단원평가는 각 단원의 주요 어휘와 

주요 구문을 정리하는 코너이다. 영

영풀이 문제와 문맥상 적절한 어휘 

추론, 구문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정답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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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E N T  B O O K  ] 중
학

 영
어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1~3 Download

중학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실전모의고사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 듣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Level Chart

●   듣기 실전모의고사 16회 + 고난도 모의고사 4회(전 20회)

●   새 교과서의 의사소통 예시문을 반영한 듣기 문제 구성

●   최근 3년간 영어듣기능력평가 분석, 반영한 신경향 문제

●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을 통한 효과적인 듣기연습

●   청취력 향상에 최적인 140wpm 속도로 연습

Dictation
실전모의고사를 학습한 후 각 문제의 듣기대본을 다시 들어 

보며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게 한다. 이

때 단어나 구절 단위의 받아쓰기가 아닌 의미 단위의 문장 받

아쓰기를 통해 실제로 듣기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신경향 듣기 문제 

최근 3년간 영어듣기능력평가를 분석, 반영하였고 실제  시

험보다 어려운 고난도 모의고사(실전모의고사16~20회)를 

통해 자신의 듣기능력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또한 실제 시

험의 발화 속도보다 빠르게 녹음해서 듣기능력 향상에 실

제로 도움이 되게 하였다.

질문과 대답   

대본 내용의 80% 이상은 질

문과 대답이다. 실제시험에 

나온 질문과 대답을 체계적

으로 익히면 어떤 지문이 나

오더라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 Advanced Drill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보며 앞서 익힌 기출 질

문과 대답을 적용해본다.  

Basic Drill     
해당 단원의 기출 질문과 대

답을 학습한 후 받아쓰는 연

습을 통해 완전히 익힌다.

초등 고급~중등 고급(G6~G9)

Student Book (+ 정답 및 해설),  

MP3 CD

최근 5년간 중학영어듣기능력평가 기출

문제, Word Lists & Tests, MP3 Files

Level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교재명 학습 대상 학습 내용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1 초등 6~중학 1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2 중학 1~중학 2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3 중학 2~중학 3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1

고난도 4회 포함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Answers 
MP3 files

1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l 정답 및 해설 & MP3 CD l

2

MP3 files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3

MP3 files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MP3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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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Bricks NEAT B

Bricks NEAT S

Bricks NEAT A

Level Chart

●  새 영어교육과정에 기초한 집중학습법(Narrow Study Method) 적용

●  자연스러운 나선형 반복학습에 의한 영어 기초능력 향상 

●  NEAT를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Multimedia CD 탑재 

●  인터넷 기반 학습과 테스트(iBT)가 가능한 온라인 전용학습관 제공 

 (www.bricksneat.com)

Bricks NEAT Series B/S/A

초등 초급~초등 고급(G3~G12)

20회 강의용 

Student Book  

(+ 정답 및 해설 + Multimedia 

CD) Teacher’s Guide(비매품)

Answer Key, Lesson Plan,  

MP3 Files 

www.bricksneat.com

Level               :

Units               :

Components  :

Download       :
Resources

e-Learning      :

Multi CD

e-LearningDownload

MP3 CD

[ S T U D E N T  B O O K  ]

Getting Started Unit Test Final Test 

•새로운 어휘 학습

•기본 문장(Sentence) 학습 

Skill Drill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NEAT

에 필요한 기본 스킬 반복 훈련 
NEAT 유형 학습과 실전 연습 NEAT 성취도 테스트

A Series Speaking

Unit Test

Final Test 

S Series Speaking 

S1 & S2 Speaking Drill 

S3 Speaking Drill  

B Series Speaking 

Getting Started 

Speaking Drill

N
E

A
T

4 Skills, 3 Level, 총12권 

4 Skills, 3 Level, 총12권 4 Skills, 3 Level, 총12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비하여

영어의 기본 실력을 다지는 기본학습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중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9~14단어 이내 문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구성

교육과정 소재별 구성

교육과정 소재별, 

NEAT 출제 유형별 구성

출제 유형별, 출제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 구성

학습 대상

초등 3~초등 6, 예비중 1

초등 5~중등 3

중등 3~고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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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학습 대상(권장사항) 단어수 워크북 북리포트 오디오 CD

    Green Bananas
영어 학습 2~3년차

유치원생 및 초등생
500~800 ● ● ●

Blue Bananas
영어 학습 3~4년차

초등생
1,000 ● ● ●

    Red Bananas
영어 학습 4~5년차

초등생 이상
2,000 ● ●

Banana Storybooks

●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 수상작가들의 순수 창작동화

세계적인 아동 문학상과 아동 도서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창작동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와 주제로 구성되어 책읽기를 시작하는 아이

들에게 이상적인 스토리북입니다.

● 엉뚱 발랄한 캐릭터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면서도 기발한 상상력과 엉뚱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합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유명 화가들의 재치 넘치는 그림이 글의 재미와 흥미를 더해줍니다. 

그림 단서(Picture Clue)가 풍부하여 어려운 단어나 문장도 그림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 회화체의 스토리 전개와 재미있는 말풍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구어체의 스토리 전개로 최근 영

어권 현지에서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영국 아이들은 ‘해리포터’를 읽기 전에 ‘바나나 스토리북’을 읽는다

책 읽기의 즐거움 속으로 초대하는 스토리북

[ P R E V I E W  ] R
e
a
d
e
rs

Green Bananas
•처음 책 읽기를 시작하는 어린이를 위해 짧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의 스토리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 세 권의 책을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Blue Bananas
•표현이 풍부해지고 좀더 길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Red Bananas
•긴 이야기가 몇 개의 짧은 챕터로 나뉘어 있어 부담 없이 챕터북 읽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정리하는 독립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Book Report

Banana Storybooks
Audio C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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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읽기의 즐거움과 학습효과를 동시에!

6단계로 구성된 픽션, 논픽션 시리즈

[ P R E V I E W  ] R
e
a
d
e
rsLevel 1

●  Hide & Seek
●  The Frog and the Crocodile
●  Colin’s Colours
●  Pip the Pirate
●  Fantastic Freddy
●  Eddie's Exercise

Macmillan Children’s Readers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6단계로 구성된 리더스 

시리즈입니다. 단계별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픽션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논픽션 스토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

어 영어 읽기의 즐거움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초급 단계의 주제 및 언어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리딩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익혀야 하는 문장의 기본구조와 어휘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  스토리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Activities와 Picture Dictionary, Wordlist가 들어 있습니다.

● 자신의 수준에 맞춰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MP3 파일과 Worksheets를 홈페이지(www.ebricks.co.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구성 : 6단계 40종 타이틀

Level : Beginner~Pre-Intermediate

Level 2
●  The Fancy Dress Competition
●  Lunch at the Zoo
●  Dom’s Dragon
●  Pat’s Picture
●  A Picnic Surprise
●  Where’s Rex?

Level 3
●  Wild Animals - A Hungry Visitor
●  Where does Our Rubbish Go - Let’s Recycle!
●  The Ant’s Party
●  The Unhappy Giant
●  April Fool’s Day
●  Birds - The Mysterious Egg
●  Real Monsters - The Princess and the Dragon

Level 4
●  Incredible Sculptures - A Thief in the Museum
●  Making Music - The Talent Contest
●  Riverboat Bill
●  What’s that Noise?
●  New Year’s Eve
●  Football Crazy - What a Goal
●  Dogs - The Big Show

Level 5
●  Pumpkins - A Pie for Miss Potter
●  New York - Adventure in the Big Apple
●  Penguins - Race to the South Pole
●  Volcanoes - The Legend on Batok Volcano
●  Castles - King Arthur’s Treasure
●  London - A Day in the City
●  Dangerous Weather - The Weather Machine

Level 6
●  Inventions - Lost
●  The Deep - The City Under the Sea
●  Planets - School Trip to the Moon
●  Machu Picchu - Through the Fence
●  Caves - The Lucky Accident
●  Sharks and Dolphins - Dolphin Rescue
●  Gold - Pirate’s Gold

Macmillan
Children’s Readers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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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영어학습자들이 최고로 뽑은

고전과 현대문학 명작시리즈

[ P R E V I E W  ] R
e
a
d
e
rs

Starter Level / 300 key words

Beginner Level / 600 key words

Elementary Level / 1100 key words

Pre-Intermediate Level / 1400 key words

Intermediate Level / 1600 key words

Upper-Intermediate Level / 2200 key words

Macmillan Literature Collections

Sara Says No! (Norman Whitney)
Middletown에 사는 모두가 Mr Fruit를 좋아한다. 그의 딸인 Sara만 빼고. Sara는 정직하지 

못한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다. Sara는 Mr Fruit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Human Interest)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Mark Twain)
1845년, 작은 마을 Hannibal을 벗어나기로 마음먹는 Huck는 또 한 명의 도망자(흑인 노예 

Jim)와 함께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는 통나무 뗏목 여행을 하게 되는데…

(Adventure)

The Princess Diaries (Meg Cabot) 
Mia Thermopolis는 뉴욕에서 엄마와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녀가 Genovia 왕국의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해 버린다. 하지만 Mia는 그저 평범한 십대 소녀

로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TV Film)

The Wizard of Oz (L. Frank Baum)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상한 나라 Oz에 떨어지게 된 소녀 Dorothy.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란 벽돌길을 따라 위대한 마법사가 산다는 에메랄드 성을 향해 떠나

는데… (Classic)

Dracula (Bram Stoker)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백작은 나의 팔을 붙들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힘이 셌고, 그의 손

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Mystery & Horror)

Moby Dick (Herman Melville)
Ishmael과 그의 친구는 Pequod라는 이름의 포경선에 탑승하게 되는데, 그 배의 선장 

Ahab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포악한 흰 고래 Moby Dick을 뒤쫓고 있었다. 이 거대한 괴물을 

향한 선장의 광기 어린 추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Classic)

American Stories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 선집. Dorothy Parker, Theodore Dreiser,  

F. Scott Fitzgerald, Patricia Highsmith, Edith Wharton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  픽션과 논픽션, 고전과 현대물의 방대한 구성

●  전세계의 명작과 문학물을 영어학습자의 문법과 단어 수준에 맞춰 재구성

●  초급부터 상급에 이르는 7단계의 구성으로, 영어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

●   매년 고전물과 현대의 화제작들을 꾸준히 새롭게 추가

●  Worksheet와 Level Test 등 다양한 자료를 맥밀란 웹사이트(www.macmillanenglish.com/readers)를 통해 제공

●  Notes : 저자 및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사회상을 설명하여 배경 지식을 높여줌과 동시에 작품의 이해를 돕습니다. 

●  The People in this Story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어 Pre-Reading 단계에 유용합니다.  

●  Story : 단계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준별로 재구성되었으며, 삽화가 있어 줄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Point of Understanding : 작품을 읽은 후 내용을 이해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  Exercise : Word, Writing, Grammar 등 다양한 연습문제가 수록되어 완벽한 이해를 돕습니다.

●  Glossary : 작품에 나온 주요 단어를 의미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Macmillan Readers의 구성

Macmillan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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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Blue Fins The Lost Ship  L. A. Detective  Alissa  
 Gulliver’s Travels in Lilliput In The Frame  The Well  Photo Finish  Lucky Number   
  The Magic Barber   Sara Says No!   
  Shooting Stars   Ski Race  
     The Umbrella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Dangerous Journey The House in the Picture and Abbott Thomas’ Treasure  L. A. Raid Anna and the Fighter This is London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Hawk-eye, the Pathfinder The Phantom of the Opera  The House on the Hill   
 Billy Budd The Last of the Mohicans   Lorna Doone  
 The Black Tulip  Newspaper Boy   Marco   
 Good Wives Picture Puzzle   Money for a Motorbike   
 Jane Eyre The Prisoner of Zenda   Princess Diana  
 The Last Leaf and Other Stories    The Truth Machine   
 Little Women       
 The Man in the Iron Mask       
 The Mill on the Floss      
 Northanger Abbey      
 Rich Man, Poor Man      
 The Signalman and The Ghost at the Trial       
 A Tale of Two Cities       
 The Three Musketeers       
 The Trumpet-Major      
 Washington Square      
 The Canterville Ghost and Other Stories  The Black Cat  Claws  Don’t Tell Me What to Do  The Promise   Dawson’s Creek 1 
 A Christmas Carol  The Mark of Zorro  The Phantom Ariman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Dawson’s Creek 2
 Dr Jekyll and Mr Hyde White Fang  Room 13 and Other Ghost Stories  L. A. Winners   Dawson’s Creek 3
 The Escape and Other Stories   Seven Stories of Mystery and Horror The Lost World   Dawson’s Creek 4
 Frankenstein   The Stranger  Love by Design    The Princess Diaries 1
 The Legends of Sleepy Hollow and Rip Van Winkle   Tales of Horror The Quest    The Princess Diaries 2 
 The Picture of Dorian Gray   Tales of Ten Worlds Silver Blaze and Other Stories    
 Treasure Island   The Woman in Black     
   Unquiet Graves    
 Selected Stories by D. H. Lawrence  The Secret Garden I, Robot  Shake Hands Forever  Nelson Mandela  Casino Royale
 Far from the Madding Crowd  Owl Creek Bridge and Other Stories    Diamonds are Forever
 Daisy Miller       The Princess Diaries 3
 Heidi       The Princess Diaries 4
 A Midsummer Night’s Dream       
 Robin Hood       
 Robinson Crusoe      
 Romeo and Juliet      
 The Treasure of Monte Cristo       
 The Wizard of Oz       
 David Copperfield  Jurassic Park   “A” is for Alibi The Enchanted April  Touching the Void  Bridget Jones’s Diary 
 Dracula A Kiss Before Dying   “B” is for Burglar My Cousin Rachel  A Town Like Alice  Dr No
 Emma The Perfect Storm   Bristol Murder  No Longer at Ease   Goldfinger 
 The Great Gatsby  Rendezvous with Rama  The Eye of the Tiger Things Fall Apart   
 Hamlet River God   The Jewel That Was Ours  When Rain Clouds Gather   
 King Arthur and the Knights of the Round Table  The Seventh Scroll   “L” is for Lawless   
 The Merchant of Venice    Meet Me in Istanbul    
 Oliver Twist   No Comebacks and Other Stories    
 The Pearl    The Queen of Death    
 Pride and Prejudice   Ring of Thieves   
 The Red and the Black    The Sign of Four    
 Sense and Sensibility    The Silent World of Nichloas Quinn   
 Tess of the d’Urbervilles    The Smuggler   
 Thérèse Raquin    The Space Invader    
 The Woodlanders    The Speckled Band and Other Stories    
 Wuthering Heights    Used in Evidence    
    The Woman Who Disappeard    
 Anna Karenina    L. A. Movie Mine Boy   
  Bleak House    Officially Dead  The Mistress of Spices   
 The Creative Impulse and Other Stories   Rebecca Weep Not, Child  
 The Cut-glass Bowl and Other Stories      
 The Grapes of Wrath       
 Great Expectation       
 Middlemarch       
 Moby Dick       
 Of Mice and Men       
 Our Mutual Friend      
 Vanity Fair       

Level Classic Adventure Mystery & Horror Crime & Detectives Human Interest Non-Fiction TV Film 

  Starter

  Beginner

  Elementary

  Pre-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 M A C M I L L A N  R E A D E R S  L I S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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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4~5세)

My Family

Level 3 (6~8세)

Level 2 (5~6세)

9월 우리 동네

My Friends

1

7

3월 유치원과 친구

9월 우리 동네

Playing Together

Welcome to My Town

1

7

3월 유치원과 친구

My School

Looking Around

1

7

3월 유치원과 친구

9월 우리 동네

Visiting My Friend

2

8

4월 봄•나와 가족

10월 가을•우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Spring Comes

Looking Outside

2

8

4월 나와 가족

10월 가을•교통수단

Family Fun

Setting Out

2

8

4월 건강과 안전

10월 가을•동식물과 자연

Being Healthy

Autumn Fun

3

9

5월 나와 가족

11월 교통수단•생활도구

On the Go

3

9

5월 동식물과 자연

11월 세계 여러 나라

Planting Seeds

Flying High

3

9

5월 나와 가족

11월 우리 동네

All About Me

To the Market

3-year Kindergarten Curriculum



4

10

6월 건강과 안전

12월 겨울•환경과 생활

Let’s Eat

Having Fun

4

10

6월 건강과 안전

12월 겨울•환경과 생활

Eating It Up

Feeling the Seasons

4

10

6월 생활도구

12월 겨울•세계 여러 나라

Like an Artist

Around the World

5

11

7월 동식물과 자연

1월 건강과 안전

Let’s Find  Out

Playing Games

5

11

7월 동식물과 자연

1월 겨울

On the Move

Let’s Guess

5

11

7월 동식물과 자연

1월 지구와 우주•환경과 생활

Amazing Animals

Exploring Space

6

12

8월 여름•환경과 생활

2월 나•동식물과 자연

Summer Fun

Expressing Your Feeling

6

12

8월 여름•환경과 생활

2월 겨울•동식물과 자연

Wondering about It

Sharing a Story

6

8월 여름•환경과 생활

Going Outside

12

2월 환경과 생활

Saving the Earth

유치원 프로그램 상담 www.ebricks.co.kr
www.ebricks.co.kr
주문 및 교육상담 02.335.7399  

영어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 리딩타임 시리즈

Reading Time 40  읽기에 꼭 필요한 기본 문장을 패턴으로 쉽게 배운다!

Reading Time 60   단락 패턴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글 읽기로 리딩에 자신감을 키운다!

Reading Time 80  글 읽기의 즐거움과 함께 본격적인 독해 능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Bricks의 새로운 브랜드 Four O’Clock은 여우가 어린왕자를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처럼 어린이들이 영어를 만나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

게 되기를 꿈꿉니다.

“If, for example, you come at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then at three o’clock I shall begin to feel happy.” – Antoine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Story


